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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사업 개요
-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

권   역 대경강원권 구  분
□√ 해당없음  □ 장애인 채용 연계과정
□ 바이오산업 채용 연계과정

사업단장 성    명 이 환 직    위 교수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17.6.1 ～ 2022.2.28 (57개월)

당해년도 2017.6.1 ～ 2018.2.28 (9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5,500백만원

당해년도 1,100백만원

사회맞춤형
학과 

세부내용

연번 사회맞춤형학과명 참여학과
채용약정
인원(명)

산업체
수(개)

예산
(백만원)

1 공정자동화용EIC트랙 
철강IT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철강IT융합전공

22 10 180

2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그린에너지공학부,
반도체전자공학전공

신재생에너지공학전공
22 12 205

3
자동차전장・설비 

제어 트랙

에너지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원전ㆍ제어시스템공학전공
26 15 215

계 - - 70 37 600

사업
성과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목표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핵심
성과
지표

①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수(명)

0 54 60 63 69 72

②채용약정 
학생인원 수(명)

0 37 40 43 46 49

③참여학생의 
 만족도(%)

0 70 75 80 85 90

④참여기업의       
만족도(%)

0 70 75 80 85 90

⑤협약기업
  취업률(%)

0 55 60 65 70 75

자율
성과
지표

①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 수(개)

0 50 60 80 100 120

②협약기업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수(개)

0 3 9 9 9 15

 ③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개)
0 9 12 15 18 21



□ 사회맞춤형학과 신청 총괄표

연

번

사회맞춤형

학과명

과정

구분
참여학과

채용약정

인원

운영

기간

정규과정

이수학점
운영여부

참여 산업체

(약정인원수)
비고

1
공정 자동화용 

EIC트랙 

학사

과정

철강IT공학부

전자정보통신
공학전공

철강IT융합
전공

22

6월 12학점
운영예정
(‘17년 
6월)

㈜금○전력(2명)

㈜지○에스(3명)

㈜에○치엠티(2명)

㈜코○시스템(2명)

㈜윈○앤에스(1명)

㈜엔○스템(2명)

○전력산업㈜(2명)

㈜휴○텍(2명)

㈜새○(2명)

세○물산㈜(4명)

1년 36학점
운영예정
(‘18년 
3월)

2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학사

과정

그린에너지
공학부

반도체전자공
학전공

신재생에너지
공학전공

22명

6월 12학점
운영예정
(‘17년 
6월)

인○시스템(2명)

○엔지니어링㈜(2명)

㈜와○테크(2명)

㈜비○(2명)

㈜한○기술화학(2명)

㈜새○시스텍(2명)

㈜케○텍(3명)

㈜R○C(2명)

㈜이○테크(1명)

㈜이○센서(1명)

㈜케○이티(1명)

㈜아○테크(2명)

1년 24학점
운영예정
(‘18년 
3월)

3
자동차 

전장・설비 
제어 트랙

학사

과정

에너지전기
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원전ㆍ제어시
스템공학전공

26명

6월 12학점
운영예정
(‘17년 
6월)

㈜화○(2명)

송○산업㈜(2명)

인○철강㈜(2명)

성○기업㈜(2명)

㈜아○에스텍(2명)

㈜태○산전(2명)

㈜원○계전(1명)

아○엔지글로벌㈜(2명)

유○테크㈜(2명)

㈜선○기전(1명)

㈜울○(2명)

벡○필드코리아㈜(2명)

다○ENG(2명)

㈜일○전력(1명)

진○더스트리(1명)

1년 24학점
운영예정
(‘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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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목표

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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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있음

○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대전제를 유지 계승하며, 인재상과 학생 핵심역량을 더욱 정

교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6년 2월까지 대학 내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대

학 교육목표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으로 설정함으로써 대

학의 인재양성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1.2 비전과 전략체계

○ 발전전략의 체계는 학부교육 선진화 영역의 6대 전략과제, 대학 경영혁신 영역의 

4대 전략과제, 지역사회 수요 기반 특성화 3대 분야로 구성하였음

그림 1.1. 대학비전 및 전략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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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전전략 추진단계

○ 발전계획은 2026년까지 도입기·강

화기·확산기의 3단계로 추진하고,

각 단계별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였

으며, 1단계 도입기의 2차년도인 

2017년은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내실화에 주력하고자 함

○ 학부교육 선진화 6대 전략과제는 

교육과정 선진화 분야와 교육운영체계 강화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고 전략과제에 

대학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사회 수요 기반 인재육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성화 3대 분야는 지역산업 여

건이 우수하며 취업·산학협력 등 실적이 우수한 ‘에너지·철강·자동차 부품’, ‘외식·

관광’, ‘휴먼서비스’로 선정하고,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인적·물

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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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요 기반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대학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산업과 상생을 기반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한편 가족회사, 산업 관련 기관 및 협의체,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와 공존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그림 1.3. 지역산업과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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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그림 1.4. 건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 건학이념에 따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

하였고, 이는 공감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인재 

육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3대 건학이념인 진리탐구·인격도야·이타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재상을 각각 

세상을 관찰하는 ‘세상공감’ 인재, 나를 성찰하는 ‘자기공감’ 인재, 함께 소통하는 

‘타인공감’ 인재로 설정함

○ 공감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은 ‘창의융합성’ 분야의 융합사고역량과 문제해결

역량, ‘자기주도성’ 분야의 자기관리역량과 도전성취역량, ‘공동협력성’ 분야의 대

인관계역량과 협업실천역량의 3대 역량 분야·6대 핵심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

학이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

2. 대학의 교육현황 분석

2.1 대학의 여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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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중 학부생의 비율이 92.1%인 학부 중심 대학으로서, 신입생의 60~70%가 경

주·포항 지역 출신이며 학력수준은 중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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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학부교육의 현안 및 문제점 개선점 및 요구사항

대학
관점

Ÿ 위한 인프라 및 체계 
부족

Ÿ 문제해결형 전공교육 체계 부족
Ÿ 교수·학습의 질 관리 시스템 부족
Ÿ 교육목적에 맞는 학사구조 조정 필요

Ÿ 교양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양교육과정 개편
Ÿ 체계적인 문제해결역량 강화 교육
Ÿ 강의방법 혁신, 평가체계 구축, 학습법 지원 

개선
Ÿ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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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경주의 문화관광·자동차부품 산업, 포항의 철강·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에 

해당함

○ 이 같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대학은 ‘산학공동(2 in 1) 사제동

행’을 통한 현장실무형 교수학습 프로젝트 개발·발굴, 문제해결중심 소통형 교

수법 확산·공유, 창의공감리더 육성을 위한 집단지성 학습공동체 구현, 교수 및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지원 체계를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

○ 이러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졸업생 대부분이 포항·경주·울산 지역

에 진출하고 있으며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음 (대학알리미 기준 공시취업

률, 2013년 67.8%, 2014년 76.1%, 2015년 68.3%)

○ 아울러 우리 대학 에너지전기공학부는 2011년도부터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공학부는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을 2012년도부터  수행하

는 등 지역산업에 기반한 우수 인재 양성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수

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계속 지원대학

(학위과정), 2016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잇달아 선정됨

○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 힘입어 2015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 

등급(B)'을 획득하여 전국 4년제 163개 대학 가운데 상위권 그룹에 포함되는 성

과를 보임

2.2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강점과 약점

구 분 강 점 약 점 개 선 점

재학생

Ÿ 우수한 다양성 이해도 및 
봉사의식 높음 

Ÿ 교수와 친밀한 교류
Ÿ 폭넓은 인간관계

Ÿ 자긍심·자신감 부족
Ÿ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
Ÿ 학습전략 미흡

Ÿ 자존감 향상 지원
Ÿ 기초학업능력 향상 지원
Ÿ 학습전략 강화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졸업생

Ÿ 대인관계 공감능력 우수
Ÿ 성실성·책임감·봉사정신 

우수
Ÿ 조직적응력·팀워크 우수 

Ÿ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부
족

Ÿ 적극적 추진력 미흡
Ÿ 폭넓은 지식 부족

Ÿ 문제해결역량 강화 교육
Ÿ 도전성취역량 강화 교육
Ÿ 교양교육 강화

2.3 현재 학부교육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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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관점

Ÿ 대한 중요성 및 전문
성에 대한 인식 미흡

Ÿ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에 대한 관심 
부족

Ÿ 전문성 지닌 교원 확충 및 역량강화 프로그
램 지원 확대 

Ÿ 홍보 및 유기적 운영체계 구축

학생
관점

Ÿ 체계적 전공과정에 대한 불만
Ÿ 전공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부족
Ÿ 교양교육의 전문성·다양성 부족에 대

한 불만

Ÿ 전공 교과목의 다양화 및 실습실 확충
Ÿ 취·창업 특화 전공교육방법 개발 및 운영
Ÿ 학생욕구중심 교양기초교육 강화

3. 지역산업 여건 및 졸업생 진로 분석

3.1 지역산업여건

○ 2014년 기준, 경북지역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5,183개로 전국 68,989개의 7.51%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254,246명으로 전국 2,915,775명의 8.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하액은 155조 6,256억 원으로 전국에서 10.45%를 차지함

○ 경북지역의 업종별 사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구미(19.5%), 포항(16.9%), 경주

(12.9%), 경산(11.6%), 칠곡(7.5%)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표 1.1.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 소재지                                      (단위 : %)

구분
경산 경주 포항 구미 칠곡 김천 영천 안동 성주 문경

기타
지역업종

C. 제조업 14.5 14.1 13 20.9 9.8 5.9 5.5 1.4 2.9 1.8 10.4
F. 건설업 5.7 12.3 14.2 16 4.7 1.9 2.8 2.8 3.8 2.8 32.8
H. 운수업 3.7 18.5 24.1 18.5 3.7 5.6 3.7 7.4 1.9 3.7 9.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3 2.4 38.1 23.8 0 0 0 16.7 0 0 4.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 5.9 33.3 15.7 9.8 2 2 2 2 2 13.9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5 4.3 32.6 32.6 2.2 2.2 0 2.2 4.3 2.2 10.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 13.3 16.2 9.5 6.7 8.6 6.7 7.6 0 3.8 17.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28 8 4 0 0 0 16 0 12 2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7 7.7 15.4 38.5 3.8 11.5 0 7.7 0 0 7.7

11.6 12.9 16.9 19.5 7.5 5.1 4.3 3.7 2.4 2.4 13.8

※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경상북도는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면서 ‘대한민국 녹색수도 경상북도’라는 슬로건 

아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선정하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최고의 R&D와 우수한 기술인력으로 그린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경상북도의 주력산업은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

소재, 모바일융합 등 5개 이며 협력산업은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울산), 지능

형기계(경북-대구-대전), 기능성하이테크섬유(경북-대구-부산)등 3개이고, 8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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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사업체 수는 총 5,854개로 경북의 제조업 대비 29.4%의 비

중을 차지하며, 종사자 기준으로는 경북의 제조업 대비 54.5%의 비중을 차지함

○ 경상북도 전략산업 중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및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

축’사업은 환동해권의 신소재부품산업의 메카로 신기술 대응 맞춤형 고급인력 양

성 및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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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경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에는 IT부품제조, 기계부

품산업이 발달되고 있으며 추후 기계부품 기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상북도는 에너지 및 원자력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3%이

며, 전국대비 원자력 1차 에너지 비중은 46.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경상북도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만 12기이며 우리나라 원전가동의 46.2%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가 경주에 이전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우리 대학은 우수한 지역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특성화 3대 분야를 선정하여 

산학협력 기반 교육체계 구축 전략을 추진함

3.2 인력수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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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의 실제 채용 비중이 90.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부권의 

경우 실제 채용 비중이 115.4%로 구인 인원보다 실제 채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1년간 채용 인원은 1,289명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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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제 채용 인원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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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명)
실제 채용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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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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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주·포항지역 채용상황 및 향후 1년간 채용예정인원

구 분

경주 포항

구인
인원
(명)

실제
채용
인원
(명)

향후 
1년간 

채용예정 
인원
(명)

구인
인원
(명)

실제
채용
인원
(명)

향후 
1년간 

채용예정 
인원
(명)

실제 
채용 
비중
(%)

실제 
채용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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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017.06.30을 기준으로 함. 이하동일

※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표 1.4. 경주·포항지역 업종별 구인·퇴직·향후 채용현황

구인 퇴직 향후 1년간 
채용 예정 

인원
(명)

구인
인원
(명)

실제채용
인원
(명)

퇴직
인원
(명

근속1년
미만퇴직
인원

비중
(%)

비중
(%)

전 체 2,031 2,355 116.0 2,518 1,135 45.1 1164

업
종

식료품/음료 제조업 22 39 177.3 49 25 51.0 4
섬유/의복/피혁제품 제조업 5 30 600.0 15 9 60.0 11
목재/펄프 제품 제조업 6 7 116.7 7 3 42.9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2 66.7 8 1 1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 13 162.5 30 1 3.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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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 33 30 90.9 27 12 44.4 1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110 148.6 189 72 38.1 105
건설업 524 472 90.1 903 343 38.0 449
운송 서비스업 118 111 94.1 139 64 46.0 57
문화 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 15 11 73.3 7 0 0.0 7
전문 서비스업 156 133 85.3 169 103 60.9 6
보건복지 서비스업 447 459 102.7 306 143 46.7 122
예술/여가/스포츠관련 서비스업 96 281 292.7 87 66 75.9 7
수리업 10 27 270.0 20 6 30.0 12

※ 출처 : 2016년 경북지역 훈련수요조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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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역 업종별 향후 1년간 채용인원

○ 특히 경주·포항 지역의 경우 구인 인원보

다 실제 채용 인원이 116%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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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템 트랙,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을 

통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3.3 졸업생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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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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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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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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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산업 여건과 지역사회 수요 기반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 결과로 분석됨

표 1.5. 참여학과 최근 3년 지역별 취업현황

구   분 년도 포항·울산·경주지역(%) 기타지역(%) 비고

그린에너지
공학부

2014 78.6 21.4

2015 100.0 0

2016 55.0 45.0

소 계 69.2 23.1

에너지전기
공학부

2014 90.0 10.0

2015 82.4 17.6

2016 90.9 9.1

소 계 88.1 11.9

철강IT
공학부

2014 71.4 28.6

2015 58.3 41.7

2016 75.0 25.0

소계 66.7 33.3

합  계 합 계 77.3 22.7

※ 출처 : LINC+ 참여학과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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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비전과 추진목표

1.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

1.1 대학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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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의 사회 맞춤형학과 운영현황 분석 및 자체 진단의 적정성

○ 우리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포항지역은 철강, 에너지, 자동차부품 산업의 집적

지역으로 지역맞춤형 산학체제구축이 절실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함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최근 5년간 100여개의 단기성 과제를 수행하였음

○ 산학협력 중점교원 채용 및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업적평가 제도를 확립함

○ 전공과목 개설 시 지역사회 산업체 요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함

○ 지역산업과 관련한 인력양성을 위해 최근 4년간 현장밀착형 교육/취업지도가 시

행되었고,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전담교수제 등을 운영함

○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전공교과목을 공학계열에서 전 계열로 확대편성, 전공특

성을 고려한 캡스톤디자인강좌로 운영함

그림 2.1. 캡스톤디자인 전공교과 편성 추진단계

○ 2015학년도부터 토론식 교과 개설 및 능동학습강의실 3실 구축함

○ 실무 및 산학연계형 전공교육 운영

-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실험실습, 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전공 교과 운영함

구분
이론 이론+실험실습 실험실습 전체개설과목수

(A) 비율(%) 과목수(B) 비율(%) 과목수(C) 비율(%) D=A+B+C

2013학년도 1,106 77.2 213 14.9 113 7.9 1,432

2014학년도 1,229 80.0 198 12.9 109 7.1 1,536

2015학년도 899 61.8 251 17.3 304 20.9 1,454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현황

구분 교과목 수 참여업체 수 참여학생 수 지도교수인원 참여학과(부)

2013학년도 14 22 53 12 8
2014학년도 9 16 48 5 4
2015학년도 14 15 35 10 8
2016학년도 14 18 51 16 8

○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부)를 신

설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후 전공 교육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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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회맞춤형
학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Ÿ ○○○단 산업체 59개사, 서울지역 1개사, 일본지역 3개사와 MOU 협정 
및 산학교류회

Ÿ 친환경전지시스템 분야 21개 기업과 MOU 협정 및 산학교류회
Ÿ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지역고교 14개교. 관련기업 15개 기업 

설명회 및 교류회
Ÿ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기반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15개 기업 

설명회 및 교류회 
Ÿ 원전·전력분야 인력확보를 위한 한○○ 및 관련기업 MOU협정 및 교류회 

사회맞춤형
학과 

관련분야 
취업DB 구축

Ÿ 동○○○자협회 DB 구축(2014.01.11 ~ 현재)

Ÿ ○○및 포○○ 계열기업 취업 DB 구축(2012.01.21 ~ 현재)

Ÿ 친환경에너지 전지시스템 운영 및 취업 DB 구축(2013.03.01 ~ 현재)

Ÿ 원전·전력분야 취업 DB 구축(2008.03.11 ~ 현재)

Ÿ 동해안 클러스터기반 위덕 취업캠프 운영(최근 3년간 2,603명 참여. 년4회)

사회맞춤형
학과 관련 
위원회

Ÿ 산학협력 취업 전담 교수제도 운영(2014.03.02 ~ 현재)

Ÿ 경주·포항 철강기업 운영위원회 개최(2012.01.21~ 현재, 년 4회)

Ÿ 친환경 에너지 산학과제 9건에 따른 산학협력위원회(2013.02.11 ~ 현재)

Ÿ 원전·전력산업 기반 23개 업체 협정체결 산학위원회(2006.02.21 ~ 현재)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개발

Ÿ 전력산업기반 산업체 요구 교과목 개발(공학설계I,II, 전력IT공학, 원전제어시
스템공학, 전력설비 및 설계, 전력제어공학 등)

Ÿ 친환경에너지기반 산업체 요구 교과목 개발(연료전지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개론, 연료전지공학, 태양전지공학, 태양전지시스템 등)

Ÿ 철강IT기반 산업체 요구 교과목 개발(공정자동화공학, 철강IT공정설계 등)

Ÿ 기초공학교과목 MSC(Math, Science, Computer) 편성 (2012.1학기 ~ 현재)

지역산업체 
요구반영 

비교과목 운영

Ÿ 분야별 비교과목 운영(산업체인사 특강, 산업체인사 멘토링, MOOC반, 현장
요소기술특강, NCS교육특강, 산업체위탁교육, 자격증취득 준비반, 영어학습
반, 지적재산권 학습반, 자매결연대학 7+1 교육, 특성화반 운영 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4학년도 철강IT공학부를 설치하여 운영함)

○ 산학연계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산학협력 현황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가족회사(개) 286 370 409 454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및 개편을 위한 제도적 노력

-지역특성 및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운영과 산학연계교육 강화로 취업률 상

승 (2014년 6월 공시취업률 71.3%,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 중 12위, 영남권 1위)

- 전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강의평가를 중간과 기말에 2회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대한 환류보고서를 작성·공지하여 강의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사회맞춤형 전공 간 교류 및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 실무 및 산학연계형 전공교육 강화

구분 일정 내용

교수법 특강
2014.10.21 NCS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계형 교재 개발

2015.01.14 정보기술자격(ITQ)강좌 개설 관련 교수법 특강

CHANGE
교수연구회

2014.09.15 ~
2016.12.12

강의실 밖의 지역산업체의 효율적 공감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강좌설계 협의

○ 기타 운영현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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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교과목
개발

Ÿ ○○○사 ○○연구원 현장실습 5개월 파견과정
Ÿ ○○○발전소외 18곳에 대한 현장견학과정
Ÿ 한국○○○연구원 RI교육 4주과정
Ÿ 한국○○○연구원 및 관련기업 태양전지교육 4주과정
Ÿ 한국○○○연구원 및 관련기업 연료전지교육 4주과정
Ÿ 학기제 현장실습 15학점(16주 이상)

Ÿ 계절제 현장실습 3학점(4주 이상) 및 6학점(8주 이상)

산학맞춤형 
실험실습실 

구축

Ÿ 철강IT 공정설계실습실 구축(포○○산하기업협의회 요구반영 및 기증)

Ÿ 철강IT 공정자동화실습실 구축(포항 ○○협의회 요구반영 및 기증)

Ÿ 연료전지시스템실습실 구축(시○펙스㈜ 요구반영 및 기증)

Ÿ 태양전지실습실 구축(아○테크㈜ 요구반영 및 기증)

Ÿ 전력설비실습실 구축(한국○○공사 대구지사 요구반영 및 기증)

Ÿ 컴퓨터제어실습실 구축(벡○필드코리아㈜ 요구반영 및 기증)

Ÿ 전기기기실습실 구축(세○테크㈜ 요구반영 및 기증)

Ÿ 원전시스템교육실 구축(한국수○○○○㈜ 요구반영 및 기증)

Ÿ 방사선계측실습실 구축(월○○○○본부 및 동○기전㈜ 요구반영 및 기증)

사회맞춤형 
가족회사 및 
협약회사 
구축 

Ÿ 2017년 현재 가족회사 454개
Ÿ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협약기업(㈜금○전력 외 9개)

Ÿ 신재생에너지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협약기업(인○시스템 외 11개)

Ÿ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협약기업(㈜화○ 외 14개)

○ 위와 같은 운영 실적을 종합해 보면 본 사업을 통해 계획중인 3개의 트랙 관련산업 

분야에 실적이 집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존 실적을 기반으로 본 사업에 

매우 적정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3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 위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2016 ~2026)을 통해 ‘지역명문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과 이를 위해 ‘학부교육 선진화 6대 전략과제’와 ‘대학 경영혁신 4대 전략과제’

그리고 ‘특성화 3대 전략분야’를 통해 대학의 교육목표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함을 나타냄

○ 포항지역의 철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경주, 울산의 자동차부품산업을 바탕

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대학 전반적인 과감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의 중장기발전에는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 맞춤

형 교육이 전반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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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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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전공교육체계’, ‘사회맞춤형 통합학생지원 SO! Tong 플랫폼’, ‘사회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체계’를 사회 맞춤형학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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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학 중장기발전에 기반한 사회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

2.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2.1 사업 비전 및 목표

○ 우리 대학은 1996년 개교 이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7차례의 대학 발

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026 발전계획’ 이라는 새로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제2의 도약을 위한 제2창학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학사구조, 교육과정, 산학협력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한 결과 ‘2016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등급(B)’을 획득함으로서 지역기반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 신뢰도를 제고시킴

○ 본 사업단은 지역사회 수요기반 산학협력중점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이

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이라는 최종목표로 사회맞춤형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맞춤

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기존 지역산업체와 협의체로 구성된 경주·포항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계

층별 수요조사를 반영한 준비단계를 거쳐 사회맞춤형 3개 트랙을 5년간 육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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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운영단계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을 사회맞춤형 확산단계로 확대하여 2개 트

랙(외식·관광서비스, 휴먼서비스)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산업의 사회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그림 2.3. 사회맞춤형 트랙 단계별 확산계획

○ 본 단계별 확산계획은 우리 대학이 지리적으로 경주와 포항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이 지역이 경주의 역사 문화 관광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포항의 철

강산업 및 해양관광산업이 주력이고,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지역이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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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며 지역 산업수요자들의 고충인 이직률 상승현상을 개선하여 본 사회 맞춤형 

선도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2.2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본 사업단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4대 추

진전략을 기획하여 이타심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최종목표

로 설정함

○ 이타심 성장 인성 교육체계

그림 2.4. 대학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인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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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소재지가 포항과 경주의 접경지역으로서, 인근에 있는 철강산업, 자동차부

품산업의 산업체 수요자의 첫 번째 요청이 협업에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요구하는바, 2013년부터 본 대학은 인성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으

며 본 사업단 역시 사회맞춤형 프로그램에 맞게 수요자 요청을 받아들여 재구성함

○ 문제해결형 전공교육체계

그림 2.5. 사회맞춤형 실무중심의 문제해결 전공교육 프로그램

- 본 전공교육체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공교육 컨설팅단과 매학기 컨설팅을 실

시한 후, 만족도 평가에 따른 환류시스템 운영방식이 매학기 개선됨

- 특히 인근 중소기업 여건에 맞춘 학생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키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을 전공교과목에 의무 편성하고 PBL, CBL, TBL 교과목을 운영함

○ 사회맞춤형 통합학생지원 SO! Tong! 플랫폼

그림 2.6. 산학공동(2 in 1) 지도교수를 기반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 본 사업단은 사회맞춤형 트랙 전문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단계별 학

생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산학협력(2 in 1) 지도교수 시스템을 구축, 확대함 

- 특히 상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체교수, 대학지도교수, 상담

컨설팅지도요원, 취업담당교수 등의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 개선함



16 위덕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LINC+ 사업단

○ 사회맞춤형 교수학습지원체계

그림 2.7. 사회맞춤형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 산업체 교수와 전공교수가 사회맞춤형 트랙에 맞게 학생과 상호작용을 주안점으로 

하는 선진교수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실행함

- 참여와 소통, 역량강화 중심의 교수학습이 구현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시스템과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3개 강화프로그램을 기획함

3. 사업단 선정의 적절성

○ 사회맞춤형 트랙별 분야의 선정체계는 크게 분석·현황진단, 발전전략 일치검토, 트

랙별 방안 수립의 3단계로 구분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분석 및 현황 진단을 시행하

여 향후 대학 발전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 본 사업단의 사회맞춤형 분야를 

확정함

그림 2.8. 사회맞춤형학과 평가 결과

○ 위 컨설팅 평가항목은 산학협력 관련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평가항목: ①지역 산업체 협약기업 수, ②산업체 현장견학, ③산업체 현장실습, ④산업체 인력 재교육현황,

⑤산학협력교과목개발, ⑥가족회사 유치운영현황, ⑦산학협력중점교수활동현황, ⑧산학협력협의체 운영여부,

⑨산학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지도 현황, ⑩학생 산학연계과제 수행현황, ⑪계약학과 운영여부, ⑫산학공동연구

활동, ⑬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현황, ⑭학생창업 및 동아리활동여부, ⑮산학공동 특허 및 기술이전여부, ⑯
학과의 사회맞춤형학과의 참여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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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 주요사업내용

(2016학년도 신설)

Ÿ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연구개발장비·연구시설 등 풍부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한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지원

Ÿ 기술이전 및 기업애로기술자문(사업화 과제지원)

Ÿ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가족회사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Ÿ 산업체·연구소·대학의 공동 협력사업 지원과 조정
Ÿ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장비·시설 등 풍부한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수행)

Ÿ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그림 2.9. 사업단 선정에 따른 학내 합의과정

○ 본 사업단의 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시작하여 대학 전학과(부)의 중장기발

전과 사업단의 취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내의 여론수렴과 회의를 거쳐 대학전체

의 합의하에 추진하게 됨

4. 대학의 지원 의지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방안

4.1 대학의 지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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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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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음

○ 개편방향은 지역산업을 토대로 한 사회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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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6학년도부터 직제개편 및 기능조정을 다음과 같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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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재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가족회사 및 협약기업 구축 지원)

Ÿ 산업체DB 구축 및 현장실습 수요조사 실시

공용장비활용센터
(2016학년도 신설)

Ÿ 공용장비 이용을 위한 ‘기업체 One-Stop 서비스’ 지원
Ÿ 공용장비활용 이용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Ÿ 공용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및 협력사업 추진 

공학교육혁신센터
Ÿ 산업체에 필요한 현장 엔지니어 양성 교육 운영
Ÿ 지역 전략사업인 에너지클러스터 핵심기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Ÿ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교육센터

Ÿ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Ÿ 창업동아리 발굴·관리 및 창업캠프 개최
Ÿ 교내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교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Ÿ 창업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일 자 행사명 주요내용

2016.04.12
LINC+ 육성사업 
준비를 위한 공학
계열 학부장 회의

공학계열 전 학부장을 대상으로 LINC+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함

2016.05.11
LINC+ 육성사업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및 가동

학부장회의 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위원회를 가동함
2016년 5월부터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여 2017년 
4월 25일까지 40차례 회의를 진행함

2016.05.16
지역산업 수요에 
의한 교과목 개설 
추진방안 회의

지역산업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존 교과목을 분석하
고, 지역기업의 교육만족도를 파악하여 지역산업 수요 기
반 새로운 교과목 개설을 논의함

2016.05.20
LINC+ 육성사업 
추진 관련 총장주
재 회의

캡스톤디자인·현장실습 등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 제도 개편을 논의함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참석

2016.07.06
한국○○대학교 
LINC육성사업 성
과 우수사례 특강

한국○○대학교 이○대 박사를 초청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육성을 위한 특강을 개최함

2016.09.28
LINC+ 육성사업 
추진 관련 전 학과
(부)장 공청회

총장 및 학과(부)장 20명이 참석한 자리에 ‘LINC+ 육성사
업 사회맞춤형교육 중점사업’유형을 설명하고, 대학 발전
전략과 부합 여부를 논의함. 또한 LINC+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학과(부)장의 의견을 수렴

- 산학협력컨설팅센터를 2016학년도에 신설하여 가족회사를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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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장비활용센터를 2016학년도에 신설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공용장비 관련 업무

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편성하여 산학협업을 수행함

- 6개 센터의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전담 독립체제로 확대·개편함

○ LINC+ 육성사업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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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전문대 방문

LINC+유치추진 TF팀장 및 팀원이 대구 ○○전문대를 방문
하여 주문식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를 수집, ○○
전문대 전담인력으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음

2016.12.12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체 의견수렴

지역 3개 산업체(R○C, 지○에스, 코○시스템) 대표로부터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함

2016.12 ~
2017.01

수요 조사
지역 40개 산업체 대상,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수요조사) 실시

2017.02 ~
2017.04

협약 체결
지역 37개 산업체 대상,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 체결
[첨부 3, pp. 19-28 참조]

2017.02.20
대학-산업체간 사
회맞춤형학과 운
영 협약식

포항○○○○소·포항○○○○○○○○공단·경북○○○○○
협회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협
약함
[첨부 8, pp. 43 참조]

2017.02.21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한 제 1
회 산학워크숍 및 
협약식

본교 총장 및 교직원(40명)과 25개 지역산업체 임직원(29
명)이 공동으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추
진을 논의하고, 지역 3개 산업체 대표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을 체결함 [첨부 9, pp. 44 참조]

2017.04.06
경상북도 대응자
금 유치

경상북도로부터 ‘LINC+ 육성사업 참여의사 확인·확약서’
수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을 약속 받음
[첨부 10-1 (pp. 45), 첨부 10-2 (pp. 46) 참조]

2017.04.07
경주시 대응자금 
유치

경주시로부터 ‘LINC+ 육성사업 참여의사 확인·확약서’ 수
령. 5차년도까지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을 약속 받음
[첨부 10-3 (pp. 47), 첨부 10-4 (pp. 48) 참조]

2017.04.11
포항시 협력체계 
구축 확약

총장과 포항시장이  포항시청에서 LINC+ 육성사업 사회맞
춤형학과 운영을 위해 5차년도까지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을 약속 받음
[첨부 10-5 (pp. 49), 첨부 10-6 (pp. 50) 참조]

그림 2.10. 지역사회와 협력

4.2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 경상북도·경주시·포항시의 대응자금 유치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협력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전략산업 중 ‘동해

안에너지 클러스터’ 및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

드 구축’사업과 경북 주력산업 중 ‘에너지소재

부품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제공

○ ‘자동차전장·설비제어트랙’ 운영을 통해 경북협

력사업인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울산)’사

업과 경주·울산 지역에 다수 차지하고 있는 자

동차부품 제조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제

공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운영을 통해 포항 지

역에 밀집해 있는 포스코 등 철강 관련 기업들

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

여



20 위덕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LINC+ 사업단

○ 지역전략 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사업의 연계성

구 분 사업명/분야 관련 인력양성 분야 연계 지자체

경상북도 
전략산업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Ÿ , 경주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경상북도 
주력・협력

사업

에너지부품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경북·대구·부산)
자동차전장・설비

제어트랙

Ÿ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인프라

경주의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
기업

Ÿ 경주시

포○○ 등 철강 관련 기업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Ÿ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청년 취업률 제고

- 사업기간 동안 총 300명 이상의 지역사회맞춤형 인재 배출

- 사업기간 동안 총 120개 이상의 지역 기업연계

- 사업기간 동안 총 200명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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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1.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1.1 사업 추진 체계

그림 3.1. 사업추진체계

1.1.1 사업추진위원회

○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무위원, 사업단장, 외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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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사항 

1.1.2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관련 제반사항 기획, 운영, 조정 및 관리

○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의 일치여부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확인

○ 성과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대비, 수시 및 정기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미비사항 개선방안 마련

○ LINC+ 육성사업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

○ 기타 사업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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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단 구성 계획

1.2.1 사업 전담관리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① 사업단장 이 ○ 환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 단장 사업총괄
② 실무책임자 신규채용 사업지원팀 팀장 사업지원팀 총괄
③ 실무책임자 신규채용 교육과정운영팀 팀장 교육과정운영팀 총괄
④ 실무자 신규채용 사업지원팀 팀원 행정지원
⑤ 실무자 신규채용 사업지원팀 팀원 행정지원
⑥ 실무자 신규채용 사업지원팀 팀원 행정지원
⑦ 전담조교 신규채용 교육과정운영팀 조교 사업운영
⑧ 전담조교 신규채용 교육과정운영팀 조교 사업운영
⑨ 전담조교 신규채용 교육과정운영팀 조교 사업운영

계 총 9 명

○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팀은 팀장급 실무책임자 1명과 실무자 3명을 배치

○ 트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운영팀은 팀장급 실무책임자 1명과 전담조교 3명을 배치

1.2.2 사업단 내 역할분담 및 지원조직

그림 3.2. 사업내 역할분담 및 지원조직

○ 대학의 교무위원 급으로 구성된 ‘LINC+ 사업추진위원회’, 대학본부 차원의 ‘산학

협력교육과정위원회’, LINC+ 육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와 긴

밀한 협력체계 구축

○ 교무처, 평생교육취업처,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성기초교육원 산하 3개 센터(인성교

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산학협력단 산하 6개 지원센터

(산학협력컨설팅센터, 공용장비활용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창

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및 평생교육취업처 산하 창업교육센터 등 교

내 연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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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및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

하고, LINC+ 육성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기업, 지역사회 및 대학의 요구에 기반한 사회맞춤형 교육사업단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사업단의 구성원 및 참여학부 대표 각 1인(총 3인), 지역대표 1인, 트랙별 참

여기업 대표 각 1인(총 3인), 대학본부 대표 2인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운영

○ 사회맞춤형 교육사업단 전문성 확보,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 사업단과 트랙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트랙별 실무위원회’ 운영

○ ‘사업지원팀’은 사업운영 지원, 교육과정 개발지원, 실험·실습실 구축, 수요조사 및 

분석, 참여기업 발굴·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교육과정운영팀’은 트랙(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운영함

산학협력단 산하 지원센터는 수요조사, 현장실습, 장비관리, 취·창업 산학협력 등 지원

○ 대학본부는 트랙(교육과정)의 비교과 운영지원, 교원역량강화 지원, 학습성과 및 

경력개발지원, 취·창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

1.2.3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1)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권한과 책임 주요내용 규정 개정

교무위원 
지위 구축

Ÿ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Ÿ 교무위원급 지위 구축

추후 제정

사업단장의 
위상

Ÿ 사업단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 양적 지원 확대
Ÿ 사업단 지원제도 확립
Ÿ 사업단의 공간과 시설 확보 권한 부여
Ÿ 의사결정 권한 관련 최고회의 참석 및 각종 수당 제공

사업단의 
업무지침 제정

직무와 역할

Ÿ 사업단 업무 총괄
Ÿ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장 및 위원장 임명
Ÿ 사업단 관련 교직원 등의 임용 및 승진 인사
Ÿ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Ÿ 각종 위원회 구성
Ÿ 직원 처우 및 제원 결정

추후 제정

1.2.4 사업단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계획

○ 사업단 인력의 직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 및 연수 참여 

기회 확대

○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성과 확대 도모

○ 학내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 및 세미나 운영

○ 사업단 내 정규직 비율 확대 및 전문 인력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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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및 장비 구축·운영 계획

2.1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

그림 3.3. 5년간 장비 구축 계획

2.2 공간 및 장비 구축 절차

○ 기업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 및 설비 파악

○ 각 트랙별 실무위원회를 통한 교과과정 및 필요한 실습실 및 기자재 결정

→ 산업체 기자재를 반영한 미러링 실습실(Mirroring Lab) 구축 계획 수립

○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한 최종 구축계획 수립

그림 3.4. 참여기업체의 사용장비

2.3 공간 구축 계획

1) 공간 확보 계획

○ 공학계열 전용 건물인 교내 갈마관에 가용 가능한 전공간을 전용공간으로 확보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설 공간을 대학본부

로부터 신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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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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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 구축 계획 (1차년도)

○ 공통시설 구축

이름 위치 및 면적 용도 및 구축내용 예산(천원)

사업단장실
갈마관 1층

(28m2)
Ÿ 9,700

(협력기반 조성비)

사업단사무실
갈마관 1층

(28m2)
Ÿ 사업 지원 행정 사무실

16,800
(협력기반 조성비)

회의실
갈마관 1층

(56m2)
Ÿ 회의용 프로젝터
Ÿ 회의테이블 및 집기

19,500
(협력기반 조성비)

공용전산 실습실
갈마관 1층

(148m2)
Ÿ 공통 전산관련 교과목 실습
Ÿ PC 및 관련 S/W

50,000
(대응자금 사용)

캡스톤디자인
실습실

성취관 1층
(88m2)

Ÿ 캡스톤디자인 수업
Ÿ 교육장비 및 교육환경 구축

90,000
(교육환경 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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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간 및 실험실 구축 계획

○ 트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구축 계획

- 모든 실습실을 미러링 실습실로 구축함

- 기업 방문·조사를 통해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공간을 구축

- 교육환경 개선비를 활용하여 기본 시설을 구축하며, 부족한 부대시설은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구축하거나 연차별로 보완함

트랙명 이름 위치 및 면적 예산(천원)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OVA 미러링 랩 I 갈마관 3층(88m2) 10,000

OVA 미러링 랩 II 갈마관 3층(88m2) 10,0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 랩 갈마관 2층(44m2) 10,000

자동차전장 ․ 설비제어 
트랙

VICTORY 미러링 랩 I 갈마관 4층(118m2) 10,000

VICTORY 미러링 랩 II 갈마관 4층(88m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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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비 구축 계획 (1차년도)

1) 장비 도입 절차

○ 기업체 수요조사 및 트랙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파악

○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도입장비를 심의하고 결정함

○ 산학협력단 장비 구매절차를 준용하여 장비 구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함

2) 공용 실험실 장비 구축 계획

○ 공용전산 실습실(갈마관 109호)

- 사회맞춤형학과 3개 트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S/W 구축 및 전용 전산실습장비 

구축

○ 캡스톤디자인 실습실 : UU Design Studio(성취관 102-3호)

- 협약기업으로부터 과제를 의뢰받아 참여학생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팀별 프로젝

트를 통해 협약기업의 과제를 수행

- 캡스톤디자인 이론 수업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공간으로 사용

3) 트랙별 실험실 및 장비 구축 계획

트랙명 실험실 구축장비 활용교과 예산(천원)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OVA
미러링 랩 I

Ÿ HMI SW Citect

Ÿ Universal PLC Trainner

Ÿ PLC

Ÿ 자동화 S/W

Ÿ 캡스톤디자인 113,800

OVA
미러링 랩 II

Ÿ 유공압 실습장비
Ÿ 계장제어
Ÿ 임베디드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NEEDS
미러링 랩

Ÿ 태양전지성능평가장치
Ÿ 인버터제어장치
Ÿ 태양광모듈효율측정장치
Ÿ 에너지저장장치

Ÿ 태양전지공학
Ÿ ESS제어시스템
Ÿ 에너지제어공학
Ÿ 에너지전력공학

93,000

자동차전장·설
비제어 트랙

VICTORY
미러링 랩 I

Ÿ 전장설계 CAD S/W

Ÿ 기계설계 CAD S/W

Ÿ PLC제어
Ÿ 전장설계 CAD

Ÿ 기계설계 CAD 130,000

VICTORY
미러링 랩 II

Ÿ 가상회사 기자재
(PC 등)

Ÿ 비교과 프로그램

- 매년 트랙별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및 필요장비를 선정, 연차적으로 장비

를 보완·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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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가상회사

3.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계획

3.1 학사제도 개편 및 운영 계획

1)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제도 도입

○ 사회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공교육 운영 시작

- 기존의 대학교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을 탈피하여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2017년도 1학기에 준비하고,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을 목표로 진행

- 학칙과 수업학적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학과(부)’보다는 개·폐 유연성이 높은 

‘트랙제’를 도입

- 2017학년도 2학기 개설 예정인 ‘3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참여기

업 모집을 완료하고 각 트랙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트랙별 교육과정을 확정함

[첨부 7, pp. 42 참조]

2)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수강생 인증제도 도입

그림 3.6. 교육과정 인증제도

3) 몰입교육 시스템 등 트랙별 선도모델 창출지원 

○ 가상회사(Virtual Company)

- 학생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공간

과 환경을 조성하고, 가상 근무를 통해 실제 회사 

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현장 적응력을 강화함

- 기업의 의뢰를 받아 과제 형식의 업무를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생은 가상회사 사무실에 실제 출·퇴

근을 하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빌려 과제를 해

결하는 새로운 PBL방식의 몰입 교육 시스템

○ All Day Learning(6-4-4)

- 기업전문 교수의 실무교육(3-2-2)과 대학 전임교수의 이론교육(3-2-2) 2개 강의를 연

결하여 1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하루에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종일제로 시행

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극대화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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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센티브 제도

그림 3.8. All Day Learning 구성도

- 기업전문교수와 대학 전임교수의 협업 듀얼 시

스템으로써, 학생들은 선(先)실무를 통해 기업

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후(後)이론을 통해 오전 실무교육을 보강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

4) 현장적응 우선 교육 체계 구축

○ AFTN(Application First Theory Next) System 구축 : 교실 혁명

Ÿ 1학기에 응용, 실험위
주의 수업 진행

Ÿ 여름 방학 중 하계 현
장실습

Ÿ 2학기에 이론 위주의 
수업 진행

Ÿ 겨울 방학 중 인턴 업
무 수행 및 수행평가
를 통한 취업 연계체
계

5) 2 in 1 사제동행 제도 구축 

○ 학생 1명에 기업전문 교수와 대학교수 2명이 1조가 되어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

는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지원 등을 수행함

○ 기업전문 교수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상황이나 취업동향 등을 

학생에게 지도하며, 학생은 이를 통해 취업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상함

6) 인센티브 제도 구축 

○ 협약기업 수, 채용약정 인원 

수, 협약기업 취업률 등이 높

은 트랙에 인센티브 제공

○ 위덕포인트제 시행

- 협약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포인트 부여

- 포인트에 따라 산업체 현장기

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평생

교육 강좌 할인, 체육시설 이

용 할인 등의 혜택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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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개정 내용 개정시기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위한 

규정 정비 내역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편

Ÿ 승진임용, 재임용 시 산학협력실적을 교육, 연구, 봉사실
적의 100%까지 대체인정(산학협력중점교수는 100% 산학
협력실적을 요구함)

2013.02.22

○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Ÿ 산학협력 실적을 체계적으로 반영
Ÿ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에 산학협력분야를 추가

2013.12.30

3.2 교원인사제도 개편 및 운영 계획

3.2.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 이미 우리대학은 산학협력 친화적인 교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산학협력업적 평가기준(전 대학교수 업적평가 동일적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상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상한

산
학
협
력
교
육

현장실습 
지도

현장견학 및 인솔 2.5점 10점
산
학
협
력
연
구

연구비

연구과제 수탁 300점

현장실습 20점 연구과제 O/H 300점

캡스톤
디자인
지도

교과목 운영 20점 연구보고서 50점

교내 경연대회 입상 5점 교수 창업 100점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

10점 산학공동연구 5점

학생창업

창업동아리 지도 2.5점

산
학
협
력
봉
사

학생취업 졸업생 추수취업지도 2점 10점

교과목 운영 10점

가족회사

가족회사 유치 2점 20점

학생창업 실행 10점

가
족
회
사
교
류

가족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20점

50점계약학과
계약학과 유치 100점

가족회사의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20점

가족회사 대상 학과
(부) 자문위원회 운영 

5점
계약학과 운영 50점

산
학
협
력
연
구

특허

국제특허 등록 300점

가족회사와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20점국내특허 등록 100점

가족회사 대상 기술 
및 경영지도

3점

지적소유권 등록 50점
산업체활동

기술 및 경영지도 3점 15점

산업체 파견활동  50점

교외재정지
원사업 
유치 및 
운영

 5,000,000원/1점

신기술 및 제품 인증 40점 산업체 
현장인력 
재교육

재교육 프로그램 유치 2.5점
20점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 50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2.5점 

기술이전 금액 1점

학교기업

학교기업 설립 80점

학생취업
취업 관련 교재 
개발

20점 학교기업 운영 40점

2)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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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채용과 운영을 목적으로 관련 규

정의 정비 

Ÿ ‘교원인사규정’ 개정(2013년 2월 22일)을 통해 산학협
력중점교수를 채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Ÿ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신설(2012년 10월 5일) 
및 개정(2013년 2월 22일)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산학협력중점교

원의 규정 정비 

내역

○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 

Ÿ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채용에 있어 전임교원의 채용 원칙
을 준용하고 있음

2013.02.22

○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 

Ÿ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학협력 업적인정 기준 정비 : 산학
협력중점교원의 산학협력업적 강화를 통해 산학협력 업
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함

2015.09.21

3.2.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편 계획

1) 기업전문 교수 활용을 위한 교원인사규정 개정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규정개정
예정시기

겸임교원임용규정
Ÿ 임직원이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규정 개정
2017.08.

○ 기업전문교수 :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협약기업의 임직원 

○ 임용직위 : 겸임교원

○ 임용 관련 근거 : 겸임교원 임용 규정

○ 활용 내역 : 트랙 교육과정 운영, 특강, 출장, 자문, 상담 등

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제도 도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도입예정
시기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Ÿ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교내 교수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Ÿ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 

2017.08.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팀티칭, PBL 제도 도입

Ÿ 산업체 교수와 교내 교수가 함께하는 팀티칭제도 도입
Ÿ 실무 능력 배양과 배경 지식의 습득에 유효한 PBL 

제도 적극 장려
2017.08.

산학협력 연구년제도 
도입

Ÿ 산학협력을 위해 연구년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연구
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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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구조분석 및 연계 방안

4.1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구조분석, 연계 및 중복방지 방안

4.1.1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구조분석

구분 사업단명 참여학부(과) 사업기간 사업비
LINC+와 

예산중복 여부

특성화사업

이타자리형 
Community Life

Designer
양성 사업단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2016.09.01
~2019.02.28

9억원 해당 없음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

평생학습중심대
학사업단

자율전공학부,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건강스포츠학부

2016.05.01
~2017.04.30

3억원 해당 없음

원자력인력양성
사업

에너지전기
공학부

에너지전기
공학부

2017.01.01
~2019.12.31

3억원
에너지전기
공학부와 

참여학부 중복
삼성 창업교육 
센터지원사업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2017.03.01

~2018.02.28
5천 
만원

해당 없음

○ 대학내 재정지원사업인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원자력인력

양성사업 등은 각각 대상이 사회수요 맞춤형 트랙과 달라 예산의 중복 투자와는 

관련성이 없음

○ 다만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은 에너지전기공학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인

력 양성 사업과 대상 학생이 서로 중복됨

4.1.2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중복방지 및 타사업 연계 방안

1)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예산 중복방지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중복우려 사업의 
문제도출 

Ÿ 에너지전기공학부의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이 원자력인력양성사
업과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인력양성사
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에너지전기공학부 재학생을 이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음 

Ÿ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 세부사업 중 원자력인력 분야의 인력양성 부분
과 취업 지원, 진학 지도, 장학금 지원 등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음

중복방지 방안

Ÿ 에너지전기공학부 재학생의 사업 중복참여를 금지함
Ÿ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 원자력 분야에, LINC+ 육성사업은 자동차전장

분야에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 시 각기 다른 프로그램, 공간,

시설 등에 투자하게 하여 중복을 방지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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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

업지원팀, Job cafe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학생의 취업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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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4.2.1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

1)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수강생 편의 도모

○ 야간 조교를 별도 배치하여 야간에도 행정 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함

○ 참여 기업의 요구와 참여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한 시설투자

- 모든 실습실을 미러링 실습실로 구축

- 가상회사, All Day Learning(6-4-4), 캡스톤디자인 전용 공간 구축

○ 교육의 질 관리 전담기구 신설

- 학습과정 모니터링 제도 도입(산업체 인사 중심)

-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자에 대한 대책

- 학생지도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대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

동 체계를 구축

-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자 등 집중교육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 지도교수의 상담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워크숍 확대 실시

- 학습 부적응자 및 중도포기(예정)자 등 집중교육 배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별하

고,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

2)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체계 구축

그림 3.10.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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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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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연계 기관별 역할

4.2.2 산학협력(LINC+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성화 대책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본부

의 노력

-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장을 교무위원급으로 하여 대학의 중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

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과 협력강화

○ 정기적인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의견 수렴

- LINC+ 사업추진위원회, LINC+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정

기적으로 산업체 의견을 수렴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산업체가 바라는 전공 실무능력 교육과정 파악

- 참여학부 이외 학사조직들 중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가능한 학과(부)

를 발굴, 교과목 개설 및 트랙 운영을 유도

○ 대학본부(교무처)의 협조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시스템 체계화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산학연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사업 종료 후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사업성과물의 질 관리

- 사업성과물을 통한 위탁교육, 컨텐츠 판매 등과 연계, 재원마련 전략 수립

○ 사회맞춤형 트랙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전담부서의 상설화 추진

- 사업 종료 후 즉각 사회맞춤형 트랙 전담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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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계획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개요

1. 사회수요 적응형 구조 채택

○ 매년 새로운 산업체 발굴을 통하여 산학협의체를 확대 및 재구성, 최종적으로 120

개 산업체 연계 목표

○ 매년 산업체의 필요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랙 이수 교과목을 재편

성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적응

○ 사회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구조 도입

○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꾀하고, 사

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산

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 연중 산(기업)·학(대학)·관(지자체)이 공동선발, 공동설계, 공동운영, 취업연계에 입

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학부 전공기초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3학년 2학기 재학생

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15개월 과정(12개월+사전 비교과 3개월)동안 기업체 요구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증을 거쳐서 취업에 연계되는 구조로 매년 취업인원을 배출

○ 1학기는 O(Oriented), AF(Application First), 2학기는 A(Adaptive), TN(Theory

Next)의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공동설계하여 운영

○ 비교과는 V(Visit)의 개념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업체 주도로 운영

그림 4.1. 사회맞춤형 트랙 구성 및 운영계획



사회맞춤형학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5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 본 사업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공정 자동화용 EIC (E :전기. 전자 / I :계장.

PLC / C :컴퓨터. 소프트웨어) 트랙’ 임

○ 교과과정은 ‘OVA형’으로 설계하고, 수업진행 방법은 ‘샌드위치 형 AFTN 방식의 

All Day Learning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

- AFTN 교육방식 :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Application)를 먼저 강의하고, 그에 

따르는 이론(Theory)을 나중에 강의’하는 방식으로, 참여기업들과의 심층토론 시에 

‘㈜컴텍코리아의 김광수 대표’가 직원교육 경험을 토대로 제안한 내용이며,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모든 참여기업들이 공감하였기에 이 방법을 새로운 수업모델로 적

용하고자 함

그림 4.2. 공정자동화용 EIC트랙 운영모델

그림 4.3. 공정자동화용 EIC트랙 교과과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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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1.1 수요조사 체계 

1) 수요조사 방법 및 체계

○ 수요조사를 위해 참여기업을 대표기업군과 협력기업군(A, B)으로 분류

 

그림 4.4. 수요조사 위한 참여기업 분류

○ 대표기업이 산하 협력기업을 대표하여 연간 채용인원 약정을 보증하는 경우, 대표

기업과도 직접 채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의 추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재학생 설문조사 : 본 사업 관련하여 학부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관련 설문항목 4개)

그림 4.5. 수요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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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참여기업 역할 분담

분 류 기업명/약정인원

대표기업
포항 회의소, 경북○○○○○협회, 포항○○○○○○○○공단/20, 포항○○○
파크, (사)○○기업연합회 포항○○회

협력기업
㈜컴○코리아, ㈜금○전력/2, 일○전력산업㈜/2, ㈜코○시스템/2, ㈜에○치엠티
/2, ㈜지○에스/3, ㈜엔○스템/2, ㈜윈○앤에스/1, ㈜새○/2, ㈜다○네트웍스,㈜
휴○텍/2, 세○물산㈜/4, ㈜프○이봇

표 4.1. 수요조사 업체

2) 수요조사 내용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6.11. ~ 2016.12.

설문 양식 설문 항목

사업단 
공통양식

Ÿ 직업기초능력
Ÿ 전공관련 직무능력
Ÿ 시설 및 장비관련 수요조사

트랙 
별도양식

Ÿ 사업 참여희망 분야(대표기업용)
(학생선발/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현장실습 대상 업체 발굴 지원/협력기업 
관리 및 유지/교과과정 운영위원회 참여)

Ÿ 사업 참여희망 분야(협력기업용)
(현장 실습생 유치/채용요건 만족 시 학생채용/교과과정 운영[강의 및 교재 
개발 등]에 참여)

Ÿ 채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체 인증요건
Ÿ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정보

재학생 
설문양식

Ÿ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사업 사전 인지여부 및 참여의사 여부
Ÿ 약정체결 기업으로의 취업 의사 여부
Ÿ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 항목별 만족도 조사

표 4.2. 설문조사 내용

○ 심층면담(그룹미팅)

- 면담기간 : 2017.01.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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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회의 주제 참여 기업수

2017.01.03 
(11:00 ~ 12:00)

교과목 개설을 위한 토론 및 협의 ㈜윈○앤에스 외 4개 기업

2017.01.10 
(17:00 ~ 18:00)

사회맞춤형학과 수업 방법을 위한 토론 및 협의 ㈜코○시스템 외 5개 기업

2017.02.02 
(11:00 ~ 12:00)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론 및 협의 ㈜프○이봇 외 4개 기업

2017.02.14 
(17:00 ~ 18:30)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협의 ㈜컴○코리아 외 4개 기업

표 4.3. 심층면담 회의내용

번호 회사명 담당자
토론 주제

교과목
개설 

수업방법
교과과정

운영
수업방법 
개선 등

1 ㈜엔○스템 대표/노○용 ● ● ●
2 ㈜코○시스템 부장/박○서 ●
3 ㈜에○치엠티 상무/노○호 ● ●
4 ㈜윈○앤에스 대표/최○수 ● ● ●
5 ㈜지○에스 상무/류○근 ● ●
6 ㈜프○이봇 대표/정○진 ● ●
7 ㈜다○네트웍스 대표/이○용 ●
8 일○전력산업㈜ 대표/이○기 ● ●
9 ㈜컴○코리아 대표/김○수 ● ● ● ●
10 ㈜새○ 부사장/박○용 ●

표 4.4. 심층면담 참여기업 및 토론주제

3) 수요조사 결과

○ 심층면담 결과(주요 요구사항과 반영 계획)

- 샌드위치 형 AFTN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오전에는 기업 주도의 실무를, 오후에는 

대학 주도의 이론을 상호 협업식 교육으로 진행 예정

- 샌드위치 형 교육은 ‘6(학점)-4(이론)-4(실습)’ 형태의 집중형 교육 방식 임

그림 4.7. 기업 심층면담 시 요구사항과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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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사업단 공통양식) [첨부 5, pp. 31~35 참조, 첨부 6, pp. 40 참조]

설문 항목 설문 결과

전공관련 
직무능력

Ÿ 계장 설비, PLC제어, 공정 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 산업체 공동 캡스톤
디자인, 문제 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공정제어, 산업체 방문교육, 산업용 전
자.전기, PLC제어, 계장제어, 공정제어, 자동화 S/W, 캡스톤디자인, CAD,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임베디드 시스템

채용 조건
Ÿ 정보처리기사,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증, 능력 측정 가능한 문서, 금속기

사 1급, 수배전반 관련 기초지식, 토익, 인성,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관련 

수요

Ÿ 공정제어용 S/W 및 H/W, PLC DEMO Kit(Siemens & Melsec), HMI Tool Demo 
Kit(Citect)

Ÿ HMI 모니터링 프로그램(인터치, 사이텍), PLC(Beck_Hoff 등) 교육장비, 계장
설비 실습장비, 배전반 조립관련 공구

표 4.5. 설문조사 결과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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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능력의 우선순위

그림 4.8.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철강IT공학부)



40 위덕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LINC+ 사업단

1.2 교육과정 설계 

1.2.1 개요

○ 본 사업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으로 함

그림 4.9. 사회맞춤형학과 교과과정 트랙모델

○ 트랙의 전체 교육과정은 OVA형(O : Industry Oriented Education - 산업체 주도

형 교육, V : Industry Visit Education - 산업체 방문형 교육, A : Industry

Adaptive Education - 산업체 적응형 교육) 교육과정으로 설계

그림 4.10. OVA형 교육 트랙모델(샌드위치 교육)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트랙의 중점 교과영역은 ‘PLC 및 계장제어, 임베디드 시스

템, 공정 자동화용 SW(소프트웨어)’로 함

○ 전공교과는 학기 중에 OA형(산업체 주도형 교육, 산업체 적응형 교육)으로 실시

- 세부 교육영역과 강의 교재는 매년 관련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하여 변경

○ 비교과는 방학 중에 V형(산업체 방문형 교육)으로 실시

○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과제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주제로 하여, 대

학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교육과정임

○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을 위해 재료비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경비를 지원

○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 대학은 교재 개발을 주도, 산업체는 개발한 교재에 대해서 현장 적합성을 검증

- 교재 개발을 위해 교재 개발비(원고료), 자료 수집비, 교재 출판비와 교과과정 운영

위원회 회의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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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교재 공동개발 모델

○ 트랙의 전공교과는 36학점으로 제한하고, 비교과는 유연성 있게 구성

그림 4.12. 교육과정 이수 체계

그림 4.13. 단계별 교과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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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교과영역 세부 교육영역(개설 교과영역)

PLC 제어 제조사별 PLC(지멘스, 멜섹, 미쯔비시, 마스터K, 백호프, ABB)

자동화 SW HMI용 소프트웨어(Intouch, Citect), LabVIEW

계장제어
유압용, 공압용, 계측기기(온도/유량/유속/거리/두께/중량), 각종 
스위치 제어소자, 램프 출력장치

임베디드 시스템
신호(길이, 두께, 거리, 온도, 압력, 무게)계측 및 제어용 보드제어 
기술, 모터 및 센서 제어, 영상 획득 및 신호처리 기술

표 4.7. 전공교과 구성

1.2.2 전공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 샌드위치 형 AFTN 방식의 All Day Learning 교육과정 운영

- 샌드위치 형 교육방식 도입 : 대학과 산업체가 트랙참여 학생을 상호 협업식으로 

강의함

- All Day Learning 방식 : ‘6(학점)-4(이론)-4(실습)’ 체제를 기본으로, 1개의 강좌를 

하루 8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실무형 인재로 양성함

- AFTN 형태의 교육방식을 도입 : 오전 4시간은 산업체 주도로 현업에서 활용하는 

실무(Application) 위주의 강의를 하고, 오후 4시간은 실무에 연관된 부분의 이론

(Theory)을 대학 주도로 강의함

그림 4.14. 샌드위치 형 교육의 개념

그림 4.15. 샌드위치 형 AFTN 방식의 All Day Learning 교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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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별 교육과정 운영(1차년도, 2~5차년도)

그림 4.16. OVA형 교육 트랙(1차년도)

그림 4.17. OVA형 교육 트랙(2~5차년도)

교육별 구성 운영 내용 운영시기

산업체 주도형 교육
산업체 주도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대학에서는 문제 이해 및 기반 기술을 교육하며 산업체 
주도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

4학년 1학기

산업체 적응형 교육

학생들이 산업체로 취업을 할 시에 곧바로 현업에 적응
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산업체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

4학년 2학기

표 4.8. 전공교과 구성과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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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 매학기 참여기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유연성 있게 구성

○ 교육 내용은 산업체 근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며, 교육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함

- 재학생의 자아실현, 자기계발 및 예비 엔지니어로서 자질 함양

○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력 습득, 자기 분야에 자긍심 고취, 실무 적응력 

향상 및 최신기술의 이해

교육별 구성 운영 내용 운영시기

산업체 소양교육
Ÿ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예절 교육(직장

예절 등)과 실무에 필요로 하는 이론 교육을 진행
4학년 1학기 전 

겨울방학

산업체 방문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Ÿ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산업체에서 4주 동안 실무를 
접하고 배우는 교육으로 진행(방문형 교육은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체험 위주로 함)

Ÿ 참여학생에 대해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교육
에 필요한 복사비와 문구류를 지원 함

4학년 여름방학

R&D 인턴쉽 Ÿ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취업맞춤형 교육을 진행
4학년 2학기 후 

겨울방학

산업체 견학
Ÿ 공정자동화 관련한 산업체나 전시회 등을 견학하게 

하여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게 함
Ÿ 견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학기 중 수시로 
진행

옴니버스 강좌

Ÿ 기업체 대표급을 강사로 초빙하여 기업에서 수행하
고 있는 공정 자동화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의 
기술동향을 전파하는 교육

Ÿ 강사에 대해 강사료 지급

4학년 1학기 전 
겨울방학

영어 ‧ 자격증 반 Ÿ 대학에서 주도하는 영어학습, 자격증취득 교육과정 수시로 진행

표 4.9. 비교과 구성과 운영 내용

1.2.4 사회맞춤형학과 목적과의 부합성 및 차별성

○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제조업 연관 산업이 발달됨

○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

력하고 있음

그림 4.18.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선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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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4년에 철강IT공학부를 신설

○ 지역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 ‘SMART FACTORY’ 구현을 위해 

‘제조업혁신 3.0’과 ‘Industry 4.0’ 표준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기술력 확보가 필요

○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채용을 희망하는 주력업종을 3개 영역(PLC 및 계장제어,

자동화용 HMI SW,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선정함

○ 산업체 실습환경과 유사한 실험실(미러형 실습십)을 대학에 구축하고, 교육환경 개

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

1.3 교육과정 운영체계

1.3.1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성

○ 대학과 산업체가 학생을 상호 협업식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샌드위치 형 교육방식

도입

○ ‘6(학점)-4(이론)-4(실습)’ 체제를 기본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1개의 강좌를 하루 

8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All Day Learning 방식

도입

○ 오전 4시간은 산업체 주도로 현업에서 활용하는 실무 위주의 강의를, 오후 4시간은 

실무에 연관된 부분의 이론을 대학 주도로 강의하는 AFTN 교육방식 도입

그림 4.19.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선순환 모델

○ ‘교육과정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과 교육과

정 운영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교재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 트랙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조사 및 분석

○ 분석 결과를 ‘교육과정개발 운영위원회’에 피드백 시켜, 차기 교육과정 설계에 반

영되도록 하는 선순환 모델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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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관리체계

1) 교수-학습지원 관련 조직 현황

○ 학부교육혁신단의 교수학습지원 관련 정책기획,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성기초교육원 산하 인성교양교육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위덕진각봉사단 및 대

학청년고용센터, Job cafe, 국제교류원과 연계하여 대학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교

수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실행하고 있음

그림 4.20. 교수-학습지원 관련 조직

2) 교수활동(teaching)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기업 전문교수에 대한 질 관리

- 트랙 중점 교과영역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에 대한 인력DB 구축

- 기업 전문교수를 대상으로 사전 교수법 세미나를 매학기 초에 실시

- 기업 전문교수에게도 강의평가를 적용하고 평가결과 피드백

- 인성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MicroTeaching(강의 

촬영을 통한 자가 진단 및 개선),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활용

○ 수업평가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교수활동의 질 관리

- 강의계획서 공개 의무화, 강의자료 전용 웹서버 운영

- 강의평가 우수 교원은 포상 및 강사로 초청하여 우수 사례 발표

- 강의평가 미흡 교원은 교수법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수활동의 질 관리

-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 후 담당교수는 모든 교과목별 환류보고서를 작성하고, 환류

보고서는 학생에게 공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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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수업평가 환류체계

3) 학습활동(learning)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계획

○ 성적관리

-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통해 명확한 성적 부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

로써 성적평가의 신뢰성 보장

-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으로 성적 평가시 출결 점수의 엄정성 확보

- 모든 성적은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처리하고, 수강생은 인터넷 접속

을 통해 항시 투명하게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

- 비교과의 성적 부여는 Pass/Fail로 처리하고, 75%이상 출석한 경우에 대해 인정함

으로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도 확보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 지도교수 상담 및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을 집중강화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

습동기 및 학습전략프로그램, 인성교양교육센터 기초학업집중교육 등의 학습동기

유발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제공

- 학습부진학생의 성적향상 및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목표달성 학생에게 성적향상 

장학금을 지급

- 멀티미디어 교재, KOCW 및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기초 전공에 대한 추가 학습

그림 4.22. 학습부진 학생 집중관리 추진계획

○ 학생졸업의 질 관리

- 트랙 종료 1/2 시점에서,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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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을 위한 면접 시행

- 트랙별 전공이론교과,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비교과, 인턴쉽 이수 조건을 기반으

로 한 지역사회수요 맞춤형 졸업인증제 시행

1.3.3 학생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계획

1) 학생 상담을 위한 체제 구축

○ 대학 내 부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위한 유형별 상담을 다

각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그림 4.23. 학생 지도 및 상담 유형별 내용

2) 대학생활주기별 학생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시스템 체계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년별 입체적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체계를 구비하

고 있으며, 학부의 트랙 전담교수와 취업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생의 취창업 역량

을 강화할 계획임

그림 4.24. 학생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시스템 체계

3) 학생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로 산업체 요구사항 반영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산업체 전문가를 활용한 재학생 멘토링 실시, 산업체 지도교수를 활용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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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 및 모의면접 시행

- 산학협력컨설팅센터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관련 분야 산업체 취업DB 구축

- 각종 교육 이수증 및 (기사)자격증 취득 지원 및 포트폴리오 작성

- 산업체 견학, 전시회 참여,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현장 감각 고취

- 조별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 장려

2. 학생선발 및 교원확보 계획 

2.1 학생선발 및 지원계획

2.1.1 학생선발기준

그림 4.25. 학생선발기준

○ 사업단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성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선발기준을 반

영하여 학생 선발

○ 학생선발에 기업체 심사위원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

○ 6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면접을 시행하여 학생 선발

  2.1.2 우수인재 확보 및 관리체계

그림 4.26. 우수인재 확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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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지원기구 역할

대학
지원
체계

대학 교무팀 Ÿ 및 신규 교과목 개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컨설팅센터 Ÿ 협약업체 발굴 및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Ÿ 실습기업체 발굴 및 학생 실습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Ÿ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지원

공용장비활용센터 Ÿ 장비관리 및 연구환경 구축

창업보육센터 Ÿ 창업지원

인성기초교
육원

인성교양교육센터
Ÿ 인성 및 교양교육연구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Ÿ 기초교육 클리닉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Ÿ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 4.11. 대학의 학생 행정적 지원체계

그림 4.27. 우수인재 관리체계

○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산학 공동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산업체 인사가 지속적

으로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

○ 학생들이 산업체 인사와 수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 인사와 학생간 멘토-멘

티 관계를 형성

○ 멘티는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졸업 후 진로분야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그룹으로 

지정

○ 선발된 학생 가운데 학업 우수자는 산학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를 유발시키고, 산업체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함

○ 트랙 이수자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기준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인증서 자격

기준은 참여기업 검수 후 별도로 정함)

2.1.3 선발된 학생의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1) 행정적 지원

○ 기존 대학의 센터와 사업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학생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 대학본부, 인성기초교육원 및 산학협력단 산하 5개 센터에서 학생활동을 지원

○ 다양한 부속기관과 사업단 자체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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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상담센터
Ÿ 및 진단,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Ÿ 학업과 진로상담

부속기관

청년고용센터 Ÿ 진로 및 취업 개별 상담

창업교육센터 Ÿ 창업교육 및 지원

어학교육센터 Ÿ 재학생 어학교육 지원

잡카페(Job cafe) Ÿ 취업 특강 및 캠프 개최, 직무적성 및 경력관리

국제교류원
Ÿ 외국인 유학생 생활지도 및 학사자도
Ÿ 재학생 국제교류 지원

사업단지원체계

Ÿ 인증 관리 및 개선

Ÿ 취업 및 창업 상담

Ÿ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2) 재정적 지원

○ 학생들의 역량강화 활동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

구분 내용 (트랙별 선택) 기대효과

장학금 학생맞춤장학금 지역인재육성 우수학생 선발

비교과
활동

실무영어특강지원 업무에 필요한 어학지원

자기관리 역량 함양
자격증취득지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특강

직업세계/자기계발 특강
지적재산권 특강
기업기초회계 특강
전공 취업/창업 세미나

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다양한 실무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인증 지원 개인역량 캐리어 인증제 실시 취업역량강화

외부기관
위탁교육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방문교육

최신 실무교육 강화

교과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기반의 AFTN
모델을 활용한 교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인성강화 과목
서비스경영, 실무적응과정의 
전문가초빙 연계형 
교과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전문가의 필터링을 
강화 업무 마인드의 질적 효과

취업관련 과목 협약업체연계교과목신설 협약업체 적응능력 강화

학생
활동

열린대학 신입생의 전공체험 프로그램
입학 시 트랙에 대한 이해도 
향상

단기현장실습
지역사회 협약업체와 연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협약업체 기술 전수

표 4.12. 대학의 학생 재정적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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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원확보 및 지원계획

2.2.1 참여교수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참여 교수 소속 직급 역할분담

권○규 철강IT공학부 교수 협약기업관리, 학생지도

김○덕 철강IT공학부 부교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캡스톤디자인 지도

김○수 철강IT공학부 교수 정규교과 프로그램 운영, 캡스톤디자인 지도

박○국 철강IT공학부 부교수 사업총괄

배○호 철강IT공학부 교수 장학지원, 교수학습 지원

이○기 철강IT공학부 교수 사업홍보, 학생모집

김○돈
( )

철강IT공학부 교수 산학교류, 협약기업 발굴

송○영
(산학협력교수)

철강IT공학부 부교수 현장실습 관리, 협약기업 발굴

김○원 ㈜엔 스템 차장 정규교과 운영, 학생 공동지도

류○근 ㈜지○에스 상무 교육과정 설계, 학생 공동지도

박○휴 ㈜엔○스템 이사 캡스톤디자인 지도, 재학생 멘토

우○남 ㈜휴○텍 대표 캡스톤디자인 지도, 재학생 멘토

표 4.14. 참여교수 역할분담 (전임교수 + 기업 전문교수)

2.2.2 교수들의 교육 질 관리 체계

1) 교수학습지원센터(CTL)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교육 질 관리

그림 4.28. 교수학습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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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활성화 계획

교수개발 
프로그램

Ÿ 기초 교수법 특강 Ÿ 교수방법 우수 사례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교수학습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시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

Ÿ 수업 컨설팅
Ÿ 강의실 촬영을 통한 수업 분석
Ÿ 한 학기 전체 교과목의 강의평가에 대한 다각적

인 분석 및 해석, 피드백 제공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Ÿ 교수법 특강
Ÿ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수법 제공
Ÿ 교수방법과 전략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공유

Ÿ 교수법 전문가 과정 Ÿ 교수법 전문가 과정 참관제도 의무화

Ÿ K-OCW
Ÿ 강의공개를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Ÿ 창의적 교류의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교수
수업개선 
프로그램

Ÿ 수업개선
Ÿ 수업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개선 실적 및 

효과적인 수업 개선 지원

Ÿ 유형별 개선 프로그램
Ÿ 강의 평가 결과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Ÿ 수업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 제공

표 4.15. 교수학습지원센터(CTL) 프로그램 연계 계획

2) 문제해결중심 프로젝트 교수법 개발 및 확산

그림 4.29. 플립러닝, PBL 수업 확산 체계

○ 학생 중심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확산을 위한 플립러닝, PBL 기반 수업 도입

○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수업설계

3. 사회맞춤형학과와 참여기업의 연계방안  

○ 참여기업은 대표기업과 협력기업으로 분류

○ 대표기업과 협력기업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행을 약정하는 협약을 체결 함

○ 지역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기업들을 사업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대표기업 산하 

협력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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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해소시킴



54 위덕대학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LINC+ 사업단

번
호

회사명 현황 및 특징 협력내용

1
포항 의소

(포항)
포항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현장실습 대상업체 
발굴 

지원/협력기업 
관리 및 

유지/교과과정 
운영위원회 참여

2
포항○○○○○○
관리공단(포항)

포항지역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을 회원사로 둠

3
경북○○○○○협

회(포항)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을 회
원으로 둠

4
포항○○○○크

(포항)
약정협약을 체결한 다수의 기업을 회원사로 둠

5
(사)○○기업연합회 
포항○○회(포항)

포항지역 이업종 교류회를 총괄함

6
일○전력산업㈜

(경주)

산업용 전기전자 전문기업으로서, CAD 업무
분야에 위덕대학교 졸업생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음

채용요건 만족 시 
학생채용,

학생선발,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

7
㈜프○이봇

(경주)
산업용 전기‧전자 및 임베디드시스템 전문 기
업

교과과정 운영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

8
㈜다○네트웍스

(포항)
공정 자동화 관련 네트워크 전문기업 현장 실습생 유치

9 ㈜새○(포항) 제철소 계장제어 장비제조 전문기업

채용요건 만족 시 
학생채용,

학생선발,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

10
㈜코○시스템

(포항)
PLC 및 HMI 전문기업으로서, 현장실습프로
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11
㈜에○치엠티

(포항)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개발 전문회
사로서,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언론에 꾸준히 
노출되는 기업

경주 및 포항 인근의 철강공단 및 제조업 관련 공정 자동화 인력 수요업체들이 참여

하고 인력 채용 약정을 하였음

표 4.16. 참여기업 현황 및 참여유형 분류

그림 4.30. 사회맞춤형학과와 참여기업의 연계모델

3.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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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컴 코리아

(포항)
기업 대표가 재학생 현장실습프로그램 및 재학
생 대상 특강 강사로 적극 참여중

학생선발,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

13
㈜윈○앤에스

(포항)
공정 자동화용 소프트웨어개발 전문회사

채용요건 만족 시 
학생채용,

학생선발,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

14
㈜지○에스

(포항)
위덕대학교 졸업생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으
며, 현재 졸업생 약 30명 근무 중

15
㈜엔○스템

(포항)

HMI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전문기업으로서,
위덕대학교에도 PLC 및 HMI 분야 실험실습
을 지원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16
㈜금○전력 
포항사무소

(포항)

철강IT공학부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실습 기자
재 기증하였음(2016.11.16), 포항지역 사무실 
보유, 철도선로 자동제어분야 국내 전문기업

17
㈜휴○텍

(포항)
산업용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유망중소기업

18
세○물산㈜

(경주)
제조업관련 공정자동화분야 유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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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그림 4.31.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목표

1.1 수요조사 체계

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수요 조사 체계

그림 4.32. 교과과정 수요조사 체계

2) 수요 조사 업체 명 (총 11 개 업체)

순번 업체명 지역 업종

1 인 시스템 포항 에너지 시스템 개발
2 포○엔지니어링㈜ 포항 에너지 시스템 개발
3 ㈜와○테크 경주 인버터 시스템 개발
4 ㈜이○루미 구미 전력 시스템 개발
5 ㈜비○ 포항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6 ㈜한○기술화학 포항 화학 전지 계통
7 ㈜새○시스텍 포항 전력 시스템 개발
8 ㈜케○텍 포항 에너지 시스템 개발
9 ㈜시○펙스 포항 연료 전지 계통

10 ㈜아○테크 경주 태양전지 박막 계통
11 ㈜R○C 포항 에너지 시스템 개발

표 4.18. 수요 조사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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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조사 방법 및 내용

○ 수요 조사 기간 : 2016.11. ~ 2016.12.

○ 수요 조사 내용

- 사업단에서 수요 조사 내용 합의

- 관련 산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 후 수요 조사 진행

- 인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희망 교육내용 조사 실시

- 각 산업체의 임원진뿐만 아니라 간부 사원도 설문 대상으로 포함

○ 수요 조사 결과 [첨부 5, pp. 36~38 참조]

- 채용을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의 분류 및 우선순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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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수요 조사 결과

- 지역 산업체 인력 수요의 현황 분석

§ 지역의 에너지 기술 관련 산업체 수요 증가에 비해 배출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식 부족으로 해당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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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등이 고학년에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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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 협력을 위한 필요 내용

§ 대외적 홍보를 위해 본 트랙을 ‘NEEDS (The Nurture of Creative Engineer for

Energy District and Society) 트랙’으로 호칭함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지역 산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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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개발 운영위원회 개최

○ 제 1회 운영위원회 개최 : 2017.01.10

○ 참석 인원 : 참여 기업 인사 및 트랙 운영 교수 (그림 4.33 참조)

○ 위원회 내용

- 아래 6대 교육 체계에 대한 기본 방침 수립 및 관련 교과목 편성

기업 윤리 및 인성 교육 기초 전공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개발 교육 차별화된 실무 전공 교육

현장 실습 교육 글로벌 마인드 및 비전 습득 교육

- 현재 교육 체계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세 가지 교육 방법을 제안

산업체 연계 정규 교육 방법 집중 몰입식 교육 방법 실무 우선 후 이론 교육 방법

- 다양한 종류의 정규 교과목(태양전지, 연료전지 및 에너지저장 계통) 및 비교과 프

로그램(산업체 연계 멘토링 및 자기주도형 교육 등) 운영

- 재학생 수요 조사에 대한 필요성 강조

- 산업체 교수진에 대한 자격 논의 및 산업체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5) 학생 수요 조사 실시

○ 설문 조사 실시 : 2017.02.27 ~ 2017.03.03

○ 내용 : 트랙 교과목 운영에 대한 재학생 의견 수렴

○ 대상 인원 : 그린에너지공학부 2·3 학년 (그림 4.34 참조)

○ 수요 조사 내용 요약  [첨부 6, pp. 4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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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육과정 설계

1.2.1 개요

기본 전략 Ÿ 및 재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각 요구 조건 반영 

교과 내용 Ÿ NEEDS 트랙 6대 교육 내용 포함 

구성 Ÿ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으로 분류 

교과 설계의 
차별성 

Ÿ 산업체 위탁 교육 의무화 
Ÿ 교과목 내 산업체 단기 방문 학습 포함
Ÿ 실무 교과목의 몰입식 교육 실시
Ÿ AFTN 운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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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목의 구성

○ 전체 교과목 

교과목

합계 비고
구분

교양 전공

기초 역량 공통
전공

세부 
전공

NEEDS 트랙 
기초전공

졸업이수
학점

16 21 66 130
이수단위는 1학점,

15시간/학기 이상 이수

○ 전공 교과목

전공 교과목

구분 공통 전공 세부 전공 NEEDS 트랙 기초전공
개설 학점 46 44 33

- 편성된 교과목 중 각 산업체에서 1과목 이상을 산업체 요구 교과목으로 지정

- 트랙 이수자가 희망 산업체에 입사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체의 요구 교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함

○ 교과과정 체계

그림 4.35. 교육과정 체계

2) 전공 교과목 편성의 주요 특징 

○ 신규 교과목의 구성 (그림 4.3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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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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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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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학과 신규 교과목의

구성

- 태양전지 실습실 신규 신설 

- 태양 에너지 관련 다양한 에너지 생산 및 저

장 기술을 실습

○ 미러링 실습실 구축을 통한 산업체-대학 양

방향 상호 현장실습 교육 강화

- 실습실 공간 및 산업체 필요 기자재 구비를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

체 인력의 대학 방문 교육 활성화

○ 그린에너지토픽스 교과목은 교수들이 공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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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 내용의 구성

구 분 기초소양교육 전공실무교육 창의적 전공교육 

목적
기본자질 

함양

산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 맞춤형 교과내용의 

강화

에너지인력으로서 최종 자질 
점검

연료전지 
에너지 

생산/저장

Ÿ 저학년 공통교과목
Ÿ 수학 및 화학에 대한 

기초 강화 
Ÿ 신입생들의 전공 입문 

강화
Ÿ 기초 트랙에 대한 인식 

확산

연료 전지 에너지 발전 
및 저장 계통 교과목

Ÿ 고학년 공통 심화 교과목
Ÿ 공학 설계 교과목, 옴니버

스, 팀 티칭 (team teaching)

형태 및 PBL 등의 심화 교육 
포함

태양전지 
에너지 

생산/저장

태양광 에너지변환 및 
저장 계통 교과목

표 4.20. 사회맞춤형 교과 (NEEDS 트랙) 내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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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산업체와 트랙 운영 연계

4) 기존 교과목과의 차이점

항 목 기존 교과목 신규 교과목

교과 운영 대학의 16주 교육과정 준수 사업단 자율에 의한 탄력적 교육 기간 운영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특강 형태의 방문형 

교육
산업체의 주도적 참여 및 대학과의 양방향 

상호 참여형 교육 강화 

재학생 참여 
프로그램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개발
학생 수요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및 

산업체 운영위원회에서 개발 

5) NEEDS 트랙 산업체 연계 과정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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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전공학습의 동기부여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 기술관련 

이론 및 실제 시스템에 대한 안목 증대

○ 연계 내용(그림 4.37 참조)

- 교재 개발

§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발된 트랙 교육
과정에 대한 교재 또는 부교재를 산학 
공동으로 연간 1편 개발

- 교류 체결기업과 실무위원회 구성

§ 학생 자격 심사 및 이수 학생 검증 
등을 학과와 공동 진행

§ 인증 탈락 인원에 대한 정보 피
드백을 통한 원인 분석

- 현장학습조항 체결기업 내 현장학습 실시

§ 교류협정 체결기업 중 현장실습(인턴)조항 체결기업으로 한 학기(16주) 및 동하
계 방학기간(4-8주) 파견 근무 해당조건 충족 시 각각 15학점 및 3·6학점 인정 
최대 42학점 취득

§ 이수구분은 P(Pass)/F(Fail)로 확인
§ 비교과 형태의 단기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

- 산업체 요구 교과목에 대한 강의에 산업체 인사의 직접 참여

§ 각 주요 교과목에 산업체 CEO의 정책 특강 추가 
§ 산업체 요구 교과목 강의 계획에 산업체 단기 현장 실습 포함
§ 산업체 인사의 멘토링 등 창의적 종합설계를 학과와 공동으로 진행

○ 미러링 실습실 구축을 통한 산학 양방향 교류

- 실습실 공간 확보 및 산학 협의에 의한 필요 기자재 구매

-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실습실을 통해 재학생의 사전 현장 실습이 가능

- 산업체 인력의 대학 실습실에서 방문 연구 및 실무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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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명 개수 관련 산업체
참여

기업수
관련 교과목

태양전지성능평가
장치

1
에너지 제어시스템 및 
소자 개발 분야 산업체

2
태양전지, 태양전지실험,

반도체소자,

인버터(inverter)
제어장치

1
전력 저장 시스템 분야 

산업체
2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
ESS 제어 시스템

에너지제어공학, 전기기기
태양광 모듈 효율 

측정 장치
1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 산업체

2
태양광 발전시스템
에너지전력공학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및 UPS)

1
에너지 제어 및 절감 
시스템 분야 산업체

2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

ESS 제어 시스템, 에너지제어공학

표 4.21. 사회 맞춤형 미러링 실습실 구축 내용

6) 관련 전공 산업체 및 연구소 연수 교육 및 상호 위탁교육

○ 목적

- 학생들의 실무기술 및 첨단기술 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모색

○ 내용

- 트랙 참여 학생 중에서 연수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연수를 실시

- 신기술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며, 교육생에 대한 공인된 수료증 발급

- 산·학·연 협동 교육의 성과 분석 및 활성화 가능

7) 트랙 이수 인증 조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트랙 참여 확인서 작성 트랙 참여 확인서 작성

트랙이수기준(트랙 기초 교과 중 선택 
9학점 + 전공 또는 산업체 현장실습 학점 

최소 3학점)을 모두 충족한 인원

트랙이수기준(트랙 기초 교과 중 선택 18학점 +
전공 또는 산업체 현장실습 학점 최소 6학점) +
채용 희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6학점 +
단기 산업체 방문 학습 3주)을 모두 충족한 

인원트랙참여확인서 작성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2개 이상을 수료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5개 이상을 수료

산업체 면접 인증을 통과한 인원 산업체 면접 인증을 통과한 인원

1.2.2 전공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1) 전공 교과 운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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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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교
과목 편성

Ÿ 교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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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다양한 수요
조사 

Ÿ 기초트랙 교과 
수료 인증인원
에 대한 평가 
및 채용과의 연
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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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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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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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분석

산업체 
협동
교과

Ÿ 산업체와의 협
력을 통한 교과 
개발

Ÿ 교재개발 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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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체간 협력의
순환

Ÿ 산업체와의 유
기적인 인력 양
성 협력 관계
정착

Ÿ 지역 산업개발
에 기여

교과 트랙
참여 인원

19 21 22 24 25

교과 트랙
인증 인원

13 14 15 16 17

2)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기술 교과목의 구성 (1, 2 차년도)

트랙 내용 공통 전공 교과목 세부 전공 교과목 공통 심화 교과목 

신재생 에너지 
저장

전기화학
재료공학 I, II

공업수학
에너지공학기초

반도체전자공학기초
기초수학 I, II

기초화학
기초물리

신재생에너지기초실험
전지공학
회로이론

전기공학개론

에너지전력공학
에너지변환 및 저장장치*

ESS제어시스템*
에너지제어공학

전기기기 그린에너지토픽스*
캡스톤디자인 I*, II*
캡스톤디자인 입문
전기기사실기특강*
태양광발전시스템

연료전지 
에너지 생산

연료전지실험*
연료전지공학 I*, II
에너지공업화학
고분자공학*

태양전지 
에너지 생산

태양광 및 풍력실험
태양전지공학 I*, II

태양전지실험*
반도체공학

표 4.22. 전 학년 대상 사회 맞춤형 교과목의 세부 구성

     * : NEEDS 트랙 기초 교과목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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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공통 전공 및 세부 전공 교과목의 계통도

3) 수요형 교과목의 운영 

○ 교육과정개발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항목 별 교과목 운영 계획

○ NEEDS 트랙 참가시 이전 학년에서 이수한 선수 교과목 인정

○ 2, 3학년 대상 잠재적 트랙 이수자 선발 가능

○ 잠재적 이수자 중 4학년 때 트랙 참가 확약

트랙 교육 내용 항목 교과목 종류 운영시기 운영 방법 이수학점

윤리 및 인성 교육 교양 교과 전 학년 1, 2학기
대학 교양학부와 

협력
6학점

기초 전공 교육
산업체 요구 교과목 

2개 선택 
전 학년 1, 2학기 해당 학과 협력 6학점 이상

자기 주도적 학습 개발 
교육

캡스톤디자인 관련 3, 4 학년 1, 2학기 해당 학과 협력 9학점

차별화된 실무 전공 
교육

전기기사실기특강
연료전지, 태양전지

3, 4 학년 1, 2학기 해당 학과 협력 12학점

현장 실습 교육 현장실습Ⅰ,Ⅱ,Ⅲ,Ⅳ 3, 4 학년 1, 2학기
해당 학과 및 

산학협력단 협력
15학점

글로벌 마인드 및 비전 
습득 교육

그린에너지토픽스
교양영어

전 학년 1, 2학기
해당 학과 및 
교양학부 협력

6학점 이상

표 4.23. 사회 맞춤형 교과목의 운영 방법

○ 산업체 단기 방문 학습 실시

- 교과목과 연계된 단기간 집중 방문 학습을 통해 이론에 대한 실무 습득

- 채용 가능 산업체 및 관심 산업체에서 실무 및 현장 분위기를 경험

-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활용 예산 지원

- 1, 2차년도에는 ‘그린에너지토픽스’ 교과목으로 실시

- 대학 본부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 교무 행정 운영 필요

-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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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7~9주 10~16주
정규 수업 

진행
중간고사 취업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3주 동안 방문 학습 실시 
정규 수업 

진행
기말고사

학습 평가 학습 평가

 ○ 몰입식 교육 실시

- 실전 대비 집중 교육 실시

-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 

- 1, 2차년도에는 ‘전기기사실기특강’ 교과목 실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요 금액 지원

- 자격증 취득 졸업 예정자는 졸업 시험 면제

1~5주 중간고사(6주) 7~11주 기말고사(12주) 13~16주

정규 수업 진행
정규 수업에 
대한 평가

정규 수업 진행
정규 수업에 
대한 평가

모의시험 4회 실시 및 
본 시험 준비

○ AFTN 교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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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링 실습실에서 사전 현장 실습 교육 가능

1~5주 중간고사(6주) 7~15주 기말고사(16주)

산업체 현장 교육
(미러링 실습 포함)

현장수업 중간평가 정규 수업 진행 정규수업 평가

1.2.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1) 수요형 비교과 교과과정의 운영

○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 정규 교과목과 연계성을 갖도록 운영

○ 각 비교과 프로그램 당 전체 시간의 7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pass/fail)

트랙 교육 내용 
항목

프로그램 명
운영
시기

운영 방법 운영 시간

기업 윤리 및 인성 
교육

산업체 인사 특강 상시 산업체와 학부 협업 6시간/학기

산업체 인사 멘토링 상시 산업체와 학부 협업 32시간/학기

기초 전공 교육
온라인 공개강좌 

(OCW) 반 
방과 담당 교수 지정 32시간/학기

자기 주도적 학습 
개발 교육

캡스톤디자인 실무 방학 산업체와 학부 협업 50시간/방학
현장요소기술특강 Ⅰ 방학 산업체 인사 특강 50시간/방학
현장요소기술특강 Ⅱ 방학 산업체 인사 특강 50시간/방학

NCS 교육 특강 상시 관련 산업체 초빙 6시간/학기

차별화된 실무 
전공 교육

산업체 견학  상시 산업체와 학부 협업 2회/학기
산업체 위탁 교육 상시 산업체와 학부 협업 1회/학기

자격증 취득 준비 반 상시 학생 자치 활동 32시간/학기

현장 실습 교육 산업체 현장 실습 방학 산업체와 학부 협업 1 또는 2개월

글로벌 마인드 및 
비전 습득 교육

영어 학습 반 상시 학생 자치 활동 32시간/학기

지적 재산권 학습반 상시 학생 자치 활동 32시간/학기

표 4.24. 사회 맞춤형 비교과 교육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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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 교육의 과정별 목적

프로그램 명 목 적

산업체 인사 특강 Ÿ 요구하는 인재상 및 산업체 현황 특강 
산업체 인사 멘토링 Ÿ 재학생의 자기계발 및 예비 엔지니어로써의 자질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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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 Ÿ 현장교육을 통한 산업체 신기술 동향 습득

산업체 위탁 교육 Ÿ 학생들의 실무기술 및 첨단기술 교육 강화

자격증 취득 준비 반 Ÿ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격증 취득 반 모집

산업체 현장 실습
Ÿ 주문식 교과 운영 및 현장 파견 교육을 통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경험의 체득과 전문지식 습득

영어 학습 반 Ÿ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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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사회맞춤형학과 목적과의 부합성 및 차별성

○ 지역 산업과의 부합성

- 동해안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형성 (그림 4.39 참조)

§ 울릉도, 울진, 영덕, 포항, 영천, 경주지역 걸쳐 형성된 에너지 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이 가능하며, 본교에 인접한 포스코 ICT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
치(ESS) 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에너지저장 기술의 지역 내 파급효과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교과 과정과의 차별성 (그림 4.40 참조)

- 교육에 대한 6대 기본 방향 제시

- 교과 이수 인증제 도입 및 트랙 수료 인증을 위한 기초 교과목(33학점) 개설

- 에너지 기술 관련 설계 및 프로젝트 교과 강화

- 자기 계발 및 자기 주도형 비교과 과정 보강

- 신기술 습득을 위한 산업체 및 연구소 위탁 교육 실시

§ 산업체 연구소의 첨단 기자재 사용 습득 및 위탁 교육에 대한 기관장 수료증 발급
§ 신기술 습득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증대
§ 관련 산업체나 연구소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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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에서

위덕대의 지리적 위치

그림 4.40.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NEEDS) 트랙 교과과정의 차별성

1.3 교육과정 운영체계

1.3.1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성

1) 학과 운영 방식의 혁신성 

○ 개방형 피드백 의견 수렴을 통한 산학연계 강화

○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TRIZ)을 교과 운영에 반영

- 설계 교과목 및 학생 주도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강화

○ 기존의 교육체계를 벗어난 실험적인 교육 방법 

- 산업체 단기 방문 학습, 몰입식 교육, AFTN 교육 및 미러링 실습 교육 시도 

○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 산업 인력 인증기관으로 발전

2) 교과 과정 구성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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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지향적 교육시스템의 대학 내 구축

○ 지역중점 추진사업인 동해안에너지산업벨트의 관련인력 수요를 대비한 미래인력

양성 가능

1.3.2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관리체계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6 참조]

1.3.3 학생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계획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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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발 및 교원확보 계획 

2.1 학생선발 및 지원계획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9 참조]

2.2 교원확보 및 지원계획

2.2.1 참여교수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참여교수 소속 직급 역할 분담

박○현 부교수 재학생 취업 상황 관리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김○열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운영 

이○기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 사업단 및 트랙에 대한 홍보 및 지식 나눔 행사 주관

이○기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 재학생에 대한 장학, 학생 관리 및 만족도 관리

송○원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관련 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이○훈 그린에너지공학부 조교수 연료전지 관련 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이○성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 태양전지 관련 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안○천 ㈜와○테크 대표 전력저장 시스템에 대한 실무 교육, 미러링 실습실 운영

강○식 ㈜이○센서 대표 전기전자제어 기술 교육 담당, 미러링 실습실 운영

문○재 ㈜R○C 대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무 교육, 미러링 실습실 운영

표 4.26. 사회 맞춤형 트랙의 참여 교수 역할 분담

2.2.2 교수들의 교육 질 관리 체계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52 참조]

3. 사회맞춤형학과와 참여기업의 연계방안

3.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 수요조사 대상 산업체가 참여기업으로 대부분 참여하고 있어 산업체의 요구가 바

로 반영될 수 있음

○ 총 12개 산업체가 포항 지역 9개, 경주 지역 2개 및 울산 지역 1개 업체이며, 모두 

인근 지역 산업체로 구성되었음

○ 참여 산업체 중 졸업생을 채용한 산업체도 다수 포함됨

○ 대부분 산업체가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분류됨

○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 산업체도 포함됨

○ 산학공동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산업체가 많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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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현황 및 특징 협력 내용

1
○시스템
(포항)

전력 발전 시스템 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1 회 이상

2
포○엔지니어링㈜

(포항)
전력 발전 시스템 및 전기 운영 

분야 강소기업임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3
㈜와○테크

(경주)

전력 저장 시스템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일본 기업과 

협력 산업체

기업전문교수 참여, 트랙운영위원, 글로벌 
마인드 교육 참여, 미러링 실습실 운영 
예정, 현장실습 2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참여

4
㈜비○
(포항)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하며 강소 

기업임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1 명 약정,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참여

5
㈜한○기술화학

(포항)
화학 공업 및 연료 전지 실무 
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1 명 약정, 산업체 
인사 특강 1 회 이상 참여

6
㈜새○시스텍

(포항)
전력 제어 시스템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트랙운영위원, 미러링 실습실 운영 예정,

현장실습 1 명 약정

7
㈜케○텍

(포항)

에너지 발전 및 저장분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문 

산업체 임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 명 약정,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참여

8
㈜R○C
(포항)

에너지 관리 시스템분야 지역 
및 전국 단위 산업체를 대표함

기업전문교수 참여, 트랙운영위원, 미러링 
실습실 운영 예정, 현장실습 1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참여

9
㈜이○테크

(포항)

에너지 제어 및 절감 
시스템분야 지역 산업체를 

대표함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1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학공동과제 발굴 1 건

10
㈜이○센서

(포항)
에너지 제어 시스템 및 소자 
개발 분야 지역 벤처기업

트랙운영위원, 미러링 실습실 운영 예정,
현장실습 1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학공동과제 발굴 1 건

11
㈜케○이티

(울산)
신재생 에너지 장치분야 
산업체인 강소 기업임

현장실습 1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이상 참여

12
㈜아○테크

(경주)
태양전지 박막 제조 업체  

기업전문교수 참여, 현장실습 1 명 약정,
교재 개발 참여, 산업체 인사 특강 2 회

표 4.27. 참여기업 현황 및 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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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Ÿ : 2016.11. ~ 2017.02.

조사 형식 Ÿ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산업체 방문조사를 통하여 진행

설문 내용

Ÿ NCS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에서 귀 기업의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을 5가지 선택

Ÿ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전공 관련 직무능력 자유롭게 기술
Ÿ 기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Ÿ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에서 갖춰야 할 장비나 시설

 자동차전장 설비제어 트랙

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1.1 수요조사 체계

그림 4.41.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의 수요조사체계

1.1.1 기업체 수요 조사 업체 명 (총 17개 업체)

산업체 업체(직책)

자동차전장 관련 업체 ㈜화○(상무), 송○산업㈜(부장), 성○기업㈜(연구소장)

설비제어 관련 업체

동○테크(대표), 시○템컨트롤㈜(대표), 아○엔지글로벌㈜(대표),

원○계전(대표), ㈜태○산전(대표), 태○시스템㈜(기술부장), 태○
시스템㈜(인사팀장), ㈜한○엔지니어링(상무), ㈜우○기술 신규
사업부(이사), ㈜케○엠씨로보틱스(연구소장), 지○테크(대표)

기타
경북○○○○○협회(본부장), ○○전기학원(원장), 한국○○○○인
협회 경북○○회(사무국장)

1.1.2 기업체 수요 조사 방법 및 내용

1) 수요 조사 방법

2) 수요 조사 결과  [첨부 5, pp. 38~39 참조]

○ 채용을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 NCS에 기반한 8가지 직업기초능력에서 필요한 내용을 3가지 복수선택

-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응답함

- 기타 문제해결 및 기술능력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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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책] 조사결과 (전공 관련 직무능력, 채용 조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경북
협회 [본부장]

Ÿ 전공 : PLC, CAD, 조직적응, 직업윤리, 대인관계, 외국어
Ÿ 조건 :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 기본능력, 기타 전공관련 기초지식
Ÿ 시설 : CATIA(자동차 부품 회사 대상), 기계설계포함

동○테크 
[대표]

Ÿ 전공 : Field Instrument, IoT / IIoT 개념, Wireless 계기
Ÿ 조건 : 자격증
Ÿ 시설 : Field Instrument(Valve, Flow meter, Transmitter등)의 실습 시스템

○○전기학원 
[대표]

Ÿ 전공 : 스피치 및 발표능력, PLC, 수변전설비 및 견적, 조명 설비
Ÿ 조건 : 전기기사 산업기사
Ÿ 시설 : 조명(LED 및 여러 광원), 조명 시뮬레이션 관련

시○템콘트롤㈜ 
[대표]

Ÿ 전공 : 인성관련, 전기제어 중급(전기기기)
Ÿ 조건 : 인성, 목표의식, 책임감, 성실함, 영어(중), 일어(중)
Ÿ 시설 : 전기제어 관련 실습장비(PLC/HMI/제어반 등)

아○엔지 
글로벌㈜[대표]

Ÿ 전공 : PLC, (PC), 전기기본상식, PLC H/W 이해, 자동화 주변설비요소구성
Ÿ 조건 : 시퀀서 이해, 성실성, 목적의식
Ÿ 시설 : Robot+PLC, 공장자동화의 미래, 외산 Robot

㈜원○계전
[대표]

Ÿ 전공 : 전기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접, 부접 과목. 자동화 교육을 강조
Ÿ 조건 : 자격증, 전기도면 이해능력
Ÿ 시설 : 학생 현장견학, 자격증 취득, PLC 교육

㈜태○산전 
[대표]

Ÿ 전공 : 자동제어 관련(PLC S/W, HMI 화면 작성 기초), Seq제어 기초, CAD
Ÿ 조건 : 원만한 대인관계(조직 적응능력, 배우려는 의지), 전기기초 이해
Ÿ 시설 : 2D + 3D 도면 작성

태○시스템㈜ 
[대표]

Ÿ 전공 : 전기/전자 관련 교과목, CAD 관련 교과목
Ÿ 조건 : 전기관련 자격증, 영어/일어, 컴퓨터 활용 능력
Ÿ 시설 : PLC Simulator

태○시스템㈜ 
[실장]

Ÿ 전공 : 전기·계장 제어에 관한 분야, 외국어(영어, 일어)
Ÿ 조건 : 전기관련 자격증, 어학 능력 검정 자격증
Ÿ 시설 : PLC/Inverter에 대한 Simulation 장비

㈜한○엔지니어
링 [상무]

Ÿ 전공 : AutoCAD, 전기설계(회로), 3D 설계
Ÿ 조건 : 전기기사 자격증
Ÿ 시설 : 수, 배전 설비 Sample 및 Test 장비, PLC simulation 장비

한국○○○○인
협회 [사무국장]

Ÿ 전공 : 전기관련 자격증 취득
Ÿ 조건 : 자격증(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Ÿ 시설 : 전력분석기, 열화상 카메라

그림 4.42. 기업체 설문조사결과 (재용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전공 관련 직무능력, 채용 조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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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술 
[전무이사]

Ÿ 전공 : 마이크로프로세서, C언어 일반, 전자회로이론
Ÿ 조건 : 전기, 전자, 컴퓨터 분야 자격증
Ÿ 시설 : 전자회로 실험장비, 회로설계 프로그램

㈜케○엠씨로보
틱스 [연구소장]

Ÿ 전공 : 기구 설계 기술,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Ÿ 조건 : 마인드, 전기․전자․제어․기계․SW, 포트폴리오, 직접작성한 제안문서
Ÿ 시설 : 고성능 계측장비, 시제품장착실(3D 프린터 등), 기구 가공 조립, 제어테스

트용 베드 공간

㈜화○
[상무]

Ÿ 전공 : 구조해석 및 설계기술, CAD(CATIA), 어학
Ÿ 조건 : 어학(토익 700 이상)
Ÿ 시설 : CATIA

성○기업㈜
[연구소장]

Ÿ 전공 : 구조설계 및 해석, 3D Model 방법론
Ÿ 조건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Ÿ 시설 : 구조해석 장비, 재료분석기

송○산업㈜ 
[부장]

Ÿ 전공 : CAD 설계, 해석 능력, 고분자 재료 개발능력
Ÿ 조건 : CAD 설계기사 
Ÿ 시설 : 설계관련 프로그램(CAD, 해석), 고무, 수지 사출장비, 3D 프린터

지○테크 
[대표]

Ÿ 전공 : 전기자기학, 재료공학, 진공실무교육
Ÿ 조건 : 진공에 대한 기초이해 및 진공증착장비 사용경험, 기계도면에 대한 이해
Ÿ 시설 : 스퍼터링 시스템, 열증착 시스템, 플라즈마 전처리 시스템

1.1.3 재학생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방법

○ 목적 :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수립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 시기 : 2017년 3월

○ 방법 : 에너지전기공학부 재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2) 수요조사 결과  [첨부 6, pp. 41 참조]

○ 개인배경

- 대부분 남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주·포항·울산지역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

- 졸업후 진로계획으로 산업체 취업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설명회에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학생들이 대부분임

-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73.3%이며 약정기업의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76.8%

로 많은 관심을 보임

- 본 트랙에서 계획하고 있는 VICTORY 프로젝트, AFTN 교육모델에 대해 매우 긍정

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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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과정 설계

1.2.1 개요

그림 4.43.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교육과정 설계 방법

○ 학교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트랙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공동 설계 및 공동 운영

○ 트랙 실무위원회

- 1차 : 2017년 2월 17일

§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 설명 및 기본운영 개념 협의
- 2차 : 2017년 4월 7일

§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논의 및 설계
2) 교과목의 구성

○ 전체 교과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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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합계 비고
구분

교양 전공

기초 역량 공통 세부 트랙

졸업이수학점 16 21 66 130
1학점당 15시간/학기 

이상

○ 전공 교과목

  

구분 공통 전공 세부 전공 트랙 전공

개설 학점 46 44 24

○ 비교과 프로그램

  

구분 VICTORY 프로그램 특강/실무영어 자격증지원

이수조건 산학공동심사 70%이상 참석 80%출석/시험응시

3) 교육과정 체계

그림 4.45. 교육과정 체계

○ 전체 교육과정 구성

- 전체 과정 : 1년 과정으로 VICTORY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진행

- 사업설명회 및 학생선발을 3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하고 방학 중 자격증 취득 지원

- 4학년 1학기부터 VICTORY과정에 기반한 교육과정 이수

- 학기 중 전공 교과목은 산업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편성된 신규 교과목

- 전공교과과정은 AFTN 모델에 의해 운영함

- 프로젝트 기반 강의 및 캡스톤디자인 : 산업체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 산업체 협동 교과 : 위탁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의 산업체 관련 교과목 

○ 트랙 전공 교과과정

- 1학기당 12학점의 전공교과목들로 구성

-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PLC 응용 II, 기계기구 CAD, 전기전장 CAD, 품질관

리의 4개의 신규 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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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기존교과목을 개편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체계에 맞도록 함

○ 관련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의 의무화

- 방학을 활용한 현장실습

- 조별 관련 산업체 견학 2회 이상

4) VICTORY(VIrtual Company TO Rapid emploYment)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

○ 가상회사 체험 프로젝트로 입사 후 기업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팀별(5명)로 한 부서를 담당하며, 하나의 기업을 대표하게 

하고, 기업의 직책을 부여함

○ 각 부서장은 산업체 경력 교수들이며, 기업체 임직원이 공동운영(주기적 방문)

○ 기업체의 근무형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며, 각 부서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해결해

야 할 문제들을 PBL형식으로 수행함

○ 부서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

○ 참여 학생 선발시 기업체와 학교에서 공동으로 선발

그림 4.46. 가상회사의 개요

5) AFTN 교육 모델 운영

○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APP(Application)을 먼저 파악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및 

이론에 대한 필요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교육하는 모델

○ 전공교과의 운영시 AFTN 모델에 따라 교과목에서 목표로 하는 APP를 먼저 설정

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교과과정을 진행

1.2.2 전공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1) 전공 교육과정 구성

○ 전공교육과정의 구성 방법

- 산업체의 수요조사 결과 PLC, CAD 등의 전공 교과과정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음

- 채용조건으로 자격증,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순으로 나타남

-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PLC 및 CAD등의 교과목 신설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목 구성

- 기타 직업윤리, 대인관계, 책임감, 자격증 등의 요구사항은 비교과 과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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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교과과정 구성을 위한 산업체의 수요조사 결과

2)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 트랙운영을 위한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 기초전공 : 지역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공관련 핵심 기초교과목

- 핵심과목 :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과목으로 필수교과목

- 교과목의 운영은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목들은 조별 활동으로 

VICTORY기반으로 운영

그림 4.48. 자동차전장 및 설비제어트랙의 핵심 전공교과과정 (1차년도)

그림 4.49. 자동차전장 및 설비제어트랙의 핵심 전공교과과정 (2차년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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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1)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 및 두 번의 트랙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

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함

프로그램 운영시기 운영방법

VICTORY 프로젝트 연중
Ÿ 4학년 1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운영
Ÿ 방학 중 현장실습 및 인턴과정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

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직업세계/자기계발 
특강

1학기
Ÿ 직업, 직장예절 등에 대한 특강
Ÿ 가상회사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3월에 실시
Ÿ 4회 x 2시간 실시

커뮤니케이션 2학기 Ÿ 직장내 의사소통 방법 및 대화법에 대한 특강

실무영어 1학기
Ÿ 자동차 전장 또는 설비제어분야에 사용되는 실무영어
Ÿ 매주 1회씩 실시

지적재산권 특강 2학기
Ÿ 산업체에서 지적재산권의 권리/개발의 중요성 강조
Ÿ 2회 x 2시간 실시

기업기초회계 특강 2학기 Ÿ 4회 x 2시간 실시

트랙이수 예정자를 
위한 자격증 지원

겨울방학
Ÿ Pass/Fail로 평가하며 필수항목으로 지정
Ÿ 인증조건 : 출석율 80%이상 및 시험응시

2) VICTORY 프로젝트 (미러링 랩 I)

그림 4.50. VICTORY프로젝트의 운영개념

○ 기본 비교과 운영

- 팀 단위로 부서를 배정하며 하나의 기업체를 대표

- 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팀에 상품수여

- 백업교육 : 업무 인수인계절차 교육

- 팀별 인사고과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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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퇴근 시간 설정 및 휴가원 제출 후 자유시간

○ 산학협업 체제

- 각 부서장은 산업체 경력교수 및 기업체에서 파견

- 담당 교수 및 기업체 파견 부서장의 협업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 도출 및 해결

- 교수 및 기업체 직원의 협업을 통한 인사고과를 통한 트랙 이수학생의 다면평가

○ 학생자문단

- 기업체 내의 애로사항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접근

○ 멘토/멘티 제도(길라잡이)

- 산업체 직원과 재학생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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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견학 

- 조별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산업체 신기술 동향 습득

- 취업 및 전공 학습 동기 부여

○ 경진대회 

- 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 브레인스토밍,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

- 우수한 팀에 포상을 통하여 사기진작

1.2.4 사회맞춤형학과 목적과의 부합성 및 차별성

○ 대학과 산업체가 같이 트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그림 4.5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협약 및 운영위원회 활동

○ 기존 교과 과정과의 차별성

- 트랙 이수 인증제 도입

- 기존에 정해진 시간의 수업만 수강하고 끝나지 않고 가상회사체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 기존의 교과목 운영방법에서 탈피함

-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트랙 전공 교과목 및 비교과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용함

- 기업체 위주의 실습, 설계 및 PBL 교과 강화

- 트랙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증서 수여

- 기업체 요구에 맞춘 비교과 과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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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과정 운영체계

1.3.1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성

1) 트랙 이수 인증 조건

○ 트랙 참여학생의 평가는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다면평가함

○ 모든 이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2)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방식의 혁신성

○ VICTORY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도입

- 가상회사 체제를 통한 기업 체험

- 선제적 기업문화 체험을 통한 준비된 졸업생 양성

○ AFTN 교육모델에 의한 전공 교육

-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먼저 파악한 후 필요한 기술 습득

3) 교과 과정 구성의 우수성

○ 기업체 수요를 고려하여 트랙실무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공동 구성

-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과과정

- 취업 후 기업체 적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VICTORY 프로그램

- 현장실습 및 인턴과정에 대한 기업체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수정

-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과개편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 구성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통한 학생자질 향상

-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수료를 통한 맞춤 인재 양성

- VICTORY 프로그램을 통한 졸업생들의 직무능력 향상

- 트랙 이수학생 선발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동기부여

- 프로젝트 기반 교과목을 통한 문재해결 능력 향상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1.3.2 교수활동 및 학습활동 관리체계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6 참조]

1.3.3 학생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계획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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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현황 및 특징 협력 내용

①
화○

(영천)
자동차전장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VICTORY 프
로젝트, 학생선발

2. 학생선발 및 교원확보 계획 

2.1 학생선발 및 지원계획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49 참조]

2.2 교원확보 및 지원계획

2.2.1 참여교수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참여교수 소속 직급 역할분담

박○배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캡스톤디자인 지도, 교재개발, 학생지도

박○도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사업홍보, 학생지도

안○진 에너지전기공학부 조교수 VICTORY 전담교수, 학생지도

안○석 에너지전기공학부 부교수 협약기업관리, 학생지도

이○영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취업지도, 학생지도

이○진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학생선발, 학생지도

이○환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사업총괄

이○형 에너지전기공학부 부교수 교과과정 설계, 학생지도

이○기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PLC응용 지도, 교재개발, 학생지도

김○근 에너지전기공학부 조교수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지도

이○수 ㈜화○ 상무 VICTORY 전담지도교수, 학생선발

신○준 송○산업㈜ 부장 VICTORY 전담지도교수, 학생선발

백○종 성○기업㈜ 연구소장 기계기구CAD 지도, 교재개발

김○호 ㈜아○에스텍 부사장 제어시스템설계 지도, 교재개발

이○화 ㈜태○산전 대표이사 VICTORY 전담지도교수, 학생선발

이○구 아○엔지글로벌㈜ 대표이사 VICTORY 전담지도교수, 학생선발

송○곤 벡○필드코리아㈜ 부장 전기전장CAD 지도, 교재개발 

김○훈 다○ENG 대표이사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선발

2.2.2 교수들의 교육 질 관리 체계

○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과 동일 [☞ p. 52 참조]

3. 사회맞춤형학과와 참여기업의 연계방안

3.1 기업과의 채용약정의 우수성

○ 채용약정 기업의 지리적 위치가 대부분 경주·포항·대구·경북이므로 지역 중소기업

으로 취업이라는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지역 정주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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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
(영산)

자동차전장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VICTORY 프
로젝트, 학생선발

③
인○철강㈜

(포항)
설비제어 및 관리  현장실습 2명 약정

④
성○기업㈜

(경주)
자동차전장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기업전문교
수, 교재개발참여

⑤
㈜아○에스텍

(대구)
자동차전장, 제어시스템

현장실습 2명 약정, 기업전문교수, 교재 개발 
참여

⑥
㈜태○산전

(포항)
전기설비관리 및 

제어시스템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VICTORY 프
로젝트, 학생선발

⑦
㈜원○계전

(포항)
전기설비시공 및 관리 사업단자체평가위원회위원, 현장실습 1명 약정

⑧
아○엔지글로벌㈜

(경주)
공장설비제어시스템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VICTORY 프
로젝트, 학생선발

⑨
유○테크㈜

(포항)
공장설비제어시스템 

현장실습 2명 약정, 산업체 인사 특강 1회 이상 
참여

⑩
㈜선○기전

(포항)
전기설비시공 및 관리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1명 약정, 산업체 인사 
특강 1회 이상 참여

⑪
㈜울○
(대구)

제어시스템 현장실습 2명 약정

⑫
벡○필드코리아㈜

(포항)
전기설비진단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기업전문교
수, 교재 개발 참여

⑬
다○ENG

(포항)
전기설비감시제어시스템

트랙운영위원, 현장실습 2명 약정, 기업전문교
수, 학생선발

⑭
㈜일○전력

(포항)
전기설비시공 및 관리 현장실습 1명 약정

⑮
진○더스트리

(울산)
자동차전장 현장실습 1명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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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관리계획

1. 핵심 성과지표

1.1 핵심 성과지표 총괄표

지표명(단위) 기준값

목표값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수(명)

0 54 60 63 69 72

②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명) 0 37 40 43 46 49

③ 참여학생의 만족도(%) 0 70 75 80 85 90

④ 참여기업의 만족도(%) 0 70 75 80 85 90

⑤ 협약기업 취업률(%) 0 55 60 65 70 75

1.2 핵심 성과지표 세부 내용

 핵심 성과지표 1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수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해당 년도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의 1.5배수로 설정

- 설정된 목표값의 소수점 이하는 내림으로 처리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을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의 1.5배수 이내로 선발할 예정

○ 목표값 설정 근거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수

목표값(명)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16.5(16) 18 19.5(19) 21 22.5(22)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9.5(19) 21 22.5(22) 24 25.5(25)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19.5(19) 21 22.5(22) 24 25.5(25)

총계 54 60 63 69 72

○ 목표값 달성전략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의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수립하

여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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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수 확보 방안

 핵심 성과지표 2 :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대학-산업체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협약서’에 명시된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를 근

거로 목표값을 설정

- 목표값은 연차별로 일정 인원(3명, 참여 학부 당 1명)이 증가하도록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

목표값(명)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11 12 13 14 15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3 14 15 16 17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13 14 15 16 17

총계 37 40 43 46 49

○ 목표값 달성전략

-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약정 학생인원 확대 유인책으로 ‘위덕포인트제’를 도입하여 

협약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약정을 유도할 계획

- 협약기업의 채용약정 학생인원 수 1명을 기준으로 일정 포인트(점수)를 부여하고,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본교의 여러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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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사회맞춤형학과 채용약정 학생인원 확대 방안(위덕포인트제)

 핵심 성과지표 3 : 참여학생의 만족도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이 트랙 교육과정 전반에 가지는 만족도를 측정

- 목표값은 연차별로 만족도가 일정(5%)하게 증가하도록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과업법(Objective-task method)에 따라 1차년도 참여학생의 만족도는 70%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5차년도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90%로 설정

○ 목표값 달성전략

-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

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

-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를 매학기 시행하

고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함. 특히 1차년도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요구를 트랙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

- 1차년도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므로, 인프라 

준비 및 시스템 불안에 따른 참여학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개시와 동시

에 신속한 체제 구축을 전사적으로 진행할 예정

- 참여학생 및 협약기업의 정보를 상호간에 폭넓게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

로 마련하여 ‘채용 매칭 시스템’을 향상함으로써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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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성과지표 4 : 참여기업의 만족도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이 교육과정 전반에 가지는 만족도를 측정

- 목표값은 연차별로 만족도가 일정(5%)하게 증가하도록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과업법에 따라 1차년도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70%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5차

년도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90%로 설정함

○ 목표값 달성전략

-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

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를 매학기 시행하

고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함

-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잘 운영이 되었

는가?’,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이 원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도달하였는가?’, ‘사회맞

춤형학과 공동 운영으로 참여기업의 인력난이 해결되고 직무교육 비용이 감소하였

는가?’를 주요 사항으로 확인할 계획

그림 5.3. 사회맞춤형학과 참여기업 만족도 향상 방안

수 핵심 성과지표 5 : 협약기업 취업률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교육부 ‘사회수요 반영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2016.07.04)

의 ‘주문식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연계취업률 55%(2017년 기준)을 기준으로 1차년

도 협약기업 취업률을 설정

- 목표값은 연차별로 취업률이 일정하게(매년 5%씩) 증가하는 목표치를 설정

- 설정된 목표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목표 기준을 상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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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값 설정 근거

협약기업 취업률 목표값에 따른 
취업자 수

목표값(명)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6.1(7) 7.2(8) 8.5(9) 9.8(10) 11.3(12)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7.2(8) 8.4(9) 9.8(10) 11.2(12) 12.8(13)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7.2(8) 8.4(9) 9.8(10) 11.2(12) 12.8(13)

총계 22 24 29 34 38

협약기업 취업률 목표값(%) 55 60 65 70 75

[참고]협약기업 취업률 실제값(%) 59.5 60 67.4 73.9 77.6

○ 목표값 달성전략

- 협약기업의 채용 이행 계획을 DB화하여 참여학생에게 협약기업의 ‘회사정보’, ‘채

용시기’, ‘채용형태’, ‘채용방법’, ‘지원기준’, ‘담당업무’, ‘근무조건 및 처우’ 등의 정

보를 구체화하여 제공함

- 협약기업의 채용조건 개선 노력을 통해 참여학생의 협약기업 지원율을 향상함

2. 자율 성과지표

2.1 자율 성과지표 총괄표

지표명(단위) 기준값

목표값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 수(개)

0 50 60 80 100 120

②
협약기업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수(개)
0 3 9 9 9 15

③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개)

0 9 12 15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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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 성과지표 세부 내용

 자율 성과지표 1 :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 수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사회맞춤형학과 3개 참여학부와 채용약정을 한 기업의 수를 목표값으로 설정

- 목표과업법에 따라 사업 년차마다 해당 트랙의 협약기업을 10 또는 20개씩 늘리고,

1~5차년도 3개 참여학부의 실적 총합이 각 120개가 되도록 목표값을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 수

목표값(개)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15 18 25 33 40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5 18 25 33 40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20 24 30 34 40

총계 50 60 80 100 120

○ 달성전략

- 기존 협약기업의 취업약정 지속을 위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신규 협약기업 발굴‧
섭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우리 대학은 1차년도 사업기간이 9개월임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까지 5개월 동안 37개의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을 미리 발굴·섭외하였음(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10개 협약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2개 

협약기업,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15개 협약기업)

그림 5.4. 사회맞춤형학과 협약기업 수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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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성과지표 2 : 협약기업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수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부와 협약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교재를 개발한 수를 목표값

으로 설정

- 목표과업법에 따라 사업 년차마다 해당 트랙에 필요한 교재를 1~5건 개발하고, 1~5

차년도 3개 참여학부의 실적 총합이 각 45개가 되도록 목표값을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협약기업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수

목표값(개)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1 3 3 3 5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1 3 3 3 5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1 3 3 3 5

총계 3 9 9 9 15

○ 달성전략

- 1차년도는 장기적인 교육교재 개발 착수에 앞서 견본(Prototype)을 제작하는 중요

한 단계로써, 교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안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

인 교재 개발 계획을 수립함

- 참여학부의 트랙별 실무위원회에서 교육교재를 발의‧개발‧제작‧심의하기로 함

- 본교 교무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교재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

 자율 성과지표 3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

1) 목표값 설정 근거 및 달성전략

○ 목표값 설정 방식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부가 협약기업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기술 등의 과제

(mission)를 의뢰받고, 참여학생이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과

정을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라고 정의함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학생(참여학생)이 제작한 프로젝트(시제

작품) 수를 목표값으로 설정

- 목표값은 연차별로 과제수가 일정하게(3개, 참여 학부 당 1개) 증가하도록 설정

○ 목표값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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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

목표값(개)

1차년도
(‘17.6～’18.2)

2차년도
(‘18.3～’19.2)

3차년도
(‘19.3～’20.2)

4차년도
(‘20.3～’21.2)

5차년도
(‘21.3～’22.2)

① 공정 자동화용 EIC 트랙 3 4 5 6 7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트랙
3 4 5 6 7

③ 자동차전장·설비제어 트랙 3 4 5 6 7

총계 9 12 15 18 21

○ 달성전략

- 협약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필요기술 등의 수요를 수시 조사하여 캡스

톤디자인 교과목에 연계함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에게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추가적으로 부여

함으로써 내부 활성화를 도모함

- 산업체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제반서류를 별도 제작하여 교과목 운영을 체계화함

- UU Design Studio(캡스톤디자인 공용실습실)을 구축하여 교과목 교육환경을 개선

하고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함

3. 진로교육과 채용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 계획

3.1 교육과 채용의 연계를 통한 진로 및 취업률 관리 계획

○ 참여학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의 기본적인 채용자격 조건과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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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참여학생 공통으로 운영

-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취창업지원팀, Job cafe, 청년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 취업역량 강화 교육 구성 내역

취업역량 강화 교육 주요 내용

인적성 교육
Ÿ NCS 인적성검사 대비 교육 
Ÿ 직장예절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진로설계 교육 Ÿ 직업심리검사·자기분석·진로정보검색 교육

취업준비 교육 

Ÿ 기업의 필요인력 특강 개최 
Ÿ 2 in 1 지도교수 제도를 통한 수시면담으로 학생들의 학습 

애로 및 진로 방향 점검 
Ÿ 모의면접, 맞춤형 이미지메이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

성 요령 등

○ 협약기업의 참여학생 채용 계획

- 협약기업의 채용 계획에 따른 이행 계획 실행

- 참여학생에게 협약기업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정보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신입사

원 퇴사율을 낮추도록 노력함

- 참여학생이 협약기업의 채용 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약기업과 채용 계획에 

관한 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참여학생과 협약기업의 이해를 모두 도모함

- 협약기업 비취업 참여학생 대상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관련 기업체 DB를 제공

하고, 진로상담 실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추후 취업을 계속 지원

○ 협약기업 및 참여학생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최종 만족도 조사’ 계획

- ‘사회맞춤형 트랙 최종 만족도 조사’를 참여학생 졸업 전·후 2차례 실시. 졸업 이전 

트랙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졸업 이후 트랙이 직장생활 및 직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트랙 운영에 반영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개선하여 협약기업과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참여학생 졸업 후 추적관리

- 참여학생의 졸업 후 현황을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참여학생을 협약기업 취업자  

와 협약기업 비취업자로 크게 구분하여 관리시스템을 적용

- 협약기업에 취업한 참여학생의 경우, 고용지속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관리함. 참

여학부는 해당학생의 고용지속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

으로 지원함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의 졸업 직전 인적사항을 갱신하고, 졸업 후 3년 동안 정

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추적이 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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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업연계율 향상을 위한 기업, 학생 양방향 정보공유 시스템구축

○ 인쿠르트 플렛폼 시스템 구축

그림 5.5. 사회맞춤형학과 참여학생 취업률 관리 흐름도

- 기업과 학생의 상호 정보부족에 따른 낮은 취업 연계율 해소

- 상호 의사소통의 플랫폼을 통한 취업연계율 상승 기대 

4. 사회맞춤형학과 성과확산 및 지속가능 계획

4.1 사회맞춤형학과 성과확산 계획

4.1.1 교내 확산계획

○ 사업 초기부터 구성원 대상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노력 지속 및 사회맞춤

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총장의 강력한 추진 계획에 따라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확산 계획을 반영

○ 매년 실시하는 대학의 지역사회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사회맞춤형학과 수요조사를 

산업분야별 확대 실시하며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반영

- 2016년 교육만족도 수요조사를 근거로 외식·관광산업 분야(외식산업학부+항공관

광학과 중심)와 휴먼서비스 분야(사회복지학과 중심)의 사회맞춤형학과 추가 참여 

추진

- 매년 신설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5~7개의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2026년 발전계획에 교육계열 및 의료계열 등 일부 학부를 제외한 전 학과(부)를 사

회맞춤형학과 체제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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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교내
확산
활동

사업단장 활동
전체교수회의(4회/년), 교무위원회(1회/월), 처장간담회
(1회/월), 확대본부회의(1회/월), 주간 본부회의(1회/주)
에서 적극 확산활동

LINC+ 운영위원회-대학 
부속기관장 연석회의

월 1회 LINC+사업과 부속기관의 협조체계 점검

교내 워크숍 연 1회 교내 워크숍 실시, 비참여학과 참여 유도

성과발표회 연 1회 사업성과 보고회 및 공청회

비참여학과 활동비 지원
비참여학과의 산업체 수요조사, 협의체 구성 등 준비 활
동 경비 지원(대응자금 활용)

4.1.2 교외 확산계획

○ 청년취업률 증가, 기업의 구인난 완화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업의 기여도를 모

니터링 하고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맞춤형학과 선도

모델을 대외적으로 확산 추진

구분 항목 내용

교외
확산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혁신 
포럼 개최

산업체,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사회맞춤형 교육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연 4회(학기 초, 학기말) 행사 개최
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성과 확산

외부 발표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발전 위
원회 및 행사 참여를 통한 성과 확산

지역사회 행사 참여
포항시 불꽃축제, 경주시 벛꽃 마라톤대회 등의 행사
에 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사업 협의체 참여

OVA, AFTN 등 우수 성과 모델 확산 추진 

가족회사 워크숍 참여
가족회사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협약기업 및 산업분야 
확대 추진

언론 홍보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학부(과)별 산학교류회
대학 전체 학부별 관련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정례
적인 기술교류회 개최 활성화

기타 홍보물, 소식지, 현수막,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

○ LINC+ 육성사업단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타 대학

에 우수 사회맞춤형학과 선도모델을 전파

○ 경주, 포항에 소재한 인접 대학과 공동 트랙 운영을 추진하여 대기업 및 강소기업

까지 포함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확산 추진

구분 항목 내용

대학
확산 
활동

강소대학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확산

지방 소재 중소규모 대학 대상 OVA형 및 AFTN 방
식 트랙 운영 모델 전파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협의회 추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10개 대학 협의회 구
성 활동 추진

인접 대학과 공동 
트랙 운영 추진

한동대학교, 경주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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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맞춤형학과 지속운영 계획

4.2.1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운영 확대

그림 5.6.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트랙 확대 방안

4.2.2 사회맞춤형학과 지속운영을 위한 전략

그림 5.7. 사업 종류 후 사회맞춤형학과 지속운영을 위한 전략체계도

그림 5.8. 사업성과물을 활용한 사업수익 창출 추진 전략

○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 조직을 유지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

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5억원/년)

○ 장비와 개발된 교육모델, 교재,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한 신규 수익창출(0.5억/년)

○ 산‧관‧학 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운영기금 조성(3.5억/년)

- 경상북도·경주시·포항시로부터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기금 계속 지원 추진

- 경북 협회, 포항○○○파크, 포항○○○○○○관리공단 등의 지역 기관 및 

트랙 운영 참여기업과 공동 운영 지속을 위한 추가 협약 체결 및 기금 조성

○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부에 배정되는 일부 예산을 포함한 교비 배정(1억/년)

○ 사업 종료 후 사업단을 사회맞춤형 교육센터로 전환, 교육과정의 지속 운영 및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