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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전 및 추진목표 

1. 대학 일반현황

1.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목표

1.1.1. 개요 

 ○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진리탐구·인격도야·이타자리를 구현하고, 대학의 비전인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

   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교육의 중심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수요기반 산학협력 중점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아감

1.1.2. 대학의 중장기 전략체계

 ○ 발전전략의 체계는 3대 건학이념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3     

    대분야 인재상, 공감 인재가 가져야 할 6대 핵심역량, 지방 중소형대학의 선도적      

    교육모델을 위한 5대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기반 특성화 4대 육성 분야로 구     

    성하였음

 ○ 발전계획은 2026년까지 도입기·강화기·확산기의 3단계로 추진하고, 각 단계별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1단계 도입기의 2차년도인 2017년은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화에 주력하고자 함

그림1.1. 대학의 중장기 발전체계

 ○ 지역사회 수요 기반 인재육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성화 4대 육성분야는 지역산업 여건이 우수하며      

    취업·산학협력 등 실적이 우수한 ‘에너지·철강·자동차 부품’, ‘외식·관광’, ‘휴먼서비스’,      

  ‘보건의료’로 선정하고,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성화 3대 추진전략아래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음

 ○ 특히 포항지역의 철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주·울산의 자동차부품 산업 등 지역산업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요기반 산학협력 교육체계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대학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산업과 상생을 기반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한편 가족회사, 

     산업관련 기관 및 협의체,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와 공존,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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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학의 특성화 전략체계

표 1.1. 경주·포항지역 업종별 구인·퇴직·향후 채용현황

구분

구인 퇴직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명)

구인
인원
(명)

실제채용
인원
(명)

비중
(%)

퇴직
인원
(명

근속1년
미만퇴직
인원

비중
(%)

전 체 1,655 1,952 116.0 2,047 911 45.1 1,033

업
종

1차 금속 제조업 90 107 118.9 71 17 23.9 39
화학/의약/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38 165.2 31 21 67.7 14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제조업 183 232 126.8 256 140 54.7 186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39 41 105.1 46 22 47.8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9 170 122.3 125 65 52.0 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 42 105.0 33 22 66.7 2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110 148.6 189 72 38.1 105
건설업 524 472 90.1 903 343 38.0 449
보건복지 서비스업 447 459 102.7 306 143 46.7 122
예술/여가/스포츠관련 서비스업 96 281 292.7 87 66 75.9 7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림 1.3. 지역산업과 특성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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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학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그림 1.4. 대학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 3대 건학이념인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감의 가치를 실  

    현하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는 공감의 가치를 이해   

    하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임

 ○ 건학이념에 기반한 인재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세상공감’인재, 나를 성찰  

    하는 ‘자기공감’인재, 함께 소통하는 ‘타인공감’인재로 설정함

      

그림 1.5. 인재상 3대 분야 및 6대 핵심역량

 ○ 공감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은 3대 분야, 6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창의 

    융합성 분야의 융합사고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은 삶의 문제를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역량이며, 자기주도성 분야의 자기관리 역량과 도전성취  

   역량은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부단한 도전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역량이고, 공동  

   협력성 분야의 대인관계역량과 협업실천역량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원활  

   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대학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대학발전에 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석에 기반한 발전가능성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산학협력 특성  

    화 정책을 구축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을 하는 산학협력체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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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대학 고유의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정립하여, 교육 내실화를 추진함     

    과 동시에 이는 공감인재육성을 위한 사제동행 코칭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과 정의  

    구성과 운영을 선진화하고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임

 ○ 공감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지원을 담당      

   하는 직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도입함

 ○ 인구감소, 무료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등 대학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재정 운영 

    및 행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여 대학경영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중소형 대학의 선  

    도적 모델을 확립함

1.2. 대학의 교육현황

1.2.1. 대학 학부의 구성 체계 및 인원

 ○ 2017년 4월 1일 기준, 우리 대학 학부생은 3,215명, 대학원생은 275명으로 재학생 중 

   학부생의 비율이 92.1%인 학부 중심 대학으로서, 신입생의 60%~70%가 경주·포항

   지역 출신이며 학력수준은 중위권임

 ○ 우리 대학은 지리적으로 경주와 포항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경주의 

    문화관광·자동차부품 산업, 포항의 철강·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에 해당함

그림 1.6. 대학 학부의 구성체계

·우리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포항·경주·  

  울산 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높은 취업

  률을 달성하고 있음 (대학알리미 기준  

  공시취업률, 2014년 76.1%, 2015년      

  68.3%, 2016년 66.8%)

·아울러 우리 대학은 2011년도부터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에너   

  지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산업에 기반한 우수 인재 양성  

  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계속 지원대학(학위과정),  

  2016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    

  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 힘입어 

   2015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우수 등급(B)'을 획득하  

   여 전국 4년제 163개 대학 가운데  

   상위권 그룹에 포함되는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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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산업 여건 및 졸업생 진로 분석

1.3.1. 지역산업여건

 ○ 2015년 기준, 경북지역의 사업체수는 219천개로 전국 3,874천개의 5.6%를 차지     

    하고, 종사자수는 1,066천명으로 전국 20,889천명의 5.1%를 차지

 ○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로 경      

    상북도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으며, 지역 내 총      

    생산 또한 경상북도 전체의 약 67.5%를 차지

 ○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 종사자수 및 GRDP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구미시로 나타남

표 1.2.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업체수(2015년) 종사자수

(2015년)
지역내 총생산
　(2014년)전체 5인 미만 100인 이상

개사 % 개사 % 개사 % 명 % 십억원 %
경상북도 218,796 100.0 182,281 100.0 846 100.0 1,066,260 100.0 92,697 100.0 
포항시 40,356 18.4 34,189 18.8 186 22.0 194,651 18.3 17,478 18.9
경주시 23,531 10.8 19,328 10.6 108 12.8 121,128 11.4 9,067 9.8
김천시 9,837 4.5 8,340 4.6 49 5.8 50,149 4.7 3,639 3.9
안동시 13,526 6.2 11,505 6.3 31 3.7 55,397 5.2 3,061 3.3
영천시 8,606 3.9 6,894 3.8 38 4.5 43,865 4.1 3,113 3.4
경산시 19,016 8.7 15,338 8.4 98 11.6 103,964 9.8 6,881 7.4
기타지역 47,418 21.7 39,210 21.5 86 10.3 199,736 18.7 14,224 15.5

※ 자료 : 통계청, 「경상북도 사업체조사」

 

○ 경상북도의 주력산업은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기능성바이       

    오소재, 모바일융합 등 5개 이며 협력산업은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울산), 지  

    능형기계(경북-대구-대전), 기능성하이테크섬유(경북-대구-부산)등 3개이고,8개 산  

    업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사업체 수는 총 5,854개로 경북의 제조업 대비 2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종사자 기준으로는경북의 제조업 대비 54.5%의 비중을 차지함

 ○ 경상북도 전략산업 중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및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    

    드 구축’사업은 환동해권의 신소재부품산업의 메카로 신기술 대응 맞춤형 고     

    급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주·포항 지역은 포스코 등 다수의 철강 관련 기업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기     

    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경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에는 IT부품제   

    조, 기계부품산업이 발달되고 있으며 추후 기계부품 기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전   

    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 대학은 우수한 지역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특성화 4대 분야를 선정하여 산학협      

    력 기반 교육체계 구축 전략을 추진함  

1.3.2. 인력수요현황

 ○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 경북지역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     

    부분 권역의 실제 채용 비중이 90.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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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권의 경우 실제 채용 비중이 115.4%로 구인 인원보다 실제 채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1년간 채용 인원은 1,289명으로 예상됨

표 1.3. 경상북도 채용상황 및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단위 : 명, %)

구 분
채용상황 및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구인인원 (명) 실제 채용 인원 (명) 실제 채용 비중 (%)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명)

전 체 6,675 6,522 97.7% 3,473

권역

중부권 2,584 2,254 87.2% 1,188

북부권 912 802 87.9% 349

동부권 2,118 2,444 115.4% 1,289
남부권 1,061 1,022 96.3% 647

※ 실제 채용 비중(%) = (실제 채용 인원 ÷ 구인 인원) × 100
※ 구인인원은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통해 채용하려던 인원을, 실제 채용 인원은 2015.07. 

01~2016.06.30(상반기 채용 확장자 포함)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향후 1년은 2016.07. 
01~2017.06.30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경주·포항 지역의 ‘종사자 수 10~29인·100~299인 규모’ 기업에서 구인인원  

   보다실제채용 인원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1.4. 경주·포항지역 채용상황 및 향후 1년간 채용예정인원

구 분

경주 포항

구인
인원
(명)

실제
채용
인원
(명)

실제 
채용 
비중
(%)

향후 1년간 
채용예정 
인원
(명)

구인
인원
(명)

실제
채용
인원
(명)

실제 
채용 
비중
(%)

향후 1년간 
채용예정 
인원
(명)

전 체 653 985 150.8% 282 1,378 1,370 99.4% 882

규모

1-9인 8 9 112.5% 9 2 7 350.0% 39
10-29인 121 184 152.1% 70 134 150 111.9% 87
30-99인 301 397 131.9% 157 572 520 90.9% 280

100-299인
186 369 198.4% 27

670 693 103.4% 476
37 26 70.3% 19

※ 실제 채용 비중(%) = (실제 채용 인원 ÷ 구인인원) × 100

※ 구인인원은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통해 채용하려던 인원을, 실제 채용 인원은 2015.07. 
01.~2016.06.30.(상반기 채용 확장자 포함)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향후 1년은 2016.07. 
01.~2017.06.30.을 기준으로 함. 이하동일

※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경주·포항 지역의 경우 구인 인원보다 실제 채용 인원이 116%나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근속 1년 미만 퇴직 인원이 전체 퇴직 인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 

   수요·공급의 질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체의 고용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  

    템 트랙,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을 통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  

    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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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졸업생 취업현황

 ○ 지난 3년간 우리 대학 입학생 10명 중 약 7명이 포항·경주·울산 지역 출신이며,

   우리 대학 졸업생이 이 지역에 취업하는 비중은 67.6%로, 우리 대학은 지역인재 양  

   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

 ○ 우리 대학 취업률은 68.3%(2015.12.31 공시취업률 기준)로, 이같이 높은 취업률을 유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철강·자동차부품·외식·관광·휴먼서비스 등 지역의  

   우수한 산업 여건과 지역사회 수요 기반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 결과로 분석됨

2. LINC+사회맞춤형학과 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 

2.1.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2.1.1.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그림1.7.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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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운영현황 분석 및 자체 진단의 적정성

그림 1.8. 1차년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현황에 따른 개선사항

 ○ 우리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1차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수요조사와 자체평가    

    보고회 및 만족도를 도태로 설정되었으며 사회맞춤형학과의 경영이념, 인프라,     

    교육과정, 성과, 대외활동, 사업비운영, 종합의견 등의 부문평가에 대한 조사를 시  

    행했음. 교원, 학생, 기업, 유관기관 등 위덕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산학협력 협의  

    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현황의 가장 큰 변화는 주체그룹들의 인식개선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의 변  

    화가 가장 두드려졌음

그림 1.9. 1차년도 사회맞춤형학과 성과진단 분포도

 ○ 본 사업단의 성과진단 분포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인식개선의 크게 두드려졌음     

    에도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 활동과 사회맞춤형학과 학생학습 질관리와 사회    

    맞춤형학과 교수학습 질 관리에는 아직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수요조사 및 만족도의 평가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음

 ○ 이를 토대로 본 사업단 플랫폼 시스템을 1차년도에 착수하여 2차년도 6월에 구     

    축 및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시험테스트 조사결과 학생만족도와 기업만족도     

    가 매우 높았음

 ○ 특히 사업추진 위원회와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선 변경하였으며 이를 교내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협약기업체 및 외부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음

 ○ 1차년도 사업 주요성과를 산학재정확충, 산학협력제도개선, 산학협력지원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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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주요성과
대학 중장기 

발전과의 연계성
비
고

사
회
맞
춤
형
학
과 
L
I
N
C
+
사
업
중
장
기
발
전
계
획

산 학
재 정
확 충

■ 사회맞춤형학과 LINC+ 사업비 : 8.8억원
■ LINC+사업 지원을 위한 포항시 대응자금: 1억원
■ LINC+사업 지원을 위한 경주시 대응자금: 1억원
■ LINC+사업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자금: 0.48억원
■ LINC+사업 지원을 위한 교내 대응자금: 0.4억원

■특성화육성시  
  스템구축
 -특성화 지원
  강화 및 환류

산 학
협 력
제 도
개 선

■ 교원 산학협력 평가제도 개선
   -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교육, 연구, 봉사 등 개정 1건
■ 교원 산학협력 지원제도 개선
   -산업체파견, 책임시수 감면, 산학연구년 등 개정 2건
■ 기업전문교수 및 기업겸임교수 제도 개선
   -기업전문교수 23명, 기업겸임교수 7명 임용
■ 사회맞춤형학과 교과 및 비교과과정 개정
   -사회맞춤형학과 교과 및 비교과규정 개정 8건
■ 참여교원 및 직원 성과급제도 개정
   -사회맞춤형학과 교원 및 직원 성과급 규정 
■ 사회맞춤형학과 학사규정 개정
   -LINC+지정과목, LINC+전공과목, LINC+공통전공 과목

을 편성 및 개설

■지역사회 연계  
  체계 확대
 -산학연계 교
  육체계 구축
 -산학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이타심과 실무  
  교육확대
 -현장실무 전
  공교육 확대

산 학
협 력
지 원
체 계
구 축

■ 산학협력 산하기관 체계 개편 및 확대
   -산학협력컨설팅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용장비활용

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사업단 산하기구로 편성 및 
전담인력 배정

■ 산학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구매관재팀 조직 구성
■ 기업전문교수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교수법특강, 마이크로티칭, 교재개발교육, 학생지도법 등
■ 교육성과관리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만족도 및 특별감

사 등의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사회맞춤형학과 산학협력 교

수학습지원체계 구축 및 개편
■ 인성기초교육원을 통한 사회맞춤형학과 비교과과정 지

원시스템 구축 및 개편

■특성화 육성시  
  스템 구축
 -행정적 조직
  체계 구축
 -단계별 특성화
  추진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 확립
■이타심과 실무  
  교육강화
 -문제해결능력  
  소통교육확대

산 학
협 력
환 경
개 선

■ 사회맞춤형학과를 위한 공간 개선 및 확대
   -사업단 행정사무실(118m2),공용전산 실습실(148m2), 갈

마간 로비 및 복도환경개선(리모델링)
   -미러링랩 6개 (OVA 미러링랩I,II, NEEDS 미러링랩I,II, 

VICTORY 미러링랩I,II): 총 536 m2 

■ 사회맞춤형학과를 위한 장비 구축 및 확대
   -HMI SW Citect, Universal PLC Trainner, 유공압 실습장

비, 태양전지성능평가장치, 태양광모듈효율측정장치, PLC 모
듈, 전장설계 CAD S/W, 기계설계 CAD S/W, 가상회사 
기자재: 총 2.87억원

■ 사회맞춤형학과를 위한 홈페이지, 학생관리 및 리쿠르  
 트 플랫폼 구축 및 개선

■특성화 육성시  
  스템 구축
 -행정적 조직
  체계 구축
 -단계별 특성화
  추진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 확립

   산학협력환경개선, 지역기반 협력체계확대 분야로 체계화하여 실시했으며 2차년    

   도에는 1차년도에 가장 취약했던 산학협력활동 및 학생학습 질관리와 교수학습     

   질관리에 대한 개선 및 확대 프로그램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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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맞춤형학과를 위한 대학차원의 예비사업단 도입(2개 트랙)

지 역

기 반

협 력

체 계

확 대

■ 사회맞춤형학과를 위한 포항 및 경주기반 산-학-연-관 

협의체 구축 및 확대

   -산학협력 회의 8회, 산학협력 워크숍 2회, 산학협력 

세미나 3회, 산학협력 간담회 2회, 산학협력 콘서트 1

회, 사회맞춤형학과 실무 위원회 5회, 기업전문교수를 

위한 프로그램 15회

■ 사업단장의 교무위원 위상강화로 지역행사 참석 (포항

시, 경주시, 경상북도)

■ 사업단 단장의 포항시 취업관련 심사위원 위촉

■ 사업단 참여교원 취업전담교수 위원회 위촉

■지역사회 연계  

  체계 확대

 -산학협력 특

  성화 모델 구축

■이타심 및 실  

  무교육강화

 -이타심 인성

  교육 강화

 -문제해결능력  

  소통교육강화
   

2.1.3.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 위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과       

    사회맞춤형학과 전략을 위해 ‘특성화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인재육성’으로 정하여, 이는 지역사     

    회와 함께 상생, 발전함을 나타냄

 ○ 포항지역의 철강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경주, 울산의 자동차부품산업을 바    

    탕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대학 전반적인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중장기발전에는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사    

    회 맞춤형 교육이 전반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1.10.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및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 연계도

 ○ 특히 대학의 특성화 3대 추진전략인 ‘이타심 및 실무교육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확대’,‘특성화 육성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아래 문제해결능  

    력 소통교육강화, 교육중심 산학친화형 교육과정운영, 산학협력 특성화모델 구  

    축, 단계별 특성화추진, 특성화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 확립, 특성화 지원강화  

    및 환류 등의 세부전략을 개정·확대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시스템  

    을 구축·확립함

 ○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수요 기반 산학협력중점 교육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산업 맞  

   춤형 인재양성’을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 또한, 지역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이타심 성장 인성교육체계’,‘사    

    회맞춤형 공동운영 전공교육체계’,‘사회맞춤형 통합학생지원 SO! Tong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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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시스템’,‘사회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계 시스템’을 사회 맞춤형학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

2.1.3.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상에서의 사회맞춤형교육을 통한 발전계획

 ○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위덕 2020 발전계획’,‘2026 발전계획’에‘지역기반    

    산업, 사회맞춤형 교육’특성화 계획을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음

 ○ 개편방향은 지역산업을 토대로 한 사회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  

   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함

그림 1.11.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사회맞춤형학과 발전계획

 ○ 이를 위해 본 대학은 사회맞춤형학과 예비사업단을 교내과제로 공모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개 트랙을 확대하여 전 학과부로 확산하려함

그림 1.12.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사회맞춤형학과 확산 단계 로드맵

 ○ 또한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차원에서 사회맞춤형학과를 확대 운영계획안을 제시하여 

    교내 및 교외를 비롯한 인근 타 대학과의 산업 맞춤형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그림1.13. 대학 차원에서의 사회맞춤형학과 확대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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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NC+ 사회맞춤형학과 비전 및 추진전략

2.2.1. LINC+ 사회맞춤형학과 비전 및 사업목표

그림 1.14. 대학의 중장기발전에 기반한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수요기반 산학협력중점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이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이라는 최종목표로  

    사회맞춤형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 함  

    께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함

 ○ 기존 지역산업체와 협의체로 구성된 경주·포항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계층별 수요조사를 반영한 준비단계를 거쳐 사회맞춤형 3개 트랙을 5년간 육성  

    하며 이를 운영단계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을 사회맞춤형 확산단계로 확대하여  

    2개 트랙(사회맞춤 융합형 트랙)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산업의 사회맞춤  

    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기존 취업률(76.1%)을 기반으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며 지역 산업수요자들의 고충인 이직률 상승현상을 개선하여 본 사회   

    맞춤형 선도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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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대학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인성 프로그램

·대학의 소재지가 포항과 경주의 접경지  

  역으로서, 인근에 있는 철강산업, 자동  

  차부품산업의 산업체 수요자의 첫 번째  

  요청이 협업에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  

  재육성을 요구하는바, 2013년부터 본  

  대학은 인성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 역시 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게 수요자 요청을  

  받아들여 재구성함

그림 1.16. 사회맞춤형 실무중심의 문제해결 전공교육 

프로그램 

·본 전공교육체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  

  한 전공교육 컨설팅단과 매학기 컨설  

  팅을 실시한 후, 만족도 평가에 따른  

  환류시스템 운영방식이 매학기 개선됨

그림 1.17. 산학공동(2in1) 지도교수를 기반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본 사업단은 사회맞춤형 트랙 전문성  

 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단계  

 별 학생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산  

 학협력(2in1) 지도교수 시스템을 구축,  

 확대함 

·특히 상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체교수, 대학지도교  

  수, 상담컨설팅지도요원, 취업담당교  

  수 등의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  

  개선함

2.2.2.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본 사업단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4대 추진전략을 

    기획하여 이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최종목표로 설정함

 ○ 이타심 성장 인성 교육체계

 

○ 사회맞춤형 공동운영 전공교육체계

-  특히 인근 중소기업 여건에 맞춘 학생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  

 인’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인’을 전공교과목에 의무 편성하고 PBL, CBL, TBL 교과목을  

 운영함

 ○ 사회맞춤형 통합학생지원 SO! Tong! 플랫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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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과제

이타심 성장 
인성교육체계

 인성교육 인프라 확충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업전문교수 겸임교원 임용
 기업전문교수 위촉

 학생욕구중심
기초교육강화

직업기초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수업향상을 위한 수업 품질관리 
체계구축

핵심역량 진단도구 
역량진단 활용시스템

토론 및 협상 프로그램 강화 학습동아리

산학 업무 역할 
프로그램 강화

학생-교수-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학-산업체 산학협력 
협의체 및 포럼 구성

사회맞춤형 
공동운영 

전공교육체계

캡스톤 디자인 확대
문제해결형/기업과제형 

캡스톤 디자인
실무중심 전공교육 강화 협약기업 현장실습

사회맞춤형 전공교육품질관리체계 강화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성장코칭 비교과 
연계교과 확대

성장코칭 비교과 연계교과

사회맞춤형 
통합학생지원
SO! Tong 

플랫폼 시스템

트랙맞춤형 단계별 지도
산학 미래설계코칭

프로그램
산학 취업설계 프로그램

소수학생 특별지도 강화 학습부진 학생 집중관리
지능형 종합학생지도 시스템 학생 종합관리 플랫폼 

학습활동 질 관리 체계구축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 및 컨설팅

산학공동(2in1) 사제동행 코칭교육강화 2in1 사제동행 지도교수 상담

사회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계 

시스템

문제해결중심 교수법 확산 PBL기반 문제해결과정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운영 플랫폼 구축

창의공감 트랙별 집단지성프로젝트 창의공감리더 집단지성 학습공동체

교수활동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법 프로그램

교수연구회

○ 사회맞춤형 교수학습지원체계 시스템

 

그림 1.18. 사회맞춤형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 산업체 교수와 전공교수가 사회맞춤형 트랙에 맞게 학생과 상호작용을 주안점으로  

    하는 선진교수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3개 강화프로그램을 도출하여 기획·실행함

 ○ 사회맞춤형학과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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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C+사업을 위한 대학의 지원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3.1. LINC+사업을 위한 대학의 지원노력과 계획

3.1.1.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

 ○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위덕 2020 발전계획’, ‘2026 발전계획’에 ‘지역기반  

    산업, 회맞춤형 교육’ 특성화 계획을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으로 개편하고 있음

 ○ 개편방향은 지역산업을 토대로 한 사회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  

    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함

 ○ 총장 이하 대학의 전 구성원들은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2015년부터 아래와 같  

    이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6학년도부터 직제개편 및 기능조정을 다음과 같이 실행 

  - 산학협력컨설팅센터를 2016학년도에 신설하여 가족 회사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수  

    요조사를 통해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장비·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함

  - 공용장비활용센터를 2016학년도에 신설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공용장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편성하여 산학협업을 수행함

  - 4개 센터를 LINC+사업단 산하로 직제 개편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장비활용도 향상과  

    산업체 실무중심의 참여, 창의적인 교육성과를 극대화 함

  - 6개 센터의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전담 독립체제로 확대·개편함

 ○ 사회맞춤형 교육지속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자율학기제, 다학기제 등 의 학사제도 개편 및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함

 ○ 사회맞춤형 장학금 제도 개선 

  - 교내 사회맞춤형 장학금을 개설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함

 ○ 사회맞춤형학과 실습 및 장비 인프라 확대 구축

  - 사업계획외에 학교차원에서 미러링 룸 및 장비지원센터를 사회맞춤형 장비 지원센터   

     로 확대하여 산학 맞춤형 연계 장비센터를 계획함 (조기 공간 및 설비 확충 : 2차년도 시행)

 ○ 사회맞춤형학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자립 조성

  - 학교기업 및 학내기업 유치를 통한 수익 

  - 장비센터 개선에 따른 공용장비 임대 수익

  - 가족회사 및 협약기업에 따른 관리 시스템 기금 수익 

  - 지자체의 사회맞춤형학과 대응자금 수익

  - 재단을 중심으로 한 재정자립기금 조성 (만불회 설치)

3.2.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 경상북도·경주시·포항시의 대응자금 유치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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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명/분야 관련 인력양성 분야 연계 지자체

경상북도 
전략산업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경상북도 
주력·협력

사업

에너지부품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부산)
자동차전장·설비제어트랙

Ÿ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인프라

경주의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기업 Ÿ 경주시

포스코 등 철강 관련 기업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   

    랙’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전략산업 중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및 ‘신재생에  

    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경북 주  

    력산업 중 ‘에너지소재부품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제공

·‘자동차전장·설비제어트랙’ 운영을 통  

    해 경북협력사업인 ‘자동차융합부품(경  

    북·대구·울산)’사업과 경주·울산 지  

    역에 다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  

    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제공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운영을 통해  

   포항 지역에 밀집해 있는 포스코 등 철강  

   관련 기업들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  

   써 지역발전에 기여

그림 1.20. 지역사회와 협력
 

○ 지역전략 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Ⅱ. 인프라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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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7조(사업추진위원회) [2017.9.11. 제정]
·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무위원, 사업단장, 외부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

· 사업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대학발전계획 반영 및 확산

· 사업지표 설정, 사업예산 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집행 점검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 사업 자체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기본지침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성 심의

·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방향

·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2차년도 계획을 점검(2018.5.4.개최)하였으며, 연2회 실시로 사업추  

   진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심의

·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대학차원에서 지원, 확산

· 자체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다음 계획에 환류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 연차 사업 계획/예산과의 연계 강화

Ⅱ. 인프라 구축 계획

1.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1.1. 사업추진체계

그림 2.1. 사업추진체계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구성함

 ○ 산학협력단 산하 6개 지원센터 중 4개 센터(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지원       

    센터, 공용장비활용센터, 산학협력컨설팅센터)를 LINC+사업단 산하로 직제 개편함

1.1.1.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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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2017.9.11. 제정]   
· 1차년도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주요 개선사항은 2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함(2018.2.27. 개최)

· 학생선발 기준 강화 및 취업률 제고 노력, 취업 유지율 관리

· 기업정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기업 확대

· 혁신적 교육방식(AFTN, 2in1 사제동행 제도 등)이 성과 확산 노력 바람

· 4학년 여름방학 현장실습 강화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시스템

· 2차년도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2회 실시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환류체계 구축

· 사회맞춤형학과 사업의 성과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계획 수립

· 사업목표 및 실적, 중간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실시

· 1차 자체평가위원회 2018. 8월 개최, 2차 자체평가위원회 2018. 12월 개최 예정

1.1.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3.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임명 : 2018.03.01. ~ 2019.02.28. (1년)

 ○ 주요 기능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4. LINC+사업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9조(운영위원회) [2017.9.11. 제정]   

  - 사업단의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1차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적용하였으며, 2차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 ‧ 개선하도록 함

 ○ 1차년도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및 개선 사항

1.2.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1.2.1. 사업단 내 역할분담 및 지원조직



사회맞춤형학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9

구분 역할분담 및 지원조직

위원회

대학의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된 ‘LINC+ 사업추진위원회’, 대학본부 차원의 ‘산학협력교육과
정위원회’,  LINC+ 육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기업, 지역사회 및 대학의 요구에 기반한 LINC+사업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단의 구성원 
및 참여학부 대표, 트랙별 참여기업 대표, 대학본부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운영

대학본부

교무처, 학부교육혁신단 산하 2개 센터(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성기초교육원 
산하 2개 센터(인성교양교육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산학협력단 산하 2개 지원센터(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취·창업지원팀 등 교내 연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대학본부는 트랙(교육과정)의 비교과 운영지원, 교원역량강화 지원, 학습성과 및 경력개발지원, 
취·창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및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LINC+ 
육성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산하기구

산학협력단 산하 6개 지원센터 중 4개 센터(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용장비활
용센터, 산학협력컨설팅센터)를 LINC+사업단 산하로 직제 개편 하여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지
원, 현장실습 기업체 발굴 및 학생 실습지원,  장비도입 및 활용, 취업약정 산업체 발굴 및 지
원의 효과를 극대화 함

사업단 내 
운영조직

‘사업지원팀’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공동기반조성, 예산관리 지원, 대내외 사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며,‘교육과정운영팀’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수요조사/분석, 학사제도 및 운영관리, 학
생 진로 및 취업지원, 성과관리를 전담하여 운영함

· 1차년도 사업단 전담 관리 조직은 사업지원팀과 교육과정운영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장 1  

   명, 실무자 1명 그리고 각 트랙별 주임교수 2명, 조교 1명으로 구성되었음

· 2차년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총괄 팀장 1명, 실        

    무자 3명과 각 트랙별 주임교수 2명, 조교 1명으로 구성 계획

·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실험실 및 장비 운영, 취업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중심       

    의 사업단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성 극대화 추진 계획

· 사업단 산하 공용장비활용센터에서 실험실 및 장비관리를 총괄하며, 전담자(트랙 교수 1  

   명, 조교 1명) 지정하여 운영

그림 2.2. 사업 내 역할분담 및 지원조직

1.2.2. 사업 전담관리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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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위상 관련 제도 구축 여부 주요 내용 규정 시기

학무위원
(교무위원)급 

지위
교무위원 임명 • 대학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교무위원급 지위 구축 ’17.08.16

사업단장 
직무/역할 

관련 

LINC+사업단 
운영 규정 • LINC+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7.09.1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8.01.26

사업단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 양적 

지원 확대

• 사업단 지원제도 확립• 사업단의 공간과 시설 확보 권한 부여• 의사결정 권한 관련 최고회의 참석 및 각종 수당 제공
-

사업단 업무 총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장 및 위원장 임명• 사업단 관련 교직원 등의 임용 및 승진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직원 처우 및 제원 결정

-

사업단 관련 
위원회 구성 • 사업단 관련 위원회 및 산하 4개 센터 위원회 구성 -

트랙명 이름 위치 및 면적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OVA 미러링 랩 I 갈마관 3층(88m2)

OVA 미러링 랩 II 갈마관 3층(88m2)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 랩 I 갈마관 2층(88m2)

NEEDS 미러링 랩 II 갈마관 2층(65m2)

자동차전장 ․ 설비제어 트랙
VICTORY 미러링 랩 I 갈마관 4층(118m2)

VICTORY 미러링 랩 II 갈마관 4층(88m2)

1.2.3.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대학 내 위상

 ○ LINC+사업단장의 대학에서의 역할 및 위상 제도화 실적  

1.2.4. 사업단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계획

 ○ 사업단 인력의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 사업단 내 정규직 비율 확대 및 전문 인력 수 증가

 ○ 사업단 운영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직무 연속성 확보

 ○ 자체평가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성과 확대

 ○ 학내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 및 세미나 운영

 ○ 대학 자체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통합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시행했으며 확대 개선함 

 ○ 사업단 전담인력의 직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 및 연수 개인별 연 2회 이상 참여

2.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

2.1. 공간 및 장비 구축 현황

2.1.1. 공간 구축 현황

 ○공통시설 구축 현황

○ 트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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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명 실험실 계획 교과 실제 교과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OVA 미러링랩I
Ÿ PLC제어
Ÿ 자동화 S/W
Ÿ 과제형캡스톤디자인

∙ HMI소프트웨어
  (사이텍)
∙ HMI소프트웨어
  (인터치)

OVA 미러링랩II
Ÿ 계장제어
Ÿ 임베디드시스템

∙ 계장제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랩I

Ÿ 태양전지공학
Ÿ 에너지제어공학
Ÿ 에너지전력공학

Ÿ 구축 후 2018학년도 1학기 교과목에 활
용

NEEDS 
미러링랩II

Ÿ ESS제어시스템
Ÿ 구축 후 2018학년도 1학기 교과목에 활

용

자동차전
장·설비
제어 트랙

VICTORY
미러링랩I

Ÿ PLC제어
Ÿ 전장설계 CAD
Ÿ 기계설계 CAD

Ÿ PLC응용II
Ÿ 전장설계 CAD
Ÿ 기계설계 CAD

VICTORY 
미러링랩II

Ÿ 비교과 프로그램
Ÿ VICTORY 프로그램
Ÿ 자기계발 및 기업지식 특강

2.1.2. 실험실 및 장비 구축 현황 및 활용실적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스템 트랙의 태양광 시스템 구축이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2차년도 구축 완료 예정으로 1차년도 교과 과정에 활용 실적이 미흡하나 2차  

   년도 교과목에 활용하여 개선하도록 함

2.2.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

2.2.1. 공간 확보 계획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설 공간을 대학본부로부터 신규 확보함

 ○ 기존 실습실, 강의실, 기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필요한 공간 구축

 ○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공간 확보(2차년도, 약 278m2)

2.2.2. 공간 구축 계획

 ○ 공통시설 구축 계획

 ○ 기존 대학 내 실습실 등과의 차별성

  - 캡스톤 디자인 전용실습실을 구축하여 집중력을 높인 지도를 통한 창의적인 캡스톤

    디자인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며, 2 in 1 사제동행제도에도 활용이 용이한 공간으로 구축

 - 캡스톤 디자인 전용실습실 내 장비연계 실습 공간을 구축하여 장비 교육 및 실     

    습을 통한 캡스톤 디자인 연구와 더불어 참여기업의 공용장비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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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명 실험실 기업과의 공동활용 계획

공정 
자동화
용 EIC 
트랙

OVA 
미러링랩I

Ÿ 기업의 예비 신입사원 교육에 활용
Ÿ 기업과 공동으로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수행에 활용

OVA 
미러링랩II

Ÿ 기업의 예비 신입사원 교육에 활용
Ÿ 기업과 공동으로 과제형 캡스톤디자인 수행에 활용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랩I

Ÿ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야 공동 활용
Ÿ 인버터 및 저장 장치 계통 공동 활용

NEEDS 
미러링랩II

Ÿ 에너지 재료 분석 공동 활용
Ÿ 연료전지 재료 제조에 공동 활용

자동차
전장·
설비제
어 트랙

VICTORY
미러링랩I

Ÿ VICTORY프로그램에 활용
Ÿ 기업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에 활용
Ÿ 기업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에 활용

VICTORY 
미러링랩II

Ÿ 기업전문교수와 함께하는 VICTORY프로그램에 활용
Ÿ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 

2.2.3. 트랙별 실험실 및 장비 구축 계획

트랙명 실험실 활용교과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OVA 미러링랩I

Ÿ PLC제어-I, 계장제어-I
Ÿ 자동화 S/W-I/II
Ÿ 임베디드시스템-I
Ÿ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 I/II

OVA 미러링랩II
Ÿ PLC제어-II, 계장제어-II
Ÿ 임베디드시스템-II
Ÿ 과제형캡스톤디자인- I/II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랩I

Ÿ 태양전지공학
Ÿ 에너지제어‧전력공학
Ÿ ESS공학
Ÿ 전지공학

NEEDS 미러링랩II Ÿ 태양전지 ‧ 연료전지공학
Ÿ 에너지소자 및 부품공학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VICTORY
미러링랩I

Ÿ PLC응용
Ÿ 전장설계 CAD
Ÿ 기계설계 CAD

VICTORY 미러링랩II Ÿ 비교과 프로그램

2.2.4. 기업과의 공동 활용 계획

2.2.5. 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2.2.6. 실험실 및 장비 관리 계획

 ○ 사업단 산하 공용장비활용센터에서 실험실 및 장비관리를 총괄하며, 전담자(트랙   

     별 교수 1명, 조교 1명)를 지정하여 운영

 ○ 사용 및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수업  및 참여학생들의 이용 현황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한 각 실험실별 구축환경 차별화 

 ○ 구입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사업단에서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한 것에서    

    개편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 현황을 관리

 ○ 기자재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자산관리는 대학 본부 행정팀    

    자산관리 담당자가 학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식 부착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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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구분 제도구축여부

(관련규정 등) 2차년도 주요 활동 및 운영 계획 규정
제정시기

➀ 학사제도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운영 

규정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수인  
  증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규정 제정

∙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선발 제3장 교육과정 운영(전공, 비  
  교과, 이수 인증기준(4학년 인증 유예기준), 참여학생관리,   
  공동지도교수 운영 등) ’18.1.26.
∙ 2in1공동지도교수 제도 : 전임교원과 기업전문교수     
   가 참여학생 1명 지도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인증제도 도입 ∙ 4학년 학생 인증유예기준적용

② 학사제도 수업‧학적 운영 
규정 ∙ 제16조(수업일수) 집중이수제 운영 근거 ‘18.2.28.

③ 학사제도 학칙 개정
∙ 학칙 제28조 4항(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에 LINC+   
   사업단의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트랙) 운영
  을 위한 근거 마련

’18.3.1.

④ 학사제도 수업‧학적 운영 
규정 개정

∙ 제9조(교과과정의 편성) 3항에 사회맞춤형학과 교과 운  
  영 근거마련

∙ 제11조(교과목의 개설) 5항에 사회맞춤형학과 개설 학점  
  예외 기준 마련

∙ 제26조(성적평가) 4항에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에 따른 성  
  적부여 기준 추가(LINC+전공과목 A학점 50%까지)

’18.3.1.

⑤ 학사정보
시스템

LINC+ 
학사정보시스템 

개발

∙ LINC+사업단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플랫폼        
   구축 계획
  - 구축기간: 2018.02.01. ~ 05.31. (4개월)

-

구분 인증기준 비고(4학년 인증유예기준: 전공과목 12학점, 비교과 2과목)

전공교육과정 24학점 
3, 4학년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개설과목

(LINC+트랙공통, LINC+트랙전공, LINC+지정과목)
비교과교육과정 4과목 1과목 15시간 운영기준

3. 학사 및 인사제도 구축 계획

3.1. 학사제도 구축 계획

3.1.1.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제도 도입

3.1.2. 제도화된 학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1)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참여학생 인증제도 도입 [2018.1.26 제정]

 ○ LINC+사업단 교과과정TFT 활동을 통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체계 확립

 - 부전공 수준의 트랙 교과과정 체계 수립 : 전공 24학점, 비교과 4과목

 - LINC+ 전공교과목 개발 : 트랙공통(2과목), 트랙전공(6과목), LINC+지정(관련학부)

 -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 트랙별로 운영된 LINC+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증기준 설정(1차년도 4학년 인증유예기준)

 - 학칙 및 수업학적운영규정 개정,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정

 ○ 1차년도 4학년 참여학생에 대한 인증 유예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전공 12학점, 비교과 2과목(15시간 이상)

 2) 집중이수제 도입[2018.2.28 제정]

 ○ 수업‧학적 운영 규정 제16조(수업일수) 집중이수제를 근거로 2018학년도 2학기     

     LINC+공통전공 ‘생산기반기술의 이해’교과목을 4주 60시간 집중이수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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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사업단 개요 단장 인사말, 사업단 소개, 사업단조직/인력,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 교과과정 체계, 학생선발, 트랙별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관리 등

학생진로 취업 협약기업정보/채용정보, 공동지도교수 상담관리, 경력관리(이력서, 자기소개서 

구분 내용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가상회사

(Virtual 
company)

∙ 학생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공간과 환경 마련하여 현장 적응력을 강화∙  기업과제형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PBL방식의 몰입교육시스템 실시

∙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시행

 - 기업전문교수의 팀 지도
 - 미러링랩, 현장방문 지도 등∙ 2017 제주 동계포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 

All Day 
Learning

  (6-4-4)

∙ 기업전문교수의 실무교육(3-2-2) + 전임교
수의 이론교육(3-2-2)을 연결하여 1개의 교
과목으로 구성->1일 전일제로 구성∙ AFTN(Application First Theory Next) 
System

∙ 1차년도인 2017-2학기에는 시기적으로  
나 제도적으로 6-4-4 교과를 개설하기
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함∙ 2018-1학기부터 시행

계획

Ÿ 1학기에 응용, 실험위주의 수업 진행
Ÿ 여름 방학 중 하계 현장실습
Ÿ 2학기에 이론 위주의 수업 진행
Ÿ 겨울 방학 중 인턴 업무 수행 및 수행평

가를 통한 취업 연계체계

실적

∙자동차 전장∙설비제어 트랙 : Victory 프로그램으로 기업전문교수의 현장실무교육 후 
 교과이론 교육(2017-2학기)∙공정자동화 EIC 트랙 : All Day learning(6-4-4) 으로 AFTN 구현 예정(2018년도 시행)∙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스템 트랙 : ESS공학 교과목(2018-1학기) 시행 

     영하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임

 3) 몰입교육 시스템 등 트랙별 선도모델 창출지원 

 

4) 현장적응 우선 교육 체계 구축

 ○ AFTN(Application First Theory Next) System 구축은 당초 계획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

  
5) 2in1 사제동행 제도 도입 

 ○ 학생 1명에 기업전문교수와 대학 교수2명이 1조가 되어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지원 등을 수행함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2조(공동지도교수)에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  

   생에게는 학생 1명당 사회맞춤형학과 전임교수와 기업전문교수가 공동지도 교수를  

   맡아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상담, 취업상담 등 학생지도 상담활동을 수행

   하도록 하였으며, 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함

 - 2017년도 4학년 참여학생 공동지도교수 운영현황

 ○ 2차년도에는 2in1 사제동행제도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제도 개선과        

플랫폼 시스템 반영을 위해 교수연구회를 운영함(4~6월)

 - 학생생활상담센터장, 트랙별 전임교원 및 기업전문교수 각 1명(6명), 트랙별       

참여학생 각 1명(3명), 사업단 전담조교(간사) 총 11명

6) LINC+사업단 교육과정운영 플랫폼 구축 추진

 - 구축일정: 2018.2.1.~ 5.31.(4개월)

 - LINC+사업단 교육과정운영 플랫폼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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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제도 구축 여부 2차년도 주요 활동 및 운영 계획 규정 제정 시기

1 인사
제도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1차년도 개정된 교원업적평가를 시행하
여 참여교원의 업적평가 인정

’18.2.28.개정
‘18.9.시행계획

산학협력연구년 
규정 개정

산학협력을 위해 연구년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연구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 개정

’18.2.28.개정

연중수시시행

참여교원 
인센티브 
제도 구축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참여교원과 전
임 기업전문교수에 대한 강의 시수감면 
및 연구업적 인정 제도 구축

’18.7.개정계획

2 기타

기업전문교수 
겸임교원 임용

협약기업 임직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18.3.~’19.2.
시행중

기업전문교수 위촉 협약기업 임직원을 위촉하여 비교과 프로
그램 및 2in1 사제동행 제도에 활용

‘18.3.~’19.2.
시행중

참여교원 성과급 
지급

1차년도에 제정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참여교원에게 성과급 
지급

’18.01.09.제정
‘18.2.5.

1차년도 시행완료
‘19.2. 

2차년도 시행계획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팀티칭, 
PBL 제도 도입

산업체 교수와 교내 교수가 함께하는 팀
티칭제도 도입, 실무 능력 배양과 배경 
지식의 습득에 유효한 PBL 제도 적극 
장려

'18.6~'18.12.
4회 시행계획

• 대학학사시스템과 학적 및 수강 정보를  
  연계하여 전공이수관리

•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관리

• 종합 인증 이수관리 및 인증서 발급 시스템

• 졸업 증명서에 인증 트랙명 기재 : 대학 학사 시스템

• 학생진로경력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 성과관리 시스템

등), 졸업 후 관리(유지율 등)
산학협력 기업체 협약 및 정보관리, 애로기술 지원, 산학협력 실적 관리

관련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컨설팅센터, 공동장비활용센터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이벤트, 자료실 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체계화

  - 수작업 관리→시스템 (강의계획서-참여신청-출석관리-만족도 설문-이수관리)

○ 사회맞춤형학과 인증시스템 구축

3.2. 인사제도

3.2.1. 인사제도 개선 현황 및 운영 계획

1) 사회맞춤형학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원 인사제도 운영 계획

 

○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개정(2018.2.28.)되어 2017~2018학년도(2017.9.1.~2018.8.31) 

    참여교원에 대한 사회맞춤형학과 활동 반영

 ○ 참여교원에 대한 정규적이며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인사제도의 효과 극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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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교원연구년 규정 제7조(선발기준)
② 산학협력연구년 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2018.2.28.>
  1. 1순위 : LINC+사업단 1년 이상 참여교원(단장, 부단장, 사회맞춤형학과 주임교수)
  2. 2순위 : 대학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3. 3순위 : 대학 수요에 적합한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자
  4. 4순위 : 연구년, 파견, 휴직이 없는 자로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5. 5순위 : 외부기관 지원에 의한 파견
  6. 6순위 : 상위직위
  7. 7순위 : 부임순
  8. 8순위 : 연장자순

·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인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원자력인력양성 사업 등  

   은 각각 대상이 사회맞춤형 트랙과 달라 예산의 중복 투자와 관련성이 없음

· 대학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상이 사회수요 맞춤형 트랙과 달라 예   

   산의 중복 투자와는 관련성이 없음

· 다만‘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은 에너지전기공학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인력양성 사   

   업과 대상 학생이 서로 중복됨

· 재정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참여 교수, 참여학생, 관련 인프라 등이 포함          

   된 사업관리 통합 DB를 구축

· 각 사업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각종 교내·외 경진대회, 캠프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  

 ○ 사회맞춤형 협약기업 유치에 대한 질적 평가기준보완

 ○ 협약 기업의 현장전문가와 기업전문교수를 활용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의 평가기준 보완

 ○ 1차년도 구축된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 점검 및 교무  

    처와 협의를 통한 계속적 개선 노력 

2) 참여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구축 계획

 ○ 참여교원에 대한 업적점수 부여(2017학년도)

 ○ 참여교원에 대한 업적점수 부여(2018학년도)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교원에 대한 연간책임학점 감면 및 연구업적 점수를 부여하였  

    으며, 2차년도에는 전임기업전문교수까지 확대하여 교원 인센티브제도 구축

3) 산학협력연구년 우선권 부여 실행 계획  

 ○ 교원연구년 규정이 개정(2018. 2.28.)되어 산학협력연구년 선발기준에 LINC+사업단  

    1년 이상 참여교원(단장, 부단장, 사회맞춤형학과 주임교수) 우선권을 부여함

 ○ 2차년도 산학협력연구년이 필요한 참여교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강의와 학생지  

    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취업,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등에  

    전념 하게하는 산학협력활동을 지원

4. 예산 구조분석 및 연계방안

4.1.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구조분석, 연계 및 중복방지 방안

4.1.1.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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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주요성과 개선계획

행정적 
지원

사업단장의 
교무위원회 참여

Ÿ 월 1회 이상 교무위원회에 참여
하여 개선사항 보고 및 피드백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협력강화

Ÿ 대학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제도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참여 기업의 
요구와 참여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한 시설투자

Ÿ 실습실 및 추가 공간 배정
Ÿ 가상회사, All Day Learning
  (6-4-4) 등 미러링랩 구축

Ÿ 실습실 및 추가 공간 배정
Ÿ 미러링랩 및 장비 활용 안내판 

부착

교육의 질 관리 
전담기구 신설

Ÿ 학습과정 모니터링 제도 도입(산
업체 인사 중심)

Ÿ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
사 실시

Ÿ 플랫폼시스템에서 만족도 조사
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수시 점
검 및 시행 개선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자
에 대한 대책

Ÿ 학생지도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기 위해 대내외 유관기
관과 유기적인 연동 체계를 구축

Ÿ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
자 등 집중교육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Ÿ 지도교수의 상담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워크숍 확대 실시

Ÿ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
자 등 집중교육 배려 대상자를 지
속적으로 선별하고, 특별지원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Ÿ 2in1 사제동행제도를 활용한 상담 
강화

Ÿ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습 부적
응자 및 중도포기(예정)자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교내 다양한 학생 
및 교수 

지원프로그램 체계 
구축

Ÿ CTL, 인성기초교육원, 취‧창업지원
팀 등 교내 다양한 학생지원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Ÿ 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 및 인성교
육 확대 운영

Ÿ 대학의 신규 사업인 대학일자리지
원센터와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
램 운영

대학의 행정조직 
구성

Ÿ 미러링랩 구축 및 기자재 구매를 
위한 행정조직(산학구매관재팀)
을 구성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산
학협력 기반 구축 효율성 극대화

Ÿ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 구축을 위한 교내워크샵 시행

재정적
지원

대학의 교비지원
Ÿ 공학계열 전용 건물인 교내 갈마

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환경 개선

Ÿ LINC+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을 
배정하여 역량강화 및 학습동기 
부여

   쟁력과 수월성 함양

· 각 사업별 우수 참여자 및 성과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           

    써, 각 사업 간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 연계방안을 모색함

 

4.1.2.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중복방지 및 타 사업 연계 방안

 ○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예산 중복방지 방안

 ○ 타 사업과 연계 방안

  - 창업교육센터, 취창업지원팀, Job cafe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수행

  - 창업교육센터의 사업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업가 마인드 고취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참여학생 가운데 협약기업에 취업을 못한 학생을 위해 취    

    창업지원팀, Job cafe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학생의 취업활동을 지원

4.2.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4.2.1.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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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체계 구축

 

그림 2.4.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체계 

○ 교내 다양한 학생 및 교수 지원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CTL, 인성기초교육원, Job cafe 등 교내 다양한 학생지원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그림 2.5. 교내 유관 부서와 연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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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년도 교내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부족에 따른 사회수요 맞춤형 연계시스템 구축

 ○ 비교과과정 및 교수학습지원의 만족도에 따른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확대

 ○ 취업지원 및 학생 경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취업 및 사후관리 효과 극대화

 ○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운영의 내실화 



            Ⅲ.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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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Ÿ 수요조사기간 : ‘17.01.03 ~ ’17.02.14
Ÿ 총 4회 실시 : 전기 및 E-mail 등을 통한 수요조사
Ÿ 수요조사를 위해 참여기업을 대표기업군과 협력기업군(A, B)으로 분류하여 수요조사함
Ÿ 심층면담을 통한 사회맞춤형학과 교과목 개설, 수업방법, 교과과정 운영, 수업방법 

개선 등을 위한 협의 

수요조사 
결과

설문 항목 설문 결과

전공관련 
직무능력

전기 계장 설비, PLC제어, 산업체 공동 캡스톤디자인, 문제 해결형 캡스톤디
자인, 공정제어, 산업체 방문교육, 계장제어, 공정제어, 자동화 S/W, 캡스톤
디자인, 임베디드 시스템

채용조건 정보처리기사, 전기․통신, 능력 측정 가능한 문서, 토익, 인성, 현장실습

❏ 기업체 수요조사
Ÿ 전공관련 직무능력 및 채용조건

Ÿ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능력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기술능력(기술 이해, 기술 선택, 기술 적응)
2 의사소통능력(문서이해, 작성, 의사표현, 경청, 기초외국어 등)
3 대인관계능력(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4 문제해결능력(사고력, 문제 처리)
5 정보능력(컴퓨터 활용, 정보처리)
6 수리능력(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분석, 도표작성)
7 자기개발능력(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8 직업윤리능력(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9 조직이해능력(국제감각, 조직체제 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10 자원관리능력(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및 인적자원관리)❏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수요조사 
결과의
교육과정
반영

Ÿ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OVA형 교육과정 중 V형을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비  교과 
과정으로, A형을 4학년 2학기 중 전공교과과정으로 운영했음

Ÿ 전공교과 운영을 위한 트랙의 중점 교과영역을 ‘PLC 및 계장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공정 자동화용 소프트웨어’로 설정하였고, 차년도의 전공교과는 OA형 교육과정 중 
A형 과정으로, PLC 및 계장제어와 공정 자동화용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3과목을 개설했
음(기업전문교수 채용)

Ÿ 비교과 과정으로는, V형을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했음

Ⅲ.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공정자동화용 EIC트랙

1.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

1.1. 수요조사체계

1.1.1. 예비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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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추진절차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계획중인
교과과정 체계 정리

⋅1차년도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중인 교과과정 
리뷰(트랙별 LINC+전공과목 정리)⋅타 대학 벤치마킹: LINC+트랙공통과목 개발(2과목)⋅부전공 수준의 트랙 교육과정 운영: 24학점 

기업체 수요조사

⋅수요조사: 2017.11.13~12.6(1주일)⋅조사대상 및 응답인원: 설문대상 41개 기업, 응답 24개 
기업 31명⋅1차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트랙 
전공과목 편성에 대한 의견 추가 교과목 조사⋅1차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체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적절성 확인

전공교과목 편성

⋅제4차 교과과정TFT 회의(2017.12.13) ⋅관련학부 교육과정 편성제출(2017.12.19.교무처)⋅제1차 산학협력교육과정 심의(2017.12.20. 교무처)⋅2017-5차 교육과정위원회 심의(2017.12.22. 교무처)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기준

교과과정운영규정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기준 체계화(2017.12.13)⋅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증기준 마련⋅사회맞춤형교육과정운영규정 제정심의(2018.1.3.운영위원회)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2018.1.22. 기획처)à 규정제정(2018.1.26)⋅학칙 및 수업학적운영규정 개정(LINC+관련 조항)
  (2018.3.1.)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Ÿ 1차년도 사업단 컨설팅과 참여학생 
및 교원(기업전문‧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 본부 차원의 교육과
정 재편성을 실시하기로 하여 사회맞
춤형학과 TFT를 도입하고 LINC+사업
단만의 교육 체계도를 편성하기 위해 
사전조사 및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함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 참여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 협약기업 총 12개 기업

취업역량
전공지식 (4.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3.6), 기업체현장실습
(4.0), 어학능력(3.4), 전공 관련 자격증(3.2)

기초직업능력
자기개발능력(5.7), 문제해결능력(4.5), 직업윤리(4.1), 기술능력(4.3), 
대인관계(4.1), 의사소통(3.9), 정보능력(3.7), 조직이해능력(3.3), 자원
관리능력(3.4), 수리능력(3.2) 

전공교과에 대한 
의견

최근 산업 동향과 맞는 교육과정 필요함. 그리고 저학년을 상대
로 선수과목 개설도 필요함.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산업체 현장실습(4.3), 연계/사전매칭(3.8), 세미나/특강(3.7), 자격증
취득(3.3), 취업자기계발프로그램(3.8), 산업전시회 견학(3.3), 디지
털의 이해(3.7), 문제해결방법(4.1), 공학실무영어(3.2), 경영기초(3.3)

비교과프로그램
공통필수 선택

1. 산업체현장실습 2. 자격증취득 3. 문제해결방법

Ÿ 수요조사 결과 기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비전문적인 능력도 요구됨

수요조사 
결과의

Ÿ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2차년도
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1.1.2. 교과과정TFT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사회맞춤형학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7

교육과정
반영

 

1.1.3. 2차년도 수요조사 운영계획

그림 3.1. 2차년도 사회맞춤형학과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체계

 ○ 1차년도 사회맞춤형학과에 참여한 협약기업과 새롭게 협약하거나 잠재적으로 협약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향후 참여학생의 취업기회확대 및 타 지역 기업들의 채용수요에 대비하여 보다 광  

범위한 조사대상 기업 범위 확대 

 ○ 네이버 또는 몽키서베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쉽고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설문 데이터 분석할 때는 트랙에 참여한 학생의 만족도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추후 교육과정개발에 반영함

1.1.4. 건실한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체계

 ○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코아시스템,      

    ㈜에이치엠티 등 트랙 참여하는 기관 및 협약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

1.2. 교육과정 설계

1.2.1. 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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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준 인증 유예기준 비고
전공교육과정 24학점 12학점 사업계획서상의 교과목 기준
비교과교육과정 4과목 2과목 1과목 15시간 운영기준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LINC+ 
트랙공통

4 1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3-3-0 신설
4 2 생산기반기술의 이해 3-3-0 신설

LINC+
트랙전공

4 1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II 3-2-2 신설
4 1 PLC제어II 3-2-2 신설
4 1 자동화SW-II 3-2-2 신설

4 2 기업과제형캡스톤디자인II 3-2-2 신설

4 2 계장제어II 3-2-2 신설
4 2 임베디드시스템II 3-2-2 신설

관련학과(부)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철강
IT공
학부

철강IT
융합전공

4 1 PLC제어I 3-2-2 신설
4 2 계장제어I 3-2-2 변경

전자정보 4 1 자동화SW-I 3-2-2 신설

       

그림 3.2. IT융합학과 전체 교과과정 체계도

 ○ 전체 교과목

교과목

졸업
학점 우수성, 운영실적입학

년도

교양 전공

기
초

역
량

공통
전공

세부 
전공

EIC 트랙 
교과과정

(4학년 과정) 

’15 16 21 전공교과 이수 18 130 Ÿ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6강좌 개설
Ÿ 교육과정 이수자 인증서 수여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2018.1.26. 제정하여 이수인증 기준을 수립    

    하고, 1차년도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인증 유예기준을 적용함

 ○ 1차년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과목 확대개편을 위해 전공 이수  

    체계도를 새로이 개편하여 교과과정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LINC+ 트랙공통 / 트랙전공 과목

 - LINC+ 트랙지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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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
전꽁 4 2 임베디드시스템I 3-2-2 신설

공통
전공

3 1 캡스톤디자인입문 3-2-2 변경
3 2 캡스톤디자인I 3-2-2 변경
3 2 공정자동화개론 3-3-0 신설
4 1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I 3-2-2 변경
4 2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인I 3-2-2 변경

IT융합학과

1 2 대학수학 3-3-0 지정
2 2 공정자동화개론 3-3-0 지정
3 1 캡스톤디자인입문 3-2-2 지정
3 2 캡스톤디자인I 3-2-2 지정
4 1 PLC제어I 3-2-2 지정
4 1 자동화SW-I 3-2-2 지정
4 1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I 3-2-2 지정
4 2 계장제어I 3-2-2 지정
4 2 임베디드시스템I 3-2-2 지정
4 2 기업과제형캡스톤디자인I 3-2-2 변경

 ○ 협약기업의 기업전문교수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과 산업체 간의 교류확대

 ○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협약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을 최소화시켜 맞춤형 취업으  

    로 연계되게 함

인증기준 비고

그림 3.3. 2차년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전공교과, 비교과) 이수체계 

4과목

(비교과)
1과목 15시간 
이상 운영 기준

24학점

(전공)

3, 4학년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개설과목
(LINC+트랙공통, 
LINC+트랙전공, 
LINC+지정과목)

 ○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 1차년도 사회맞춤형학과 교과과정 체계도의 전체적인 개편요구에 따라 교과과정    

    을 교과 및 비교과 연계체계로 구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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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내용

LINC+ 
트랙공통

4 1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완성제품의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 이해

4 2 생산기반기술의 이해 제조업 생산공정 관련한 기반기술 이해

교육별 구성 교과목명 시간
(기업/대학) 개설시기

산업체 주도형 
교육(O형)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 II/I 목1~4/목8~11 4-1학기

PLC제어 II/I 월1~4/월6~9 4-1학기
자동화SW- II/I 화1~4/화6~9 4-1학기

산업체 적응형 
교육(A형)

기업과제형캡스톤디자인 II/I
2018-2학기 개설 계획

4-2학기

계장제어 II/I 4-2학기
임베디드시스템 II/I 4-2학기

구분 교육별
구성 주요내용 실시

시기 대상 내역

트랙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

특강, 
산업체 방문교육 

1학기,
하계

4학년 기업전문교수 

2학기,
동계

3학년 전임교수+기업전문교수 

그림 3.4. 공정자동화용 EIC트랙 전공 및 비교과과정의 연계

2) 전공교과 교육과정 구성

 ○ 트랙공통과목

 

 ○ 산업체 수요 조사를 통한 LINC+ 공동선발, 공동개발, 공동운영 계획

항목 공동선발 공동개발 공동운영

내용
트랙 참여학생 선발 시, 대학 
전임교수와 협약기업 인사를 
공동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킴

대학 주도로 교재를 개
발하고, 협약 기업에서 
검수 함

기업전문교수를 강사로 채
용하여 강의 및 학생지도 
등에 공동으로 참여시킴

 

 ○ 샌드위치형 AFTN방식의 집중 교육방식 도입(동일한 교과목을 기업전문교수가     

    오전에, 대학 전임교수가 오후에 상호 협업식으로 강의하는 6-4-4 교육방식 도입)

표 3.1. 2018학년 개설 전공교과

   
3) 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 전공 교과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비교과 과정을   

     15주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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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교육과정 차별성

전공교과 교수위주 교과목 편성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설계 ⇒ 중점 교과영역 선정 
⇒ 기업전문교수 섭외 ⇒ 교과 개설

비교과 단발성, 비 연계성 운영

취업 연계프로그램으로 진행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인 특강(협약기업 소개 등) ⇒ 관심 기업으로 방문
교육 진행 ⇒ 관심기업에 현장실습 참여 ⇒ 학생과 기업 
간 상호 면접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교육방식 구분 대상학과 시기 교육방식 도입 성과

OVA형 교육 IT융합학과 2017.09 ~ 산학 협업식 교육모델 구축 및 
참여학생 전공능력 향상

실무역량
강화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하계 4학년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산업체
견학  EIC관련분야 견학

1학기
2학기

3,4학년 산업체 견학/산업 박람회

공통

실무역량
강화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

1학기 4학년
자기이해/기업분석/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면접

실무역량
강화 어학프로그램

1학기
2학기

3,4학년 실무영어스피치

실무역량
강화 기업실무지식 2학기 3,4학년

기업경영/회계/원가
지적재산권의 이해

 

4) 산업체와의 공동 교재개발 및 운영계획

 ○ 1차년도에 개발한 공동 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2차년도 교과과정에 활용함 

5)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 기존 교육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샌드위치형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기존 3-2-2 체제를 무너트리고 6-4-4 체제를 도입하여 1과목을 하  

    루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기업전문교수와 대학의 전임교수  

    가 협업 식으로 강의하는 혁신석인 교육 방식 임 

 ○ 학생과 기업 간 미스매칭(Miss matching)을 줄이고, 취업 후에도 유지취업률을 높이  

     기 위해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

 ○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사업 중에 발생하는 장기성 과제를 PBL(Project Based         

     Learning) 교육과정(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인)으로 연계  

     시켜 ⇒ 기업과 대학(학생 및 교수)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고 ⇒   

     문제 해결에 참여한 학생을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리쿠르팅 되게 함

 ○ 1명의 학생을 기업전문교수와 대학 전임교수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2in1 학   

    생지도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의 인사가 학생지도에도 적극 참여 함

2. 혁신적 교육방식 운영계획

2.1.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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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산학공동 캡스톤디자인 과제 발굴절차

• 협약과정의 전공교과 수업에 협약기업 소
속의 기업전문 교수를 강사로 채용

•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애로기술을 전공교과 과정인 
‘산학공동 캡스톤디자인(문제해결형 캡
스톤디자인,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
인)’교과과정으로 연계

• 협약기업 주도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
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과제수행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음(캡스톤디자인교과과정은 
2차년도 사업에서 운영)

그림 3.6.  샌드위치형 AFTN 방식의 All Day Learning 교육모델

 • 샌드위치형 교육방식 도입 : 대학과   
   산업체가 트랙참여 학생을 상호 협업  
   식으로 강의함
 • All Day Learning 방식 :‘6 (학점) -  
   4(이론) - 4(실습)’ 
 ⇒ 전공-I(3-2-2) + 전공-II(3-2-2)체제로  
    분리
 • 하나의 강좌를 하루 8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실무형 인재로 양성함

그림 3.7. 산업체로부터의 PBL 연계형 교육모델 발굴 절차

 •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발  
   굴한 애로기술을 전공교과 과정인    
  ‘산학공동캡스톤디자인(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기업과제형 캡스톤디  
   자인)’교과 과정으로 연계

• 협약기업 주도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과제수행 
능력을 키우고자 함

2.1.1. 혁신적인 교육방식 도입 우수사례

 ○ PBL(Project Based Learning) 연계형 교육모델 발굴

2.1.2. 2차년도 교육방식 혁신계획

 ○ OVA형(O : Industry Oriented Education - 산업체 주도형 교육, V : Industry        

    Visit Education - 산업체 방문형 교육, A : Industry Adaptive Education - 산업     

    체 적응형 교육) 교육과정 운영
 

 ○ 샌드위치형 AFTN 방식의 All Day Learning 교육모델 적용

  

 ○ PBL 연계형 교육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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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산학 공동 지도교수

제를 도입하여 산업체 인사가 지속적으로 학
생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 ∙ 2in1 사제동행제도 실시 규정∙ 전임교수와 기업전문교수를 공동지도교수 배정 ∙ 2017-2학기 상담 1회 이상 실시○ 학생들이 산업체 인사와 수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 인사와 학생 간 멘토-멘티 관
계를 형성(2인 이상 그룹 지정)

○ 학업 우수자는 산학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산업체에 대하여 책임의
식을 가지도록 함

∙ 2018-1학기 LINC+참여학생에 대한 
  교비장학금 신설(대학본부와 협의완료)

○ 트랙 이수자에 일정 자격기준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증기준
  마련 규정화 완료∙ 1차년도 4학년 인증유예기준 마련∙ 인증서 수여식(2018.2.22.)실시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자격증취득 지원강좌 개설
- 학기 중 영어 및 기업실무 강좌 개설

○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
램으로 운영

“기업인특강-산업체방문교육-현장실습-취  
  업연계”의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선발 및 진로지도 운영계획

3.1. 학생선발 및 지원계획

3.1.1. 학생선발체제

  
그림 3.8. 우수인재 확보 체계

3.1.2. 학생선발

 ○ 사업단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선발기준을 반영하여 학생 선발

표 3.2. 1차년도 학생선발 과정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자격
∙ 위덕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부, 그린에너지공학부, 철강IT공학부에서 6학기 이수(예정) 자
∙ LINC+ 사업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설명회 및
서류접수

∙ 트랙별 설명회 개최

∙ 1차 (2017.7월) : 참여신청서
∙ 2차 (2017.11월) :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면접전형
∙ LIN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학업의지 및 학업계획 ∙ 전공에 대한 이해도
∙ 인성, 품행 및 가치관

선발인원 ∙ 1차년도 3,4학년 학생선발 결과 (77명 : 4학년 42명, 3학년 35명)

  ○ 학생선발에 기업체 인사의 심사위원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2장 5조(학생공동선발)에 “기업체 인사의 심사

위원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함

    - 1차년도 학생선발 시 트랙별 면접위원 구성 : 트랙 전임교원 2명, 기업체 인사 2명

 ○ 참여학생 선발기준(협약기업 취업의지와 적합도 등) 보완

3.1.3.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생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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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생상담을 위한 체제 구축,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등 운영계획

 ○ 2in1 공동지도교수 상담제도를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전임교수 + 기업전문교수” 배정(3학년) 후 학기당 1회 이상 상담실시

  - 협약기업별 멘토를 지정하여 참여 학생들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3.1.5. 선발 후 사회진출까지의 전주기적 진로설계 및 경력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계획

 ○ 대학공통 진로설계(1~2학년), 취업설계(3~4학년) 교과목 이수

 ○ 협약기업과 공동선발, 교과과정 공동개발 및 공동운영, 취업지원 프로세스 실행

  - 2in1 사제동행제도를 통한 기업전문교수의 참여학생 상담: 진로 및 취업 상담

  - 협약기업맞춤형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로 산업체 요구사항 반영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취업역량강화 집중 프로그램 실시

 ○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 이력서 관리, 자기소개서 관리

3.1.6. 취업률 관리체계 구축 및 등 운영계획

 ○ 취업률 관리체계(협약기업 취업, 만족도 조사, 졸업 후 추적관리 등) 는 현재 구      

     축 중인 ‘LINC+사업단 교육과정 운영 플랫폼 구축’에 반영

 ○ LINC+ 교육과정 운영 플랫폼 시스템-학생진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 기업과 학생의 상호 정보부족에 따른 낮은 취업 연계율 해소

  - 상호 의사소통의 플랫폼을 통한 취업 연계율 상승 기대

4. 교원확보 및 교수활동 운영계획

4.1. 교원확보

4.1.1. 참여교수진의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 역할분담은 각 참여교수의 현재 맡고 있는 보직 및 직책을 중심으로 역할 부여

 ○ 트랙의 사업총괄은 초기 사업계획서 작성 때부터 참여한 교수로 배정 

 ○ 참여교수진의 우수성과 우수교원 확보 

4.1.2. 기업전문교수의 선발 및 활동계획

 ○ 기업전문교수는 협약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분 중에서, 공정자동화용 EIC트    

    랙과 관련한 정규교과목에 대하여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채용

 ○ 미러링랩 신규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문교수를 겸임교수로 채용

 ○ 선발된 기업 전문교수는 트랙 전공교과 및 비교과 강의를 통해 활동하며, 비교과    

     의 경우는 산업체 사전매칭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4.1.3. 교수활동(teaching)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계획과 대학의 지원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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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평가 결과 활용(강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 CQI보고서 시스템에 입력)

중간평가 강의 개선에 활용

최종평가 자가분석을 통한 수업개선계획 작성→ 다음 수업에 활용

○ 수업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구축

6개월 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의 담당강의 개요, 특성, 목표 등을 제시한 후 구조화된 
강의계획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개월 전 계열별 교과목 대상으로 강의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차별 내용, 과제, 평가방
법, 교수법 등에 대해 점검 및 사례 공유

8주차 중간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전반부 수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보고서 작성, 학생
지도 및 학습간담회 진행

완료 후 기말평가를 바탕으로 학과(부) 및 계열별 회의 등을 개최하여 수업개선방안논의 
및 공유

평 가 항 목 비  고

수업 수업
품질
관리

수업평가
- Pass/Fail 교과목 제외
- 수업평가자가 10명 이상인 교과목만 대상
- 평가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교과목은 0점 처리

수업평가 
피드백

- 중간수업평가 환류보고 및 기말수업평가 환류보고(CQI 보고서)
- 수업 전교과목 기한 내 입력 시 인정

수업개선
- 티칭포트폴리오, (촬영)컨설팅, OCW, 공개수업, 수업용 매체개발 

및 운영 등
- 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위원회에서 심의(학기별)

수업관리 - 무단휴강, 보강미실시

수업우수
교원

- 교육분야 항목(수업평가, 수업평가 피드백, 수업개선, 수업관리) 
합산 계열별 상위 5% 이내

그림 3.9. 수업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 교수업적평가의 교육(강의) 평가 반영

 

 - 기업전문교수에게도 강의평가 제도 도입할 계획임

 표 3.4. 교원업적평가 항목

구분 주요 평가항목

교육 수업(수업품질관리 : 수업평가, 피드백, 수업개선 등), 학생지도, 교수자기계발

연구 논문, 학술활동, 저서, 보고서 등

산학협력 산학협력교육(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봉사

- 교원업적평가-교육분야-수업-수업품질관리 평가 부분 반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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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선 보고서(CQI: Continuos Quality Improvement) 제도

시행시기 2017년도 2학기 주관부서 교무처-교수학습지원센터

작성대상 전임교원 담당 교과목 중 수업평가 결과가 있는 교과목

작성방법 학사시스템에 등록

작성항목 수업평가 결과분석, 환류보고서 작성(강의평가 결과 활용, 최종분석, 개선계획)

LINC+사업단 자체 비교과 프로그램 CQI 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교무처-교수학습지원센터

작성대상 LINC+ 1차년도(2017.8. ~ 2018.1.) 시행 비교과 프로그램

작성방법 담당교수가 CQI 서식에 작성 

작성항목 실시개요, 운영관리, 자체평가, 개선계획

구분 주관부서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정규교과 교무처
전임교원  담당 교과목 중 수업평가 
결과가 있는 교과목 (2017-2학기)

수업평가 대상 교과목 
전체 작성

비교과 LINC+사업단 비교과 프로그램별 CQI 도입 CQI 보고서 작성 내실화 

그림 3.10. 인성기초교육원 조직도   

• 인성기초교육원 산하에 인성교양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교수지원부,학습지원부,  
   이러닝지원부), 학생생활상담센터, 위덕진  
   각봉사단을 두어 교수지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 교육성과관리센터를 설립(2017.10하여 통  
  합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교수학습 질 관리 체계 구축

 

그림 3.11. 통합적 교육 질 관리 체계도

○ 교육 및 강의평가를 통한 개선 환류 체계(CQI) 시스템 구축

  

  - CQI 실시과목 확대 및 내실화

    

  - 비교과 프로그램 CQI작성 체계화 : 작성항목, 서식, 방법, 평가분석, 환류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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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프로그램명 내용

‘18. 3. ~ 

’19. 1.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교내 및 외부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교수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 

및 수업 설계 등 맞춤형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18. 3. ~ 

’18. 12.
런치톡톡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학교육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해 느낀 점과 의

문점 등을 발제한 후 자유롭게 토론하는 프로그램

‘18. 3. ~ 

’18. 12.
교수법 외부연수

교수법 개선과 향상을 위해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교수법외부연수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18. 3. ~ 

’18. 12.
교수연구회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실제 수업에 적합한 노하우를 공유

하고 교수방법을 모색·연구하는 프로그램

‘18. 3. ~ 

’18. 12.
수업컨설팅

수업촬영 후 자가분석, 동료분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선택하여 교수

법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18. 3. ~ 

’18. 12.
티칭포트폴리오

교수의 티칭 경력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수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8. 3. ~ 

’18. 12.

학습자 중심 교수법 

모델 개발 및 운영

교수법특강, 학습자 중심 교수법 개발 및 운영 등 교수지원 프로그

램 지원

‘18. 5. 

~’18. 12.

교내 수업법 공유 

프로그램 기획 예정

교내에서 실제 운영된 수업법을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공유하고  교

수법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림 3.12. 통합 질 관리의 환류체계 시스템

∙ 전임교원과 기업전문교수 교수법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 예산 지원
∙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교수연구회 활동 지원:    
  AFTN, 2in1 사제동행제도 
∙ 기존 교원이 새로운 과목 강의 시 SW 실습 등을  
  위한 외부 교육비 지원

○ LINC+ 사업단/교수학습센터 교수법 향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계획

 표 3.5. 교수법 향상 지원프로그램 계획

    

4.1.4. 학습활동(learning)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과 대학의 지원노력

 ○ 교육성과관리센터 신설을 통한 통합적 교육 질 관리 체계 확립

  - 통합적인 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 학생핵심역량진단 도구 개발, 학습부진학생 집중교육체계 강화, 교육만족도 환     

     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습활동 질 관리 체계 구축

 ○ 사회맞춤형학과 학생의 성적평가 및 졸업의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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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사회맞춤형학
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참여학생에 
대한 관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1. 참여 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5. 참여 학생이 트랙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6. 기타 참여 학생의 학위과정 수료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맞춤형학
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2조(공동지
도교수 운영)

①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에게는 학생 1명당 사회맞춤형학과 전임교수와   
    기업전문교수가 공동지도교수를 맡아 학생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지원 등 학생지도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② 공동지도교수는 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계획 추진실적

성적
관리

수업계획서를 통해 성적 부여 기준을 사전 공
개하여 성적평가의 신뢰성 보장

수업계획서 등록 시 명확한 성적산출기준 
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음.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으로 성적 평가 시 출결 
점수의 엄정성 확보

전자출결시스템 2017-1학기부터 전자출
결시스템 도입 시행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처리 및 인
터넷 접속을 통해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성적 입력, 
처리, 확인

비교과의 성적 부여는 Pass/Fail로 처리하고, 
75%이상 출석한 경우에 인정하여 참여도 확보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적부여는 수업학적 규정 
준용 2/3 이상 출석 시 프로그램 이수 인정

학생
졸업
의 
질관
리

트랙 종료 1/2 시점에서, 산업체 인사와 공동
으로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중간점검
을 위한 면접 시행

트랙별 산업체매칭/연계 프로그램 및 
2in1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한 상담을 통
해 학습태도 및 역량점검(학기 1회 실시)

트랙별 전공이론교과, 현장실습, 캡스톤디자
인, 비교과, 인턴쉽 이수 조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수요 맞춤형 졸업인증제 시행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증제도 
규정화 완료 및 4학년 인증유예기준 마
련 시행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그림 3.13. 학습활동 통합적 질 관리 지원 체계 구축

표 3.6.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운영규정 내용

    
 ○ 학생졸업의 질 관리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LINC+전공이수 기준 뿐 아니  

    라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수 기준을 두어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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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매 학기 초 3, 4학년 대상 수강 정정 기간 

    중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수강지도

l 2in1 사제동행제도에 의한 전임교수  

와 기업전문교수의 공동 지도를 통  

한 학습 및 진로/취업지도-학기별 1  

회 상담 의무화

l 2018학년도부터 LINC+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교비예  

산 성적우수 장학금 배정(예정)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이수 인증기준 

구분 인증기준 비고

전공교육과정 24학점 
3, 4학년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개설과목

(LINC+트랙 공통, LINC+트랙전공, LINC+지정과목)
비교과교육과정 4과목 1과목 15시간 운영기준

 ○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  지도교수 상담과 학생 생활 상담센터 집중강화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대학적   

응,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프로그램, 인성교양교육센터 기초학업집중교육 등의    

학습동기유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

  -  학습부진학생 성적향상 및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목표달성 학생에게 성적 향상

장학금 지급 예정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독창적인 학습활동 질 관리 방안 

 ○ 심도 깊은 교과운영을 위해 각 교과영역별 교과개발이 매학기 마다 교수회 형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교수 및 기업전문교수들과의 만    

  남을 통해 새로운 산학교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지하며, CQI를 기반으로     

  한 교과 워크숍을 통하여 학습활동의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게 할 것임

   ○ 학생들은 사회맞춤형학과 학습활동을 통해 자기 전공분야에 있어서의 정체성    

      혼동을 극복하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트랙분야의 상세한 계획 및     

      일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학습활동의 개선을 위해 협약기업이 아닌 후원기업 형식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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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기업 연계 운영계획

 ○ 참여기업은 대표기업과 협력기업으로 분류

 ○ 대표기업과 협력기업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행을 약정하는 협약을 체결 함

 ○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기업들을 사업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대표기업 산하   

    협력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대학과 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대학은 ‘취업난’을, 기업은 ‘구인난’   

    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킴

그림 3.14. 사회맞춤형학과와 참여기업의 연계모델

5.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 경주 및 포항 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에서 공정자동화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건    

    실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는 참여기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 위해 트랙 관련분야의 협회(철강       

     산업단지관리공단, 상공회의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와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

 ○ 협약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 협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의향  

    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 신규인력 채용의 가능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발굴

 ○ 1차년도 참여업체의 발전적 유지 및 트랙 관련 신규 참여업체 지속적 발굴 

 5.2. 채용약정기업의 건실성

 ○ 지속적인 참여기업의 확대를 위한 계획

  - 사업단 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기업체 연합조직과 연계한 협의체 및 포럼을 구성  

    하여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감 

  - 예비 참여기업 대상으로 산학협력 교류회 및 사업 보고회 개최

5.3. 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계획

 ○ 참여기업과의 정기적인 교류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공유

 ○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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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Ÿ 포항, 울산 지역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생산 및 저장시스템 트랙 관련 기업과 지  
역 산업체 관련 협의회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기업체와의 워크숍과 설명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함

Ÿ 1차년도 교육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 및 타 대학 사례와 관련논문을 조사하여 지  
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Ÿ 수요조사기간 : ’17.09.15. - ’17.12.01.
Ÿ 간담회와 회의 및 E-mail을 통한 정기 및 비정기 수요조사 실시함
Ÿ 협약기업과 함께 총 4회의 의견수렴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설계 반영함

수요조사 
결과

❏ 기업체 수요조사
Ÿ 채용을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분류 및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문제해결능력(사고력, 문제 처리)
2 대인관계능력(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3 직업윤리능력(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4 의사소통능력(문서이해, 작성, 의사표현, 경청, 기초외국어 등)
5 자기개발능력(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6 기술능력(기술 이해, 기술 선택, 기술 적응)
7 조직이해능력(국제 감각, 조직체제 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Ÿ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전공 관련 직무능력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다양한 전공 지식이 요구됨
 - 많은 종류의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수학, 물리 및 화학 계통 기초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실무 실습 기술, 전기 관련 기사 실무, 계통도 및 시스템 설계 교과, 직업관 교육  
   등이 고학년에서 필요함
Ÿ 채용을 위해 필요한 인성 조건 분류
 - 성실함, 원만한 인성 및 기업 윤리를 가진 인력을 우선함
 - 자아 개발(어학 성적 및 자격증 구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함 
 - 입사 목적의식, 성실함 및 원활한 대인 관계가 필수 요건임❏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Ÿ 트랙 교과목 운영에 대한 재학생 의견 수럼
 - 산업체 인사의 인성 교육 및 산업체 현장교육 선호
 - 기업 업무 분야에 대한 호기심 유발 프로그램 희망 
 - 현장 적응 훈련 후 구체적인 이론 교과 희망 및 다양한 직업군 희망

수요조사 Ÿ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년도 교과목을 운영하였으며, 그린에너지토픽스 교과목은 

구분 주요내용

현장실습 현장 실습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산학협력 교류회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공유

산학협력 워크숍 협약기업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교류활동

기업전문교수 교육 수업방법 전문성 향상 및 교육의 질 관리 체제 도모

기업애로기술 지원 협약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기술을 대학의 전문가가 지원

PBL 연계형 교육과정 협약기업 기업전문교수의 지도하에 산업체와 밀접하게 진행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

트랙 학생 관리 및 운영 관련 실질적 업무 협의 추진

 표 3.9. 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계획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

1.1. 수요조사체계

1.1.1. 예비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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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교육과정
반영

수요 조사 결과 결과 반영 교과목

교과목 
내용에 
반영할 

전공 교육의 
기본 원칙

기업윤리 및 인성교육 강조 교양 교과, 그린에너지토픽스
기초 전공교육 강화 대학수학, 대학물리 
자기 주도적 학습 개발 교육 필요 캡스톤디자인 계통
차별화된 실무 전공 교육 강화 연료전지, 태양전지 계통
현장 실습 교육 의무화 현장실습Ⅰ,Ⅱ,Ⅲ,Ⅳ
Global 마인드 및 비전 습득 필요 그린에너지토픽스, 교양영어

프로그램 교육 목표 프로그램 명

기업 윤리 및 인성 교육
산업체 인사 특강
산업체 인사 멘토링 

자기 주도적 학습 개발 교육
캡스톤디자인 실무
NCS 교육 특강 

차별화된 실무 전공 교육
산업체 견학 

산업체 위탁 교육
현장 실습 교육 산업체 현장 실습

글로벌(global) 마인드 및 비전 습득 교육
영어 학습반

지적 재산권 학습반

기업전문교수 3명이 공동으로 분할(team teaching)하여 옴니버스식 강의로 운영

Ÿ 비교과 과정 운영

구분 세부내용

추진절차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함

사회맞춤형학과 TFT를 도입한 LINC+사업단만의 교육체계도는 
모든 트랙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음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 참여 신재생에너지생산 및 저장시스템 트랙 협약기업 총 11개 기업

취업역량
전공지식 (3.9),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3.9), 기업체현장실습
(3.7), 어학능력(3.5), 전공 관련 자격증(3.6)

기초직업능력
자기개발능력(4.3), 문제해결능력(4.5), 직업윤리(4.6), 기술능력
(4.2), 대인관계(4.5), 의사소통(4.1), 정보능력(4.1), 조직이해능력
(3.8), 자원관리능력(3.6), 수리능력(3.6) 

전공교과에 
대한 의견

학생참여·기술개발의 현실성 있는 경험과 교육 필요함
또한 신재생에너지관련 견학교육도 필요함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산업체 현장실습(3.9) 연계/사전매칭(3.9) 세미나/특강(4.1) 자격증취득
(4.2) 취업자기계발프로그램(4.0) 산업전시회 견학(4.2) 디지털의 이해
(4.1) 문제해결방법(3.9) 공학실무영어(3.7) 경영기초(3.4)

비교과프로그램
공통필수 선택

1. 산업체현장실습 2. 자격증취득 3. 공학실무영어

Ÿ 수요조사 결과 기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비전문적인 능력도 요구됨

수요조사 
결과의
교육과정
반영

수요 조사 결과 결과 반영 교과목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필요성 강조

산업체 밀착형 연계 교육 방법 에너지토픽스
집중 학습을 위한 몰입식 교육 방법 전기기사실기특강
실무 우선 후 이론 교육 방법 (AFTN) ESS 공학

Ÿ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2차년도
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1.1.2. 교과과정TFT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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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수요조사 분석을 반영한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 그림 3.16. 트랙 운영 교과목의 계통도

1.1.3.  2차년도 수요조사 운영계획-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37참조]

1.1.4. 건실한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체계

 ○ 포항·울산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협의체와 협업하여 사회맞춤형학과의 전문성과 취

업률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트식 수요조사 체계를 확립함

1.2. 교육과정 설계

1.2.1. 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체계 

 ○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 트랙 인증을 위한 전공 교과목의 운영계획

 - 산업체 협력 내용을 포함한 실험 실습 내용 강화

 - 미러링랩 구축으로 산업체-대학 간 현장실습 교육 프로젝트 기반 강의(PBL) 실시

 - 교수 및 산업체 인사가 공동으로 분할(team teaching)하여 운영 하는 옴니버스   

    식 강의을 이용하는 실무 후 이론 교육 방법(AFTN) 시도

    -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전문가 특강 강화

 ○ 교육과정개발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전공 교과목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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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합계 비고

구분
교양 전공

기초 역량 공통 세부 기초
졸업이수
학점 16 21 66 130 이수단위는 1학점,

15시간/학기 이상 이수

구분 인증기준 인증 유예기준 비고
전공교육과정 24학점 12학점 사업계획서상의 교과목 기준
비교과교육과정 4과목 2과목 1과목 15시간 운영기준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LINC+ 

트랙공통
4 1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3-3-0 신설
4 2 생산기반기술의 이해 3-3-0 신설

LINC+
트랙전공

4 1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 3-2-2 신설
4 1 에너지재료공학 3-3-0 신설
4 1 에너지소자 및 부품공학 3-3-0 신설
3 1 에너지장치공학 3-3-0 신설
4 2 기업과제형캡스톤디자인 3-2-2 신설
4 2 에너지토픽스 3-3-0 신설

관련학과(부)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신재생에너지
공학전공

4 1 ESS공학 3-3-0 지정
4 2 전지공학 3-3-0 지정
3 1 태양전지공학 I 3-3-0 지정
3 1 연료전지공학 I 3-3-0 지정
3 2 전력전자 3-3-0 지정
2 1 신재생에너지개론 3-3-0 지정

공통전공

1 1 대학화학 3-3-0 지정
1 1 대학수학 I 2-2-0 지정
1 2 대학물리 3-3-0 지정
1 2 대학수학 II 2-2-0 지정

    - 태양전지Ⅰ/Ⅱ, 연료전지Ⅰ/Ⅱ,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교과목 확대·편성

    -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한 그린에너지토픽스 교과목 편성   

 ○ 전체 교과목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2019.01.26. 제정하여 이수인증 기준을 수립

 하고 1차년도 4학년 학생에 대한 인증 유예기준을 적용함

 ○ 1차년도 진단 결과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과목 확대개편을 위해 전공체계도를 새로 

  이 개편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LINC+ 트랙공통 / 트랙전공 과목 

 

 - LINC+ 트랙지정 과목

 ○ 협약기업의 기업전문교수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과 산업체 간의 교류추진

 ○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협약기업과 학생을 사전에 매칭하여 학생의 관심도를 높    

     이고 취업으로 연계되게 함

 ○ 전공 및 비교과 전체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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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비고
4과목

(비교과)
1과목 15시간 
이상 운영 기준

24학점
(전공)

3, 4학년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개설과목

(LINC+트랙공통, 
LINC+트랙전공, 
LINC+지정과목)

그림 3.17. 전공 및 비교과과정의 연계 그림 3.18. 학과 신규 교과목의 구성

 ○ 신규 교과목의 구성 
 - 기초 트랙 교과 : 트랙 이수를 위한 주요 이론 및 실습 교과목
 - 에너지공학설계 교과 : 팀별 운영되는 프로젝트 기반 강의(PBL) 및 캡스톤디자인 등의 교과목 
 - 산업체 협동 교과 : 산업체연계 및 현장 실습 등의 산업체 관련 교과목 

 ○ 실습교과목내에 관련 산업체 현장실습 및 관련 산업체 견학 의무화
 - 한 학기 중 1인당 산업체 현장실습 12시간 이상 
 - 한 학기 중 1인당 산업체 견학 1회 이상

 ○ 실험실습 교육 내용 강화
 - 태양전지 실습실 신규 신설 
 - 태양 에너지 관련 다양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술을 실습

 ○ 미러링 실습실 구축을 통한 산업체-대학 양방향 상호 현장실습 교육 강화
 - 실습실 공간 및 산업체 필요 기자재 구비를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체  
   인력의 대학 방문 교육 활성화

 ○ 에너지토픽스 교과목은 교수들이 공동으로 분할(team teaching)하여 운영
 - 옴니버스식 강의이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론적으로 접할 수 있음 

 ○ 에너지 기술 공학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설계 교과목을 운영
 -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
 - 팀별로 운영되며 설계 결과에 대한 발표 대회 개최
 - 관련 참여기관 인력과 협동

 ○ 프로젝트 기반 강의(PBL) 실시
 - 주제 제시에 의한 팀별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발표
 - 각 프로젝트 내용을 온라인 상에 공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교육 강화
 - 직무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강화
 - 참여 기업의 평가 요소 및 기준을 매칭하여 적용
 - 온라인 자료 활용

 ○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2) 전공 교과목 편성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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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별
구성

주요내용
실시
시기

대상 내역

트랙

산업체 
방문교육 및 
전공지식 강화

NEEDS
프로그램 I/ II

1학기
2학기

4학년 전임교수+기업교수

1학기
2학기

3,4학년 전임교수+기업교수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2018-
하계,동계

4학년 협약업체

실무역량
강화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2학기 3,4학년 전기기사/신재생에너지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공통

실무역량
강화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 1학기 4학년 자기이해/기업분석/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면접
실무역량

강화 어학프로그램 1학기
2학기 3,4학년 실무영어스피치

산업체 
적응형 
교육

기업실무지식 2학기 3,4학년 기업경영/회계/원가
지적재산권의 이해

프로그램 명 목 적
산업체 인사 특강 Ÿ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 및 산업체 현황 특강 

산업체 인사 멘토링 Ÿ 재학생의 자기계발 및 예비 엔지니어로써의 자질 함양

세부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단계별 
목표

산업체 수요 
교과의 편성

산업체 수요 
교과의 완성

산업체 수요
교육의 성과 도출

산업체 수요 교육의 
내용 강화

산업체 수요 교육의 
지역 기여도 가시화

트랙
기초 교과

Ÿ 전공 내용과 산
업체 수요에 부
합하는 전공교과
목 편성

Ÿ 교과위원회 구성

Ÿ 학과 교수, 재학
생 및 산업체 의
견을 반영한 전
공 교과목 개설 

Ÿ 다양한 수요조사

Ÿ 기초트랙 교과 
수료 인증인원에 
대한 평가 및 채
용과의 연계성 
피드백 및 교과 
개편 

Ÿ 산업체 수요 교
과목의 확대 및 
교과 내용의 특
성화 실현

Ÿ 교과 운영의 정
착화

Ÿ 지역 산업체 수
요에 부응하는 
교과 과정의
완성

Ÿ 신기술 내용포함

공학 설계 
교과

Ÿ 자기 주도형 교
과의 개발 및
편성

Ÿ PBL 강화

Ÿ 자기 주도형 교
과의 성과 분석

Ÿ NCS 교육 강화

Ÿ 인증 인원의 공
학 설계 능력 평
가 및 강의 방법 
개선 

Ÿ 자기 주도형 교
과 참여 학생의 
전국적 단위의 
경쟁력 강화

Ÿ 자기 주도형 전
문 인력의 가시
적 배출

Ÿ 교육의 성과분석

산업체 
협동
교과

Ÿ 산업체와의 협력
을 통한 교과 개발

Ÿ 교재개발 위원회 
구성

Ÿ 산업체와 교과 
개발의 내실화

Ÿ 현장실습 강화

Ÿ 인증 인원에 대
한 산업체 평가 
및 feedback을 
통한 교과 개편 

Ÿ 산업체 인사의 
교과 개발 참여 
확대

Ÿ 사업단과 산업체
간 협력의 순환

Ÿ 산업체와의 유기
적인 인력 양성 
협력 관계 정착

Ÿ 지역 산업개발에 
기여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LINC+ 
트랙공통

4 1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4 2 생산기반기술의 이해

3) 전공 교과 운영 로드맵

4) 전공교과 교육과정 구성

 ○ 트랙공통과목

 ○ 산업체 수요 조사를 통한 LINC+ 공동선발, 공동개발, 공동운영 계획

5) 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 전공교과과정(지정전공, 트랙전공, 공통전공)을 기업체 교육과정 참여자와 공유 후 보  

    강되어야 할 분야 및 세부교과과정에 대해 15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함

 

 

○ 비교과 교육과정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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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자 개발기간 비고
교재개발 트랙주임교수 1년 태양전지공학(태양광 발전)

단기방문학습 기업전문교수 '18.06.~12. 에너지 토픽스

온라인 공개강좌(Open 
Course Ware : OCW) 반

Ÿ 기초 전공에 대한 추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OCW 반을 운영 
Ÿ OCW를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 진행 가능(Flipped Learning 및 Blended Learning)
캡스톤 디자인 실무 Ÿ 정규 교과목인 캡스톤 디자인 입문에 대한 선행 비교과목

현장요소기술특강 Ÿ 산업 인력으로서의 가치관 확립 
Ÿ 특강 후 주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진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특강

Ÿ 협력 산업체의 해당 평가 요소 및 기준을 적용
Ÿ 해당 산업체 인사 특강 및 온라인 자료 활용 

산업체 및 박람회 견학  Ÿ 현장교육을 통한 산업체 신기술 동향 습득
자격증 취득 준비 반 Ÿ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격증 취득 반 모집
전공 취업/창업 세미나 Ÿ 재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정보 수집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업체 현장 실습 Ÿ 사회 맞춤형 교과 운영 및 현장 파견 교육을 통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경험의 체득과 전문지식 습득

지적 재산권 학습반 Ÿ 산업체에서 필요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 및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TRIZ) 교과 운영

• 산업체 단기 방문 학습, 몰입식 교육, AFTN 교육 및 미러링  

  실습 교육 시도

• 수요형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의 유연성

   - 연차별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및 트랙       

     교과과정은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과 병행

   - 비교과과정은 학생의 자발적 주도에 의해 운영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기술 특성화를 통한 지역대학 한계  

  극복 가능

   - 지역 에너지 관련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과목 개발
그림 3.19. 산업체와 트랙 운영 연계

6) 산업체와의 공동 교육개발 계획

7)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 NEEDS 트랙 산업체 연계 과정

 ○ 목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 기술관련 우수기업의 실무 및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학습의 동기부여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 기술관련 이론 및 실제 시스템에 대한 안목 증대

2. 혁신적 교육방식 운영계획

2.1.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성과

2.1.1. 혁신적인 교육방식 도입 우수사례

2.1.2. 2차년도 교육방식 혁신계획

 ○ AFTN(Application First Theory Next) 교과목 운영

  -‘ESS 공학’교과목을 통해 실무 현장 교육 후 이론 내용에 대한 학습 진행 

  - 미러링랩에서 사전 현장 실습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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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7-9주 10-16주

정규 수업 진행 중간평가 참여 산업체에서 방문 학습 실시 정규 수업 진행 기말평가

교과 명 1-4주 중간평가 5-16주

ESS 공학
(3-3-0) 

산업체 현장 교육
(미러링 실습 포함) 현장교육 중간평가 정규 수업 진행

(중간/기말 고사 포함)

 ○ 산업체 단기방문 학습 실시

  - 방문 학습을 통해 참여 산업체에서 실무 및 현장 분위기를 경험

  - 기업 전담 교수가‘에너지 토픽스’교과목으로 교과 운영 실시  

3. 학생선발 및 진로지도 성과 및 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3 참조]

4. 교원확보 및 교수활동 지원성과 및 계획 

4.1. 교원확보

4.1.1. 참여교수진의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 협약과정별 참여교수진의 구성현황

  - 1차년도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며 트랙 주임 교수직의 순환 임명

○ 참여교수진의 우수성과 우수교원 확보 

4.1.2. 기업전문교수의 선발 및 활동계획

 ○ 기업전문교수의 선발 및 활동계획  

  - 기업 전문 교수를 추가 초빙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

  - 재학생 대상 산업체 교수의 학생 멘토링 지도 강화

4.1.3. 교수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5 참조]

4.1.4. 학습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8 참조]

5. 참여기업 연계성과 및 계획 

5.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 경주 및 포항 등 인근지역의 다양한 기업과의 포럼을 구성하여 융합의 장 마련

 ○ 참여학생과 참여기업과의 소통의 장 기회 계획함

 ○  산학협력 워크숍, 산업체연계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한 산업체연계강화 프로그램 수행

 ○ 1차년도 참여기업을 포함해서 추가로 참여기업 발굴 예정

5.2. 채용약정기업의 건실성

5.3. 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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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현장실습 교과 및 비교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 

산학협력 위원회 회의 주기적 산학협력 회의 개최
   산학협력 세미나 및 워크숍 학기 당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기업전문교수 교육 교과과정에 3명, 비교과과정에 1명 초빙 예정
기업애로기술 개발 참여 업체에 관련 전공 분야 애로기술 상담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재학생 대상 캡스톤 디자인에 산업체 인력 참여 
멘토링 산업체 인력 비교과/교과 멘토링

 ○ 참여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산업체 기업전문교수 멘토링, 워크숍,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의 간담회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1.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

1.1. 수요조사체계 

1.1.1. 예비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 경주 소재한 자동차부품 및 설비제어 관련 기업과 지역산업체 관련 협의회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기업체와의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하  

  여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함

• 1차년도 교육과정과 운영현황 분석 및 타 대학 사례와 관련논문을 조사하여  

  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전문교수를 대상으로 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함

 ○ 수요조사 결과(인근지역 소재한 총 17개 기업체 및 산업체 위원회 대상)

표 3.12. 산업체 설문조사

조사기간 기간 : 2016.11. ~ 2017.02.

그림 3.20.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설문결과

조사형식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산업체 방문조사를 통하여 진행

설문내용

• NCS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귀 기업의   
  직무능력 관련 필요 사항 5가지 선택

•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전공 관련 직무능  
  력 자유 기술

• 입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에서 갖춰야 할   
  장비나 시설

설문결과
• 수요조사 결과로 기술 및 문제해결능력 같은 전문능력이 요해지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같은 비전문적능력도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사회맞춤형학과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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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교과과정 TFT 활동 및 협약기업 수요조사 결과 

활동기간 2017.11.1.~2018.1.31. (3개월)                          * ( )안은 5점 척도에 대한 평가점수

주요업무
Ÿ 협약기업 수요조사
Ÿ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Ÿ 트랙이수 인증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개정

구성원 트랙별 주임교수, 사업단, 대학본부(교무팀, 인성기초교육원, 취창업지원팀)

협약기업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 참여 자동차전장설비제어트랙 기업전문교수 6명

취업역량
전공지식 (3.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3.7), 기업체현장실습
(3.5), 어학능력(3.7), 전공 관련 자격증(3.5)

기초직업능력
자기개발능력(3.3), 문제해결능력(4.0), 직업윤리(4.2), 기술능력
(4.2), 대인관계(3.8), 의사소통(3.8), 정보능력(3.3), 조직이해능력
(3.3), 자원관리능력(3.2), 수리능력(3.2) 

전공교과에 
대한 의견

필요한 역량을 대체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으나, 자동차업종에 
관련된 기초소양에 대한 교과목 필요함

비교과프로그램의 
적합성

산업체 현장실습(3.7) 연계/사전매칭(3.7) 세미나/특강(3.5) 자격증취득
(3.8) 취업자기계발프로그램(3.5) 산업전시회 견학(3.5) 디지털의 이해
(3.2) 문제해결방법(3.0) 공학실무영어(3.7) 경영기초(3.0)

비교과프로그램
공통필수 선택

1. 산업체현장실습 2. 자격증취득 3. 공학실무영어

표 3.13. 학생 설문조사

항목 내용 결과

설문 
참여자

참여자수 75명
학년분포 3학년(38명), 4학년(37명)
출신고교 지역 경주(29명), 포항(23명), 울산(17명), 기타지역(6명)
진로계획 기업체(65명), 기타(8명)

사회맞춤
형학과

사회맞춤형학과의 사전 인지 알지 못했다(66명), 알고 있다(9명)

교육과정에 참여할 의사 있음(55명), 미정임(17명), 없음(3명)
협약기업에 취업할 의사 있음(43명), 미정임(29명), 없음(3명)

교육과정 운영의 요구정도
(5점 만점)

• VICTORY 교육과정 (4.0) • AFTN교육방식 (4.1)
• 산학공동 지도교수 (4.0)  •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 (4.2)
• 겨울방학 중 인턴근무 (4.2) • 캡스톤디자인 (3.6)

사회맞춤형학과를 사전 인지한 학생은 적은 편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도 높음

1.1.2. 교과과정TFT 수요조사 방법 및 결과

 ○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37 참조]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반영내용(2차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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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수요조사 분석을 반영한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

• 1차년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교육

운영 방식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개발 방안 협의 TFT를 

구성하여 전공 및 비교과 과정을 설

계하였음 

• 요구하는 역량에 맞춰 전공 및 비교과

를 개발하여 높은 만족도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볼 수 있었음

• 협약기업의 PLC에 대한 요구에 따라 

기존 PLC전공교과목을 응용하는 

PLC응용 교과목을 추가함

1.1.3. 2차년도 수요조사 운영계획

   ○ 포항 ․ 경주시 상공회의소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포항 5개 산업단지 및 경주 ․ 울   

     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협의회를 방문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  

     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함

   ○ 산학협력컨설팅센터를 기반으로 포럼, 산학콘서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 취지와 목적을 홍보함

1.2. 교육과정 설계

1.2.1. 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체계

 ○ 1차년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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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설계를 위한 기계기구  CAD(CATIA)와 설비제어를 위한 전기전장 CAD를

  전공교과목에 신설함

•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II 개설

 ○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 전공과 비교과를 영역별로 나누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함

 ○ 트랙공통인 2개 교과목을 신설 운영함

 ○ 2차년도에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진단 평가조사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한 사회맞     

    춤형 교육에 반영

  

2) 교육과정 구성

○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

                                   그림 3.22.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

  - AFTN과 VICTORY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 실무와 이론의 협업 체계 교과과정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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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졸업
학점

비고입학
년도

교양 전공
기초 역량 공통 세부 트랙

’11~’12 16 21 전공교과 이수 24 130
Ÿ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4강좌 개설

Ÿ 교육과정 이수자 인증서 수여

구분 인증기준 인증 유예기준 비고

전공교육과정 24학점 12학점 사업계획서상의 교과목 기준

비교과교육과정 4과목 2과목 1과목 15시간 운영기준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공통전공

3 2 PLC응용Ⅰ 3-2-2 LINC+지정(명칭변경)

3 2 캡스톤디자인 입문 3-2-2 LINC+지정

2 1 산업전산개론 3-2-2 LINC+지정(명칭변경)

1 1 대학수학Ⅰ 3-3-0 LINC+지정(명칭변경)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LINC+
트랙공통

4 1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3-3-0 신설

4 2 생산기반기술의 이해 3-3-0 신설

LINC+
트랙전공

4 1 문제해결형캡스톤디자인 3-2-2 신설

4 1 기계기구CAD 3-2-2 학기변경

4 1 PLC응용II 3-2-2 학기변경

4 2 기업과제형캡스톤디자인 3-2-2 신설

4 2 산학협력특강 3-1-4 명칭변경/학점변경

3 2 전기전장CAD 3-2-2 학기변경

 ○ 전공교과 교육과정 체계도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전체 졸업학점구성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2018.1.26. 제정하여 이수인증 기준을 수립    

     하고 1차년도 4학년 학생에 대한 인증 유예기준을 적용함

  - LINC+ 트랙공통 / 트랙전공 과목

    - LINC+ 트랙지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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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학물리 3-3-0 LINC+지정(명칭변경)

1 2 대학수학Ⅱ 3-3-0 LINC+지정(명칭변경)

구분 담당자 산학협력 개발기간 비고

비교과 트랙주임교수 협약기업 ’18.02.~’19.01. VICTORY프로그램 개선

2in1사제동행 트랙주임교수 협약기업 ’18.02.~’19.02. 상담시스템 구축

산학협력특강 트랙주임교수 협약기업 ’18.09.~’18.12. 사회맞춤형 특강 개발

그림 3.23. 전공 및 비교과과정 연계 체계 

   ○ 1차년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 체계도를 새로이 개편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전공과목 확대개편 및 연계체계를 구축함

3) 산업체와의 공동 교육 개발과정 운영계획

 

○ 산학협력 특강은 협약기업의 임원급 관리자가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인 기업 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맞춤형 교과목으로 변경함

 ○ 산학협력 공동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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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별 구성 주요내용(프로그램) 시간
실시

시기

대상

(학년)
내역

트랙

단독

산업체 실무지식 
습득교육

VICTORY I, II
15회,60H 1학기 4

기업전문교수
15회,60H 2학기 4

산업체 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 15일,120H 하계 4 협약기업
실무역량강화 전기기사 40일,120H 동계 3 겸임교원

트랙 실무역량강화 취업역량강화 15H 1학기 4 자기이해/분석/이력서

그림 3.24.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II 교과목의 체계 

• 산학협력특강 과목은 협약기업

  대표 또는 기업전문교수가 옴니

  버스식으로 진행함

• 기계기구CAD와 전기전장CAD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교수 수

  업체계를 실시함

• PLC응용은 기존에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응용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최신장비를 구하여 수업 진행 예정임

• 기업전문교수와 트랙주임교수가 함께 진행한 캡스톤디자인II는 아래 도식과 같이 협약기
업의 문제해결형 과제를 타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실용적인 교육효과를 극대화함

•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에 활용

할 교재개발을 진행하고 협약기업 

기업전문교수가 검수하며 피드백

을 주고 보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교재개발 을 시행

 ○ 산학협력 공동 교육 개발과정 운영계획

•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전공교과

에 연계하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을 개선

• 협약기업의 기업전문교수와 트랙주

임교수가 협력하여 비교과 프로그

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수

립할 것임

4) 차별화된 전공교과 교육과정 구성

5) 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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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기소개서작성/면접
실무역량강화 공학실무영어 20회,40H 2학기 3, 4 실무영어스피치

산업체 적응형 교육 기업실무지식 15H 2학기 3, 4
기업경영/회계/원가지

적재산권의 이해

운영방법 VICTORY 프로젝트 세부내용

개요 Ÿ 가상회사 체험 프로젝트로 입사 후 기업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함

기본 비교과 

운영

Ÿ 팀 단위로 부서를 배정하며 하나의 기업체를 대표

Ÿ 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팀에 상품수여

Ÿ 백업교육 : 업무 인수인계절차 교육

Ÿ 팀별 인사고과 시스템 운영

Ÿ 출근/퇴근 시간 설정 및 휴가원 제출 후 자유시간

산학협업 

체제

Ÿ 각 부서장은 산업체 경력교수 및 기업체에서 파견

Ÿ 담당 교수 및 기업체 파견 부서장의 협업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 도출 

및 해결

Ÿ 교수 및 기업체 직원의 협업을 통한 인사고과를 통한 트랙 이수학생의 다

면평가

학생자문단
Ÿ 기업체 내의 애로사항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접근

멘토/멘티제도

(길라잡이)

Ÿ 산업체 직원과 재학생들로 구성

Ÿ 취업, 자기계발 방법, 직장생활 등의 다양한 주제로의 길라잡이 역할

산업체 견학
Ÿ 조별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산업체 신기술 동향 습득

Ÿ 취업 및 전공 학습 동기 부여

경진대회

Ÿ 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Ÿ 브레인스토밍,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

Ÿ 우수한 팀에 포상을 통하여 사기진작

 ○ 전공 및 비교과과정의 체계적 연계시스템 구축

 ○ 사회맞춤형학과 상담 코칭 프로그램과 품질인증 및 평가기술의 이해 같은 전문 강사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과목에서 상담까지 전문성 강화를 도입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VICTORY(VIrtual Company TO Rapid emploYment)  프로젝트 (미러링 랩 I)

• 가상회사의 개요 및 운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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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분석-교육-결과의 단계별 전문가

의 코칭을 통해 개선점을 시사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

함

•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개

발제품을 주제로 문제해결형 캡스톤디

자인 수업을 실시함

• 협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는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인 수업

을 실시함

•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개인맞

춤지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진로설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과 정보를 관리함

• 학생은 기업과 함께 먼저(First) 실무(Appli

  cation)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후에(Next)

  이론(Theory)을 공부하는 AFTN교육체

  계를 시행함

6)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 사회맞춤형학과 교과과정의 진단-분석-교육-결과에 따라 준거집단계층의 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SWOT분석 피드백에 의해 매년 교과과정이 개편됨

2. 혁신적 교육방식 운영계획

2.1. 1차년도 운영성과 

2.2.1. AFTN 교육과정 운영방식

 ○ 학생 1명에 교수 2명(기업전문교수+지도교수)이 상담하고 지도하는 2in1 사제동행 프로     

     그램 시행

 ○ VICTORY 프로그램의 매 회마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원했음

 ○ 1차년도에서는 4개의 팀이 총 60회의 활동을 진행, 기업전문교수는 5~18회의 활    

    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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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 구분 대상학과 시기 교육방식 도입 성과

VICTORY프로젝트 에너지전기공학부 2017.09.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

캡스톤디자인 II 에너지전기공학부 2017.09. 기업의 애로점 이해 및 문제해결능력 고취

그림 3.25. AFTN반영 VICTORY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구성 3.26. 2in1 사제동행, VICTORY 프로젝트가 적용된 AFTN 체계도

 ○ 학생은 대학에서 캡스톤디자인 등과 같은 전공교과목과 연계하여 교육을 받은 후      

     VICTORY 프로그램의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자동차부품, 설비제어, 안     

     전장비 및 수칙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받으며 기업의 실무와 응용분야에 대한 감     

     각을 익히고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고취함

3)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성과

 

2.2. 2차년도 운영계획

2.2.1. 2차년도의 교육방식 혁신계획

그림 3.27. 2차년도 교육운영 계획

 ○ 특히 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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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캡스톤디자인과 기업과제형 캡스톤디자인에서의 PBL 교육방식 적용시 매우    

     높은 산학연계 학업성취를 얻을 수 있어 운영계획 중임

 ○ 모든 LINC+트랙 교과목에 VICTORY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공교과 연계 프로     

    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 2 in 1 사제동행 제도(공동지도교수)

• VICTORY와 연계하여 기존의 상담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상담방법을 도입하여  

  학생과 기업간의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2in1 교수연구회를 개최하여 기업전문교수와 학생 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  

  및 개선하여 점증적으로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도모할 것임

• 기업전문교수와 학생이 서로 지정한 시간에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VICTORY 프로젝트

  - 2차년도에는 VICTORY 프로젝트 I, II로 나누고 4개 팀에서 2팀으로 나누어 협     

    동심을 가지고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

  - 기존 8인의 기업전문교수에서 신규 협약기업의 임원급 기업전문교수를 추가로      

     총 10인의 기업전문교수로 프로젝트를 진행함

  - 매 회마다 학생 및 기업전문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요구를 수용하고 개선할 것임

3. 학생선발 및 진로지도 운영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3 참조]

4. 교원확보 및 교수활동 운영계획

4.1. 교원확보

4.1.1. 참여교수진의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4.1.2. 기업전문교수의 선발 및 활동계획

4.1.3. 교수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5 참조]

4.1.4. 학습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공정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본문 pp.48 참조]

5. 참여기업 연계 운영계획 

5.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5.1.1.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노력과 성과

 ○ 인근 지역의 각종 기관(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공단, 경북동부경영장협    

    회, 포항테크노파크, 중소기업연합회포항교류회)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회 

 ○ 협약기업이 1차년도 링크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각종 성과를 홍보함

 ○ 산학협력의 활동성과 관련해 대학과 지역산업체와의 실질적 교류시스템및실적 미흡,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성과 창출이 미흡하였으나 대학 내연구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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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산학협력 회의
트랙과 협약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사업 방향, 트랙 운영 의견 
공유

현장실습 협약기업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

산학협력 워크숍 협약기업과 LINC+사업단 간 친밀도 및 사업 이해도 향상

기업전문교수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참여로 기업과 학생 간 소통 및 이해도 증가

기업전문교수 교육 수업방법 전문성 향상 및 교육의 질 관리 체제 도모

기업애로기술 개발 산학협력 애로기술 장기성 2건, 단기성 2건

산학공동교육개발 LINC+ 교과 교재 개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및 구축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협약기업의 임원급 및 사원이 지도하며 기업과 밀접하게 
진행

사회맞춤형학과 실무위원회 트랙 학생 관리 및 운영 관련 실질적 업무 협의 추진

    및 활용의 중요성 인식, 대학에서 창안된 산출물에 대한 추가 개발및 교류 등을 통  

    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관련 투자를 기업 경영에반영하는 사례가 발  

    생하였음

 ○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교수에 대한 기업 관계자의 만족도에 있어 초기에는 참여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나 교과과정 TFT 외 교류회, 설명회, 간담회그리고 성  

    과 보고회 등 많은 만남을 통해 기업 및 교수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매우 높게 나  

    타남

 ○ 또한 LINC+사업단의 인지도 및 인식도가 매우 낮았으나,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업단 자체 인식도가 높았으며 기타 의견에서 배움의 시간    

    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어 참여기업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지속적인 참여기업의 확대를 위한 계획

  -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에 사회맞춤형학과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홍보함으   

   로서 대표기업의 협력기업 참여를 확대함

2) 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