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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국고지원금(원) 비율(%)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75,000,000 25.7

②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115,000,000 5.1

③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 1,000,000,000 44.7

④ 학생 역량강화 사업 84,000,000 4.0

⑤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 279,000,000 12.4

⑥ 우송 크로톤빌센터 우수인재 양성 사업 160,976,000 7.1

⑦ 사업 관리 및 운영 20,024,000 1.0

합 계 2,234,000,000 100.0

자율

성과

지표

지표명 단위 기준값 2012년
달성목표값

① 취업률 % 62.6 68.3

② 참여학생 만족도 점수 3.3/5.0 3.6/5.0

③ 산업체 관리 기업수
산업체 수

(누적)
690 1,035

④ 강의만족도 점수 4.13/5.00 4.16/5.00

⑤ 자격증 취득 건수 624 686

⑥ 외국어능력향상도(토익) 평균점수 300 350

⑦ 인턴십 활성화 명 22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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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배경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1-1. 우송대학교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VISION 2020」

◦ 본 대학은 「VISION 2020」을 수립하며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아

래 중부권의 선도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가고 있음

◦「VISION 2020」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 교육공동체 10개 대학 이상 네트워크 구축,

유학생 수 3,000명 이상의 국제적 대학이미지 구축과 2개 단과대학의 국내 Top 10

위권 내 진입임

◦「VISION 2020」은 ‘글로벌화’, ‘융복합화’, ‘전문화’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연구, 학생활동, 산학협력, 국제화 등의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설정

◦ 이는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 이라는 본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단기·중기·장기

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과제를 수립

[그림 I-1] 우송대학교 비전 및 발전계획의 단계별 전략 목표

4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1-2. 우송대학교 「VISION 2020」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

◦ 1단계 ‘단과대학별 내부경쟁력 극대화’단계(2009-2012)

- 단과대학별 특성화 기반을 마련

- 통섭적 교육, 소프트 스킬 교육 체제의 준비, 행정·학사·교육 시스템의 통합 체제 구축

- 1개 이상의 해외캠퍼스 구축을 통한 단과대학별 내부경쟁력 극대화를 추구

◦ 2단계 ‘내부역량강화’ 단계(2013-2016)

- 교양대학 신설, 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 본격화, 학부교육의 질 관리 체제 확립 및 확

산, 행정·학사·교육시스템의 글로벌 환경 완비

- 3개 이상의 해외캠퍼스 구축을 통한 우송대학교 내부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3단계 ‘고부가가치 학부교육체계 정착’(2017-2020)

- 고부가가치 교육체제 구축완료, 아시아 교육공동체 10개 이상 구축, 유학생 수 3,000

명 이상의 국제적 대학 이미지 구축, 2개 단과 대학의 국내 Top 10위권 내 진입, 그

리고 글로벌 기업수준의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및 5개 이상의 해외캠퍼스 구축

- 위의 과정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그

림 I-2] 참조)

1-3. 우송대학교 특성화 전략 및 현황

◦ 본 대학에서는 지방 사립대학이 지니고 있는 제반 여건과 한계의 극복 여부가 ‘선택

과 집중’, ‘차별화된 특성화’에 있다고 보고, 기존 학과의 개편과 새로운 학부/학과의 

신설을 대학 특성화 계획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회적 필요성, 지역적 특성, 특성화 교육이라는 3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특성화 분

야를 선정하였으며, 국제화․전문화․융복합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개교 초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IT특성화를 통한 정보화 기반과 실용외국어 특성화

를 통한 국제화 기반을 바탕으로 철도・물류, 디지털미디어, 보건복지, 외식・관광,

국제경영의 5개 특성화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학부 및 학과별 연계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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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우송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20」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제

       ※ 국제 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림 I-3] 우송대학교 5개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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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4] 우송대학교 5개 특성화 분야 및 분야별 목표

◦ 본 대학은 전략적 선도대학 모델로 솔브릿지국제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델을 타 단과대학으로 파급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S)가 발표한 세계경영 대

학 웹랭킹에서 KAIST 경영대학, 서울대 경영대학, 연세대 경영대학에 이어 국내 4위

(세계 535위)로 선정됨. 이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의 국제화, 시설의 첨단화, 학생의 

다변화, 커리큘럼의 혁신을 통한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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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은 교육목표 및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솔브릿지국제대학을 표준모델로 

삼아 타 단과대학에 확산되도록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함([그림 I-6] 참조)

▪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이 추구하는 VISION 2020은 ‘아시아의 하버드 경영대학’이 되는 것임.

([그림 I-5] 참조) 교육목표는 ‘차세대 아시아 Thought Leader’를 양성하는 것이며, 2012년 현재 학부

과정 420명, MBA과정 73명 등 총 493명의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케냐, 모로코 등 전세

계 31개국 학생들이 재학중임

▪ 2012년 현재 하버드대, MIT, 펜실베니아대 등 미(美)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해 15개국 35명의 외국

인 교수진이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첨단 원격강의 시설 등을 활용한 해외 원격강

의 등 선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I-5]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의 비전 및 전략 

[그림 I-6]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선도모델 도입

우송대학교 특성화를 선도하는‘솔브릿지국제대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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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2-1. 대학 교육 목표

◦ 본 대학은 ‘자립·단정·독행’의 건학이념 하에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을 도야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연구·연마

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1995년에 설립

◦ 본 대학은 홍익인간과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의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국가와 사회

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구현해 나아간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

고 설립

◦ 본 대학은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 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물류, 디지털미디어, 보건복지, 외식 관광, 국제경영의 5개 분야 특성화에 주력

([그림 I-7] 참조)

[그림 I-7] 우송대학교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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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의 건학이념 중 자립(自立)은 스스로 서는 자립정신을 표현하며, 단정(端正)

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인격과 품성을 표현하며, 독행(篤行)은 실천궁행

(實踐躬行)을 의미하고, 모든 행동과 실천이 독실해야 함을 표현

◦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자립·단정·독행’과, 21세기 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인재상인 

‘창의성·도전정신, 글로벌 역량, 조직 및 윤리, 전문성’, 그리고 융합적 사고와 소프

트 스킬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

◦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융합적 지식이 배양된 글로벌 

리더를 의미

2-2. 대학의 인재상

2-2-1. 우송대학교 인재상 'World Student'

◦ 본 대학은 국제화, 전문화, 융복합화 되어가는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학생들

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 머물지 않고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

가는 World Studen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Plan을 가지고 있음

◦ 본 대학이 추진하는 World Student Plan은 ‘자립·단정·독행’의 대학 설립이념과 ‘글

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적 인재’, ‘통섭적 인재’의 4

대 인재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임([그림 I-8] 참조)

10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그림 I-8] World Student 및 4대 인재상

<표 I-1> 우송대학교 4대 인재상

4
대
  인
 재
 상

창의적 

인재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과 도전정신을 갖고 독창

적 지식창출이 가능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재

글로벌 

인재

윤리의식의 바탕 아래 세계문화의 다양성 이해 및 적응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탁월하여 세계화를 선도하고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인재

전문적 

인재

전공분야에서의 프로페셔널리스트 배출을 위한 평생적응학습능력과 새로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통섭적 

인재

유연한 사고, 폭넓은 지식탐구능력 및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융

합 신기술을 익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재

2-2-2.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목표 : SMART人 양성

◦ 시대적 요구와 산업체 요구에 따라 우송대학교의 World Student Plan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송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SMART(Sol,

Market, Abroad, Region, Transformer)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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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 : 우송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소나무의 Sol을 의미.

[그림 I-9] 우송대학교 5대 핵심역량 SMART

<표 I-2> 우송대학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5대 핵심 역량

5
대
 핵
심
 역
랑

Sol

(소프트 스킬)

우송대학교 건학 이념으로 인성과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커뮤니

케이션, 리더십, 창의성 등 소프트 스킬

Market

(전공 전문 역량)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공 분야에

서 독창적 지식 창출이 가능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실용적

인 전공 전문 역량

Abroad

(글로벌 역량)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다문화 이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역량

Region

(지역사회이해역량)

지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Transformer

(통섭적 사고 역량)

유연한 사고, 폭넓은 지식탐구능력 및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겸

비한 통섭적 사고 역량

12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3. 학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3-1. 우송대학교 교육 여건 및 특징

◦ 우송대학교는 개교와 함께 ‘국제화, 실용교육, 특성화’의 3개 축을 중심으로 교육 전

략을 수립하고 추진([그림 I-10] 참조)

- ‘국제화’축에서는 해외 연수를 확대하여 복수학위제를 추진하고, 2011년 현재 총 23

개국에서 1,280여명의 학생과 149명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여 재학생의 국제화 역

량 강화를 도모

- ‘실용교육’축에서는 산업현장의 맞춤교육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블록제 교육 시스

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 교육제도를 통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3년 연속 ‘교육 

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 ‘특성화’축에서는 사회적 필요성, 지역적 특성, 특성화 교육을 고려한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여 전 학과의 특성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4년 연속 ‘특성화 우수 대학으

로 선정’되었으며 ‘NURI 사업’에서 3개 사업단이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되어 다양한 학부교육

의 선진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가진 인

재 발굴과 또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

[그림 I-10] 우송대학교의 교육 기추진 3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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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 추진 전략의 실천에 따라 도출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특징은 다음과 같

이 요약. ([그림 I-11] 참조)

[그림 I-11] 우송대학교 교육여건 및 특징

◦ 전국적 지명도가 높아지는 대학

- 지방대학이지만 특성화 영역 교육 강화로 솔브릿지국제대학, 철도물류대학, 호텔외

식조리대학 등의 경우 전국적 지명도를 갖춰가고 있음

- 대전·충청권 지원자 및 입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권 학생지

원자 및 입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대전·충청권 신입생 비율 2010학년도 

53.3%에서 2012학년도 47.6%로 감소, 수도권지역 신입생 비율 2010학년도 31.8%에

서 2012학년도 34.4%로 증가) (<표 I-3> 참조)

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대전·충청권 
지원자 비율 51.9 49.6 48.4

입학생 비율 53.3 47.5 47.6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지원자 비율 32.6 34.4 36.5

입학생 비율 31.8 31.4 34.4

<표 I-3> 우송대학교 대전·충청권 입학생 비율 변화 추이 

14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 혁신적 프로그램으로 교육 선진화를 리드하는 학부중심대학

- 4학기제, 집중형 프로젝트 수업, 실습학기제, ‘7+1+7’ block제 수업 등 혁신적 교육프

로그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대학

- 전체 재학생 중 학부학생의 비율이 99.12%인 학부중심 대학(학부학생 : 8,349명, 일

반대학원생 : 80명, 2011년 재학생 기준)

◦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로 대변되는 특성화 선진 대학

- 학교법인 우송학원 58년 역사의 실용교육, 선진 대학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의 특성,

산업체와의 연계 및 협력, 우수한 교수진, 첨단 교육시설 등으로 대변되는 특성화 

선진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 3년 연속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NURI 3개 사업단 선정 및 최우수 사업단 표창 등의 대외 수상 실적 및 대학 교육

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3년 연속(2010∼2012)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

◦ 교육과정 해외 수출 및 해외 캠퍼스 구축 등의 업적을 이룬 국제화 대학

- 캄보디아 국립기능대학, 라오스 국립대학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 수출 

- 2003년 7월 중국 남경시와 2004년 5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해외 IT캠퍼스 구축

- 2010년 3월 북경외국어대학교에 우송대학교 해외캠퍼스를 구축하고 ‘솔아시아서비스

융합대학’을 중심으로 ‘공동경영학사’과정 운영(2010년 3월 신설)

- 해외 우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2+2 프로그램, 복수학

위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23개국 약 1,280명(2011년 기준, 대학원

생 포함)과 외국인 전임교원 149명(2011년 기준)이 함께 공부하는 글로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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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부교육 현황

◦ 투입, 과정, 성과적 측면에서 분석한 학부교육 현황

- 대학 진학자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은 입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오픈 플랫폼, 트랙제, 블록제 등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융복합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센터와 학생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 해외 취업 확대, 중규모 대학 취업률 전국 9위, 국제화 성취도 증가, 자격증 취득증

가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4년 연속 특성화 우수선정대학, NURI 2개 사업 최우수 판

정 등의 대외적 성과를 내었음

- 다양한 학부교육의 선진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창의적 역량을 가진 인재육

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모델을 모든 대학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림 I-12] 우송대학교 학부교육 현황

16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3-3. 학부교육의 문제점 분석

3-3-1. 졸업생 및 재학생의 강점 및 약점 분석

가. 졸업생 및 재학생의 강점

◦ 세계화를 주도할 실용 외국어 능력 보유

 실용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도록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현지 언어교육기

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교재와 교수법에 의한 외국어 교육 실시로 글로벌 시대

의 필수 수준의 실용 외국어 능력 보유

◦ 정보화시대의 컴퓨터 활용 능력 보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학과에서 1학년 과정의 교양필수로 프로젝트형 집중식 

수업인 ‘컴퓨터활용프로젝트’를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2∼4학년 과정에서 전공 정보

화 교과목을 연계 이수하는 등 정보화 교육 강화에 의한 정보화 능력 보유

◦ 산업현장 중심 실무 능력 보유

 본 대학의 산학교류는 재직교수 모두가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학과 기업 간

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습학기제, 블록제 교육, 프로젝트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은 산업현장 중심 실무 능력 보유

◦ 인성 중시 교양능력 보유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인성을 중시하고 비교적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교양인으로서의 품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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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생 및 재학생의 약점  

◦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 부족

 기초소양(Soft Skill)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능력 및 실용교육 관점에서 추진된 

학생중심의 현장밀착형 맞춤교육으로 전공실무능력(Hard Skill)은 우수한 반면 기초

소양과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창조적 능력이 미흡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

 학생들을 대학과 교수가 강하게 이끌어 비교적 향상된 학습능력을 갖추기는 했으나,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습 능력이 부족

◦ 시스템적 글로벌 교육 미흡

- 본 대학은 외국어 교육, 외국어 강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글로벌 교육을 

추진

- 하지만 이는 글로벌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보통 수준 이상의 학생들에 국한적일 

수 있음

- 일부 부진 학생의 경우 국제화 능력이 미흡

3-3-2. 학부 교육의 문제점 분석

[그림 I-14] 학부 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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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관점에서의 학부 교육의 문제점 

◦ 학부 교육이 제공한 가치에 대한 평가제도 미흡

 입학시점부터 졸업시점까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관리 체계가 미흡

◦ 교수와 학생 간 지적탐구에 대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 부족

 교수와 학생 간 공유되는 학문탐구에 대한 목표 설정과 점검체계가 미흡하여 교수가 

학생들을 이끌어가면서 재학 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

◦ 시대적 변화 및 취업여건을 고려한 융합 전공 교육 미흡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 상호간의 융합교육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교차하는 융합적 전공 능력 교

육이 보완되어 추진

나. 교직원 관점에서의 학부 교육의 문제점 

◦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역량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개인화되고 분화되는 사회 구조에서 학생의 관심 영역과 역량의 수준 편차가 커지

는 경향이 있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기존의 교육 방식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학습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차별화된 잠재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의 보완이 필요

◦ 수학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 미흡

 수학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며 학과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져 중도탈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수학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방

안이 필요

◦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관리 미흡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기간 내에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외국유학

생 또는 수학능력 우수학생과 그룹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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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관점에서의 학부 교육의 문제점

◦ 교양 교육과정 및 전공 선택권 취약

 본 대학의 교양교과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학생의 선택폭이 비교적 좁은 편이고 전

공 선택에 대한 자유도 제한적임. 이에 시대적 변화 요구와 대학 교육목표에 부합하

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전공 선택권 부여로 학생들에게 흥

미 유발과 성취감의 증대가 필요

◦ 리더십 및 창의력 향상 교양 프로그램 취약

 리더십 및 창의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 부

족하며,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대처방안의 수립이 필요 

◦ 실용적인 교육과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취업준비 시간을 부여하

거나 실제 회사에서의 업무활동과 같은 실용적 취업 준비 교육 강화가 필요

20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4.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총괄표(‘08~’11년)

(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08년

소 계

‘09년

소 계

‘10년

①  교육정보제공사업 504.800 취업률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학사정보 및 취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
 ◦ 주요 실적 및 성과
    - 교육정보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구축
       · 학생경력GPS 구축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JOB포탈시스템 구축
       · 학업성취 및 학생 민원
          원스톱시스템 구축

②
학력증진기반 

 프로그램 개발사업
606.239 취업률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수업 주를 연간 30주에서 
      42주로 확대운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32개 학과 교육과정전면개편
    - 글로벌브랜드 트랙 및 부전공,
      복수전공 교육과정 마련
    - 여름, 겨울학기 수강 참여확대
    - 현장견학 확대운영



21

(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10년

③
 U캠퍼스 기반 

구축사업
146.723 강의만족도

 ◦ 목표
    - 강의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으로 
      학습능력 강화
 ◦ 주요 실적 및 성과
    - 무선랜 구축 및 노트북 구입
    - 유비쿼터스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관련 콘텐츠나
      자기 주도적 학습사이트,      
      E-learning 접속가능
    -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음으  
      로써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④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사업
861.043

외국어 능력 
및 자기개발 

향상

 ◦ 목표
    - 외국어능력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 주요내용
    -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 대학생글로벌포럼 개최
      (한·중·일·대만)
    - 경시대회 입상자 및 엘리트 
      프로그램 대상자 외국대학 연수
    -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
      그램 운영
    -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

⑤ 교양교육강화사업 75.100 취업률

 ◦ 목표
    - 바른 품성 함양을 통해       
      취업률 향상
 ◦ 주요내용
    - 교양교육 질 제고
 ◦ 주요 실적 및 성과
    - 목요강좌를 통해 폭넓은 교양
      지식 함양(10회)
    - 교양교과목 교재개발 (4권)을
      통해 통섭적, 융합적 교양교육
      강화
    - 외국어교과목 교재개발 (9권)
      을 통해 수준별 수업효과 제고

22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10년

⑥
신입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120.000 취업률

 ◦ 목표
    - 신입생 학력증진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예비대학 운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신입생 예비대학 체험을 통해
      내실 있는 대학생활 유도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도,
      전공 교육과정의 설명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 저명인사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통한 자기 주도적 삶의 방향을 
       제시

⑦
테크노미디어대학
구조조정사업

285.277 취업률

 ◦ 목표
    - 신 성장 산업인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신 성장 산업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
 ◦ 주요 실적 및 성과
    - 컴퓨터 관련학과의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수업의 극대화효과
    - 실습장비 활용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

⑧
학술동아리 및 산업체 
현장 인턴십 지원사업

497.167
인턴활성화,
자격증 취득

 ◦ 목표
    - 인턴십 활성화 및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현장 교육 강화
 ◦ 주요 실적 및 성과
    - 공모전 동아리 지원
    - 학술대회 동아리 지원
    - 현장실습 동아리 지원
    - 자격증 취득 동아리 지원
    - 산업체 현장 인턴십 지원
    - 취업 프로그램 시행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강화 및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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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10년

⑨
외식창업지원
프로그램

70.000 취업률

 ◦ 목표
    - 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한
      취업률 강화       
 ◦ 주요내용
    - 외부산업체 직접경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외식창업 준비를 위해 외식
      레스토랑 직접 운영
    - 계획수립부터 메뉴개발, 
      식자재 구입, 경영 등 모든
      전 과정 전략경영
    - 조기창업에 대한 기회마련  

⑩
창의학력증진센터

운영사업
50.449 강의만족도

 ◦ 목표
    - 교수능력 함양      
 ◦ 주요내용
    - 창의적 교수법 개발 및 연수,
      리더십 교육연수
 ◦ 주요 실적 및 성과
    - 창의적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참여 프로그램실시
    - 교원의 창의적 교수법 개발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
    - 재학생 리더십 향상    
    - 계열(전공)에 따른 학생
      글쓰기 프로그램 지원 
    - 학생의 표현 능력 향상
    -“잘가르치기”분위기 조성

⑪ 사업관리 및 운영 13.200

 ◦ 목표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적 관리   
 ◦ 주요내용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세부 추진계획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행 
 ◦ 주요 실적 및 성과
    - 사업추진 중간평가 및 
      워크숍, 최종평가 시행

소 계 3,230.000

24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11년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767.800

취업률

인턴십 활성화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우수기업 네트워킹, 취업교육,  
      취업동아리 운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체발굴
    - 우수기업체 전문가 초빙 특강
    - 기업-학생 연계 인턴십 프로  
      그램 운영   
    - 취업동아리 운영 및 면접클리  
      닉 실시  

② 창업보육프로그램 20.000 취업률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 지원  
      공간 확보와 창업 유도
 ◦ 주요 실적 및 성과
    - 창업강좌 설치 및 운영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③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112.000 취업률

 ◦ 목표
    - 산학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주요내용
    - Capstone Design 활성화
 ◦ 주요 실적 및 성과
    - Capstone Design Project      
      실시 후 전시회 개최

④
첨단 실험실습실 환경 

조성 사업
838.000 강의만족도

 ◦ 목표
    - 현장 밀착형 실습수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실험실 및 장비 구축
 ◦ 주요 실적 및 성과
    - 교육용 스튜디오 시설 구축   
       및 교육 기자재 구입
    - 외식조리학부 실습실 리모델   
       링 및 기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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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11년

⑤ 학생역량강화사업 258.950 자격증 취득

 ◦ 목표
    - 학습력 제고 및 융복합 능력  
       향상  
 ◦ 주요내용
    - 학과 간 연계 비교과 및 자격  
      증 취득과정 운영
 ◦ 주요 실적 및 성과
    - 각 단과대학별 특성화된 자격  
      증 교육 실시
    -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생만  
      족도 증가

⑥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
360.600

참여학생
만족도

 ◦ 목표
    - 학습력 제고, 인성 및 교양 함

양,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주요내용
    - 수준별 어학 학습 GEEC 프로

그램, 4학기 내실화 사업, 글
로벌리더십 프로그램 등

 ◦ 주요 실적 및 성과
    - GEEC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어학연수 지원
    - LMS 라이센스 계약 및 강의   
      실 구축
    -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및 입상  
      자 해외 연수 지원

⑦
우송 크로톤빌 센터
우수인재 양성 사업

284.650
참여학생
만족도

   ◦ 목표
    - 글로벌 리더 양성
   ◦ 주요내용
    - 국내 리더십교육, 해외 리더십  
      교육, 리더십 집중교육, 인턴  
      십 아카데미 
 ◦ 주요 실적 및 성과
    - 우수 참여학생 코칭단 구성
    - 우송 미래 리더스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교육
    - 교내 인턴십 아카데미 진행 

➇ 사업 관리 및 운영 39.000

◦ 목표
    - 체계적인 운영 관리   
 ◦ 주요내용 및 성과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세부 추진계획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행 

소 계 2,681.000

합계 5,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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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계획 총괄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송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임

◦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우송대학교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

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

◦ 특히 기존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진행해왔던 교육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그 활용 극대화를 사업목적으로 삼아, 나아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

시키도록 할 계획 

- 대학 본부와 각 학과에서 제안한 사업 중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투자

해야 할 사업을 선정

◦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교비

회계를 지체 없이 투입하여 교비회계와 동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 세부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수기업 및 졸업생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동아리 우선지

원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② Capstone Design Project를 통한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 효

과와 취업 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③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및 첨단장

비 구축 사업 등을 지원

④ 전공역량 및 글로벌 역량 등을 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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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총괄

◦ 사업추진 개요

- 전술한 VISION 2020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기/중기/장기 전

략 목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Ⅱ-1] 참조)

· 단계별 전략 목표는 1단계(2009-2012) ‘단과대학별 내부 경쟁력 극대화’, 2단계

(2013-2016) ‘내부역량강화’, 3단계(2017-2020) ‘고부가가치 학부 교육체제 정착’임

[그림 Ⅱ-1] 우송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단계별 전략 목표

- 1단계 ‘단과대학별 내부경쟁력 극대화’ 단계(2009-2012)에서는 단과대학별 특성화 기

반을 마련하여 통섭적 교육, 소프트 스킬 강화 교육 체제의 준비, 우송대학교 마케

팅 및 BI의 강화, 행정·학사·교육 시스템의 통합 체제 구축, 그리고 1개 이상의 해외

캠퍼스 구축을 통한 단과대학별 내부경쟁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

- 본 대학의 VISION 2020을 기준으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2012년은 

단기 전략목표를 마무리하는 시점임. 2009-2011년에 걸쳐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단과대학별 특성화를 토대로, 학과 간, 계열 간, 단과대학 간 연계 사업과 융복합 

사업 운영을 통해 단과대학별 내부 경쟁력 부문에서의 성과도출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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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논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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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계획 총괄표

연번 세부사업명 내 용
관련 

성과지표
단위

기대효과
비 고

사업 전 사업 후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 내용 :
  우수기업 네트워킹, 전공 관련 
  현장 전문기술체험, 취업동아리
  운영,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한 실
  무능력강화

취업률 % 62.6 68.3

인턴십 
학생수

명
(%)

223
(7.2)

245
(8.0)

②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 목표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주요 내용 :
  Capstone Design 활성화,
  산업체와의 산학협력강화

 산업체
관리기업

산업체 수
(누적)

690 1,035

③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

◦ 목표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구축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주요 내용
  교육실험실습장비 확충,
  기반구축을 통한 학습능력강화

강의만족도
학생만족도

점수
(5.00기준)

4.13 4.16

④ 학생 역량 강화사업

◦ 목표 :
  단기집중강의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학습력 제고 및 능력 향상
◦ 주요 내용 :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전공연수  
  를 통한 실무능력배양,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유학프로   
  그램 사전집중교육

자격증 
취득건수

건수 624 686

취업률 % 62.6 68.3

학생만족도
점수

(5.0기준)
3.3 3.6

⑤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사업

◦ 목표 :
  수업의 효과 및 만족도 증대
◦ 주요 내용 :
  LMS활용을 통한 수업내실화, 
  외국어 경시대회를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 증대, 학습력 지원

외국어토익
능력향상도

응시생
평균점수

300 350

⑥
우송크로톤빌센터
우수인재양성사업

◦ 목표 :
  글로벌리더 인재양성
◦ 주요 내용
  리더십교육, 자기주도 학습능력
  개발, 집체교육 및 지속교육을 
  통한 리더십 역량 육성  

학생만족도
점수

(5.0기준)
3.3 3.6

⑦ 사업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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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년간 해당(또는 유사)사업 투자현황표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해당(유사)사업

주요 내용
연도 교비 교비 외 재원 합계 비고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명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목표 : 취업률 제고
◦ 주요 내용 :
  우수기업 네트워킹, 전공 관련   
  현장 전문기술체험, 취업교육,
  취업동아리 운영, 인턴십프로
  그램을 통한 실무능력강화

2009 247,935,830 824,300,000 1,072,235,830

2010 208,991,000 600,460,000 809,451,000

2011 6,800,000 787,800,000 794,600,000

소계 463,726,830 2,212,560,000 2,676,286,830

②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 사업명 :
   산학협력강화를 통한 취업      
   활성화
◦ 목표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주요 내용 :
  Capstone Design 활성화,
  산업체와의 산학협력강화

2009

2010

2011 2,540,000 112,000,000 114,540,000

소계 2,540,000 112,000,000 114,540,000

③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

□ 사업명 :
   교육내실화를 위한 실험실습실 
   구축
◦ 목표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구축을 통한  
  수업의 질 극대화
◦ 주요 내용
  교육실험실습장비 확충,
  기반구축을 통한 학습능력강화

2009 8,750,000 8,750,000

2010 227,639,500 432,000,000 659,639,500

2011 1,032,000,000 688,000,000 1,720,000,000

소계 1,268,389,500 1,120,000,000 2,388,389,500

④
학생 역량
강화 사업

□ 사업명 :
   자격증 취득 강화프로그램 운영
◦ 목표 :
  단기집중강의를 통한취업역량강화,
  학습력 제고 및 능력 향상
◦ 주요 내용 :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전공연수  
  를 통한 실무능력배양,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유학프로  
  그램사전집중교육

2009 36,808,190 36,808,190

2010 69,728,000 622,716,816 692,444,816

2011 8,260,000 408,950,000 417,210,000

소계 114,796,190 1,031,666,816 1,146,4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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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명
해당(유사)사업

주요 내용
연도 교비 교비 외 재원 합계 비고 

⑤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

□ 사업명 :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 목표 :
  수업의 효과 및 만족도 증대
◦ 주요 내용 :
   LMS활용을 통한 수업 내실화
   외국어 경시대회를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 증대, 학습력 지원

2009 64,066,000 64,066,000

2010 131,452,000 726,239,534 857,691,534

2011 12,300,000 360,600,000 372,900,000

소계 207,818,000 1,086,839,534 1,294,657,534

⑥
우송크로톤빌
센터우수인재
양성사업

□ 사업명 :
   글로벌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 목표 :
  글로벌리더 인재양성
◦ 주요 내용
  국내리더십교육, 해외리더십교육,
  자기주도 학습능력개발,
  집체교육 및 지속교육을 통해 
  리더십 역량 육성  

2009 32,329,300 32,329,300

2010 116,287,000 861,043,650 977,330,650

2011 7,500,000 284,650,000 292,150,000

소계 156,116,300 1,145,693,650 1,301,80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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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사업별 계획

1.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목표 및 필요성

◦ 기업체의 채용 니즈를 고려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기업체  

탐방, 엘리트 인턴십 프로그램, 핵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면접 클리닉 프로  

그램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 효율적인 기업체 네트워킹 관리를 위해 각 단계별로 선별(일반 기업체 → 우수  

기업체 → 취업목표 기업체)하여 체계적, 집중적으로 관리

◦ 취업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분위기에 적응하고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취업 Plan을 지원

- 저학년 개인의 인·적성을 고려한 ‘경력관리’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용시장에

서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 고학년 취업성공에 필요한 핵심적 취업스킬교육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학생들에

게 취업준비 Know-How교육에서 시작하여, 취업성공의 Plan을 제시할 예정

◦ 비교과로 운영하는 학술동아리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동아리’로 운영함으로써 

전공교과목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 및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를 도모

 주요 추진 내용

◦ 사업 내용

가.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우수기업체 탐방

- 전공 및 취업희망업종의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취업현장 적응 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강화에 목적을 둠

- 대    상: 전 학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학과별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 

- 지원방법: 교육희망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지원

취업률 낮은 학과, 교육대상 多인원학과 중심  

- 채용니즈 분석 후 학과 전공관련 관리기업체 중 ‘우수기업체’ 선정

- 기업체 탐방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현장 전문기술을 체험하고, 각 기업체의 비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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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직무 등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 

- 취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체와의 채널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잠재 채용수요(Hidden Job)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여 실제 채용수요 발생시,

본교생 취업희망자를 추천

▪주요기업체 초청 특강

- 선정된 우수기업체 임직원 초빙을 통해 학과별 특별강의 실시

- 이를 향후 인턴십 및 취업률 제고와 연계되도록 함

- 모든 학과에 특강 참여 기회제공

- 추진일정: 연중 실시

- 기업체 특강 실시를 통해 채용정보 습득 및 취업지도 활성화 

▪엘리트 인턴십 프로그램

- 현장에서의 기술 및 실무능력의 경험을 미리 습득함으로써 본교생의 취업역

량 의지를 강화하고 취업성공모델 도출 및 추가 채용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       

- 대    상: 3, 4학년 재학생 대상 학과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인턴십 프로그

램 참여를 독려(모든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기회제공)

- 추진기간: 최소 1개월 - 3개월 인턴십 참가를 통해 전공영역에 따른 현장기술 

습득 및 실무능력 경험 체득 통해 취업역량 강화

-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턴활동

- 근무안정화를 위해서, 인턴 참여 학생의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지 제고 

확보 및 직무능력 함양 

- 기업체의 채용니즈에 대한 정보습득      

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학년 대상 취업마인드 교육(1, 2학년)

- 학과별 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용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초 취업마인드 교육 추진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고학년 진학시 본격적인 취

업포트폴리오가 갖춰지도록 함

- 학생 경력 GPS(우송 취업포탈 사이트)내 학생별 희망취업 및 진로계획을 입

력토록 하여 학생의 사전정보 탐색을 통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

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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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의 탄력적 협의를 통한 지원

▪고학년 대상 핵심취업교육캠프(3, 4학년)

- 졸업생 중 취업희망자를 우선 선정하여 학과별 핵심취업스킬에 대한 단기집

중 교육을 실시

- 학과별 1일 1회 시행의 의무교육을 원칙으로 함 

- 교육이수자는 ‘학생경력 GPS 사이트’ 내 학생 개개인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

서를 입력하도록 의무화 함

- 향후 본인의 취업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전산DB화를 통한 

취업지원 업무에 적극적 활용       

- 취업시장의 이해 및 취업멘토링, 비즈니스 이미지 메이킹등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강화

- 교육기관의 제안서 및 요청서 등의 검토 및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과 맞춤

형 프로그램을 관련 교수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역량강화에 각 

부서의 적극 협조

▪학과별 면접 클리닉 시행

- 전 학과 고학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발한 후 전문 면접위원이 

직접 학과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면접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 대    상: 전 학과 대상, 고학년 전체 의무교육시행을 통한 집중교육

- 지원방법: 전문 면접 교육기관을 활용한 면접전형의 심층적 이해 및 기업의 

최신 면접유형을 파악하고, 학생의 취업취약점 보완 및 자신감 배양

- 전문 면접 클리닉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취업면접스킬 능력을 강화함으로

써 취업률 향상 기대

▪취업주간행사 프로그램

- 전 학과, 전 학년에 대한 Festival 형식의 취업이벤트를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취업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취업주간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운영

- 지원방법: 취업주간 행사 기간 동안 상주한 전문업체의 전문강사를 통한 면접 

클리닉, 적성검사, 기업채용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현장 이벤트를 

마련하여 학생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취업 준비와 개인의 비전 달성을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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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

시기
인원 금액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ㆍ우수기업체 탐방

ㆍ학생지원비: 11,500,000원

ㆍ기술정보활동비: 2,000,000원

ㆍ수용비 및 수수료:

9,000,000원

‘12. 05-

‘13. 02

100명 22,500,000

ㆍ주요기업체 초청

특강

ㆍ기술정보활동비

: 800,000원 * 32개학과 
100명 25,600,000

ㆍ엘리트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ㆍ학생지원비

- 800,000 * 3M * 80명

- 500,000 * 3M * 110명

190명 357,000,000

②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취업마인드 교육

ㆍ특강료: 450,000원 * 24회

ㆍ회의비: 200,000원 * 1회 

‘12. 05-

‘13. 02
11,000,000

▪핵심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인증 프로그램을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설

- 각 전공 분야별로 자격증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방과 후 혹은 주말 프로그램  

으로 운영

- 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의 접근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수업 진행

다.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 동아리 실습장비 및 운영비 지원  

- 취업동아리 실습장비 지원

- 공모전 활동, 자격증 취득 활동, 산업체 및 유관기관 현장견학 및 특강, 기타 

동아리사업 운영 지원

- 대    상: 목표설정이 명확하고, 이전 활동실적이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방법: 취업동아리 별 지도교수 배치를 통한 체계화 된 취업동아리 운영의 

목표를 설정

◦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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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

시기
인원 금액

②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핵심취업교육캠프
ㆍ캠프진행비: 1,200,000 * 30회

(강사비, 교재비, 회의비 포함)

‘12. 05-

‘13. 02

100명 36,000,000

ㆍ면접클리닉
ㆍ클리닉진행비: 1,000,000 * 30회

(강사비, 교재비 포함)

500명

30,000,000

ㆍ취업주간행사

ㆍ초청특강비: 500,000 * 2회

ㆍ적성검사비: 15,000 * 100명

ㆍ입사서류 및 면접 클리닉 

강사료 

- 100,000원 * 7h * 6명

ㆍ기술정보활동비

: 3,300,000원

10,000,000

③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운영
100명

ㆍ핵심자격증취득
ㆍ프로그램 운영비

: 4,300,000원 * 3회 

‘12. 06-

‘13. 02
12,900,000

ㆍ취업동아리 실습장비 

및 운영비 지원

ㆍ실습장비 지원: 28,000,000원
‘12. 07-

‘13. 02
70,000,000

ㆍ운영비 지원: 42,000,000원

합 계 575,000,000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취업률이 높은 학과와 저조한 학과를 선택하여 우선 지원

- 단과대별 혹은 학과별 채용수요발굴 대상 기업체를 선별하여 그룹작업 추진

→ 채용수요 및 본교생 채용의지 고려 그룹화

- 본교 동문 및 취업희망자와 연계한 취업 멘토링 연계 및 진행

- 각 동아리 별 지도교수 지정 및 책임지도 아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 

달성도는 업적평가에 반영)

- 대학 주관으로 인턴 파견 산업체 발굴 및 학생과 연계

- 우송지수 개발과 연계하여 학생경력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채용 수요에 대응 

- 주말, 야간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개방 지원 등

- 기업체 인턴십 여부 수요조사 후 본교 우수학생과 연계(인턴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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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우수기업체 탐방실시

․주요기업체 특강실시

․엘리트 인턴십 실시

․전공 관련 현장체험 및 전문

기술능력배양

․취업네트워킹 동기 부여

․실무능력향상 및 취업마인드 고취

․전공능력 향상 및

취업마인드 고취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후 정규직 

전환

․취업네트워킹강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본교생 취업역량 강화
․본교생 취업역량

강화
․취업률 제고

․학생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료자 ․자격증 취득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동아리 적극적 활성화 ․동아리 활성화

◦ 투입-산출-성과 체계

 기대효과

◦ 전공관련 현장체험 및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여 취업역량 제고

◦ 관리산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취업네트워킹 강화 및 취업협력관계 구축

◦ 인턴십을 통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취업네트워킹 제공

◦ 교육참여자의 우송 취업 포털 사이트(학생경력 GPS) 활용 증대

◦ 채용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트렌드와 스펙을 이해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장기적 

경력목표를 고려한 취업준비 활동 제고

◦ 취업동아리별 지도교수를 배치하여 체계화된 사업목표 달성과 취업동아리 운영

의 활성화

◦ 취업동아리 사업 활동을 통한 전공능력의 향상 및 취업 역량 극대화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885명의 학생들이 19개 우수업체에 탐방 및 견학을 실시(2011)

◦ 우수기업체 76곳을 선정하여 80건의 특강을 실시(20개학과)

◦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 업체와의 취업네트워킹 체제구축 및 관계

개선 유지를 통해 성우이엔씨 외 193곳의 업체에서 24개학과 316명의 학생들이 

인턴십 활동에 참여

◦ 본교 내 19개 취업동아리에서 17개학과의 739명의 학생들이 참여

◦ 차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사업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특강을 실시하여 본교생들의 취업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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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목표 및 필요성

◦ 산합협력 성과(회사와의 졸업과제 및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

가 30% 미만으로, 취업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Capstone 프로젝트 실행의 중요성

이 제기됨

- 이공계의 경우 Capstone design 프로그램과 취업의 연관성이 높으며, 취업과 연관된 졸

업과제 또는 현장실습에 대한 학과별 특성이 다양함 

- 학과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이나 Capstone design으로 분리하여 추진하여 학생 취업률 

향상을 도모 

 주요 추진 내용

◦ 사업 내용

- 산학연의 일체를 통해 취업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우수인력 

창출,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함

- Capstone design을 활성화하고 업체와 산학협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연

계 맞춤 Capstone 연구 위원회를 두어 우송 brand 산학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

- 43개의 산학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1 프로젝트 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함(실비 기준)

- 학과의 책임교수와 업체담당자가 교육을 지원하고, 결과 보고를 전시회를 통해 

진행

- 대    상: 전학과 3 - 4학년 재학생

- 추진 방법: 1차–3차 선발과정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 추진

◾ 1 차 선발: 2012년 5월 중 모집 (업체와 학과 책임교수 모집)

계획서 제출 후 심사 평가 – 평가 기준은 취업과 연계에 중점

◾ 1 차 시행: 2012년 7 – 8월(여름학기) 중 시행 

◾ 2 차 선발: 2012년 8월 중 모집 (업체와 학과 책임교수 모집)

계획서 제출 후 심사 평가 – 평가 기준은 취업과 연계에 중점

◾ 2 차 시행: 2012년 9 – 12월(가을학기) 중 시행 

◾ 3 차 선발: 2012년 12월 중 모집 (업체와 학과 책임교수 모집)

계획서 제출 후 심사 평가 – 평가 기준은 취업과 연계에 중점

◾ 3 차 시행: 2012년 12 - 2013년 1월(겨울학기)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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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ㆍCapstone

Design

ㆍ1차 캡스톤 디자인

- 제작비: 4,000,000원 * 4팀

‘12. 07-

‘12. 08
4팀

115,000,000

ㆍ2차 캡스톤 디자인

- 제작비: 2,000,000원 * 22팀

- 전시회비: 7,000,000원 

‘12. 09-

‘12. 12
22팀

ㆍ3차 캡스톤 디자인

- 제작비: 2,000,000원 * 17팀

- 전시회비: 5,000,000원 

‘12. 12-

‘13. 02
17팀

ㆍ업체 회의비: 1,000,000원 수시

ㆍ시상비: 8,000,000원 전시회 
이후 

합 계 115,000,000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ㆍCapstone Design

경비지원

ㆍ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

ㆍ산학협력업체의 학생들

에 대한 평가 상승
ㆍ취업률 증가

◦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매학기 사업을 추진하여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학과의 커리큘럼

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Capstone Design은 캡스톤 디자인 1-4, 총 4과목으로 구성되며 한 학생이 4번 수강할 수 있음

◦ 투입-산출-성과 체계

 기대효과

◦ 단기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 효과

◦ 장기적 관점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향상 효과가 예상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회사와의 졸업과제 및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 산학협력 분야의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한계가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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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본교 「VISION 2020」목표는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 중부권의 선도대

학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이에 우리 대학은 1단계 목표인 단과대학별 

내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교의 5개 단과대학(철도물류대학, 디지털미디

어대학, 보건복지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기 실시한 디지털미디어대학의 교육용 스튜디오 구축, 호텔외식조리대학

의 외식조리 실습실 기반조성사업에 이어, 2012년도는 철도물류대학을 중심으

로 한 각 단과대학 특성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철도물류대학 5개학과 신입생의 철도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 실습장비를 통한 열차안전운행 시스템

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함

◦ 디지털미디어대학 P.O.D(Print on Demand)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디자

인, 광고, 홍보, 인쇄 편집기술을 습득하고, 실험실습 교육 역량을 강화시킴.

◦ 보건복지대학은 적절한 작업치료 및 언어 청각 치료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의 폭넓은 지식과 근거기반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

한 기자재를 필요로 함

◦ 호텔외식조리대학의 노후 장비 교체 및 학제간 전공 융복합 시설 설치를 통해 

현장실습능력강화 및 체험학습 도모 

◦ 시청각실 주요 기자재 설치 및 환경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 환경 개선 실시

 주요 추진 내용

◦ 철도물류대학은 첨단 실습장비의 구축과 산학과의 공동프로젝트 및 재학생 인

턴십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연계체제의 프라임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구성의 핵심을 이루는 철도선로, 전차선 및 신호시스템과 차량을 미니어처

로 제작한 ‘철도모형 디오라마’와, 전기적인 시스템에서 컴퓨터로 활용한 전자

시스템인 ‘전자연동장치’를 구축

◦ 디지털미디어대학은 소규모, 개인·기업 맞춤별 프린팅 시스템 변화에 따른 실험

실습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자 함

- Color 800 Press 후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장전문가의 교원 활용과 산업

체 실무담당자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



41

◦ 보건복지대학은 척추분석구조 시스템 등 전문 기자재 사용을 통한 수업 내용의 

이해도 증진과 함께 실제 사용법 숙지를 통해 관찰실습에서의 이해도를 증진시

키고 임상실습에서의 사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호텔외식조리대학은 전공 정체성을 유지하며 기존 부전공 및 심화 트랙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전공 간 융합교육의 심화·과학화를 위한 구심조직을 통한 과학화와 

전문화 달성 

- 체험학습실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소수 학생이 아닌 다학문간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

◦ 교육환경 개선 작업은 교수에게는 다양한 교수법 역량 확대를, 학생에게는 실

무능력 배양 효과가 기대됨

- 시청각실에 LCD 프로젝트, 전자교탁 등의 첨단 장비를 구축하여 다수의 학생

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단과대학 특성화

교육 환경

조성 개선사업

강의실 및 

실험실의 교육환경 

개선과 실습장비 

구축으로 인한 

교육역량강화사업

ㆍ철도물류대학 장비구축

- 철도모형디오라마

외 2종 구입

‘12. 06-

‘13. 02

500,000,000

ㆍ디지털미디어대학

P.O.D센터 구축
100,000,000

ㆍ척추분석구조시스템

외 보건복지대학

기자재 설치

150,000,000

ㆍ호텔외식조리대학 

체험학습실 및 

실습실 장비 증설 

- 영양교육 및 체험 

교육실 구축

: 85,000,000원

- 외식조리학부 실습

실 장비 개선

: 65,000,000원

150,000,000

ㆍ교육환경개선작업

- 전자교탁, LCD프

로젝트 외

100,000,000

합 계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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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ㆍ5개 단과대학 실습실 

구축 및 실험장비 구입

ㆍ실무 교육 실습

ㆍ전공 및 학제간 융복합 

실습 프로그램 마련

ㆍ관련 학과 간 명확한 교

육체계 확립

ㆍ체계화된 체험교육

수준확보

ㆍ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마련

ㆍ실무 전문 교육의 가능

함으로 인한 수업의 질 

향상

ㆍ체계화된 교육 및 객관

적인 교육 평가지표 마련

ㆍ학생만족도 향상

ㆍ교수만족도 향상

ㆍ체험 위주의 실습 

프로그램정착

ㆍ전공 및 학제간 융합

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컨텐츠 마련

ㆍ산학 연계 시스템 구축

ㆍ관련 자격증 취득률 제고

ㆍ취업역량 극대화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단과대학별 내부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중심교육의 환경을 

구축 

- 학생들의 정보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학사행정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세대 대학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구성원의 사용상 문제점 파악 및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재정투입을 통한 

지속 관리 

◦ 투입-산출-성과 체계

 기대효과

◦ 철도물류대학에서의 현장과 유사한 실무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모의 

수업 실시가 가능함으로써 취업 후 현지 적응력 강화

◦ 학생들의 창업 및 현장 교육 실습장으로의 활용 및 디자인회사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산업체와의 협력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산학협동 및 실질적

인 취업률 제고에 효율성 증대

◦ 보건복지대학 내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능력을 배양하고, 학과 전문 자격증의 취득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호텔외식조리대학의 경우 체험학습 및 실무중심 실습실 구축을 통해, 실습교육

과 더불어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함으로써 활발한 산학협

동 및 취업률 제고에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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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전공 분야 개척으로 인해 학제간 전공 융복합에 

기반을 둔 학생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노후화된 설비교체 및 첨단 기자재 확보를 통해 학생 및 교수 만족도가 증가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철도물류대학은 국내 대학 최초로 철도운전면허 및 관세사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되었음(국토해양부)

◦ 디지털미디어대학의 경우 학교에서 후속 교육으로 취업 교육과 실무교육의 연

계운영을 통한 현장업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보건복지대학의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가 학기중에는 활발히 사용되나 방학 중 사

용률이 저하되는 한계점이 있어 계절학기 및 인턴십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 

방안을 모색 중

◦ 호텔외식조리대학은 한식조리 특성화대학의 선정으로 단과대학 특성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내부 경쟁력을 강화

- 외식조리학부 실습실의 경우 2011년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노후 실습

실 1차 주방기기 교체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학생 만족도가 현저히 증가함을 보였음

- 식품생물과학과에서는 2010년 여름학기에 바이오식품 인턴십 과정을 처음으로 실시

- 식품영양전공에서는 영양사 현장실습 과정으로 산업체 연수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을 통해 영양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고, 또한 현장실습 과정 중 산업체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어 취업과 연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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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역량강화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학생들의 전공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융합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함으로

써, 학생들의 내재된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아가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함  

◦ 내·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3급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

◦ 국제 의료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을 통해 외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시설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언어 및 문화 습득을 통해 

국제화된 전공실무 능력 강화

◦ 전공분야별 체계적인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정리를 통한 전공능력 강화 및 

전공별 경시대회를 통하여 자기분야에서의 성취도 및 취업률 향상을 통한 외국

어 능력 향상 도모

◦ 유학에 참여하는 신입생들에게 유학 전 사전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유학프로그램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유학 시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도

록 격려

 주요 추진 내용

◦ 사업 내용

가. 자격증 취득 및 인증 프로그램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사업

- 한국어교원 3급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

과목을 개설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인원은 내국 학생(지원요건: 학점 3.5 이상), 외국 유학생(지원요건: TOPI

K 5급 이상)으로 구성하여 전체 40명 1개반을 개설

-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들에 한하여, 우송대학교 총장 명의 한국어 교원양성과

정 수료증 수여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는 참가자격을 획득

-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 취업 시 또는 한국 내 중국어 교육 기관 취업 시 수료증 

활용가능하며, 성적 우수자는 우송한국어교육원 파견교사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혜

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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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화기반의 보건의료계열 실무능력 강화사업

▪보건의료계열 성적우수자 해외어학 및 외국병원 전공 연수

- 보건의료계열학과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영어능력 

향상 및 호주 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응급구조 자격증 동시 취득 

- 우송대학교와 산학협력기관인 Australian Nursing Professionals Pty. Ltd 및  

에들레이드 요양전문기관에서 건강관련 15개 이론과목 및 임상실습 기회 마련

- 대    상: 직전학기 성적이 B+ 이상이면서 IELTS 5.0, iBT TOEFL 70-80 영어

능력 소유자 중 품행이 바른 보건의료계열학과 2-3학년생 20명 내외

- 추진일정: 5주간(2012년 여름 및 겨울방학), 2회 실시

- 장    소: 교내 Sol-Hospital(이론교육) + 호주(실습교육)

- 지원방법: 호주공인 요양보호사 및 응급구조 자격증 동시취득

다.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 취업동아리 운영 지원을 바탕으로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추진

- 대    상: 책임교수 지도하에 학생 참여

- 심사위원: 교무위원 또는 사업추진위원

- 추진일정: 10월 경 실시

- 선발인원: 50명 내외

- 지원방법: 전공과 관련된 주제 또는 취업동아리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설정 경시

대회 개최(자유주제/특정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실시)

라. 북경외국어 대학(이하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 교육 사업

- 2013년 북경외대 신입생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

- 기존 유학 프로그램에 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단

점을 극복하고자 1박 2일의 시간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 북경외국어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한 특강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예절에 대한 부분도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

- 유학을 함께 떠나는 학생들 간 사전정보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프랜드십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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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

시기
인원 금액

①
한국어교원양성

과정 사업

ㆍ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수업 진행

ㆍ교육비

- 강사료 

: 50,000원  * 130hr * 1개반

: 100,000원 * 2회

- 체험활동비: 400,000원  

ㆍ교육보조비: 3,500,000원

(특강자료 인쇄비 포함)

ㆍ운영비: 3,400,000원

‘12. 09-

’12. 12
40 14,000,000

②

국제화기반의

보건 의료계열

실무능력강화사업

ㆍ국내 이론 교육

ㆍ호주요양원 실습교육

ㆍ사업진행비

: 50,000,000원

(항공료, 기숙사비, 연수비 포함)

‘13. 02 20 50,000,000

③
전공 및 취업

동아리경시대회

ㆍ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진행

ㆍ경시대회 운영비

- 시상비: 3,75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2,000,000원

- 현수막 및 기념품

: 1,300,000원 

- 기타 운영비

: 2,950,000원

‘12. 10
50-

100
10,000,000

④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교육 사업

ㆍ집중교육 프로그램 

실시

ㆍ강사료 

- 외부: 500,000원 * 2회

- 내부: 100,000원 * 5회

ㆍ프로그램 진행비

(숙식비, 회의비 포함)

: 5,700,000원  

ㆍ버스임차비

: 700,000원 * 4대

‘13. 02 150 10,000,000

합 계 8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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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학습자, 외래강사와의 지속적 네트워킹 및 교육환경 관리

- 전공별 경시대회의 시행으로 인해 각 학과 동아리 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시행의 탄력성 부여 및 구성원 참여 유도

- 프로그램에 대한 학과 자체의 홍보 강화 및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학생 인솔, 안전 조

치 준비

◦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ㆍ한국어교원양성 

과정 사업 실시
ㆍ한국어 교원 양성

ㆍ한국어 교원 3급 국가 자격

취득

ㆍ국내·외 취업기회 

마련

ㆍ영어 전공강의 및

영어 임상실습 실시

ㆍ호주요양보호사 및 

응급구조 자격증취득

ㆍ영어 회화 실력 향상

ㆍ외국어 및 전공영어 능력 

향상

ㆍ외국인 진료지원 등 

국제의료지원 능력 

향상
ㆍ전공 및 취업 동

아리 경시대회 개최
ㆍ참여인원 수

ㆍ학교 만족도 및 취업 능력 

향상

ㆍ취업률 제고 및 

전공역량 향상
ㆍ유학준비 사전 

교육 프로그램
ㆍ집중교육 학생 만족도 ㆍ글로벌 학습 능력 향상 ㆍ글로벌 인재 양성

 기대효과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사업

-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가 국가자격인 한국어 교원 3급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료증

을 발급

- 국가자격인 한국어 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외에서 활동 및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국제화기반의 보건의료계열 실무능력 강화사업

- 전공관련 영어집중교육을 통해 통합적인 영어능력(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 향상 뿐만 아니라 호주공인 요양보호사 및 응급구조 자격증 취득할 

기회 마련

- 전공 영어 몰입교육으로 전공과목 영어원서 이해도 향상 및 보건의료 실무능

력 향상

-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선진국인 호주에서 실습을 실시하여 국제적 감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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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산학협력업체 Australian Nursing Professional와 Adelaide Aged care

facilities와의 임상실습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호주 현지 간호사(Registered Nurse)와 다문화 배경의 요양보호사들과의 교류

를 통해 다문화적인 업무협조 및 간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우송대의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및 대학인지도에 기여

◦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 개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체 학과별 집중적인 경시대회 개최

를 통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능력의 향상

-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효과 기대

◦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 교육 사업

- 집중교육을 통한 현지 유학 생활의 적응력 극대화

- 유학 프로그램의 이해도 제고 및 유학에서의 학습 효과 극대화

- 집중교육의 일환인 글로벌 예절 교육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매너 있

는 글로벌 교양인 양성

- 학우들간의 사전 교류를 통한 프랜드십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력 제고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2011년 교원양성과정 수료자 중, 외국소재 한국어 교육기관 취업 및 교육과학

기술부 파견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사로 취업 

◦ 본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참가자격은 획득했으나 시험에 

참가하여 국가 공인 한국어 교원이 되는 것은 학생 역량이 필요, 이후 시험 참

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호주연수 참가자 14명 전원 호주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토익

speaking 3등급 향상(연수 전 3등급 → 연수 후 6등급)

◦ 해외 유학 사전집중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프로그램

이 유학 사전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파악

◦ 2011년도의 해외 유학 사전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예상목표

치 보다  조금 부족한 것을 참고로 금년 사전 집중교육에서는 충분한 프로그램 

자료를 준비해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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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를 활용하는 강좌의 내실화와 학

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수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

로 운영

◦ 학생들의 전반적인 어학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어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글로벌 리더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재학생을 대

상으로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함       

 주요 추진 내용(세부 집행계획 포함)

◦ 사업 내용

가. 4학기 내실화 운영 사업

▪LMS 라이센스 계약 사업

- LMS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및 이를 활용한 강좌 확대를 위한 운영 지원 체계 강화

- 원격지원 담당자 및 전용지원창구를 구축하여 원활한 LMS 활용을 위한 지원

이 되도록 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강화를 목

적으로 함

- 전체 재학생들의 LMS의 효과적인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 시킬 뿐 

만 아니라 강의의 질을 내실화 하는 환경 제공

- 지원방법: LMS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홍보로 교류확대유도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환경 개

선과 교수학습 전반에 걸친 관리 강화    

나.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사업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 대    상: 전 학년 재학생     

- 추진일정: 5월, 11월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연간 2회)

- 경시부문: TOEIC, 영어PT, 중국어PT, 일본어PT, 한국어PT(외국인 유학생 대상)

- 각 부문별 예선 통과자에 한하여 본선 시행 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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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총 54명 * 2회

· TOEIC, 한국어PT: 각 12명

· 영어PT, 중국어PT, 일본어PT: 각 10명 

- 각 부문별 입상자(연수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자에 혜택 부여) 국내외 자매 

대학 연수 시행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동안 각 부문별로 1-2주간 시행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입상자 국내외 연수

-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중 연수자를 선발하여, 연 2회 각 부문별 국내외 자

매대학연수를 시행함. 이후 연수 결과 보고회 시행

◦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

시기 인원 금액

①
ㆍ4학기 내실화 

운영사업
ㆍLMS 라이센스 계약

ㆍLMS 연간 라이센스 

계약: 66,000,000원
‘12. 11 66,000,000

②

ㆍ학습력 제고

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사업

ㆍ외국어 경시대회

ㆍ시험대행비

: 600,000원 * 2회

ㆍ행사진행비

(홍보비, 심사비 포함)

: 3,100,000원 * 2회

ㆍ우수학과 상금

: 800,000원 * 2회

‘12. 05-

‘12. 11
미정 9,000,000

ㆍ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국내외 연수

ㆍ입상자 연수비용

: 1,500,000원 * 2회 * 60명

ㆍ인솔자 연수비용

: 2,000,000원 * 2회 * 6명 

‘12. 7-

‘13. 1
120 204,000,000

합 계 27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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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2010년 강의의 질 향상과 학생의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교비 6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LMS 솔루션을 도입하여 매년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 2009년부터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경시대회를 시행하여 

다양한 혜택 제공 및 동기 유발을 하고 있음

- 매년 2회에 걸쳐 5개 부문의 경시대회를 시행하여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

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음

-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World Student 인증제를 도입하여 토익 550점 이상을 

졸업의 최저 조건으로 규정화하여 시행

- 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모의토익 시험 시행

◦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ㆍLMS 운영 지원 ㆍLMS 활용강좌
ㆍ교수 강의의 질 향상

ㆍ교수/학생 만족도 향상

ㆍ취업률 제고

ㆍ학생 역량 향상

ㆍ외국어 경시대회
ㆍ외국어 경시대회

수상자 ㆍ외국어 능력향상

ㆍ학습 동기 유발

ㆍ취업률 제고

ㆍ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ㆍ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국내외 연수
ㆍ국내외 연수 참가자

 기대효과

◦ 4학기 내실화 운영사업

- LMS를 활용한 강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학생의 강의 만족도 향상

- Off-Line 방식의 교수-학생 간 강의정보 교류를 LMS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

◦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사업

-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글로벌 인

재양성에 이바지 함

- 지속적인 외국어 경시대회 및 입상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의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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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2010년 하반기부터 LMS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년 연간 라이센

스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LMS를 활용한 강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수업행동분석실‘을 구

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World Student 인증제를 도입하여 토익 550점 이상을 

졸업의 최저 조건으로 규정화하여 시행

◦ 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모의토익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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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송 크로톤빌센터 우수인재 양성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우송 리더십 크로톤빌 프로그램 참여자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속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개발이 목표

◦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별 미래 비전의 구체화와 이의 실

현을 위한 장단기 목표수립과 실천,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기초로 하는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기간(8월중)에 해외연수 실시

◦ 교육설계 체계화 시행  

- 저학년(1학년)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집체교육과 지속교육을 통한 

지속적 자기개발을 형성 

- 고학년(2,3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팀 학습기술 및 Facilitation Skill 체득으로 성

과 창출과 경쟁력 제고가 실현될 수 있는 학습조직의 참여 촉진자로서의 주  

도적 역할 수행

- 미래 주역으로서의 역량을 전 학년에 걸쳐 육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성

 주요 추진 내용(세부 집행계획 포함)

◦ 사업 내용

가. 국내 집중교육

▪우송 크로톤빌 재학생 코칭단(FT) 교육프로그램

- 2-3학년 중 우수인재 20명을 선발하여 집체교육과 지속교육을 실시

- 기    간: 1) 집체교육 5월 중 24HR 실시 

2) 지속교육 9 - 12월 중 3HR × 6차 실시 

3) 최종집체교육 12말 – 1월 중 실시 

- 다양한 관점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팀을 편성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집단 토의기법을 체득하는 것이 주요 목표 

- 올바른 학습문화와 학교문화의 변화추진자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

- 1학년 학생 중 우수인재 120명을 선발하여 8월 중 6명 1개팀 구성으로 2주간 지속 미

팅 실시 예정, 이를 위해 2차로 분할하여 집체 교육을 실시

- 대    상: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능우수자, 어학우수자, 1 학기 성적 우수자,

학과추천을 통한 인재선발

54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나. 국내 및 해외 연수교육

▪견문을 넓히는 연수코스

- 교과 및 비교과로 운영되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교육생들의 이수 평가를 통한 연수제

도를 시행 할 계획

- 프로그램별 우수자(팀) 선정 필수로 과제발표 & 연수 DIY 계획을 평가하여,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시행할 예정임

▪크로톤빌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생활코칭

-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아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스페셜 특강 등 지속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SOFT Skill을 제고할수 있는 크로톤빌 센터의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전문가 참여와 별도의 TFT팀 형식을 구성하여 Guide 제작 예정

◦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명, 원)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
시기

인원 금액

①
국내 

집중교육

ㆍ우송 크로톤빌 
재학생코칭단(FT)
교육 프로그램

ㆍ우수 FT 집체교육
- 강사료 및 운영비 

: 7,480,000원
ㆍ우수 FT 지속교육

- 강사료 및 운영비 
: 10,290,000원

- 시상비: 600,000원

‘12. 05-
‘12. 12

20 18,370,000

ㆍ우송 리더스 크로
톤빌 프로그램(4기)

ㆍ크로톤빌 집체교육
- 강사료 및 운영비 

: 30,228,000원
ㆍ크로톤빌 지속교육

- 강사료 및 운영비
: 44,578,000원 

‘12. 08-
‘12. 12

120 74,806,000

②
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ㆍ우송 리더십 크로
톤빌프로그램
(해외연수교육)

ㆍ러시아, 카자흐스탄 연수 
: 1,500,000원*40명

‘12. 08 40 60,000,000

ㆍ크로톤빌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생활코칭

ㆍ자아탐색 프로그램
: 200,000원 * 2hr * 3회 
ㆍ진로탐색 프로그램

: 200,000원 * 2hr * 3회 
ㆍ스페셜 특강

: 250,000원 * 2hr * 2회 
ㆍGuide 제작비

: 11,000원 * 400권 

‘12. 05-
‘13. 02

100 7,800,000

합 계 160,9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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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집체교육 및 지속

교육실시

․해외연수 교육

․FT 역량 개발

․팀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서

․개인역량개발

․개인역량개발
․프로젝트 수행역량
․문제해결 역량
․보고서 작성 역량
․Presentation Skill

․취업경쟁력 강화
․학습문화 형성
․학교 경쟁력 제고

․지속교육코칭 ․학생들의 변화 추진
․자기효능감 향상
․역량개발 로드맵 제공
․교육만족도 제고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크로톤빌 4기-1학년 비전 리더십 과정의 팀 미팅에서 학생FT로 활용

- 실제 팀 미팅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2주 간격으로 팀단위 지속미팅 실시

- 우송 크로톤빌 센터 운영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별도의 Guide 제작팀을 TFT

형식으로 운영하여 시스템 강화

- 참가 유도를 위한 SMS 발송, 개인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교감 확대

- 우수학생들에 대한 개인 및 팀에 대한 별도 보상 실시(해외연수)

◦ 투입-산출-성과 체계

 기대효과

◦ 융복합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 제고

◦ 신입생들의 대학의 학습문화 조기인지 등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의 정착과 

우수 학생코치를 배양, 학생 주도적 학습동기화 구축

◦ 비전 달성을 위한 장단기 목표 수립 및 실행내용 정기적 점검

◦ 2012년 솔 스터디 정착화 시행을 위한 대학 교육문화 정착 토대 등, 비전 수립

과 목표 설정, 구체적 역량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 전 학년 동안 필요 역량

을 체계적․지속적․주도적으로 체득하게 함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 집체교육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실제적 역량 개발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집체교육에서의 개인 및 팀 계획수립에 대한 지속적, 주기적 점검과   

지도를 위한 지속 교육(팀 미팅)이 절대적으로 필요. 이와 더불어 개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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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실제 성과 창출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여 우수 개인과 팀에 대  

한 인정 및 별도의 보상이 필요

◦ 해외연수교육 이후에도 지속미팅을 통해 자기개발 역량과 실천계획에 대해 지  

도 및 점검이 필요

◦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학생 FT로 선발, 육성하여 학교문화 형성의 주도  

자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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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관리 및 운영

 목표 및 필요성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사적․체계적 사업관리가

필요

◦ 프로그램의 시행단계를 주관, 시행, 관리, 평가 및 개선과 장기적 연계를 위하

여 학과와 대학본부·사업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협조가 요구

◦ 특히, 본 대학은 현장점검팀과 학과(부)의 추진상황을 상호 피드백 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추진, 미추진 등의 사례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추진 내용(세부 집행계획 포함)

◦ 주요 추진 내용

- 각 사업별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총괄관리 운영비 지정

- 세부사업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성과지표 달성율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전반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세부 추진 계획

(단위 : 명, 원)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사업관리 

운영비 및

예비비

ㆍ사업진행에 필요

한 제반 사항 지원

ㆍ기술정보활동비

: 2,500,000원

‘12. 05 -

‘13. 02
20,024,000

ㆍ연구 기자재 구입비

: 5,000,000원
ㆍ수용비 및 수수료

: 7,500,000원

ㆍ여비: 2,024,000원

ㆍ회의비

: 3,000,000원

합 계 20,0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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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확립 및 구축

◦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사업전담관리조직의 전문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

◦ 사업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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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집행 계획

1. 세부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

연번 세부사업명 항목
2012년 투자계획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비율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405,100,000 18.1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 우수기업체 탐방 
∙학생지원비: 11,5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2,0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9,000,000원

- 주요 기업체 인사 초청 특강
∙기술정보활동비: 25,600,000원

- 엘리트인턴십프로그램 운영
∙학생지원비: 357,000,000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취업마인드 교육
∙특강료: 10,800,000원
∙회의비: 200,000원 

- 핵심취업교육캠프
∙캠프진행비: 36,000,000원

(강사비, 교재비, 회의비 포함)
- 면접클리닉
∙클리닉진행비: 30,000,000원

(강사비, 교재비 포함)
- 취업주간행사
∙초청특강비: 1,000,000원
∙적성검사비: 1,500,000원
∙클리닉 강사료: 4,200,000원
∙기술정보활동비: 3,300,000원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 핵심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비: 12,900,000원

- 취업동아리 실습장비 및 운영비 지원
∙실슴장비 지원: 28,000,000원
∙운영비 지원: 42,000,000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99,900,000 4.5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70,000,000 3.1

소계 575,000,000 25.7

②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Capstone Design

Project 및 전시회
115,000,000 5.1

※Capstone Design Project 및 전시회
- Capstone Design
∙1차  캡스톤디자인 

- 제작비: 16,000,000원
∙2차  캡스톤디자인 

- 제작비: 44,000,000원
- 전시회비: 7,000,000원
∙3차  캡스톤디자인

- 제작비: 34,000,000원
- 전시회비: 5,000,000원
∙업체 회의비: 1,000,000원
∙시상비: 8,000,000원소계 115,000,000 5.1

③

단과대학 특성화

교육 환경 

조성 개선 사업

강의실 및

실험실의 교육환경

개선과 실습장비

구축으로 인한

교육역량강화사업

1,000,000,000 44.7

- 철도물류대학 장비구축
∙철도모형디오라마외 2종구입:: 500,,000,000원
∙디지털미디어대학 P.O.D센터 구축: : 100,000,000원
∙척추분석구조시스템 외 보건복지대학  
기자재 설치: 150,000,000원

- 호텔외식조리대학 체험학습실 및 실습실 장비 중설
∙영양교육 및 체험교육실 구축: 85,000,000원 
∙외식조리학부실습실 장비 개선: 65,000,000원

- 교육환경개선작업
∙전자교탁, LCD프로젝트 외: 100,000,000원소계 1,000,000,000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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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명 항목
2012년 투자계획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비율

④
학생 역량강화

사업

자격증 취득 및 

인증 프로그램
14,000,000 0.6

※자격증 취득 및 인증프로그램

-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6,700,000원

∙체험활동비: 400,000원

∙교육보조비: 3,500,000원

∙운영비: 3,400,000원

※국제화기반의 보건의료계열 실무능력강화

사업

- 보건의료계열 성적우수자 해외어학 및  

외국병원 전공 연수 프로그램 진행비

∙50,000,000원

(항공료, 기숙사비, 연수비 포함)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경시대회 진행비: 10,000,000원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 집중교육

∙강사료: 1,500,000원

∙프로그램 진행비: 8,500,000원 

국제화기반의 보건의료 

계열 실무능력 강화사업
50,000,000 2.2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10,000,000 0.6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교육 사업
10,000,000 0.6

소계 84,000,000 4.0

⑤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사업

4학기 내실화 

운영 사업
66,000,000 3.0

※4학기 내실화 운영 사업

- LMS라이센스 계약

∙66,000,000원

※학습력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사업

-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시험대행비: 1,200,000원

∙행사진행비: 6,200,000원

∙우수학과 상금: 1,600,000원

-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국내외 연수

∙입상자 연수비용: 180,000,000원

∙인솔자 연수비용: 2,000,000원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사업
213,000,000 9.4

소계 279,000,000 12.4

⑥

우송 크로톤빌 

센터 우수인재 

양성사업

국내 집중교육 93,176,000 4.1

※국내 집중교육

- 우송크로톤빌 재학생 코칭단 교육프로램

∙집체교육 진행비: 7,480,000원

∙지속교육 진행비: 10,290,000원

∙시상비: 600,000원

-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

∙집체교육 진행비: 30,228,000원

∙지속교육 진행비: 44,578,000원

※국내 및 해외 연수교육

- 해외연수프로그램

∙60,000,000원

- 학생생활 코칭프로그램

∙Guide 제작비: 4,400,000원

∙프로그램 진행비: 3,400,000원

국내 및 해외 연수교육 67,800,000 3.0

소계 160,976,000 7.1

⑦
사업 관리 및 

운영

사업관리 운영비 

및 예비비
20,024,000 1.0

※사업관리운영비 및 예비비 
∙기술활동정보비: 2,500,000원

∙연구기자재구입비: 7,5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2,024,000원
∙회의비: 3,000,000원

소계 20,024,000 1.0

합 계 2,234,00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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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항목 주요내용 재정집행 계획 국고지원금 비고

① 장학금 지급

- - -

- - -

소 계

② 취업활동 지원

취업 스킬 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12. 03. 01 -
‘13. 02. 28

575,000,000

취업네트워킹 구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동아리 
지원, Capstone Design Project

산학협력강화를 통한 
취업 활성화 

115,000,000

소 계 690,000,000

③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정규, 비교과 
과정)

- - -

- - -

소 계

④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의 
효율적 지원 시스템 강화

‘12. 03. 01 -
‘13. 02. 28

66,000,000
교수 지원 학습 시스템 

소 계 66,000,000

⑤
학습력 제고 

지원

전공 자격증 
취득강화프로그램 및 

실무능력 강화 프로그램

‘12. 03. 01 -
‘13. 02. 28

84,000,000

전공 역량 강화
직무능력 제고 
외국어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개최 및 

국내외 연수교육

‘12. 03. 01 -
‘13. 02. 28

213,000,000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12. 03. 01 -
‘13. 02. 28

160,976,000

소 계 457,976,000

⑥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

교육내실화를 위한 실험 
실습실 구축

‘12. 3. 1 -
‘13. 2. 28

1,000,000,000

실험실습실 교육역량 강화 사업

소 계 1,000,000,000

⑦
사업 관리 및 
운영비

사업관리 및 운영
‘12. 3. 1 -
‘13. 2. 28

20,024,000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 

소 계 20,024,000

합 계 2,23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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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비 비교표

(단위 : 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12년 투자계획

합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교비 교비외재원

국고지원금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①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75,000,000 98.0 11,500,000 2.0 - - 586,500,000 100

②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115,000,000 83.3 23,000,000 16.7 - - 138,000,000 100

③
교육환경 조성 

개선 사업
1,000,000,000 90.9 100,000,000 9.1 - - 1100,000,000 100

④
학생 역량 

강화사업
84,000,000 90.9 8,400,000 9.1 - - 92,400,000 100

⑤

학습력 제고 

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사업

279,000,000 98.0 5,580,000 2.0 - - 284,580,000 100

⑥

우송 

크로톤빌센터 

우수인재 

양성사업

160,976,000 96.1 6,500,000 3.9 - - 167,476,000 100

⑦
사업관리 및 

운영
20,024,000 100 - - - - 20,024,000 100

계 2,234,000,000 93.5 154,980,000 6.5 - - 2,388,98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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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촉진 및 산학협력분야 사업비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2012년 투자계획

국고지원금(원) 비율(%)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405,100,000 18.1

ㆍ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99,900,000 4.5

ㆍ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70,000,000 3.1

Capstone Design
프로그램

ㆍCapstone Design Project 사업 115,000,000 5.1

합   계 690,000,00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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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관리 계획

1. 사업 운영 및 관리

1-1.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그림 Ⅴ-1] 우송대학교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조직

□ 사업추진 체계

◦ 본교는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교 차원의 전사적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함 

- 동 사업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최하위 단위 조직인 학과에 이르기까지 추진현

황과 파급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

- 본교 명예총장을 사업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사업계획 심의 및 상황을 점검 

- 사업 전담 관리팀과 사업비 중앙 관리팀을 별도로 두어 운영 효율성을 높임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현장과 집행부서 간

의 괴리현상을 적시에 지원하기위하여 전략기획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 지

원팀을 운영함

- 단과대학 소관 학사(행정)부총장이 학과 현장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을 하도

록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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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효율적 통합운영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성과지표 및 사업비 집행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에서 통합하여 관리

◦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위하여 세부프로그램을 차별

화시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구축)

- 교양·전공·비교과프로그램 선도모델 구축

: 학생 및 교수 역량 강화 선도모델 창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하드웨어 구축)

- 교육지원분야 등 강화 

: 학교 대내외 역량 구축을 통한 이미지 

제고

◦ 2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본 대학도 2012년 4월 대학교육역량강화사

업 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

□ 사업관련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평가) 체계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교무위원회’회의 시 별도로 추진상황 보고(2011.08.29.~)

    ◦ 중간 및 최종 사업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중간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

- 사업종료기간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사업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마무리하며,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계획안 에 반영하  

       고자 함

-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  

       여 차기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이미 2011년도에 시행하였던 일부 사업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며 사업평가 결과 내용을 차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

◦ 성과우수사례 평가회 실시

- 우수한 프로그램은 함께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의 경우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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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성과관리시스템 체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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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① 위원장 우 남 균 우송대학교 명예총장 교 내

② 위  원 신 명 곤 우송대학교 제1학사 부총장 교 내

③ 위  원 조 원 권 우송대학교 제2학사 부총장 교 내

④ 위  원 진 고 환 우송대학교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부총장
교 내

⑤ 위  원 정 상 직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행정부총장
교 내

⑥ 위  원 이 용 상 우송대학교 기획처장 교 내

⑦ 위  원 임 승 철 우송대학교 교무처장 교 내

⑧ 위  원 김 홍 기 우송대학교 입학취업처장 교 내

⑨ 위  원 이 창 조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장 교 내

⑩ 위  원 김 조 용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장 교 내

⑪ 위  원 성 원 경 우송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 내

⑫ 위  원 김 학 만 우송대학교 기획부처장 교 내

⑬ 위  원 이 광 익 우송대학교 총무처장 교 내

계 총 13명

□ 사업추진위원회 역할 및 기능

◦ 교무위원 및 주요사업주관 부서장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의사결정시 실제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 총괄 심의 ‧ 조정

◦ 사업 기본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사업(안) 심의 ‧ 의결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

◦ 사업추진 수시 및 최종 자체평가 실시

◦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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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체평가위원회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① 위원장 우 남 균 우송대학교 명예총장 교 내

② 위  원 신 명 곤 우송대학교 제1학사 부총장 교 내

③ 위  원 조 원 권 우송대학교 제2학사 부총장 교 내

④ 위  원 진 고 환 우송대학교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행정부총장
교 내

⑤ 위  원 정 상 직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행정부총장
교 내

⑥ 위  원 이 용 상 우송대학교 기획처장 교 내

⑦ 위  원 김 조 용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장 교 내

⑧ 위  원 김 학 만 우송대학교 기획부처장 교 내

⑨ 위  원 정 영 길 건양대학교 교   수 교외(자문)

⑩ 위  원 박 광 국 가톨릭대학교 교   수 교외(자문)

⑪ 위  원 박 승 호 서울여자대학교 교   수 교외(자문)

계 총 11명

□ 사업자체평가위원회 역할 및 기능

◦ 자체평가를 기획 ‧ 운영 ‧ 조정 및 관리

◦ 사업추진 성과 모니터링 실시

◦ 사업추진 수시, 정기 및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실시 후 보완 사항 피드백 및 사업 완료 후 실적 결과 분석 연구

◦ 교외 인사를 초빙하여 사업 진행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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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담 관리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① 사업총괄책임 이 용 상 기획처 기획처장 사업 총괄

② 사업실무총괄 김 학 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추진단장 사업추진 총괄

③ 실무책임 성 원 경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사업실무 책임

④ 사업관리 천 승 민 기획처 팀장 사업실무(담당)

⑤ 사업관리 민 경 환 기획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⑥ 사업관리 이 광 익 총무처 처장 사업실무(담당)

⑦ 사업관리 김 형 균 총무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⑧ 사업관리 이 래 근 총무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⑨ 사업관리 유 용 식 교무처 부장 사업실무(담당)

⑩ 사업관리 김 병 렬 교무처 팀장 사업실무(담당)

⑪ 사업관리 조 영 기 교무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⑫ 사업관리 신 용 준 교무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⑬ 사업관리 강 송 희 교무처 연구원 사업실무(담당)

⑭ 사업관리 김 혜 진 교무처 사업관리담당직원 사업실무(담당)

⑮ 사업관리 이 효 정 교무처 사업관리담당직원 사업실무(담당)

⑯ 사업관리 왕 선 자 교무처 행정조교 사업실무(담당)

⑰ 사업관리 나 광 열 입학취업처 과장 사업실무(담당)

⑱ 사업관리 정 성 철 입학취업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⑲ 사업관리 석 용 승 입학취업처 센터장 사업실무(담당)

⑳ 사업관리 임 용 철 입학취업처 팀장 사업실무(담당)

㉑ 사업관리 오 제 훈 학생복지처 과장 사업실무(담당)

㉒ 사업관리 이 동 홍 학생복지처 팀원 사업실무(담당)

㉓ 사업관리 김 중 호 글로벌센터 팀원 사업실무(담당)

㉔ 사업관리 홍 진 의 글로벌센터 팀원 사업실무(담당)

㉕ 사업관리 양 태 송 솔브릿지국제대학 팀장 사업실무(담당)

㉖ 사업관리 김 민 주 솔브릿지국제대학 팀원 사업실무(담당)

㉗ 사업관리 가 소 희 솔아시아서비스융합대학 연구원 사업실무(담당)

㉘ 사업관리 송 재 익 산학협력단 과장 사업실무(담당)

㉙ 사업관리 김 용 운 산학협력단 팀장 사업실무(담당)

㉚ 사업관리 이 정 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팀장 사업실무(담당)

㉛ 사업관리 백 경 랑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사업관리담당직원 사업실무(담당)

㉜ 사업관리 이 은 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사업관리담당직원 사업실무(담당)

㉝ 사업관리 김 승 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행정직원 사업실무(담당)

계 총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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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중앙관리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① 총괄책임자 이 광 익 총무처 처장 총괄

② 회계책임자 송 재 익 산학협력단 과장 책임

③ 실무자 김 용 운 산학협력단 팀장 실무

④ 실무자 이 정 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팀장 실무

⑤ 실무자 이 래 근 총무처 팀원 실무

⑥ 실무자 김 형 균 총무처 팀원 실무

⑦ 실무자 김 승 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행정직원 실무

계 총 7명

□ 사업비 중앙관리팀의 역할 및 기능

◦ 우리 대학교는 사업비를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업비를 중앙관리

◦ 교비회계 집행부서이자 회계업무에 전문성을 소유한 총무처장이 사업비를 총괄 관리

◦ 총무팀과 산학협력단,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단 직원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학교 내 

회계 처리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총괄 과장을 사업비 집

행회계책임자로 정함으로서 사업전담 관리 조직과 연계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대내외 

감사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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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지원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① 특별지원총괄 김 조 용 전략기획처 전략기획처장 업무총괄
② 실  무  자 오 제 훈 학생지원팀 팀    장
③ 실  무  자 천 승 민 기  획  팀 팀    장
④ 실  무  자 민 경 환 기  획  팀 팀    원
⑤ 실  무  자 조 영 기 교  무  팀 팀    원
계 총 5명

□ 특별 지원팀의 역할 및 기능

◦ 특별지원팀은 전략기획처장을 총괄로 하여 사업이 대학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

너지 효과 극대화

◦ 학생지원팀·기획팀·교무팀의 실무자로 구성하여 수시로 현장 문제 해결

◦ 자체평가회의와 공정도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전반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실무 

부서의 사업 추진 지원을 담당

□ 현장 점검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① 제1학사 부총장 신 명 곤 우송대학교 교  수
철도물류대학,

디지털미디어대학 담당

② 제2학사 부총장 조 원 권 우송대학교 교  수
보건복지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담당

③
솔아시아 서비스

융합대학 부총장
진 고 환 우송대학교 부교수

솔아시아

서비스융합대학 담당

④
솔브릿지국제대학

행정 부총장
정 상 직 우송대학교 부교수 솔브릿지국제대학 담당

계 총 4명

□ 현장 점검팀의 역할 및 기능

◦ 현장 점검팀은 정책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과적 집행과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점검과 

지원 사항 발굴

◦ 학사(행정)부총장이 대학본부의 정책추진과 현황파악을 관장하여, 본부의 추진상황 

보고, 현장의 지원사항 발굴 및 현장 평가를 실시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변경 심의 전 해당 부서의 현장 점검을 통해 심의의 적

절성을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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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S A B C D

비중(%) 15 35 35 15

등급부여방식 15% 내외 35% 내외 35% 내외 15% 내외

1-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 집행 원칙

가. 학부수준 교육역량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

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취업(창업지원 포함)촉진 및 산학협력 분야

에 사업비의 30% 이상 지출

2) 집행 불가 사항

가.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 단,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 교육 프로그

램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능

나.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 단, 기존 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가능

2. 대학의 자체 노력

  ◦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총장 이하 모든 구성원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프로그램의 최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전임 교원에 한하여 일부 사업은 업적 평가에 반영 

- 본교 전임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도부터 교수업적평가의 BSC(균형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

- 위 교수업적평가시스템을 학부교육 강화 및 교원의 연구 활동 및 관·산·학 협력을 

통한 취업률 강화를 위해 평가유형 신설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의 신규생성 

및 재조정

- 교원업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지급을 통한 교원 개인적 역량 강화

<표 Ⅴ-1> 교원 업적 평가 배점 구분표

◦ 취업률 강화 및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해 산학협력중심 평가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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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봉사 유형

40% 40% 20% 연구중심

50% 30% 20% 교육/연구중심

60% 20% 20% 교육중심

30% 70% 산학협력중심 (‘12년 신설)

<표 Ⅴ-2> 교원 업적 평가 배점 구분표

3. 자체평가 계획

  ◦ 평가개요

   -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하위 단위인 학과에서의 사업 진척 상황과 

성과를 1차적으로 소관 학사(행정)부총장 책임 하에 평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

음(사업추진위원회 규정 참조)

   - 평가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함

    ① 학과의 사업추진 상황과 평가를 현장점검반인 소관 학사(행정)부총장이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함

    ②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월별, 분기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

    ③ 또한,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할 것임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은 제시된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은 과정지표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결과지표만을 활용하여 평가함

   - 중간 평가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최종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할 계획임

   - 자체 평가위원은 사업종료 시점에 즈음하여 구성할 계획임

  ◦ 평가결과 환류계획

   -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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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년 단기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성격 상 

세부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으로 2011년도에 시행하

였던 일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차기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여

부에 관계없이 사업평가 결과 내용을 차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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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단위 기준값 2012년
달성목표값

① 취업률 % 62.6 68.3

② 참여학생 만족도 점수 3.3/5.0 3.6/5.0

③ 산업체 관리 기업수 산업체 수 (누적) 690 1,035

④ 강의만족도 점수 4.13/5.00 4.16/5.00

⑤ 자격증 취득 건수 624 686

⑥ 외국어능력향상도(토익) 평균점수 300 350

⑦ 인턴십 활성화 명 223 245

Ⅵ. 성과관리 계획

1. 자율성과지표 

2. 자율성과지표 세부내용

 자율성과지표 : 취업률

◦ 지표 설정 근거

- 학생의 취업률 향상은 대학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항목임.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장기적 경력목표수립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학생경력GPS 사이트'를 구축

- 학생 개개인의 취업준비역량을 우송지수화하고 학과 및 취업지원부서에서 학

생에 대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3.5학년+0.5학년 학사제도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학력증진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있으며, 긴밀한 산학협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ex:우수기업네트워킹, 

탐방, 초빙특강, 인턴십 등)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인턴십을 통한 졸업생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

하고자 함

- 리더십 집중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학생들이 학습센터가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취업

률로 그 결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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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산 출 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종사자

× 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본 사업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러한 측면을 반영

하여 2011년 취업률 64.5%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 목표치를 68.3%로 상향함

  ◦ 달성 계획 및 전략

- 학생경력GPS를 기본으로 한 체계적인 경력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별 ‘맞춤형 

취업지도’를 추진

- 산학협력시스템을 긴밀히 구축하기 위해 엘리트 인턴십 프로그램, 탐방, 초빙

특강,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운영할 계획

- 학년별 단계적인 취업지도를 위해 저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인 ‘취업마인드 

교육’, 고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인 ‘핵심 취업스킬교육’, ‘입사서류경진대

회’를 추진하고 아울러 Fun개념의 이벤트 프로그램인 ‘취업주간행사 프로그

램’을 활성화

- 교양교육 강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킴

- 또한, 자격증 취득 지원, 해외 연수 및 인턴십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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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과지표 : 참여학생 만족도

  ◦ 지표 설정 근거

-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참여 강의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학습력 제고

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

여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량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 2011년 목표값인 3.3을 기준값으로 설정

     - 목표값: 기준값에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값으로 설정(3.6)

     - 산출식 :  총 프로그램 수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균

 전체평균 

  ◦ 달성 계획 및 전략

     -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사업별 내용을 각각의 특색에 맞게 특  

       성화 하여 진행함

     - 또한 재학 중 저명인사의 특강 및 수준별 학습, 예비대학 시행 등을 통하여 인  

       성 및 교양 함양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

     - 집중식 리더십 교육을 통한 학습마인드 제고 및 자신감 향상을 통한 자기만족  

       의 효과를 높여 참여 만족도를 높임

78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자율성과지표 : 산업체 관리 기업수

◦ 지표 설정 근거

- 가족 회사는 우리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관산학협약 및 공동기술개발, 현장실

습, 캡스톤디자인, 기자재 활용, 취업처 제공 등 우리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는 대학을 의미함. 산업협력 가족 회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산업협력은 실

제적이며 높은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은 690개 업체와의 협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693개 업체와의 산학협력

을 맺음(2011). 목표값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1,035개 업체수로 설정

◦ 달성 계획 및 전략

- 교수 1인당 약 3개씩의 가족회사를 더 확보하고 이 회사와의 협력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공과 가족기업과의 교류확대를 교수  평가지표에 넣어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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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과지표 : 강의만족도

  ◦ 지표 설정 근거

-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

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강의컨설팅을 통한 교수법을 강화하

고자 하며, 공개강의 확대를 통해 교수의 수업의 질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학

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제고 할 계획임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2010년 자율성과지표 점검시 점검 위원의 자문에 의거 1, 2학기로 한정하여 평

가결과를 산출하기보다는 향후에는 1년 4학기를 시행하는 만큼 기준값을 재설

정하고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를 포함하여 강의 평가 결과 평균이 나오도록 하

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율

성과 지표값을 4학기 평균값으로 재설정

- 따라서, 2011년 강의 평가결과 5.0점 만점에 1학기/여름학기/2학기/겨울학기   

로 평균 4.13의 강의평가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설정  

- 이러한 강의평가 결과는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교수-학습에 다양한 지원을 계

획하고 실행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성적향상, 자격증 취득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강의평가 목표값을 평균 4.16점으로 설정   

  ◦ 달성 계획 및 전략

- 체계적이고 엄격한 수업의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업적 평가에 반영함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강의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교수들의 강의기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강의 포상제도 실시, 강의평가결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만족도 향상 방안을 시행

- 아울러, 첨단 강의실 환경 및 기자재 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강의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개강의시스템 구축 및 공개강의 확대를 통해 교

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80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수 자율성과지표 : 자격증 취득

  ◦ 지표 설정 근거

- 최근 취업에 있어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에는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학 중에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3.5학년+0.5학년제의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자격증 위주의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 내실화를 강화하고, 블록제 집중 수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유도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자격증 지원 취득 지원 프로그램, 여름/겨울 블

록제 집중 수업 학기 등을 활용 하여 자격증 취득 건수를 향상

- 2011년 자격증 취득건수가 624건으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10% 정도 상승한 

건으로 목표를 설정

  ◦ 달성 계획 및 전략

- 각 단과대 및 학과의 ‘필수자격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 학생경

력 GPS내 우송지수를 설정하고, 관련 학과생들이 취득한 취업역량중 ‘자격

증’현황을 수시로 관리 

- 대학별 아카데미 통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원활하도록 학사 제도를 완비하

고 지원할 계획임

- 취업동아리 활성화 및 경시대회를 통한 역량강화  

- 여름/겨울 블록제 학기에 자격증 위주의 교과목 개설 및 집중 교육

- 대학차원에서 분야별 자격증 통합 관리 및 취득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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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성과지표 : 외국어 능력 향상

  ◦ 지표 설정 근거

-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수 요소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신입생부터 체계적

인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

- 한편, 졸업인증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와 함께 어학능력을 포

함한 요구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외국어 능력 향상도에 대하여 유학생 및 국내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측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전략에 맞추

어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을 독려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대학 운영 시 또는 입학 초에 모의토익을 실시

- 1학년 겨울학기 말에 모의시험을 재실시

- 기준값은 2010학년도 2월 예비대학 시 모의토익의 결과점수인 232.6점을 기준

점수로 보고, 11월 모의토익 평균점수인 357점과 비교하여 그 상승률을 고려하

고, ACE 2011년 목표점수인 300점을 기준값으로 정함

- 따라서, 목표값은 1학년 수료 시점(겨울학기 말)까지의 모의 토익 점수 평균값

으로 함

  ◦ 달성 계획 및 전략

- 외국어 경시대회 및 정기적 모의토익 실시, GEEC특강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

력을 향상

- 졸업인증제는 내 외국어에 대한 포괄적인 인증을 요구하고, 교수-학습 지원체

계의 개선을 통해 학습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각적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역량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 솔브릿지국제대학의 교육과정 차별화를 통하여 유학생 및 국내 학생들의 외국

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3AI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 대학의 역량 있는 학

생들에게 국제 경험의 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82 ‘교육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취업역량강화’

 자율성과지표 : 인턴십 활성화

  ◦ 지표 설정 근거

- 최근에는 기업이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

한 관점에서 인턴십의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함

- 장기적으로 3.5학년+0.5학년제의 도입으로 3.5년 조기 졸업 또는 인턴십 이수를 

필수로 시행할 것임 

  ◦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본 대학은 실습학기제를 제도화하여 이미 많은 학생이 인턴십을 이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턴십이 취업에 중요한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어 

인턴십 참여학생 수를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2011년 인턴십 참여 학생수 223명에서 2012년은 110% 향상된 245명으로 함

  ◦ 달성 계획 및 전략

- 본교 학생경력GPS내 관리기업체 등록 및 관리를 활성화

- 현장실습 중심의 교과과정 설계 및 개선

- 전공에 대한 현장실습 강화를 통하여 이론에 바탕을 둔 현장 적응형 인재양성

- 산업체 인턴십 현장 지도비 지원

- 연관기업 애로 기술 지원, 경영 자문 등을 통한 산학연계의 활성화 시키고 관

련기업의 밀착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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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행정직원 사업실무 042-630-4666 010-5667-8168 smc2207@wsu.ac.kr

계 총 6 명

【첨부 1】사업 전담 관리조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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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자율성과지표 세부산출 근거 자료

1.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업종사자

× 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2. 참여학생 만족도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균
= 전체평균

총 프로그램 수

3. 산업체 관리 기업수            

  ◦ 기준값 : ‘11년도 산학협력 관리업체 690개 업체

  ◦ 목표값 : ‘12년도 산학협력 관리업체 1,035개 업체

  

4. 강의 만족도

  ◦ 기준값 : 2011년도 4학기 강의평가 결과 평균값 4.13/5.00

  ◦ 목표값 : 2012년도 4학기 강의평가 결과 평균값 4.16/5.00 

5. 자격증 취득 

  ◦ 기준값 : 2011년도 자격증 취득 건수 624건

  ◦ 목표값 : 2012년도 자격증 취득 건수 686건

6. 외국어능력 향상도

  ◦ 기준값 : 2011년도 응시자 토익 평균값 300점

  ◦ 목표값 : 2012년도 응시자 토익 평균값 350점

7. 인턴십 활성화

  ◦ 기준값 : 2011년도 인턴십 참여 인원 223명

  ◦ 목표값 : 2012년도 인턴십 참여 인원 245명

  

3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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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 만족도]

세부 프로그램 내역별 항목 달성값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우수기업체 탐방  4.31

우수기업체 전문가 초빙 특강 4.14

소계 4.23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저학년 대상 취업 마인드 교육 4.62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취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4.24

창업강좌 설치 및 운영 창업강좌 설치 및 운영 4.18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및 전시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4.39

디지털미디어대학 실습교육 

역량강화 사업
교육용 스튜디오 시설 구축 및 교육장비 구입 4.15

재능기부 봉사사업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 운영 4.48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를 통한 

우수학생 해외 연수사업
전공 및 취업동아리 경시대회 실적우수자 해외 연수 4.68 

북경외대 유학프로그램 

사전교육 사업
유학프로그램 집중교육 4.03

Case Study 학습프로그램 Case Study 실행 및 사례 개발 3.98

어학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GEEC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 우수자 연수 3.39 

크로톤빌 국내 집중교육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 1~2기 우수자(팀) 코

칭단 교육
4.39 

우송 리더스 크로톤빌 프로그램 3기 3.66 

미래 리더스 프로그램 4.36 

소계 4.14

교내 인턴십 아카데미 우송교내 인턴십 아카데미 집중 교육 4.35 

참여학생 만족도 전체 평균 4.22

 참여학생만족도 
                                                                                        (단위: 점수)

[산업체 관리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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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만족도]

년도-학기
강좌 비율

비 고개설
강좌수

강의평가
시행강좌수 비율(%) 전체인원 응답

인원 비율(%)
2011-1 2,070 2,007 97.0 54,248 41,785 77.0 4.28

2011-여름 635 620 97.6 17,584 10,946 62.5 4.22
2011-2 1,979 1,949 98.5 46,910 38,005 81.0 4.31

2011-겨울 572 532 93.0 14,311 9,120 63.7 4.22

계 5,256 5,108 96.1 133,053 99,856 71.1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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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7

[외국어 능력 향상도(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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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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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2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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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06. .

개정  2012.0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및 교육역량강화사

업 - 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학부교육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 추진단(이하 ”사업 추

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 추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사업 추진위원회

2. 사업전담 관리 조직

3.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4. 특별 지원팀

5. 현장 점검반

제3조(사업 추진단) ①사업 추진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우송대학교 행정부총장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우송대학교의 동 사업을 총괄하며 동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

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단장은 동 사업을 추진⋅집행함에 있어 대학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며, 동 사

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위원회) ①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②사업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 총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본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사업(안)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수시 및 최종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 실시 후 보완 사항 Feed Back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사업의 중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전담 관리 조직) ①우송대학교의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전담 관리 조직

을 두며, 사업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보한다.

②사업전담 관리조직은 우송대학교의 동 사업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집행을 위한 품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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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①동 사업비를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을 두며, 실무책임자는 총무처(부처장)장으로 보한다.

②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업비의 수입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특별 지원팀) ①동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보한다.

②특별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애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분야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

4.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

제8조(현장 점검팀) ①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과 단위의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팀을 둔다.

②현장 점검팀은 학사(행정)부총장으로 구성하며 소관 학과를 담당한다.

③사업추진 현장 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 사업의 학과 현장에서의 추진 현황파악에 관한 사항

2. 학과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이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4. 긴급대응 및 이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사업추진 현황보고) ①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와 팀 

및 현장 점검반은 사업추진 상황을 단장에게 수시 또는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 현장 점검반은 제8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지체없이 사업추진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업추진 위원회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안 또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격주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현황의 공개) ①동 사업의 추진현황과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

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와 팀 간의 협조) 본 규정에서 정한 사업 추진위원회와 각 팀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하여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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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자율성과지표 변경 사유 자료

2011년 2012년 수정

지표명 단위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지표명 단위 기준값 목표값

① 취업률 % 56.9 62.6 64.5 ① 취업률 % 62.6 68.3

② 참여학생 만족도 점수 - 3.3/5.0 4.3/5.0 ② 참여학생 만족도 점수 3.3/5.0 3.6/5.0

③ 여름, 겨울학기 참여율 
(1,2학년)

% 83 87 89.1 ③ 산업체 관리 기업수
산업체 수

(누적)
690 1035

④ 강의 만족도 점 4.10/5.00 4.13/5.00 4.25 ④ 강의만족도 점수 4.13/5.00 4.16/5.00

⑤ 자격증 취득 건 520 624 793 ⑤ 자격증 취득 건수 624 686

⑥인턴십 활성화 명 203 223 316
⑥ 외국어능력향상도

(토익 : 1학년 기준)
평균점수 300 350

⑦ 인턴십 활성화 명 223 245

◦ 지표 변경 사유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자율성과지표명을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지

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해 사업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회의를 통해 변경 

하고자 함. 또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성과 및 학생의 교육역량강화, 특화된 프

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학습력 제고를 통한 핵심역량강

화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산학협력의 확대 및 인턴십 강화를 통해 취업의 연계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외국어 경시대회의 취지에 부합한 외국어 능력향상도를 성과

지표에 반영 하고자 함

13

【첨부 5】학부교육선진화 계획과의 차별화 방안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의 비교 현황표

구 분 세 부 사 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
(‘12.5~’13.2)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2.3~’13.2)

합 계

국고 (원) 비율 국고 비율 국고 비율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① 교양 교육과정 
선진화

417,700,000 17.4 100,000,000 4.5 517,700,000 11.2

②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

559,065,000 23.3 1,391,100,000 62.3 1,950,165,000 42.0

③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139,570,000 5.8 470,976,000 21.0 610,546,000 13.1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④ 학생 선발 선진화 58,610,000 2.4 - - 58,610,000 1.3

⑤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319,225,000 13.3 70,000,000 3.1 389,225,000 8.4

⑥ 교수-학습 지원 체계 
선진화

623,000,000 26.0 115,000,000 5.1 738,000,000 16.0

⑦ 교육의 질관리
(평가,환류)체계선진화

172,200,000 7.2 66,900,000 3.0 239,100,000 5.2

사업관리 및 운영 110,630,000 4.6 20,024,000 0.9 130,654,000 2.8

합    계 2,400,000,000 100% 2,234,000,000 100% 4,634,000,000 100%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 기존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진행하여 왔던 교육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기업체 및 졸업생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네트워킹 구축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 

따라서,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둠

: 첫째,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여 우수한 질 적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  

: 둘째,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한 실험 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함

: 셋째,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년의 단기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취업 창출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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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컨설팅 검토의견 수정 전
(세부사업 명)

수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반영)

반영
여부 페이지

① 없음

< 세부사업 명 >

우수기업 

취업네트워킹 구축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결과 자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함

② 없음

< 세부사업 명 >

Capstone Design프로그램

컨설팅 결과 자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함

③

교육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10억

배정: 과대 배정으로 역량강화 교

육프로그램 개발로 전환 필요

(강의실 기자재 장비 = 10억원 구

체적 세부 내역 수립 필요)

< 세부사업 명 >

교육환경 조성 개선사업

컨설팅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반영 조치함.

- 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 필수장비를 세분

화하여 수립 계획 함  

반영 p.40~43

④ 없음

< 세부사업 명 >

학생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결과 자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함

⑤

기존의 학습력제고지원을 통한 핵

심 역량 강화사업(예: 외국어경시

대회 개최 - 9천만원, 외국어 경시

대회 입상자 국내외 연수 –2억 4

천만원)이 과다하고 불분명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상 및 시행계획의 명세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의 예산의 감축,

조정을 통하여 핵심역량 강화사

업 중에서 본 대학의 특화된 교육

역량사업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해야 할 것임.

< 세부사업 명>

학습력 제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반영 조치함.

- 외국어 경시대회 및 입상자 국내외 

연수 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진행

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과가 나타

나도록 함 

반영 p.50

【첨부 6】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반영 전·후 대비표

  ◦ 변경 관련근거 

     - 관련근거 : 평가사업관리팀-1578(2012.06.05.)

     - 관련근거 : 평가사업관리팀-2687(2012.08.02.)

     - 2012년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결과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조치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반영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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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컨설팅 검토의견 수정 전
(세부사업 명)

수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반영)

반영
여부 페이지

⑥ 없음

< 세부사업 명 >

우송 크로톤빌센터 

우수인재 양성사업

컨설팅 결과 자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함

⑦

사업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공유하는 부서는 있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유

방안에 대한 절차는 명시되어 있

지 않음

< 사업명 >

사업관리 및 운영

컨설팅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반영 조치함.

- 사업추진체계도 및 성과관리체계도

를 보완 도식화 하여 정기적인 모

니터링 및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

한 사업추진 및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반영 p.62~64

⑧

사업계획과 성과지표는 전반적으

로 잘짜여져 있음. 다만 강의만족

도는 기준값이 높아 향후 목표값 

설정에 곤란을 겪을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강의평가나 성적향상도 같

은 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자격증 취득 건수 지표는 학생 1

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율 같은 지

표가 성과를 보다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을 수 있음

<자율성과지표>

컨설팅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반영 조치함.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자격증 취

득건수 성과지표는 이미 컨설팅을 

통해 승인을 받아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현 자율성과지표를 유

지하고, 향후 성과지표 점검 시 서

브지표로 학생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률을 제시하고자 함

반영 p.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