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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체계적 교수설계기반 대표강의 연계모듈 개발사업 및 온라인 강의 개발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체계적 교수설계에 기반한 강의 개발로 강의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연구팀에서 제안한 융·복합 명품
강좌 군을 디렉토리로 구축하고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활용
- (참여대상) 우리 대학 소속 전임교원 대상으로 연구팀 구성
- (사업기간) 2019. 5. ~ 2020. 2.
- (사업예산) 750,000천원
세부 추진 실적
•추진절차

대표강의 연구팀
공모 및 선정



연구결과보고서
(대표강좌 및
강좌군)
제출 및 심사



우수팀 선정



우수 강좌군
디렉토리 구축



온라인 강의
개발팀
선정 및 개발

•추진방법
- (대표강의 개발) 55개 연구팀을 구성(연구원 3명)하여 교수 개인별 대표 강좌를 명품강좌로 개발하고
연구팀별 개발강좌 및 추천강좌들로 구성된 융·복합 강좌군 제안(165과목 개발 및 55개 강좌군 제안)
- (온라인 강의 개발) 전년도(2018년) 우수 연구팀 중 3개팀을 선정하여 온라인 강의 9과목을 개발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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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강좌 전체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목표-내용-방법-평가’에 이르는 수업의
구성요소들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목표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최소 단위 전공(이수학점 15학점)을 신설하는 학칙이 개정 중이며 이를 통해 연구팀의 융·복합 강좌군
중 우수 강좌군을 디렉토리로 구축하여 최소 단위 전공 강좌군으로 활용
•캠퍼스간의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강의 개발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강좌군에 대한 도전의식 고취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체계적 강의설계로
강의 질 개선

융·복합 강좌군
디렉토리 제시

온라인 강의 개발로
캠퍼스간 교류 활발

•개발 가이드라인 활용
•목표-내용-방법-평가에 이
르는 수업의 구성요소 체계
적·논리적 설계화
•학습자가 목표대로 성과달성
가능하도록 개발

•우 수 강좌군을 디렉토리로
구축하여 최소단위 전공강좌
군으로 활용
•교수 가이드 전공군 제시

•캠퍼스간 접근성 용이
•새로운 강좌에 대한 도전
의식 고취

•대표강의 개발은 2년간 전임교원의 약 34%(403명)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대학 강의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
※ 전임교원 참여율 및 인원수: 2018년(20%, 238명), 2019년(14%, 165명)

•연구팀 중 79%가 2개 이상의 학과(부)로 구성되어 연구팀의 전공별 융합도가 높아 전임교원 간의
학문간 교류가 가능하며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융·복합적인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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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분야 육성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경상남도 정체성 및 기업가 중심대학, SMART GNU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의 기능쇠퇴 및 축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선도
- 지역학-문화정책 연계를 통한 선순환적 발전 기반 구축 기여
•목적
- 경남학 정립을 통한 지역학 연구 토대 마련 및 기초보호학문인 지역기반 인문학 활성화
- 지역학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한 경남학 연구 네트워크 조성 확산

세부 추진 실적
•경남학 연구기반 조성

<경남 정체성 연구>
- 경남학 연구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3권의 총서 발간
『지명문화와 한중 동일 지명의 언어 사유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과 김OO
『러일전쟁과 경남』- 러시아학과 정OO
『진주검무의 실상』- 민속무용학과 김OO
- 중간성과 발표회 개최(’19.12.14)/45명 참석
- 타지역학(서울학, 경북학)과 비교 연구 세미나 개최(’19.12.14.)/4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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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연구>
- 남명조식의 경의사상을 계승한 지역 출향 기업인 기업가정신 뿌리 연구
- 국내외 장수기업 기업가정신 연구
- 한국경영학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주시 등 유관기관과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기업가정신 교육 교재 4권 개발>
-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뿌리 – 지수 승산 마을 출신 기업인을 중심으로 - 이병철의 기업가정신
- 만우 조홍제 회장의 기업가정신
-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 LG 연암 구인회 -

<기업가정신 연구

<경남학 총서,
진주검무의 실상>

교재, 대한민국

<중간성과 발표회>

기업가정신의뿌리>

<타지역학과 비교
세미나>

•경남학 확산 및 대중화
- 시민인문대학 개설 및 운영
·제2기(창원) : ’19.7. ~ 8., 8강좌/ 수강인원 52명
·제3기(진주) : ’19.12. ~ ’20.1., 8강좌/ 수강인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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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인문강좌
·2018년 서부경남 중심 → 2019년 경남전역 확대 운영
·공군사령부, 지역도서관, 고성군청 등 9개 공공기관, 14개 강좌/ 1,212명 참여
- 관례식, 계례식 시연(’19.5.20.)/ 143명 참여
- 전국 고교생 백일장 대회 개최(’19.6.5.)/ 273명 참여
- 경남학 전문가 양성과정
·’19.10.12. ~ 12.7.(매주 토요일), 10회/ 60명 참여
·신청인원 60명 중 40명 수료
- 기업가정신 세미나 개최(’19.7.10.)/ 100명 참여
-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경진대회(’19.9. ~ 12.)/ 339명 참여
- 기업가정신 팸투어(’19.11.8.)/ 70명 참여
-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학 콘서트 운영(’20.1. ~ 2.) 16개 강좌/ 338명 참여

<관례식, 계례식 시연>

<경남학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가정신 수도 선포 및
세미나>

<기업가정신 팸투어>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 경남학 정립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
·경남학 정립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남의 정신적
토대 제공
- 남명사상, 기업가정신, 인문학을 융합한 경남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일반인 대상 교양과목 및 전문가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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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 연구 및 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기반 마련
·경상남도(경남발전연구원) 및 지역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연계 시스템 모색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인문학 보급과 활발한 지역문화 창출 기여
•기대효과
-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글로컬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 마련
- 역사, 문화, 사상, 경제 등 이해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향 제시
-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서 경남의 지역학 대중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심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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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발달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비학위과정 「PNU 꿈나래대학」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세부 추진 실적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연구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으로 3개 분야 교육과정(총 20개 교과목)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 2019학년도부터 2년제 비학위과정 본격 운영, 학기수업 및 방학수업, 현장실습 등 실시
- 신입생 입학 현황 : (2019-1학기) 7명 (2019-2학기) 3명 ※ 2020학년도 6명 입학 예정
- 학기수업운영 : 학기당 주3일(월/수/금) 13주 과정 / 방학수업 운영 : 통합예술심리치료수업 (하계)
14명, (동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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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및 체험활동 실시(발달장애 인권영화제 참가 등 5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10회) 및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2회)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예술재능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감각을 살리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대학
최초로 2년제 비학위과정 「PNU 꿈나래대학」 개설·운영 ☞ 중앙일보(20.1.22.) 등 다수 언론 기획기사
보도

•(기대 효과)

지역사회 기여 부산대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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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실적
•(추진방법)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

•(추진실적) 시민인문아카데미 운영 : (제1기) 글로벌 인문학(도시 인문학 등 총 8강 구성), (제2기) 테마가
있는 인문학(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우주시공간 등 총 8강 구성)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성과) 산관학이함께만든문화복합공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 시민인문아카데미 」
제1·2기개설·운영
- 수강인원 대폭 증가 및 강의만족도 향상에 따라 시민인문아카데미 정례화 추진
- 2019년 교육부 주관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KNN 방송 「테마스페셜 ‘대학과 지역사회’」방영(19.12.28.), 교육부 웹진 「행복한교육」 10월호
게재(Vol.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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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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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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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공공기관(국민연금) 연계 특화교육 협력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따라 전북지역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운용인력의 이직 및 지방 소재에 따른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함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과 글로벌 투자사 BNY등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음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여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는
국립대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기금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음

세부 추진 실적
•국민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과 MOU 체결

<전북대-국민연금공단 MOU체결>

<전북대-사학연금공단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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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과 협약 체결(2019.12. 2) :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생태계 조성 양해각서 체결
- 사학연금공단과 협약 체결(2020. 2.25) : 교육과정 개발과 강의지원, 정보교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장의 연기금 대학원 교과과정 위원 위촉, 전라북도, 전주시,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과정운영회 개최 연기금 대학원 강의 과목 및 내용 제안
•국내 최초로 대학원 연금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여 연기금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
•2020학년도 연기금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1.6:1의 경쟁률 (25명 지원 16명 선발)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지자체에서는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연기금 운용인력 육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연기금 대학원을 신설하여 연기금
운영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구축함
•특히 올해 처음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가 긴요하게 요구하는
인력양성시스템을 시기 적절하게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육프로그램개발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제고함
•기금운용본부는 경력직을 채용하여 지역인재채용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금운용을 위해 본사를
이전한 운용사에 연기금 대학원 졸업자를 취업시키고 운용사 경력으로 기금운용본부 운용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정주여건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공무원연금공단과도 MOU
체결을 하여 연기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특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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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제주대-전주대-조선대 Local Learning Project

추진 배경 및 목적
•제주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호남·제주권 대학 간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
(’19.4.23.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전주대학교 협약 체결)
•3개 대학 학생이 팀을 이루어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팀별 미팅을 통해 대학별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도출
•각 대학 소재지의 역사적 사건(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전주, 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100년 시간ㆍ공간ㆍ인적 네트워크 구축
세부 추진 실적
구분

세부내용

운영기간

2020. 1. 15. ~ 1. 17.(2박3일)

운영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대 교양강의동, 제주도 일원
발표
토론
(팀별)

운영내용

대학별 학습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제주대) 걷기 좋은 제주를 향한 발걸음 외 2건
(조선대) 보완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엔지니어가 되자 외 3건
(전주대) iClass 최대 수혜자 되기 외 2건

특강

제주 역사 및 문화 탐방 관련 전문가 특강

역사

제주 4.3 관련 유적지 탐방(한림, 대정, 북촌 팀별 탐방), 동백꽃
관련 체험

탐방
콘텐츠
제작
발표

역사탐방 및 체험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역사 및 문화 기반 교육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발표
(주제) (내)귀로 담는 제주, (내)눈으로 담는 제주, (내)손으로
담는 제주

진행 주체

참여대학학생
퍼실리테이터
탐방전문가
해설사

참여대학학생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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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진행 주체

제주대(27명) : 학부생 8명, 교직원 11명
참가 현황

퍼실리테이터 7명, 특강강사 1명
조선대(20명) : 학부생 14명, 교직원 6명
전주대(25명) : 학부생 15명, 교직원 10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호남 제주권 대학 선도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한 제주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강화
•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와 연계하여 국립대로서 선도적 및 공적 역할 추진
•향후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학점교류 추진 예정

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전공역량 강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래시장 내에는 건강관리를 주관으로 하는 곳이
미비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실정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및 지속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여 등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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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실적
분류
사업활동
계획수립
사전답사
참여단 모집

일정

내용

’19. 6월중

사업일정 및 프로그램 협의, 기타사업 활동 관련 사항 협의

’19.06.27.

예정지역 답사(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19.07.10.

부스장소 협의, 상인회 협조

’19.06.20.
~ 06.25.

건강관리사업

’19.07.15.

지역홍보

~ 07.24.

참여단 사전교육

’19.07.22.

참여단 모집 공고 및 건강관리사업 공지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게시
봉사활동 안내, 건강 교육 및 실습, 사업별 팀 구성, 모의방문

- 전학년 재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건강상태, 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활동

’19.07.23.

진행

~ 07.24.

문진, 혈당ㆍ혈압 측정
- 심뇌혈관 질환의 전조증상 응급조치 교육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증상과 예방법 교육
- 고령자 시장 상인 대상 만성질환 자기관리 증진 교육

평가회

’19.07.24.

팀별 봉사활동 소감발표 및 소감문 제출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건강검진 수혜인원(약 1,000여명), 프로그램 참여 학생(115명, 만족도 4.84)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여,
간호전문직 자긍심 고취 및 현장실무능력 함양
•지역사회 교류 확대 및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위상 제고
•전공역량 연계 사회기여 선도모델 창출 및 제주지역 미래 간호인력 양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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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지역융합, 지역공영, 지역상생을 위해 국립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거점국립대학의 핵심역할
모델 제시
•목적
- CNU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공헌을 위한 나눔과 공유 중심의 열린대학 구현
- 학내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소통을 통해 지역공헌 확대 운영
-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는 안전사회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과 정주여건 향상
세부 추진 실적
•지역주민 대상 보건·헬스케어·무료법률상담 및 권익보호프로그램 수행
•사회 취약층 교육기회 확대로 희망사다리 복원과 지역착근인재 양성
•대학의 지식·재능·시설·장비 공유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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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백마사회공헌센터를 통한 지역공헌 거버넌스 기반 구축 운영 >
오픈 캠퍼스 모델

운영유형
유형

소분류

내용

건강증진

개인건강증진을 위한 나눔

공익상담

개인존중과 보편적 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예술 나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

포용교육
(21개
사업)

희망사다리

고른교육 확대

진로체험

지역미래인재 진로탐방

시민교육

더불어 사는 사회

자원개방
(11개
사업)

지식공유

지역민 소통을 위한 기회 공유

장비공유

과학기술 장비 공유

시설공유

시설자원 공유

행복나눔
(8개 사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성과도출 체계

파급효과

•운영규모: 학내

20개 기관에서 총 40개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대학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학과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발전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 충청남도)와 협력으로 결과 창출
•백마사회공헌센터의 지역사회공헌 중심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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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국가성장동력 핵심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언에 따른
거점국립대로서의 지역발전 핵심역할 요구
- 지속가능한 지역수요 맞춤형 창업인재 양성·배출로 지역혁신 선도 역할 필요
•목표
- 지자체 협력 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지역사회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
- 원스톱 토탈케어시스템을 통한 산학협력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로 기업-연구자-대학 간
산학협력 창구를 일원화
- ICT 기반 청년창업농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대전·세종·충남 농업 농촌 발전 주도
세부 추진 실적
대전TIPS타운 착공식 (12.9)

추진성과
세부사업
대전TIPS타운

ICT기반 청년창업농 양성

원스톱
토탈케어
시스템구축

ICT기반
청년창업농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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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내용

관-학 협력

충남대-중기부-대전광역시-창업진흥원
협력

타운 조성

지하1층, 지상 5층(3,873㎡) 신축 착공

통합 사이트 운영

산학협력단, 인재개발원, LINC+,
창업보육센터 데이터통합 일원화 https://
connect.cnu.ac.kr

이용 실적

회원수(2,233명)/창업 보육 기업수(86개)
지식재산권 등록(3,112건)/기술이전
수(806건)

창업농 양성
교육과정 구축

영농창업인재전형 학생선발(정원 15명),
정규 영농창업 교육·비교과 과정 및
실습과정 운영

공공기관·
지역농가와 협력
체계구축

도로공사와 유휴지 사용 양해 및 선도농가,
산업체, 농업기술원과 협력체계 마련

•민-관-학 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 지역사회 맞춤 창업인재 양성
•중기부, 농축산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도로공사, 농식품인력개발원, 충남농업기술원, 선도농가
협력체계 구축

성과도출체계 및 파급효과
성과환류체계

파급효과

•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인재 양성 선순환체계 구축
•실무위주 창업교육, 정보제공, 기술이전, 창업시설
제공 등 혁신적 창업 생태 구축·창업인재 배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가능
•지역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및 인력을 중심으로 혁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 교두보 확보
•청년 창업농 진출로 지역사회 농업 농촌 활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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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가치 제고 및 사회혁신 선도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Local Revitalization(지역 활성화): 지역의 성원으로 건립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부흥과 재생에 기여하는 사업
•Engagement with Society(대학의 사회참여): 대학 구성원의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 주도하는 사업
•Association for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연계·협력):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형식적·단편적 교류·협력이 아닌 실질적·다각적 교류·협력 기반 사업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및
공적 가치 제고에
기여

세부 추진 실적
지역 특화 인재양성
•지역산업 특화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가치 제고
- 오송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바이오인공지능대학원 설립
- 산업체 수요 맞춤형 대학원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전문가 진단·피드백을 기반 교과목
개발·개편

지역혁신 리빙랩(Living Lab.) 활성화
•지역현안해결과 미래대응 전략 수립을 통한 사회혁신 가치 제고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지역혁신형 연구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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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생 컨설팅/세미나/벤치마킹/ 네트워크 구축
- 지역학 연구 과제 수행
- 지역 레질리언스 포럼 및 지역상생 발전 연구 수행

지역-대학 SCR 나눔공동체 활성화
•봉사(Service)나눔/문화(Culture)나눔/자원(Resource) 나눔을
통한 나눔가치 확산
-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무료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 문화나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제공
- 대학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나눔플렉스, 오소역 북카페) 및 공동연구장비 공유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지역 특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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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리빙랩

•지역-대학 SCR 나눔공동체

32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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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순천대학교

강릉원주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 상생의 신(Syn)나는 Local University

추진 배경 및 목적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강점을 집약한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호혜상생의 지역협력을 통한 가치 제고
- 지역융합대학(Syncretism), 지역창의대학(Synectics), 지역공영대학(Synergy)의 신(Syn)나는 Local
University를 통해 국립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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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거버넌스 및 성과 도출 체계

35

세부 추진 실적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교육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 문화 및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위주의 학습과 인성교육 강화로 ‘학생 중심’의 지역친화 교육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과 학과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및 해결책 제시하는 등 대학의 ‘전문역량’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구축

•지역이 필요한 분야에 대학의 자원을 직접 투입하는 등 대학의 인적 물적·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과의
경계를 허물어 대학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친화적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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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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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사회적경제 교육기반 사회적가치 실현제고
- 지역연계 기반 교과 운영
- 경남지역 공공인재대학(NCS교육)
-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구축

추진 배경 및 목적
•제7차 대학발전계획 상에 지역사회 공헌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특성화 추진
•2017년 대학사회책임(USR)센터를 설립하여 대학혁신과 지역사회혁신 사업을 추진
- 대학혁신으로 지역연계 기반의 교과/비교과 교육 운영
- 지역사회혁신으로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사업 운영
•지역의 유휴자산(구 검찰청 부지)을 공유자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사회혁신의 구심체이자 관련 조직들의 소통 공간 마련

세부 추진 실적
1) 지역연계 기반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목적 : 기존 편성된 정규 교과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역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과목
•운영기간 : 2019학년도 2학기
•참여실적 : 13개 교과 운영, 이수학생수 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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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주요 성과
- 경상남도 마을-대학 공동체 협력사업 5팀 참여, 고령친화형 무장애 마을(남해군 서상마을) n조이팀
최우수상(경남도지사상) 수상
※ 경상남도 사업 정책 반영, 2020년 남해군 서상마을 노인회관에 사업 추진 예정

- ‘중앙시장 활성화방안(소매경영 교과)’,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역의 위험비탈면 해소방안(지반방재
공학 교과)’ 등 지자체 2020년 정책과제 제안

2) 경남지역 공공인재대학(NCS 교육) 운영
•목적 :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직무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기간 : 2019학년도 1 ~ 2학기
•참여실적 : 4개 교양 교과 운영, 이수학생 71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과목수

2

4

6

참여인원

31

71

105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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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교과목명
온라인 마케팅
NCS

학점

수강

지역청년십

인원

펀드 지급

20

4,000,000

주요내용
•구글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1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집중이수제(5주) 시행

주요성과
•구글 애널리틱스
인증시험 전원 합격
•2019년 LH인턴

LH지역공공인재
직무(NCS)

3

18

7,680,000

•LH 직무 및 사회적경제 이해 과정
•LH직무 담당 차장 강의 진행

합격 3명
※경남과기대 LH인턴
합격 3명 중
이수자3명

•한국시설안전공단 직무 및 실습
KISTEC지역공공
인재직무(NCS)

3

15

6,720,000

교육
•KISTEC 임직원 강의 진행
•집중이수제(10주) 시행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상반기 채용
최종합격 1명

•체계적인 구매 이론 습득을
통한 업무수행능력의 기반마련,
구매전문가 직무
(NCS)

3

18

8,100,000

구매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구매자재관리사

•구매전문가관리협회 전문기관

자격 취득 8명

위탁교육
•집중이수제(8주) 시행

•LH희망펀드 연계 사업 운영: GNTECH 지역청년십펀드(알바 대신 펀드) 지급

3)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지역의 유휴자산(구 검찰청 부지)을 「서부경남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리모델링 추진(일부 리모델링
완료)
•지역혁신포럼 등을 통해 청년, 지역단체 등 수요자 의견 수렴
•지자체 청년사업 등 공동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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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배움과 지역사회 기여가 결합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전공교과에서 배운
지식의 실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
•실질적인 NCS 교과목 개발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육성
- 현장실무진과의 co-class를 통한 실무중심 교육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접근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대학특성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및 책임성 제고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공유자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대학사회책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좋은 지역사회(Good Community)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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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식육 HMR 전문가 양성 과정업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HMR 상품을 활용한 충남지역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안정 소비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바른 먹거리 문화정착과 관광자원 확보
•HMR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증가와 충남 지역 인재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식육점 및 소규모 식육업체의 육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세부 추진 실적
•재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축산물을 이용하여 식육 HMR(간편식) 제조
•프로그램 운영시간: 13:00 ~ 18:00, 6주간 30시간 교육, 워크숍 4시간
•프로그램 운영기간: 2019. 10. 16. ~ 2019. 11. 20.
•커리큘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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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주제

시간

실습교육

시간

1

OT 및 식육 HMR 시장 이해

2

수요중심의 돼지 발골

3

2

식육 HMR과 지역 상생

2

HMR 치킨과 돈까스

3

3

소고기 Farm to table

2

한우 관리와 차별화 발골

3

4

HACCP의 이해와 실전

2

소시지와 수제 맥주

3

5

FTA와 K-food 활성화

2

HMR 육제품과 소스

3

6

식육 HMR 핵심기술

2

품평회 및 수료식

3

추진 성과
•지역의 식육 HMR 종사자 인재양성 및 소득창출
•충남형 먹거리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충 남형 HMR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
•전통+서구 육제품과의 융합으로 소비자 맞춤형상품
개발로 한식세계화에 기여

충남형 HMR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식육 HMR 과정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에 과제 제안서 작성(2년간 20억)
•예산군,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식육 HMR 인큐베이터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 2억원의 건설비 신청
•소규모 식육업체의 육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
•4개 산업단과 MOU 체결로 사업규모 확대 및 성과확산을 통해 충남형 브랜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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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백제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이 보유한 백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 기반 마련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 촉진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 고취

세부 추진실적
•공주·충청남도 백제 문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문화상품, 만화, 영상, 무용) 개발
- 백제문화·공공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장학습(2회), 세미나 개최(3부) 168명 참여
- [지역주민-공주대 구성원-외부인]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 (2회)
- [디지털 크래프트]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회원, 재학생 등 42명, 2회(12시간), 만족도 96.6
- [다른 시선으로 보는 길] 공주봉황초등학교 3학년, 재학생 등 42명, 2회(12시간), 만족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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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공공가구 디자인 개발, 심사, 설치작품 선정, 제작 및 설치(4건)
•2019 충남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와 연계한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특별상 5팀 시상)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공공디자인 및 지역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지역 소규모 공방, 산업체, 갤러리가 표기된 문화예술지도 제작을 위한 아카이브 책자 제작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도시재생지원기구)에 공주시 도시재생센터와 2020년「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제안서
작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상품개발 연계 수업 추진
•백제문화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홍보- 지역 문화예술·경제 활성화
및 외부관광객 유입 효과
•교육청에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제안- 공주시 3학년 초등학생 대상
동일 워크숍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결과물 전시 추진
•지역주민 참여 공공디자인 중심으로 공주시(도시정책과)에 과제 제안서 작성, MOU 체결- 공주시 원도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 추진(4년간 3억2천만원)
•지 역문화예술지도 제작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으로 지역 문화예술기반 시설 발굴- 지역기반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22년 지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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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대학 자원 개방 공유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사업명
대학자원 개방 공유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세부사업명
•박물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문화유산 Job Go! 꿈 Job Go!’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박물관을 위한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체험 문화 공간 조성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에 교육과 문화·체험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
•군산대학교만의 특화된 시설인 박물관, 해양수산실습원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진로탐색 기회 제공

대표 추진 실적
•박물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문화유산 Job Go! 꿈 Job Go!’ 프로그램 운영
일자

2019.04.04.∼12.04.

장소

박물관

대상

지역내 중학생

인원

395명(15개교)

내용

박물관 견학 및 전시기획차 체험(미니어처 제작)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museum」운영
일자

2019.09.∼2019.11.

장소

황룡문화홀 등

대상

군산대 교직원 및 재학생, 지역민

인원

275명

•토크콘서트 : 김차동과 함께하는 신철균의 사진이야기
내용

•갤러리토크 : 금강 그 물길따라100년, 군산 해어화100년, 군산
야구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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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체험 문화 공간 견학 및 체험활동
일자

2019.07.13.∼2020.01.09.

장소

양어장 (실내, 노지)

군산시민 및 재학생 등

인원

341명

대상
내용

•관상어 수족관 견학 : 열대어, 민물고기, 거북이 등
•체험활동 : 사료주기 및 상세관찰, 만져보기 등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군산대학교만의 특화된 시설 전체를 활용한 교육과 견학·체험의 복합 공간 조성으로 현장체험 교육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대학의 시설·공간이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학 시설의 견학, 간단한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 교육자원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

중점추진과제명
지역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사업명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Culture Network

세부사업명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황룡 학술제
•지역 산업 및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중심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증진 및 문화 인프라 지평 확대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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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추진 실적
•지역사회 음악교류를 통한 화합과 소통(시민과 함께 클래식)
일자
대상
내용

2019.10.25.

장소

군산시민, 음악동호인, 음악과 기악전공 재학생

인원

은파
수변무대
250명

•군산대 음악과 재학생과 군산 동호인과의 세션 버스킹 공연(8곡 연주)
•완성된 음악 공연으로 시민 정서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황룡 학술제
일자

2019.09.23.∼09.27.

대상

장소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소속 학과(부서 및 단체) 및 외부단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문화공유의 장 마련 및 지역사회와 공감대

내용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전시회,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남동발전 채용박람회, 인권영화제 등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
일자

2019.12.10.∼2020.02.29

장소

동군산병원 외

대상

군산시민, 군산 방문 관광객 등

인원

약 700명

•행복한 동행 송년음악회 및 군산대학교와 함께하는 뮤직포유 송년음악회
내용

•군산대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좋아서, 좋은’및 감성과
조용하다 전시회
•2020 새해맞이 희망 콘서트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지역민의 신뢰 기반으로 지역중심대학 공공성 강화 및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군산지역 경제 위기 침체에 따른 군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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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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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목포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생활문화축제 – 목포문화재야행 ‘목포夜, 놀자’ 기획 및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목포문화재야행 행사 목포대학교 지원 및 참여 요청
- 우리대학에서

실시한 지역현안해결사업 수요조사시 신청(목포시→목포대학교)
- 2018년

목포문화재야행 추진성과를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을 위해 우리 대학에 참여
요청
•문화적 혜택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하고자한 우리 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표와 부합
•목포문화재야행 축제는 목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차별화된 체험·전시 프로그램 제공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국립대학의 책무성 강화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초 마련

세부 추진 실적
•목포시와 함께하는 문화재야행 축제로써 옛 역사를 지닌 원도심 지역 활성화 및지역민들이 다시 찾게
만드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역생활문화축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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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원도심의 상징성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구분

전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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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내용

근대목포거리 3D 시뮬레이션

근대 목포의 거리 3D 재현

목포 항일운동가 인물전시

목포 출신의 항일운동가 12인 초상화 제작 및 전시

대형 한지 모형등(포토존)

한지를 활용한 모형 등

캡스톤디자인 성과물 전시

아이디어 상품 전시

캐리커져 그리기

풍선, 도화지 인물 캐리거쳐

야광 페이스페인팅

목포야행 관련 야광 페이스페인팅

운영부서

3개
창의융합전공

VR콘텐츠 체험

3ܧ운동 주제 VR 만화콘텐츠

3D펜을 이용한 토퍼제작

목포야행 콘텐츠 관련 토퍼 제작

목포의 불을 밝혀라

수학 원리 LED등 만들기

모형자동차 만들기

점토를 이용한 모형자동차 만들기

남도전통문화체험

전공통예상품 제작(민화부채, 한지쟁반 등)

전통차/추억의 음료 시음

전통차 시음, 빙수 만들기 체험

CREAT

추억의 과자 만들기

추억의 과자(오란다) 만들기

아카데미

추억의 과자(뻥튀기) 체험

뻥튀기 체험

창의융합
동아리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성과
- 체험프로그램

10종, 전시프로그램 4종, 공연프로그램 6종 개발 운영
- 창의융합전공생

제작 ‘항일운동가 초상화12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
·‘1919 남도, 대한독립만세’ 에 초청되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별관에 전시
·목포시 요청 ‘영웅, 그 날의 기억을 걷다’에 초청 목포근대역사관 전시
- 창의융합전공생

제작 ‘근대 목포거리 3D재현 시뮬레이션’작품은 향후 근대 역사관, 목포대 기록관실에
전시 될 예정
- 관광지로서

소외되었던 목포 원도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마련
- 창의융합전공

주임교수 2020년 목포문화재야행 민·관 추진위원회 위원 참여
- 목포시는

문화재청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인 ‘가’등급(27개 지자체 중 4곳) 획득
- 지역 축제에 참여한 경험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콘텐츠원캠퍼스
사업(사업명: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VR체험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의융합 인재양성, 2020.04.29.)
유치

[VR콘텐츠 체험]

[항일운동가 초상화 전시]

[3D시뮬레이션체험]

•기대효과
- MNU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

추진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우수사례 전시를 통한 성과 확산과
지역에서의 인지도 제고
- 대학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 공간 마련 및 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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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
대학교

중점추진 과제명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사회 기여

성과포럼」 우수사례 선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원도심 재생을 위한 Living LAB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목적
•재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대학으로서 공익적 역할 제고의 기회가 필요
•서비스러닝을 통해 재학생의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향상 및 지역사회 기여 경험을 제공

세부 추진 실적
① 「원도심 재생 Living LAB 프로젝트」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대학 간 연계 프로젝트로 운영하기 위해 안양대학교와 MOU 체결(2019. 6.)
•원도심 재생사업 이해와 협력 지원을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센터와 MOU 체결(2019. 11.)
•원도심 아이디어 캠프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회 실시(2019. 8.)
② 원도심 재생을 위한 Living LAB 프로젝트 공동 운영
세부 프로그램

원도심 사전 답사 및 도시재생교육

Living LAB아이디어 캠프

운영기간

2019. 9. 28.(토)

2019. 11. 8.(금) ~ 11. 10.(일), 2박 3일

참여대상
협업기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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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목포해양대학교 30명, 안양대학교 18명)
목포해양대학교, 안양대학교,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 학생 그룹편성

•원도심 2차 현장조사

•도시재생 및 목포시 이해하기 특강

•원도심 재생 아이디어 산출

•원도심 1차 현장조사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제작

•그룹별 1차 아이디어 제시

•발표회 및 시상식

세부 프로그램

원도심 사전 답사 및 도시재생교육

Living LAB아이디어 캠프

주요내용

•4.31점(5점 만점)

만족도

•새로운 경험, 지역사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의견 제시
•GPS핵심역량검사의 창의융합역량에서 핵심역량이 향상되었음(t=-2.26, p<.05)

운영성과

•대학생 창의성경진대회: 북한의 추억(장려상), 엔진파월(창의적아이디어상)수상

③ 원도심 재생 Living LAB 프로젝트 성과공유를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일시 및 장소: 2019. 11. 15. 목포해양대학교 소강당
•참여인원: 국회의원, 시민연대 대표 및 목포시 지역민, 재학생 362명
•운영내용: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및 성과 공유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Living LAB 프로젝트 운영성과를 전국 규모 심포지엄 및 포럼 등에 사례발표
순번

성과공유를 위한 사례발표

일시 및 장소

1

광주·전남 대학 교육 혁신 심포지엄

2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

2020. 1. 9.(대구 EXCO)

3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동계심포지엄

2020. 1. 30.(숙명여대)

4

대학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2020. 2. 10.(진도 쏠비치)

5

조선대학교 혁신 성과공유 심포지엄

2020. 2. 6.(조선대학교)

2019. 12.
19.(김대중컨벤션센터)

•참여 학생의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에 환원 기회 제공 및 학습 성공 경험 획득
•대학생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 인식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
•지역과 지역민들과 함께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역할인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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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 과제명

광주·전남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21개 대학과 성과공유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NUGC공동교육혁신센터 구축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 간의 협력 및 상생이 요구됨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교육혁신센터의 설립 필요
•광주·전남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의 기회 필요

세부 추진 실적
① 「NUGC 공동교육혁신센터」 구축
•주관대학: 목포해양대학교
•참여대학: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NUGC 공동교육혁신센터 협의회 운영(2019. 4. ~ 2020. 2. / 6회): 세부 운영계획 수립, 하계워크숍 및
동계심포지엄 계획, 2019년 운영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차년도 주관대학 선정 등

② 광주·전남 학업 부진 학생 프로그램, 학습상담을 위한 매뉴얼 개발(2019. 9. ~ 2020. 2.)
•연구책임자: 선문대학교 유○○ 교수, 공동연구자: 숙명여자대학교 김○○ 교수
•개발된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광주·전남 지역 전체 21개 대학에 배포

③ NUGC 협의체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교육 지원
•5개 협의체 대학의 교직원 대상 워크숍 운영(2020. 2. 3. ~ 4. 여수)
•대학교육의 방향 및 성과관리 세미나, 교육혁신 우수대학 사례, 타 권역(충북)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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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UGC 교수학습역량강화 하계 워크숍 개최(2019. 6. 19. ~ 21. 제주)
•21개 광주·전남 대학 CTL 관계자 대상 집중 워크숍: 11개 대학, 25명 참여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 교육

⑤ NUGC 교육성과 공유를 위한 동계 심포지엄 개최(2019. 12. 19. 광주)
•전국 대학 26개, 95명 참여
•대학 교육의 혁신방향, 타 권역 대학 교육혁신원 운영에 대한 5가지 주제 발표
•광주·전남 대학 교수지원 우수사례: 광주여자대학교 외 3개 대학
•광주·전남 대학 학습지원 우수사례: 목포해양대학교 외 3개 대학
•우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발표 및 시상: 초당대학교 외 7개 대학

① 협의체 구축

② 프로그램 개발

③ 역량강화 교육

④ 하계워크숍

⑤ 동계 심포지엄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NUGC협의체 및 광주·전남 지역의 사립대학까지 함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성과확산 심포지엄을 운영
•[보도자료] 2019 NUGC공동교육혁신센터 하계 워크숍 개최(전남조은뉴스, 2019. 7. 2.), 광주·전남
공동교육혁신센터 동계 심포지엄 개최(아시아경제, 2019. 12. 20.)
•NUGC 공동교육혁신센터의 운영모델을 타 권역의 공동교육혁신센터에 확산하여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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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부경대중심 지역사회 휴먼서비스 3대 전략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1. MACRO 수준의 지역이슈기반 배분사업
2. MEZZO

수준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8개 기관과의
MOU체결
3. MICRO

수준의 62.9 영상제, 우리동네 모니터링 활동 등을
추진하였음

세부 추진 실적
•2019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역이슈기반배분사업 1차년도 교육·평가사업 추진 및 대학지역사회간 MOU 체결(부경대학교-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9. 3.)
※ (지역이슈기반배분사업) 총 4개년 사업, 부산광역시 6개 구, 총 68개 지역기관 참여

•Know Problem! 남구! No Problem! 남구! (62.9초 영상제)
※ (사업개요) 부산시 남구 지역의 문제점 발견-해결방안 제시를 주제로 62.9초 영상제작물 공모, 21편의 공모작 중 1차
심사를 통해 9편 영상 선정, 상영회 및 영상 설명회를 실시하여 우수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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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기반배분사업

개별기관

워크샵

방문(지역이슈기반)

MOU 체결

62.9초 영상제

•우리동네 모니터링 사업
※ (사업대상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강낭콩교실 참여아동 19명(초등1 ~ 중등3)
※ (운영방법) 매주 월요일 1시간 30분씩 총 8회 운영,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식,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지역사회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와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활동 수행

창문 아이의 세상-좋은점

한편의 공포영화위험한점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해당사업은 제2회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시 영남권 네트워크 우수사례로 발표(2020.1.9.)하였으며,
특히, ‘우리동네 모니터링 사업’ 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EBS 교육다큐멘터리로 제작
추진중(2020. 3~6월 촬영)
•62.9초 영상제 결과물을 부산 남구청 주민지원과에 발송하여 남구지역계획 수립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동네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의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아동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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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시설 개방 및 서비스 개발-혁신 및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혁신 기본방향인「3대 원칙 및 12대 과제」에 부합하는 대학자체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자율
혁신제안의 활성화를 유도

세부 추진 실적
•2019년 정부혁신 계획에 의거, 우리대학 정부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자체혁신계획 수립
※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부혁신과제 총 48건에 대해 심의·확정(2019. 3. 21.)

•대학 자체 혁신계획의 분야별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2019년 부경대학교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부서별 혁신워크숍을 실시함
심사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혁신과제명
소상공인(자영업) 경영지원을 위한「전통시장·골목식당 PKNU청년(대학생)
지킴이」운영
인문학 강좌를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시설보수 One-Stop서비스 “단디센터”운영
우수한 수·해양 인력 양성 지원 및 진로체험 학습 제공

장려상

참가상

미래융합대학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경영대학
대외협력과
시설과
선박실습운영센터
미래융합대학

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인재개발원

지역민에게‘천원의 아침밥’제공

학생복지과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용당캠퍼스 안전지킴이 운영

총무과

창의&복합문화 기능의 도서관 공간 구성

도서관

‘가야인, 바다에 살다’

박물관

※ (혁신경진대회) (1차심사) 2019. 5. 9. (2차심사) 2019. 5. 21. 총 10개 부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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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통시장·골목식당 PKNU 청년지킴이’ 사업은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네트워크 참여·협력을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의
성과를 도출함
※ (PKNU청년지킴이) 경영, 디자인 등 관련전공 학생이 사업에 참여하고, 교원은 경영 컨설팅, 시설과 기술직원은
재능을 기부하는 등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사업

청년지킴이 발대식

현장 애로사항 공유

노후시설물 정비
환경정화

교육기관 경진대회 수상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최우수 사례인 ‘전통시장·골목식당 PKNU 청년지킴이 사업’은 교육부의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 참여, 노력상을 수상하였으며, 연합뉴스 등 20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립대학육성사업 우수성과로 지역사회 등에 공유함
•또한, 해당사업 추진을 주도한 경영대학 행정실 한○○ 팀장은 범정부 추천 정부혁신교육 강사*에 선정,
’20 정부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추진의지를 독려하는 활동을 수행함
* 정부혁신교육 강사: 민간혁신 전문가 및 사회혁신 강사 25명, 범정부 추천 강사 35명(총 60명)

•기존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에서 탈피한 상향식 프로세스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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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창의융합교육과정(STEAM) 기반의 세대동행 및
교육인프라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과학창의 융합교육 운영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추진 배경 및 목적
•교육인프라 취약지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과학창의융합교육 기회
제공
•지역주민의 교육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국립대학 책무 이행

세부 추진 실적
•창의융합교육과정(STEAM) 기반의 세대동행 및 교육인프라 취약지역 찾아가는 교육 시행
•혼합형 STEAM 교육과정 : 초등생 팀별 PBL 수업, 세대동행 수업 (자녀+학부모 공동 참여), 학부모
수업(4차산업 시대의 생애주기 교육 필요성)
- 지역사회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및 경기북부 접경지역(포천시, 연천군)의 초·중등학생,
학부모. 군인자녀, 군인학부모 대상, 한 학급 (학생 30 명, 학부모 60명) 규모
- 세대동행 및 교육인프라 취약지역 수업: 각각 주1회(토요일) 실시, 총 4회, 총 720명 대상
- 사회교육개발원 주관, 인성창의융합협회 세부시행, 지자체 및 군부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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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지역 학교 교육수요 조사
•경기북부 교육수요 조사

2019년 6월~11월



•STEAM기반 초중등 수업
•세대동행, 학부모 수업

2019년 11월~12월



•특수계층 연수 및 직무연수

•수업평가회
•사업결과 보고

•프로그램 운영횟수 : 14회 / 수혜자수 : 747명
프로그램

세부내용
•3D펜을 사용한 팀의 상징물 제작

체험수업-초등

•지역: 포천(영북초 5) 27명,

남양주시(양지초 6) 93명

동두천시(송내초 5) 30명,

서울 중랑구(원묵초 6) 96명

노원구(당현초 5) 121명,

도봉구(숭미초 5) 132명

•인원: 총6회(499명)

수행척도(5점)결과: 4.38점

•성과: 아이디어 창출과 3D펜 상징물 디자인 제작 체험
재료의 물질변화과정과 입체(물) 형성의 물리 현상이해
체험수업-중등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준 현실기반의 경험 및 적용방안
•지역: 포천(관내 거주 중학생 1-2학년) 30명
연천(연천중학교 1학년) 37명
•인원: 총2회(67명)

수행척도(5점)결과: 4.49점

•성과: 카메라 위치와 동작에 따라 물리현상 이해
DIY프로젝트 수행-카드보드&AR친구 찾기, VR 영상 및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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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모의창의, 모의일터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타인 배려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팀워크 플레이 훈련

세대혼합

•자녀+학부모, 군인가족
•지역: 포천(영북초 학생, 학부모) 30명, 포천(6군단 군인가족) 41명,
동두천(관내 및 28사단 가족) 54명
•인원: 총3회(125명)

수행척도(5점)결과: 4.57점

•성과: 미래기술과 미래사회 공동체 이해, 브레인스토밍, 3D펜, 4D프레임 등
인지적 창의도구의 활용 체험, 세대 간 의사소통 방법 습득
기업 활동의 각 역할 분담체험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하였음
•과학창의융합교육 기반 생애주기 교육 필요성 인식 및 인성 중심 창의융합 교육 체험
직무연수

•지역: 포천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 등 청소년활동기관 종사자
•인원: 총1회(41명)

수행척도(5점)결과: 4.54점

•성과: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성 중심
창의융합교육 경험
융·복합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청소년분야 역량강화 교육
팀티칭(Team Teaching)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체험교육 실습
특수계층 연수

•3D펜을 사용한 팀의 상징물 제작으로 공동체 인식 개선
•지역: 서울 노원구 성민복지관 특수반(장애인)과 가족
•인원: 총2회 15명

수행척도(5점)결과: 미포함

•성과: 인지성(상상력) 도움▶ 감정코칭도움▶ 정서안정▶
사고력(창의력)향상▶욕구조절능력▶공동체 인식 함양이 체험도구에 대한
흥미 유발과 호기심 있게 탐색하고 활용하는 행동으로 의미 있게 관찰됨.

•유관기관 협력: 교육청-일선학교-지자체-군부대 협업체계 구축
- 지역 교육 특성과 낙후 지역 학교 선별에 지역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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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Act-Check-Feedback의 성과관리 체계로 운영 됨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주요 성과
- 특수계층 학생 및 학부모 세대통합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및 공동체의식 함양, 2020년 2개 반 각
10주 프로그램 확정
- 포천시, 연천군 교육업무지원 협약 체결과 군(6군단 관할 지역) 업무지원 협약 체결로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사업 확산의 초석 마련
- 포천시 교육공동체 주요 의제로 다룸. 확산 정책 방향으로 2020년도 자체예산 수립하여, 정규수업
실시와 2020년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수립
- 포천시와

공동으로 경기도 미래를 위한 역사교육 사업 확정
- 2020년

원묵초등학교 사업추진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확대
- 사업수행별 5개주제 일간지 및 지역 언론 보도 총 77건(보도 내용 언론사, 보도자료 참조)으로
지역사회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활성 기반 마련
[경원일보]포천시-서울과기대, 포천미래교육을 새로 디자인하다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
=85141)
[새한일보 외] 포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http://www.shilb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1942)

•기대효과
- 성과에

의한 가치 상승으로 지역사회 기여의 국립대 책무 이행
- 공동의

가치로 미래교육 특구 정책에 대한 탄력
- 포천시

및 접경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주문하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전략
-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 사회변화

맞춤형 대학-지자체 간 교육행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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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오픈형 목요일 도서관·도서관 커뮤니티 ‘북뿜뿜’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학내 교양강좌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도서관에서 정기적이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필요
•공개강의 형태로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지적사고 능력 함양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커뮤니티 운영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와 양서 선택능력 배양

세부 추진 실적
도서관 2학기 문화행사(목요일도서관, 초청강연) 개최
•실적
프로그램명

일정
9/26(목)
10:00~12:00
10/10(목)

목요일
도서관
(5회)

14:00~16:00
11/14(목)
15:00~17:00
11/21(목)
14:00~16:00
11/28(목)
14:00~16:00

66

주제
문학적 상상력 : 전체의 바깥
1937년, 애도 받지 못한 비극
- 통한의 역사, 고려인 강제이주의 의미와 기억

참석인원
총 37명
총 26명

이슬람 포비아, 그 역사적 기원과 의미

총 77명

대하소설 <임꺽정> 읽기 - 배움의 길

총 33명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풍속화

총 41명

프로그램명

일정

주제

초청강연

16:00~18:00

(2회)

11/5(화)

10/1(화)

참석인원

‘나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총146명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베스트셀러 저자
취준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 경제 트렌드

16:00~18:00

총140명

: 대학생 2020년 경제를 먼저 만나다

-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협력하여 열린 대학으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
형성 및 대학도서관 경쟁력 향상
-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매주 목요일,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양질의 교양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내·지역 구성원들에게 시행 프로그램을 도서관 고유 문화브랜드로 양성
- 재학생 중심의 디자인을 기획한 홍보 포스터와 도서관로고 등을 제작함으로써 참여자 중심의
홍보효과 극대화로 점진적인 프로그램 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참여자 : (2018년) 803명 → (2019년) 868명 / 만족도 : (2018년) 4.6 → (2019년) 4.8

도서관 1·2학기 독서커뮤니티 “북뿜뿜” 모집·운영
•실적
선발과정
북
뿜
뿜



- 모집공고
- 선발
- OT 실시 후 팀
확정

활동내용



- 장학금으로 활동비지급

PT대전 실시



- 리뷰심사

- 토론도서제공(3권-5권)

- 선발팀 선정

- 개인리뷰/토론일지 3회 작성

- 우수팀 시상

수료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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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학기

2학기

1. 모집기간

2019.3.11.(월) ~3.17.(일)

2019.8.26.(월) ~ 9.6(금)

비고

2. 모집인원

200명(팀별 4~6명 내외)

200명(팀별 4~6명 내외)

- 개별/팀별 신청

3. 활동기간

2019.3.25.(월) ~6.28.(금)

2019.9.19.(목) ~12.20(금)

- 3개월

4. 참가자격

재학생 및 휴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5. OT 개최

2019.3.21.(목)

2019.9.18.(수)

- 각 2회 실시

6. 팀 구성

35개조 178명

32개조 166명

- 추가 모집 인원 포함

7. 토론도서

총 3권 이상

총 3권 이상

개인리뷰 3편

개인리뷰 3편

팀별독서일지 3편

팀별독서일지 3편

8. 결과제출
9. PT대전실시
10. 수료인원

2019.7.4.(목)

2019.12.4.(수)

최우수1,우수3,장려3팀 시상

최우수1,우수4,장려4팀 시상

141명(79.21%)

151명(90.96%)

- ST Readers 도서 1종
이상 포함 권장
- 수료자격
- 상금 각 200만원

- 학내 포스터 부착 및 도서관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참가인원 증가
※ (2018년) 162명 → (2019년) 344명(178명/166명)

- 지속적인 리뷰관리, 우수한 독서팀을 포상하는 PT대전의 개최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수료인원 비율을 높임
※ (2018년) 102명(62.96%) → (2019년) 1학기 141명(79.21%), 2학기 151명(90.96%)

-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팀별 토론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생각의 공유와 논리적 사고 및 지적
통찰력 증진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지속적인 만족도 증가
※ (2018년) 4.0/5.0 → (2019년) 1학기 4.4/5.0, 2학기 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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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 공공성과 관련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된 점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양질의 오픈형 교양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목요일
도서관

학내·지역 구성원들에게 시행 프로그램을 도서관 고유 문화브랜드로 양성
•학내 기초교육학부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및 고등교육 기회 확충
•토론도서를 팀별로 협의를 거쳐 직접 선정한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도서선택 훈련을 통해

북뿜뿜

스스로 양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배양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의 생각을 포용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열린 사고 확장 가능 및 사회공헌 기대

• 독서문화 통합포털“북가든(BOOKGARDEN, 2020.4. 오픈)”을 구축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독서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을 구성하여 추후
(육성사업)독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참여율 향상 기대

• 국립대학 육성사업 수행 전후 비교
- 재학생 중심의 디자인을 기획한 홍보 포스터와 도서관로고 등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참여자 중심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해 점진적인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에 기여(1,2학기 참여인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목요일도서관, 초청강연

379명

803명

868명

독서커뮤니티 “북뿜뿜”

-

162명

344명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적극 반영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지속적인 만족도 증가(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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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목요일도서관, 초청강연

4.6

4.8

독서커뮤니티 “북뿜뿜”

4.0

4.6

•정량적 성과
- 공과대 중심의 국립대학으로써 학교실정 상 핵심역량 진단조사에서 평가결과가

낮은

창의·융합역량을 높이고 독서커뮤니티“북뿜뿜”활동을 통해 인문소양교육을 함양하는
핵심프로그램으로 운영
구 분

1학기

2학기

합계

비율

공과대학

40

36

76

22.09

정보통신대학

29

25

54

15.70

에너지바이오대학

35

43

78

22.67

조형대학

13

13

26

7.56

인문사회대학

26

24

50

14.53

기술경영융합대학

35

25

60

17.44

합계

178

166

344

100.00

비고
60.46%

※ 북뿜뿜 참여자 중 공과대학계역(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포함)이 전체 60.5% 차지

•참여자 인터뷰
(서울시 노원구 지역주민) : 지역주민 입장에서 단일주제를 가진 강의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배울 수
이명희
있어서 좋았다 _ [목요일도서관2]‘통일신라는 처음이지?’수강 (서울과기대 신문기사 발췌)
손진아(행정학과 19학번) : 강연에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조바심 부분이 크게 와 닿았으며, 가까운
미래보다 먼 관점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탐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현재 느끼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_ [초청강연1] 베스트셀러 김수현작가‘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수강
(서울과기대 방송사 인터뷰 발췌)
이지연(글로벌테크노경영 16학번) : 책이나 신문 사설을 통해 얻는 경제정보보다 강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다 _ [초청강연2] ‘취준생이 반드시 알아야할 2020년 경제 트렌드’수강
(만족도 조사 소감문 발췌)
북뿜뿜참여자 :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책 읽는 습관이 배양되고, 단순히 독서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배운 점, 깨달은 점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고 이로 인해 관점의 다양화를 얻게
되었다는 학생들 평가가 다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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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협력하여 열린 대학으로 평생학습기회 제공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과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공유함으로써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
- 지역사회와

대학이 독서 문화를 통해 교류하는 기회의 장 마련으로 고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 우수한 신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 내 오픈형 교양강의진행 기회를
제공하고 강의준비에 필요한 학술자원 확충 및 지원
-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토론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 및 지적 통찰력을
지닌 핵심인재 양성으로 대학 경쟁력 향상 아니라 신규지원자 수 증가 기대
- 활동기간

연장으로 프로그램 내실화와 멘토 교수와의 대화, 독서일지 피드백 등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
충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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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교육특화] 대과체제 융합스쿨 플랫폼 구축사업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대과체제 구축을 위한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추진배경
목표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

추진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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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대학(사립대)간 네트워크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광양만권 대학발전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추진배경
목표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

추진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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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고등교육 기회 확대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 취약계층 지원체제 구축 및 학습역량 강화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장애 대학생·성인의
학습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연계 체제 구
축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립대학
공공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역 취약계층 대상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국립대학의 공공성 역량
강화의 필요성 대두
•우리대학 취약계층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체제 기반
마련

세부 추진 실적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장애 대학생 지원 활성화 체제 및 인프라 구축
구분

시설

장비

실적

다문화교육센터, 장애학생지원 시설(2실)

장애 학습지원 기자재 등 설비 총 92점

•지역사회 연계기관과의 MOU 체결 및 외부연계기관협의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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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일정)

참여 기관

횟수

MOU 체결

2019. 7. ~ 2019. 12.

24개

4회

외부연계기관협의회

2019. 7. ~ 2020. 2.

23개

8회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장애대학생/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분

실적

일정

참여 인원(명)

교육만족도(점)

학습지원 교육 프로그램

2019.10.12. ~ 12.14.

35

4.19/5

학습지원 멘토링

2019.9.19. ~ 12.31.

93

4.41/5

진로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2020.1.6. ~ 1.10.

68

4.06/5

장애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2019.11. ~ 12.

26

4.46/5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019.12. ~ 2020.1

184

4.66/5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항목

성과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육성사업비 32억 중 296백만원 예산 투입(9.6%)

•국립대학의 지역 취약계층 공공성

•외부연계기관 MOU 체결(24개 기관), 간담회 8회

역량 강화와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다문화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애학생지원 시설(2실)

협력체제 구축의 계기 마련

및 설비(92점) 개선
•학습지원 및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링 등 196명 참여, 만족도 4.25점
•장애 대학생 및 성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 210명
참여, 만족도 4.64점

•지역사회 청소년, 장애학생 및 장애
성인 등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국립대학 공공성
고양과 지역사회 기반 국립대학
이미지 제고

•기대 효과
-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우리대학 장애 대학생 및 성인의 학습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반학생과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교육 대비, 국가 및 지역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관련된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교의 위상 제고 및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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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이노메이커랩 생태계 구축 및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구축한 안동대학교 이노메이커랩을 지
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
회 공헌 이행
•국립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성화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 고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구축을 통해 이노메이커랩 사용자의 취·창업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세부 추진 실적
•이노메이커랩 인프라 구축
구분

시설

장비

실적

Design Thinking Lab 등 5실

레이저 커터 등 총 70점

•지역 교육기관 및 대학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험행사 운영(총 1,088명 참가)
구분

자유학기제 A&U 진로체험

일정

2019.9.5.~11.29.(12회)

참여인원

3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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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진로박람회

ANU문화페스티벌

2019.10.22.~10.23. 2019.10.30.~11.1.
118명

104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9.9.27.~10.6.
530명

•이노메이커랩 장비교육 및 이용추진(총 1,082건)
구분
세부내역

공간 및 장비개방

온라인(홈페이지) 장비 교육

지역민및지역업체

장비 44건, 공간 16건

18건

학생 등 대학구성원

장비 228건, 공간 602건

174건

890건

192건

실적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항목

정량적 성과
•육성사업비 32억 중 439백만원 예산 투입(14.2%)

성과

정성적 성과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계하여

•안동시 보조금 3억 중 203백만원 예산 투입(67.7%)

지자체의 재원 투입을 통해

•이노메이커랩 인프라 구축(시설 5실, 장비 70점)

지역협생 계기 마련

•지역 교육기관 등 견학 및 체험행사(1,088명 참가)

•지역민, 지역인재 대상 취·창업역량

•장비교육 및 장비·시설 이용(1,082건)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으로

•교과목 운영 및 세미나 지원(5과목, 1,026명 참가)

국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향상

-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역과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안동시와 협력사업으로 6.3억
재정투입을 통해 이노메이커랩 구축을 통한 지역협생 순환모델 마련

•기대 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인프라인 이노메이커랩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역사회 공헌 기대
- 전공체험,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안동대학교 학생과 지역시민의
취·창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정주 여건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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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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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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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세부사업

추진실적
•신규 학사 시스템 개편(유연학사 제도 반영)

고등교육 역량
강화사업

•해외 우수 전자콘텐츠 구독
•전자정보박람회 운영
•국내·외 다양한 전자콘텐츠에 대한 연구지원 서비스 교육
•온라인 교수용 콘텐츠 구입
•창의적문제해결 경진대회 운영

학습역량
강화사업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법 특강 및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운영
•학습역량 우수 학생 선발 및 동료 학생들의 학습실태 조사 및 학습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원
•학습동아리, 튜터링 활동 지원
•학생 교육 관련 워크숍 개최

•우수 연구소의 학내·외 연구소 행사 개최 경비 지원
연구역량
강화사업

•연구개발 사업 신청 활성화를 위한 신청서 준비 과정의 소요 경비 지원
•대학 중장기 전략 도출을 통한 교육혁신과 연구산학 혁신 연계 전략 도출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학부 과정 재학 중인 2018~2019년 선발 학생에게 RA 장학금 지급

•NCS 집중교육 캠프 운영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역량 강화 캠프 운영
•한경대-수원대 취업 프로그램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연합 직무캠프 운영
글로벌&

•한경대-한세대-수원대 연합 공기업취업캠프 운영

실무역량

•실무역량강화사업 운영

강화사업

•학과별 찾아가는 진로취업잡기 특강 및 진로설정·직무탐색 캠프 운영
•실무취업 역량 강화(외국어 및 자격증과정) 운영
•취업브리지 사업 참여학생 50명 장기현장실습 진행
•ODA 교과과정 해외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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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속적 교육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
•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
•양질의 교수용 콘텐츠 제공으로 교내 교수의 교육
전문성 신장
•경진대회 및 학습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에 기여
•교원 연계 학부생들의 연구역량 강화

학부생 학습튜터링 참여
학부생 학습동아리 참여
보고서 작성법 참여
창의적 발표법 참여
도서관 신규 도서
연구조교 지원
연구소(센터) 행사
공동실험실습실장비수입료
공동실험실습실장비 활용
해외현장 실습 참여

399명
317명
148명
153명
11,935권
19명
42건
54,555천원
129건
15명

•우수학생 조기 선발을 통한 대학원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강화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모델 구축으로 지역사회
상생 발전 도모
•우수연구소(연구센터) 지원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학과별 진출 가능 분야 탐색 및 직무 역량 이해를
통해 조기취업 전략수립 및 취업 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유학생 유치 및 국제적
인적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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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교육나눔 프로젝트 – C-REAL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 내 교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 중심 국립대학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지역의 교육 수요 및 유망한 신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기여

세부 추진실적
지역주민과 재학생의 융합적 사고력·창의력 향상을 위한 C-REAL 프로그램 운영
구분

프로그램명

C(Creative)역량

Design Thinking

R(Relationship) 역량

Maker’s Factory
SW 창의 과학교실

E(Education)역량
A(Art)역량

L(Life)역량

인원

만족도

2019.7.22.

20명

4.85점

2019.11.6.~11.27.

113명

4.70점

2019.7.22.

20명

4.98점

SW 창의캠프

2019.8.19.~8.20.

50명

4.98점

3D프린팅 교육

2019.11.19.

26명

4.94점

목공DIY

2019.7.10.~7.31.

90명

4.92점

Making Life

2019.7.11.~8.29.

109명

4.84점

2019 제 2회 충주 메이커페어

2019.9.28.

702명

4.73점

찾아가는 4차 산업혁명

2019.9.27.~11.30.

263명

4.90점

2019 충주마켓 페스티벌

2019.11.2.

3,500명

4.90점

2019.9.25.

298명

4.89점

C-REAL 체험존 운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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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5,191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정량적 실적) 지역 내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 기록
구분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인원

만족도

지역인재 양성 지원

SW창의캠프 등 7개

4,645명

4.89점

전공별 지역 전문가 양성

Making Life 등 4개

546명

4.84점

무한상상실 자체 프로그램 연계 운영

10,313명

합계

15,504명

•(정성적 실적) 지역 내 교육 접근성 향상 기여
- 충북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 대상 융합과학 및 SW교육 지원
- 찾아가는

교육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청소년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확산 노력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역 행사 연계 운영 (제1회 충주 메이커 페어 등 6개 행사 지원)
·충북 특수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대상 전문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활동 유형
교사 연수

기간

장소

인원

세부내용

2019.7.23.~7.24.

한국교통대학교

12명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강사 연수 - 3D프린팅

2019.8.8.~8.9.

충북특수교육원

36명

특수교원 정보화 연수 - 코딩

2019.10.24.~1.21.

중앙초등학교

35명

SW선도학교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 코딩

•(기대효과)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상생협력단
운영을 통해 구성한 지역 협의체를 바탕으로 C-REAL 프로그램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의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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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한국교통대·한밭대 협력네트워크 - 공동교육과정 운영

추진배경 및 목적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능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다학제간 협력 추진 필요
•한국교통대학교와 한밭대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특화
분야를 활용하여 신산업 분야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세부 추진 실적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공동운영
구분

주제

주관 대학

일시

하계

3D모델링 기술활용 실습교육

한밭대학교

2019.7.22.~7.26.

계절학기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제작 실습교육

한국교통대학교

2019.7.29.~8.2.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생성 및
분석 전문교육
동계
계절학기

딥러닝 기반 협력자율주행 전문교육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공정시스템 교육
3D프린팅 전문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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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2019.12.30.
~2020.1.9.

인원
13명
15명

한국교통대학교

2020.1.6.~1.10.

19명

한밭대학교

2020.1.13.~1.17.

11명

한국교통대학교

2020.1.13.~1.17.

10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정량적 실적 : 계절학기를 활용한 5개 프로그램 공동운영 결과 신산업 분야 관련 학과(전공) 재학생
68명이 참여하여 4.36점의 높은 만족도 기록
•정성적 실적
- (단계별

커리큘럼 운영)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단순한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역량 강화 교육 진행
- (지역

대표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3D프린팅 기술은 미래 충청권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핵심분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첨단제조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
-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각대학의 특화 분야를 활용하여 공동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접근성 향상 기여

•기대효과
- 이론에서 실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한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 및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 수행을 통한 협력능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국립대학 간 공동운영체제 강화
- 한국교통대-한밭대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 대학 특화 분야의 전문성 및 교육 인프라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대전·충청권 지역사회 인재 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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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국립대학 교류·협력·혁신을 위한 원격 기반 네트워크 구축·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 혁신 및 미래고등교육 운용 모델
발굴, 콘텐츠 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질 높은 원격고등교육 콘텐츠 수강 기회 제공에 대한 수요 부응
•(추진목적) 미래 고등교육 운영 모델로서 원격 교육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의 방안 구안 및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 사례 제시
- (주관대학)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활용 콘텐츠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 구축, 공동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서비스 시행
- (참여대학)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 참여 및 활용 가능성 타진, 참여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콘텐츠
수강 기회 제공

세부 추진 실적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대학명

역할
<주관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 교육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개선, 원격 교육콘텐츠 공동수강 서비스 제공,
콘텐츠 공동개발 참여(2개 주관 개발, 3개 참여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총괄
<참여대학>
<U-KNOU캠퍼스> 콘텐츠 공동수강

강릉원주대학교

★

10개 과목, 3명 수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52개 과목, 129명 수강

88

교양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명

역할

경인교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

18개 과목, 11명 수강

★

42개 과목, 16명 수강

한국교통대학교

★

59개 과목, 165명 수강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

23개 과목, 12명 수강

★
★
★

1개 참여
1개 주관, 3개 참여
1개 주관, 2개 참여

★

1개 주관

•(대학 간 개방·공유의 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참여대학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공유의 원격교육콘텐츠 운영 플랫폼 <유노프리캠퍼스> 구축
- 사업별 홈페이지 및 학습 운영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기관(대학)별 연계시스템 사용 코드 분류의 표준 설계
•(방송대 학습플랫폼 탑재 교육콘텐츠 공동수강) 방송대 <U-KNOU캠퍼스>에 탑재된 63개 무료수강
콘텐츠의 수강 기회 제공
- 대학별 고유 접속 URL 및 코드 제공, 학습자 수강완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 총 6개 대학 재학생 339명 수강
•(참여대학 수요 기반 교양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교양교과목 온라인콘텐츠를 참여대학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하여 활용
- <세대와

소통>, <우리나라 교육의 이슈와 과제>, <셀프트레이닝>,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대학수학의
이해> 등 총 5개 교양과목 콘텐츠를 대학별로 주관·참여하여 개발
- 공동개발

콘텐츠는 주관 및 참여대학에서 2020학년도에 개설·활용 예정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미래대학 혁신과제로서 대학 간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 제공
•대학 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의 사업 추진으로 대학 간 협력 및 혁신의 허브 역할 수행
※ 2019년 대학 협력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기반 및 경험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대학 온라인콘텐츠 개방
및 공동수강 시행(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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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 평생교육 커뮤니티 구축

추진 배경 및 목적
•전국 단위 지역대학이라는 방송대 특성을 살려, 보다 넓은 수혜 범위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사회 기여> 목적에 부응
•지역사회-지자체-대학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실현

세부 추진 실적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재학생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10개 지역대학에서 총 51개 교육과정 운영(약 1,257명의 재학생과 지역 주민 참여)
•우수 프로그램 사례
지역

프로그램
영화로

부산

떠나는
세계여행
성인

광주
전남

꿈아지트
창작과정
<그림책
창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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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영화 인문학‘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특강 개최 ⇒ 2개교 총 530명의 청소년 참여
•지역주민 대상 영화 속 도시로 떠나는 매혹 여행,
다큐멘터리로 본 우리 사는 세상 등
•지역주민, 재학생 등 40명 대상으로 문화·예술적 창작
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내 신인 그림책작가 발굴에
기여
⇒ 창작그림책 29종 754권 출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과 공동운영
⇒ 순천시도서관: 강의장소, 그림책전시공간 등 제공

비고

지역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오름길라잡이과정과 길생태해설사 과정 운영
제주

제주웰빙
아카데미

•제주의 오름과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전문
능력을 함양한 해설사를 양성하여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자연생태 보존에 기여

⇒ 과정별 각 34명 수료

•사업달성도: 프로그램 만족도 4.6점(5점 만점)으로 목표(3.7점) 대비 124% 달성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학내 우수사례 공유로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방송대 졸업생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전국 단위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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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고등교육기회 확대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현황 분석

추진 필요성

•수요자 중심 장애인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장애인 단체 등과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에 근거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마련이 요구됨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발간 필요

2. 목표
추진 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전략과제

•장애인 고등교육 및 관련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당사주의에
입각하여 유관단체의 합의된 장애인 고등교육 방향 마련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고등직업교육 기관의 역할 정립

세부 추진 실적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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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교육 강화

•장애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복지대학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추진 성과
정량적 성과
•장애인 고등교욱 발전 방안 포럼 1식
- 참석자 수 : 105명, 포럼발표집 : 50부
•한국복지대학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용역 1식
- 연구보고서 : 50부

정성적 성과
•대학을 기반으로 한 장애학생 통합 문화 구축
•장애대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진로 및 취업 지원
•장애인 자율전공학부 및 사회통합대학원 운영 체계
마련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고등교육체계 구축

•기대 효과
단기 성과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수요자 욕구 파악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대내외적 파급 효과
•장애인 고등교육 수행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경쟁력 강화
•4차산업혁명 대응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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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대학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현황 분석

추진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인 문화 인프라 부족 해소 및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수행의 필요성

•대학의 인·물적 자원 개방으로 문화프로그램 수혜
기회 확대 및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의 지역사회 문화발전 견인 및 지역민의 소통 •인근 3개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기록문화대학
중심적 역살 수행의 필요성

추진하여 지역주민 인문소양 함양 기여

2. 목표
추진 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전략과제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민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Hub기능 체제 구축

세부 추진 실적
•인근 3개 지자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상생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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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대-안성시 수료식

한복지대-평택시 수료식

한국복지대-오산시 수료식

(’19.9.26.~9.27.)

(’19.10.17~10.18.)

(’19.11.21~11.22.)

•참가 지자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한지항아리만들기 체험학습

기록문화프로그램 강연 1

기록문화프로그램 강연 2

추진 성과
정량적 성과
참가기관
운영횟수
총 참가자 수
만족도 참여자 수
평균 만족도

한국복지대+안성시 등
3개기관
총 3회(1회 2일간 운영)
234명
84명
90.5점

정성적 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대학도서관의 인·물적 자원 개방 확대(시설, 자료
중심에서 P/G까지)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대 효과
단기 성과
•인근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충 기여 및 대학-지역사회
기관 간 교류의 발판 마련

대내외적 파급 효과
•국립대학의 지역사회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대학 상생발전 및 국립대학의 위상 강화
기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증 해소 및 기록문화의 중요성 •지역 중심형 평생교육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체제
인식제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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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스포츠과학기반 창업 인큐베이팅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1. 스포츠과학 지원 인력 운영
2. 창업 영역 강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본교는 국내 유일의 체육 특성화대학으로 스포츠경기 분석, 멘탈 코칭, 선수 트레이닝, 재활, 동작분석 등
체육과학연구소의 실험실 중심으로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상당한 노하우를 확보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과학에 대한 교육 제공하여 현장 지원 실시
•스포츠과학 지원인력 양성을 통해 스포츠 발전에 기여 및 경기력 향상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양성 교육을 통한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로 창업 기회 제공

세부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1. 종목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교육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담당 강사를 통해 종목별 스포츠심리, 영상, 체력 교육 실시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스포츠
과학 지원
인력 운영

지역사회 유관 스포츠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통해
- 취업 기회 확보
- 경기력 강화 지원
- 전문체육의 육성 모델 구축
3. 지원 결과 DB구축 및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
- 종목별 스포츠과학 지원 및 평가 보고서 제공
-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팀별 추후 훈련 계획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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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1. 스포츠과학 관련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

창업
영역
강화
프로그램

- 스포츠과학의 중요성 및 진로에 대한 특강
- 스포츠과학 관련 선수 출신 스타트업 대표 특강
2. 스포츠과학 관련 창업 전문가 특강
- 창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지식 함양
- 창업관련 법률, 특허, 회계, 상표, 디자인 관련 특강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종목별/영역별(경기분석, 멘탈코칭, 동작분석 등)로
그룹화하여 현장 지원 및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용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전문성 및 실용성 확대
(사진) 배드민턴, 태권도 종목 경기보고서

언론보도를 통한 국립 체육특성화대학으로서의 역할 홍보
(좌) “체대생이 동료 운동선수를 도와 창업 준비”, <헤럴드POP>, 2019.
12. 24.
(우) “한체대 스포츠과학 기반 창업 인큐베이팅 추진”, <한겨레>,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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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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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한집안(한밭인, 지역을 반짝이다)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목적
•우수 지역기업 발굴 및 홍보로 지역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및 인지도 향상 기회 마련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기업 정주 여건 개선

세부 추진 실적
•기간: 2019. 6. 24. ~ 6. 28.(1차) / 2020. 1. 13. ~ 1. 17.(2차)
•주요내용: 4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프로젝트로 총 5팀을 구성하여 「팀목표설정 → 기업의 자율적 멘토링
→ 소감 공유 → 기업 연계」과정으로 진행
팀 목표 설정

자율적 멘토링

•미래목표구상

임원까지 인생

•인턴·현장실습

현장탐방 및 멘토링

1년차부터 기업



기업 연계

•프로젝트 내용 발표

•Life Cycle 멘토링

팀별 토의로 현
시대 인재상과

소감 공유



종료 후 자신들이

우수한 참가자에



참여 기업 인턴

자신이 바라는

순환과정 컨셉

체험한 기업, 소감

채용 및 취업시

미래의 모습 공유

멘토링 으로 업무

발표(기업 참관)

서류 통과 등 특전

및 목적의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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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주요내용
팀 프로젝트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내용
팀별로 멘토링 방법, 내용, 답사 등을 기획·실행하는 주도적 멘토링
팀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 방식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오리엔테이션, 특강(포트폴리오,
주인의식, 질문의 중요성),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Young&Passion

일의 방향·비즈니스 스킬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학습

Think-Different

지역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업가들과 커뮤니케이션

(특강 및 탐방)
Life Cycle 멘토링
(4단계 멘토)
기업 탐방

토크콘서트

Co-Working 스페이스 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협업 모습 경험
1년차부터 기업 임원까지 인생 순환과정 컨셉 멘토링(실무자, 중견관리자, 인사담당자,
임원)
멘토로부터 신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일련의 과정과 목적의식 학습
기업현장 탐방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실무 체험

기업탐방

Life Cycle 멘토링

단체사진

•참여기업
기업명

기업소개

기업명

기업소개

인텍플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전문기업

트위니

세계적 주행 로봇 개발 업체

스마트폰용 소리 관련 반도체 소자

와이바이오

기업

로직스

삼진정밀

국내밸브시장 60%이상 점유 기업

비즈

부강테크

국내 하수처리 시장 1위 기업

코셈

유방암 진단키트 개발 기업

플라즈맵

RF세미

이앤에스
헬스케어
IPI테크
맥키스컴퍼니

특수 폴리머 개발·제조·판매 기업
주류 중심 제조·콘텐츠 개발·전시
사업 기업

루센트블록
비전세미콘

면역항암 항체 개발 기업
에너지관련 기술 개발 기업
국내 유일의 전자현미경 제조
기업
플라즈마 활용 저온멸균기술
보유 기업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플랫폼
개발 기업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용 로봇
판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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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정량 성과
구분

시행일

한집안프로젝트

2019. 6. 24.(월)∼

(시즌1)

6. 28.(금)

한집안프로젝트

2020. 1. 13.(월)∼

(시즌2)

1. 17.(금)

참여인원

참여기업

20명

9개

20명

10개

만족도
지역애정도

100점

참여만족도

94점

지역애정도

95점

참여만족도

100점

•정성 성과 및 우수성
- (지역 애정도 상승) 참가자들의 정주지역으로서의 대전에 대한 선호도, 지역 애정도 증가
- (직업가치관변화: 연봉 → 자기계발과 발전가능성) 직장선택 우선순위가 연봉·복지였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과 발전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뽑으며 직업에 대한 태도 변화
- (지역기업 인지도 상승) 기존 20% 정도 였던 출연연 및 지역기업 인지도가 프로젝트 종료 후 83%로
급증, 지역 기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지도 상승
- (채용연계) 이앤에스헬스케어(1명, 취업) 및 비전세미콘(2명, 취업연계 산학장학금) 매칭

•기대효과
- 대전지역 우수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지도 향상의 기회를 마련
- 지역기업과 학생 간 매칭으로 지역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기업 맞춤형 역량 교육으로 학생-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 기회 제공
- 개인·조직·지역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인재 성장 프로젝트

▲ 동아일보(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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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뉴스(2020. 1. 21.)

▲ HelloDD(2020. 1. 16.)

Part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인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대학-지역사회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1학기 전시: Making is Thinking – 재료탐색과 스토리텔링
•2
 학기 전시: Media Sensibilia, 감각의 소통 – 미디어아트
•국악연주회: 경인 수요풍류방(5회)
•국악연주회: 어제 비에 오늘 꽃이 피네(1회)

추진 배경 및 목적
•우리대학이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대학 시설을 활용한 대학 구성원,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

세부 추진 실적
•1학기 전시: Making is Thinking – 재료탐색과 스토리텔링
(인천캠퍼스 지누지움 전시관)
- 교내 구성원(교직원 및 재학생)과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슨트 투어, 힐링 가이드, 작가
워크숍, 대학 수업과 전시 융합, 학부수업 연계 등)
- 지역사회 초·중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 및 단체 관람 프로그램, 봉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틴 도슨트,
틴 에듀케이터, 봉사 동아리 연계)
- 관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나도 미술비평가, 궁금해 미술아, 딸과 나, 내 안의 집 상상콜라주, 전시를
이렇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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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인원: 지역주민 및 관내 초·중등학교, 교내 구성원 등 총 2,295명 관람

시각장애 학생 대상 터치 투어

지역주민 1:1 도슨팅

•2학기 전시: Media Sensibilia, 감각의 소통 – 미디어아트
(인천캠퍼스 지누지움 전시관)
- 힐링가이드 실습 및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힐링가이드: 작품을 손으로 만지며 감상하는 활동에
기반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담아 표현하는 활동)
- 지역사회

초중등학교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단체 관람 프로그램, 봉사연계프로그램)
-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미디어 아트로 상상하기, 뜻밖의 콜라주, 나라는 색의 수집, 아트 패밀리,
아두이노와 3D프린터 연동 미디어 아트 체험, 궁금해 미술아, 미디어 아트 이야기 등)
- 관람인원:

지역주민 및 관내 초·중등학교, 교내 구성원 등 총 4,000여명 관람

체험 프로그램

지역학생 단체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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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연주회: 경인 수요풍류방(5회)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예림홀)
연번

일시

공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1

2019.9.25.(수)

대금독주, 소금독주, 이영섭가락 대금산조

36

2

2019.10.2.(수)

피리, 생황 연주(상령산풀이, 수룡음, 제망매가 등)

36

3

2019.11.6.(수)

거문고연주(취타풍류, 천년만세, 무영탑 등)

36

4

2019.11.20.(수)

해금연주(경기대풍류, 민요메들리, 산조 등)

36

5

2019.12.4.(수)

가야금연주(이수대엽, 춘향가 등)

36

•국악연주회: 어제 비에 오늘 꽃이 피네(1회)
(인천캠퍼스 예지관 대강당)
연번

일시

공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1

2019.11.28.(목)

타령, 가야금산조, 판소리, 피아노산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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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풍류방

어제 비에 오늘 꽃이 피네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작가와의 워크숍, 도슨트 프로그램, 교육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한 미술가와 일반 관람자 그리고 미술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 전시 제공
•우리대학의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대학구성원 및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미술전시, 국악연주회) 진행으로 지역사회 건전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
•전시회 및 연주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향후 참여 기반을 확충 하였으며,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공적 책무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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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평생교육복지지원(지역사회 성인지원 프로그램): 세종 학부모 대학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배경
-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와 부모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및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목적
- 세종시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정보 제공
및 자녀 교육역량 강화
- 초등학교

입학 전·후 불안감 해소 및 초등학교 생활의 적응력 향상 지도능력 배양
- 초등교육 전문가 및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기관 소속 교사를 전문 강사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유익한 정보 제공
-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학부모와 함께 21세기 미래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탐구

세부 추진 실적
1. 교육기간 및 대상
- 기간:

2019. 3. 12.(화) ~ 10.22.(화) 【기수별 8주 운영, 총 24주】
- 일시:

매주 화요일, 10:00 ~ 12:00 【기수별 16시간, 총 48시간】
-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기수별 300명, 총 900명】
- 장소:

세종시청 본관 4층 여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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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기
수

구분

일자

1강

3. 12.
(화)

이지성 •리딩으로 리드하는 미래형 인문교육

2강

3. 19.
(화)

윤석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형 인간혁명

3강

3. 26.
(화)

강치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결정하는 토론의 힘

원탁토론 아카데미
【원장】

4강

4. 2.
(화)

이유남 •사춘기 자녀교육 지침서, 엄마반성문

서울명진초등학교
【교장】

5강

4. 9.
(화)

이순영

6강

4. 16.
(화)

박태호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

7강

4. 23.
(화)

김태흥

8강

4. 30.
(화)

김대수 •뇌를 알면, 행복한 자녀교육의 길이 보인다

1강

6. 4.
(화)

이지성 •리딩으로 리드하는 미래형 인문교육

2강

6. 11.
(화)

윤석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형 인간혁명

3강

6. 18.
(화)

강치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결정하는 토론의 힘

원탁토론 아카데미
【원장】

4강

6. 25.
(화)

이유남 •사춘기 자녀교육 지침서, 엄마반성문

서울명진초등학교
【교장】

5강

7. 2.
(화)

이순영

6강

7. 9.
(화)

박태호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

7강

7. 16.
(화)

김태흥

7기

8기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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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
(화)

강사

강좌 주제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결정하는 독서
교육법

•에니어그램으로 풀어가는 우리 아이 격별 맞춤형
교육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결정하는 독서
교육법

•에니어그램으로 풀어가는 우리 아이 격별 맞춤형
교육

김대수 •뇌를 알면, 행복한 자녀교육의 길이 보인다

소속 및 직위
작가
중앙일보【기자&작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주교육대학교【교수】
한국에니어그램협의회
【회장】
KAIST【교수】
작가
중앙일보【기자&작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주교육대학교【교수】
한국에니어그램협의회
【회장】
KAIST【교수】

기
수

구분

일자
9. 3.

1강

9. 10.
(화)
9. 17.

3강

(화)
9. 24.

4강

(화)

9기

10. 1.

5강

(화)
10. 8.

6강

8강

(화)
10. 15.
(화)
10. 22.
(화)

강좌 주제

소속 및 직위
하브루타부모교육

김금선 •질문하고 토론하는 미래형 학습법, 하브루타

(화)

2강

7강

강사

연구소【소장】
전북교육청

김성효 •우리 아이 글쓰기와 공부 습관

【장학사&작가】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이소영 •그림으로 읽는 우리 아이 마음 세계
이혜정
이명주

【소장】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교육혁명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사교육 없이 두 딸을 법조인으로 만든 자녀교육
이야기

공주교육대학교【교수】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우리 아이 휴대폰을 뺏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센터장】

박태호 •미래형 공부 머리를 위한 마중물 학습법

공주교육대학교【교수】
임영주부모교육센터

임영주 •우리 아이 자존감 향상 대화법

【대표】

3. 수강 현황
강좌운영 확정내역
강좌
기수

횟수
(A)

강좌별
수강대상
확정인원
(B)

수강대상
총 인원
(C=AXB)

강좌 수강인원
정규 수강생

청강 수강생

합계

수강

평균

수강

평균

수강

평균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D)

(E=D/A)

(F)

(G=F/A)

(H=D+F)

(I=E+G)

7기

8회

300명

2,400

1,727

216

247

31

1,974

247

8기

8회

261명

2,088

1,070

134

263

33

1,333

167

9기

8회

300명

2,400

1,469

184

188

24

1,65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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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평가결과

기수

7기
8기
9기

기간
’19.03.12.(화)~
04. 30.(화)
’19.06.04.(화)~
07. 23.(화)
’19.09.03.(화)~
10. 22.(화)

평가결과

수강

평가

평가

인원

인원

참여율

매우

(A)

(B)

(C=B/A)

그렇다

1,974

1,788

90.58

1,333

1,193

89.50

1,657

1,422

85.82

77.61

그렇다
18.16

95.77
77.34

15.17

92.51
77.64

16.62

94.26

보통
이다

아니다

3.58

0.5

3.58
5.28

0.15
0.65

1.29

3.58
4.99

전혀
아니다

2.21

4.99

100
100

0.21
0.75

100
100

0.92

0.54

합계

100
100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초등교사양성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초등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
가능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별 전문 강좌로 운영
•학습 코칭, 생활 지도, 인문학, 미디어 교육, 진로교육, 소통과 대화(자녀 상담) 등의 강의를 통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
•성공적인 아동교육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서 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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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예비교사의 상호연결 핵심역량 실천성강화(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 국제교육실습

추진 배경 및 목적
•여러 국가의 초등학교 환경에서 교육실습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감각을 갖춘 예비교사양성
•다문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언어능력과 다문화학생 지도능력의 동시배양을 통한 초등교사의 전문성 강화

국제교육실습 개요
•실습국가 및 모집인원
국가 및 지역

실습학교

실습기간

인원

•협력 교육청
- San Angelo 교육청
- Miles 교육청
미국 텍사스

2020년 1월 중순 ~ 2월 말

- Inon Couty 교육청

[총 5주]

- Grape Creek 교육청

60명

•실습학교
-협력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추진일정
일정

내용

장소 및 기타

2019.09.16.(월) ~ 09.20.(금)

국제교육실습 지원자 신청

국제교류원

2019.09.23.(월) ~ 09.27.(금)

영어 면접 및 토론 면접

추후 통보

2019.10.10.(화)

최종선발

홈페이지 명단공지 및 개별통보

2019.10.28.(월) ~

최종선발자 국내교육 실시

추후 통보

2020.01.~02. 중

미국 국제교육실습 시행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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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습평가
내

용

사전 국내교육 및 영어회화 교육: 20%

현지지도교사: 10%

실습록 및 보고서: 30%

수업지도안: 10%

담임교사: 20%

설문지 충실도: 10%

실습생 평가

세부 추진 실적
•국내교육실시: 2019.10.29.~12.18.(24시간)
일시

시간

10.29.

2

11.13.

2

- Teaching Plan(분반수업-A조)

11.14.

2

- Teaching Plan(분반수업-B조)

11.19.

2

- 긍정의 심리 1(분반수업-A조)

11.20.

2
2

내용

일시

- 국제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Get-to-know each other

- Teaching Plan 시연하기(분반수업A조)
- 긍정의 심리 1(분반수업-B조)

11.21.

시간
2

내용
- Teaching Plan 시연하기(분반수업B조)

2

- 긍정의 심리 2(분반수업-A조)

11.22.

2

- 긍정의 심리 2(분반수업-B조)

11.26.

2

- 다문화 음미

11.27.

2

- 다문화 : 텍사스 문화 음미

12.18.

2

- 출국준비 교육 및 발대식

•현지실습
•교사 보조: 학습지도(개인, 소집단, 학급전체), 학습도구 만들기
실습 세부내용

•수업시연 5회 이상
•교사 활동 도움: 교실, 운동장, 식당, 도서관 및 수업진행
•실습록을 영어, 한글로 작성하여, 주 1회 책임교수에게 전송함.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통해 영어 수업 능력 향상
•미국교육환경에서의 교육실습경험 통해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다문화 교육환경에서의 교육실습경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심화 및 다문화학생 지도 능력의 배양

112

광주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 초등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창의·융합형 리더십 함양 교실 운영)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 초등학생 대상 교육지원을 통한 대학의 지역사회 위상 제고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성 및 리더십 함양

세부 추진 실적
•창의·융합형 리더십 함양 교실 수업 운영
- 참여

인원
(단위 : 명)
학년

지원자

수료자

사회적 배려자

3

21(1)

20(1)

다자녀

4

21(3)

21(3)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5

14(4)

13(3)

다자녀, 한부모

총계

56(8)

54(7)

2명 수료 불가(출석률 저조)

- 운영

기간 : 2019. 9. 21. ~ 11. 30.(10주)
- 프로그램

운영 : 집행액 35,777천원
·3, 4, 5학년으로 구분하여 각 10주씩 교육 지원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과학, 로봇, 창의, 인성 등의 영역별 교육 지원

113

·과학, 수학, 인문, 미술, 로봇 등의 내용에 의한 창의·융합형 수업 실시
·초등학생들과의 소통과 수업 보조를 위해 학부생 보조교사 활용
-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피드백(초등학생, 전문강사, 보조교사 대상)

〈 창의·융합형 리더십 함양 교실 프로그램 수업〉

과학 수업

로봇 수업

인성 수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 창의·융합형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3종 개발
- 총 56명의 초등학생 대상, 10주(주당 4시간) 총 40시간 교육 (54명 수료: 96% 수료율)
- 학부생 7명 보조교사 참여, 창의·융합형 리더십 교육지원 보조
※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

•기대 효과
- 국립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서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 지역 초등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로서의 리더십 함양
- 보조교사로 참여한 학부생들 전문 강사의 창의·융합교육 노하우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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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교사 심리지원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장교사들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충 사례 증가
•예비교사(학부생)를 위한 학업, 진로, 심리 문제 관련 전문 상담 시스템 미비
•미발령 졸업생에 대한 추수 지도 체제 구축 필요
•현장 및 예비교사들의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현장 및 예비교사의 학습 및 행동문제 중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침해 상담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 대응 체계 확립
•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세부 추진 실적
•교사지원센터 구축(평생교육관 1층) : 설치 공사(49,967천원) 및 기자재 구입(26,488천원)
•개별 및 집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재학생, 미취업 졸업생, 현직 교사, 대학원생
- 참여

인원 : 개별 심층 상담 10명, 집단 심리상담 36명 (전체 46명)
- 운영

기간 : 2019. 12. 28. ~ 2020. 2. 8.
- 운영

내용 : 총 111건 상담
·미술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 욕구를 기반으로 미술 심리상담, 다양한 미술 매체를 활용한 집단 미술 심리상담 실시 등)
·음악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 욕구를 기반으로 음악 심리상담,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집단 음악 심리상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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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 심리검사를 통한 개별 심층 상담
(PAI 심리 검사, 개별 면담을 통한 심층 상담, 부적응 아동 문제행동 중재 방안 안내 등)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 교사심리지원센터(전문상담원실,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등) 구축
- 총 46명 대상 개별 및 집단 상담 등 111건 제공

교사심리지원 센터 구축

집단 상담

심층상담

•기대 효과
- 현장 및 예비교사의 정신 건강 역량 강화
- 졸업생 추수지도를 통한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및 평생교육 체제 구축
- 학교,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역량 환원 및 지역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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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예비 초등교원의 융·복합사고 역량 및 교직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빈치 플랜

추진 배경 및 목적
목적

•독서·토론을 통한 융·복합 사고역량 및 교직인성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
•초등교원 융·복합사고 역량 제고: 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독서·토론을 통해
융·복합사고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 필요

필요성

•초등교원 교직인성 역량 강화: 인문, 자연,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토론을
통해 교직인성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 필요
•특화 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등교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 고유의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필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문식 환경의 변화로 대학생들의 독서 흥미 저하
•다양한 강의 간 융합적 소통을 장려할 필요성 증대

사업 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개인 역량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학문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고 학제 간 지식의 통섭이 요구되는 학문 지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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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실적
사업명

세부 추진 실적

DNUE 50 Great Books

다빈치 플랜 인문학 인프라
구축

•연구책임자 본교 류OO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참가하여
학생들이 융·복합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전 50권을 선정하는
서평을 집필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조사 분석 및 도서 선정과 목록 화 과정을
거친 후 서평 작성
•도서관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서평집
발간·배부로 독서활동을 위한 지침서 및 길라잡이 제공
•다빈치 플랜 사업 실천에 필요한 독서 자료 433권 확충
•다빈치 플랜 인문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용자 열람용 yes24 전자책
252권 확충
•인문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예비 초등교원의 교직인성 역량 강화 토대 마련

인문학 독서토론 •동아리 16팀(팀별5~6명): 회원89명, 관리담당자 16명(본교 직원)
동아리 선정 및 •동아리별 담당자 1 : 1 매칭을 통해 담당자 관리 하에 동아리 활동(8회)
진행
운영
인문학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8회) 종료 후 동아리별 활동 결과물을 발표, 평가 하여 동아리
동아리 발표회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인문학 독서토론 동아리 발표회”개최
•
동아리 활동 점수, 발표회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별(팀별) 장학금 지급
개최
사제동행

『인문학

독서 토론회

독서퀴즈
한마당』개최

•인문학 독서퀴즈 대회 참가 신청을 한 참가자 전원이 예선(O, X퀴즈)을
하고 예선 최종 통과자 10여명은 본선(답안 표기 판에 표기)대회에서 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하여 장학금 지급
•참가인원: 72명

•교양을 읽다: 미래 교육리더를 위한 도서 100선(양서원, 2010)에 소개 된
도서 또는 ‘추천도서 30종’에서 1권, 「인문정신소양평가」대상도서 20종 중
독서장학생 선발
1권을 읽고, 2권을 서로 관련지어 한편의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이 심사 후 순위별 장학금 지급 및 그 외 참가자 독서격려금 지급
대회
•참가인원: 366명
인문학

•1박 2일 사제동행 독서캠프 실시(현장 탐방, 특강, 독서, 독서토론, 발표회 등)
책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독서 •본교 교수, 재학생 및 교직원 포함 총 36명 참가
•독서캠프 참가자 대상 참가후기 공모 및 우수작을 심사·선발하여 총
캠프
11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 지급
지역 학생과
함께하는
독서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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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체험
카니발 개최

•본교 재학생 482명, 지역 초등학생 46명이 참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자저널, e-book 등 각종 전자정보원과 도서관 IT
기술지도

사업명
찾아가는 어린이
이동문고

지역 학생과
함께하는
독서 카니발

세부 추진 실적
•본교 도서관 직원 5명, 재학생 3명, 위탁기관 어린이 22명 참가
•지역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문고를 운영하여 맞춤형
독서교육 제공

동화로 풀어보는 •본교 재학생 46명, 지역 초등학생 45명 참가
어린이 인문학
독서카니발

•다문화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문학 독서지도를 통해 올바른
인성함양 유도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사업명

DNUE 50 Great Books

다빈치 플랜 인문학 인프라
구축

사제동행 독서 토론회

세부 추진 성과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
•다양한 분야의 도서목록과 이를 연결한 해제와 서평을 통해 예비교사의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신장
•다양한 논점의 독서를 통해 토론 능력 및 비판적 사고능력 신장에 도움
•다빈치 플랜 사업에 필요한 도서 확충을 통하여 예비교사의 인문학적 소양 확보
•인문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예비 초등교원의 교직인성 강화
•인문소양함양 평가 대상도서를 독서토론 동아리 도서로 선정함으로써
임용시험에 대비
•독서관련 교육 및 독서의 활성화를 통해 학내 독서문화 조성 및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기여
•인문학 도서의 심층적 이해 및 감상을 통해 인문학적 바른 인성함양 도모

•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독서활동으로 참가학생들의 인문역량 및 역사의식 고취
•작품의 창작 배경지를 직접 경험하여 작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
책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 독서
유도 및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훈련
•사제 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
캠프
•인문학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및 능동적인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지역 학생과 함께하는 독서
카니발

•지역의 다문화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문학 독서지도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함양 및 전인적 성장 지원
•정보취약 및 소외계층에 대학 도서관의 학술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의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중심역할 수행
•본교 재학생 교육기부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현장 교육 및 지도
능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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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슬로러너 전문지도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목적

•슬로러너 전문지도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
•슬로러너 교육의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성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실현
•대학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실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점증하는 슬로러너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확산

사업 배경

•지역사회 슬로러너 교육을 위한 초등교원 양성 거점 국립대학의 사회적·교육적 책무
실천 요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실천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생존 경쟁력 강화 필요

세부 추진 실적
사업명

세부 추진 실적

슬로러너 초등 예비교원 인성 •슬로러너 미술 치료 프로그램 운영(본교 재학생 20명 참여)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및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 체험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 실시
•기초학력 부족 및 학습부진아(슬로러너)의 지도방안에 대한 강의 실시

슬로러너 전문지도 교육과정
운영

•다중지능이론 및 MIQ 다중지능검사의 이해, 해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강의
실시
•MIQ다중지능검사 실시를 위한 실습
•슬로러너의 교과 및 영역별 평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슬로러너 평가·지도 교육자료 •슬로러너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지도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개발

•슬로러너를 위한 3R’s 기반의 평가도구 및 지도방법에 대한 자료 개발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슬로러너 대상 교육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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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세부 추진 실적
•예체능 교육을 통하여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 경험

슬로러너 교육봉사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학습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예체능
교육봉사 운영
•슬로러너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초등 교원 양성
•본교 교수 2명, 외부전문가 2명, 저글링 강사 1명이 슬로러너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총 13회)하여 슬로러너에 대한 부진 원인별 맞춤형

슬로러너 진단 및 개별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뇌파 및 두뇌활용능력 진단)을 통한 슬로러너 아동
학습코칭 및 상담 강화
•전문가 회의(총 14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
•베트남 초등학교의 학습부진아들에 대하여 예체능 봉사활동을 통한
슬로러너 교수법 지도

슬로러너 국외 봉사활동

•슬로러너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행동이 소극적인 슬로러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

슬로러너 진단·지도 치료실
구축

•슬로러너 지도를 위한 진단 및 치료실 구축 관련 슬로러너 장비 구입
•슬로러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대회의 구축

슬로러너 지역 연대회의 구축 •연대회의를 통해 슬로러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
•슬로러너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사업명

세부 추진 성과

슬로러너 초등 예비교원 인성 •슬로러너 지도 자질 함양 및 예비교사로서의 창의 및 인성 함양에 기여
프로그램

•미술 치료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슬로러너 지도 및 다중지능검사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증진

슬로러너 전문지도 교육과정
운영

•예비교사의 슬로러너 및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도 역량 강화
•학습자 맞춤식 지도의 중요성 제고
•다중지능검사의 실시·채점·해석 및 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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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세부 추진 성과

슬로러너 평가·지도 교육자료 •슬로러너 교육의 사회적 요구 반영
개발
슬로러너 교육봉사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실현
•슬로러너 지도 자질 함양 및 예비교사로서의 창의 및 인성 함양에 기여
•미술 치료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슬로러너 진단 및 상담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

슬로러너 진단 및 개별 상담

•학습부진아에 대한 원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 주도 학습 및 기초학력 향상
•자기조절 능력과 바른 인성 함양,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소통능력 향상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슬로러너 지도 역량 기여

슬로러너 국외 봉사활동

•외국의 새로운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에 대한 이해와 외국 문화 및 외국
학습 부진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예비교사로서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

슬로러너 진단·지도 치료실
구축

•초등 예비교원의 슬로러너 전문지도 역량 개발 및 지역 슬로러너
진단·치료에 필요한 대학 인프라 구축
•슬로러너를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을 연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슬로러너 지역 연대회의 구축

연대회의를 경상북도 및 울산광역시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슬로러너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합하여 정보 공유 및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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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고등교육 기회 확대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 프로그램)
LCC(Learning Clinic Center) 구축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부산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를
하기 위한 장점을 지님
•학업성취도의 하락과 학습 부진 학생의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대학교의 특색을 살려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적 책무성(Public Responsibility)을 가지고 앞장설
필요가 있음
•학습 부진이나 학업성취도의 하락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의 틀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교육에서의 공적 역할(Public Role)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LCC(Learning Clinic Center)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지역에서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을 지원하며, 부산교육대학교 내에 설치되어있는 심리ㆍ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ㆍ상담에 이르는 원스톱 학습클리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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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실적
(단위: 천원, %)
프로그램

세부 추진실적

예산

집행

집행률

53,600

49,838

93.0

8,400

7,404

88.1

•LCC 담당 팀 주요 교과목(국어, 수학, 과학)별 구성 및
책임교수 선정
LCC 담당 팀
구성 및 운영

•LCC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어 교과 관련 2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42명 참여
- 수학 교과 관련 3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250명 참여
- 과학 교과 관련 2개 프로그램 운영 학생 80명 참여

LCC 지원 및
강연회 개최

•LCC 지원 인력 선발 및 연수
- 국어,수학,과학 교과 지원 인력 구성 및 강의 실시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향후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타 교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클리닉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교과 지식의 학습클리닉과 심리·상담 지원이 연계될 경우 부산교육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학습클리닉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가 큼
•학습클리닉 수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습 클리닉 지원 인력의 선발과 연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프로그램 전후
결과 점검을 통해 피드백을 순환적으로 차년도 프로그램계획에 반영하여 심화하도록 함으로써 차년도
사업에서의 효과가 더욱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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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 프로그램)
심리·상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교사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일원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학업이나 가정 문제로 교사와 면담을 자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에 관한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따라서 교사는 상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 과정에서부터 심리·상담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가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교수와 직원들이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모든 교수와 직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심리·상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생들의 상담 역량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결국 대학 전체 구성원의 상담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예비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음

세부 추진 실적
(단위: 천원, %)
프로그램

세부 추진실적

예산

집행

집행률

•상근직 직원 배치, 방음시설을 갖춘 개인상담실
상담 인프라 확충

설치

48,683 47,989 98.6

•2019년 개인상담 전년대비 43%
대학생 솔리언 또래상담
양성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15명 배출, 또래상담자 1인 평균 5회
상담 진행

9,615 8,493

88.3

•학생 만족도 47(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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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 추진실적

예산

집행

집행률

•학생 1061명 참여
생활관 맞춤형 학생관리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건강한 음주
습관교육, 자살예방교육, 실태조사 진행 실태조사 후 11,832 11,832 100.0
고위험군 지속관리
•학생 만족도 956%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교직관 함양캠프
예비임용 준비생을 위한
힐링캠프

•14회 프로그램, 153명 참가, 만족도 495이상(5점
만점)
•교직 적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 포함 30명의 학생
참가, 부적격 판정자 캠프 후 전원 합격
•학생 31명 참가, 학생 만족도 935%

9,311 8,478

91.1

10,727 10,727 100.0
13,273 10,740 80.9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계획대비 168%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 이는 심리상담 수요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줌
•상근직의 심리상담가를 배치하였고, 방음 시설이 갖추어진 개인 상담실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 상담이 2018년 536건에서 2019년에는 766건으로 43% 증가함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분류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또래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구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심리상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내담자들의 상담실 방문 부담감을 경감함
•단기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대학 내에서의 생활 및 진로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감정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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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서울교육대학교와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및 지역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건강한 성장 지원 마련
- 최신

트렌드인 메이커 교육을 통해 서울교대의 앞서가는 미래 학교 교육 선도역량 제시
⦁사업 목적
- 지역미래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지역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사회 학생과 성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 메이커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창의문화 확산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

세부 추진 실적
⦁「2019 지역미래 프로젝트」“지역사회-복지공동체의 만남”워크숍 (1회 실시)
- 일시/장소:

’19. 11. 26 / 라뜰리에 (현대시티아울렛동대문점) 등
- 인원:

102명 (학생:2명, 교직원: 19명, 지역교육복지 공동체 81명)
- 내용:

문화 복합공간 체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정보 공유
⦁「2019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지역미래 프로젝트」(3회 실시)
- 일시/장소:

’19.10 ~ ’20.02. /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306 강의실 등
- 인원:

176명 (학생:8명, 교직원: 15명, 학생, 학부모 및 지역기관 관계자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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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교대 멘토단-동아리 학생의 만남 - 색다른 미술관 체험을 통한 문화적 시야 확대
지역사회-학부모의 만남 - 생화를 활용한 플라워아트 체험 교실
지역사회-학생의 만남 -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통해 긴밀한 정서 교류 지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메이커 교육 캠프 (1회 실시)
- 일시/장소: ’20. 1. 8. ~ ’20. 1. 11.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410호
- 인원: 159명 (교직원 및 강사: 7명,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152명)
- 내용 : 메이커 기기를 활용한 발명 및 생활 소품 만들기 (나만의 창의적인 LED 조명등)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서울교대와, 지역기관 및 지역교육복지 공동체 간 열린 협의회 진행과 더불어 지역 기관장 협의회를
겸하여 차년도 교육취약학생 지원 방안 등 협의의 장 마련
•지역기관~학교~가정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원 공유를 통한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강화
•메이커 교육 관련 지역 사회의 학교 교육 지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공헌하며, 지역 사회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진로다양화를 위한 특강 & 교직 탐색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재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예비교사가 현장에서 마주칠 여러 교육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신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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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교사

외 교직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육전문성에 기반한 진로의 다양화 추구
-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초등교육 관련된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교직 탐색 프로그램 운영

세부 추진 실적
⦁진로다양화를 위한 특강
- 일시/장소:

′19.03 ~ ′20.02. / 사향융합체육관 세미나1실 (312호) 등
- 인원:

본교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311명
- 주요내용:

진로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11회 운영
각 분야 전문가 초청 진로 특강, 교대 출신 선배 초청 진로 특강
⦁교직 탐색 프로그램
- 일시/장소:

′19.03 ~ ′20.02. / 사향융합체육관 세미나1실 (312호) 등
-인
 원: 본교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311명
- 내 용: 학교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로 예비교사로 교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온 ⋅ 오
프라인 대담 및 캠프 프로그램 운영 사람과 교육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대담프로그램 2회, 캠프
프로그램 1회 실시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교대출신 전문가와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진로 탐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대한 적극성 함양
•국제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진로 방향 및 새로운 진로 개척 가능성 전달
•예비 임용준비생들의 인·적성 함양 및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학생 만족도 제고
•학급 운영과 교직탐색 경험을 축척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교현장 실무역량 강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단계별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미래
설계 지원 및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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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사회 기여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의 활성화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와 봉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 활동
•학생 주도적 봉사 활동을 통한 봉사자의 인성 함양
•봉사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에의 기여
•봉사 활동 정보의 체계적, 효율적 제공과 봉사 수급의 조화

세부 추진 실적
세부프로그램

추진목표

지역사회기반 농촌봉사활동

추진실적
실적

달성률(%)

3회

5회

167

몽(夢)Kids 교육캠프

1회

1회

100

초등학생현장교사예비교사가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1회

1회

100

빈곤층 어르신말벗 봉사활동

1회

1회

100

학습기술검사 및 학습상담프로그램 활용교육

5회

5회

100

봉사활동 지역의 이해 특강

3회

3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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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농촌 및 소외 지역 봉사 활동을 지역사회 기여 및 참여자 인성 함양
•교수-학생 간 협력을 통한 봉사 활동 계획 및 실천
•지역민들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조성하여 봉사 참가단에 전달하고, 봉사 참가단은 기부금을 ODA
수혜국(우간다)에 전달함으로써 선순환적 체제 구축
•학생주도적 봉사활동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의 극대화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실적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예비교사 소규모학교 현장체험

추진 배경 및 목적
•예비교원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
•대학-전북교육청-소규모학교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예비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진로지도

세부 추진 실적
세부프로그램

추진목표

예비교사 소규모학교 사전교육
예비교사 소규모학교 현장체험

추진실적
실적

달성률(%)

24회

24회

100

24회

24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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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대학-전북교육청-소규모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운영
•14개 소규모 학교와 12개 학과 1, 2학년이 참여하여 소규모학교의 교육 특성과 농어촌의 교육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재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재학생 주도로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전문성 제고
•만족도 조사 결과(예비교사)
내용

소규모학교에 대한 이해도

현장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1

교육시설

4.5

2

교육내용

4.2

3

학생생활

4.3

4

교사생활

4.2

5

시설탐방

4.4

6

예비교사 + 어린이 교류활동

4.2

7

소규모학교 특강

4.2

8

지도교수(인솔교수) 특강

4.0

9

차량지원

4.6

10

간식 및 식사

4.7

평 균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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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3 / 5

진주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고등교육 기회확대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고른기회 교육수요자를 위한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변화하는 대입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준비 과정 및 방법 등
고른기회 교육수요자들의 대입 전형 준비에 대한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인해 국립대학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이 요구됨
•고른기회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입 정보의 교육적 격차 해소와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진로설계 능력제고

세부 추진 실적
구분
CUE 교육관
콘서트

Hello, CUE!

CUE 학부모
교실

일자

대상

2019.09.02.~

고교

2020.02.01.

2학년

(10일)

(95명)

2019.09.02.~

고교

•고교 1학년생과 재학생과의 진로·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2020.02.01.

1학년

- 슬기롭게 보내는 고교생활 이야기와 현명하게 준비하는 학생부

(9일)

(91명)

2019.09.02.~

고교

2020.02.01.

학부모

(9일)

(87명)

내용
•고교 교육과정(독서활동)과 연계한 진로탐색 및 모의집단토의
체험 프로그램
- 초등교육·초등교사와 관련된 개인별 독서활동 후 예비초등
교사의 교직관에 대한 모의집단토의 체험

종합 전형 준비과정 등에 대한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고른기회 교육수요자에 해당하는 고교생을 둔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컨설팅
- 교원양성대학, 초등교육학과, 심화과정, 고교생활 및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과정 등에 대한 진로·진학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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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CUE 교육관 콘서트 만족도 조사 결과 4.83(참가자 95명, 응답자 90명, 응답률 94%)
- Hello, CUE! 만족도 결과 4.81(참가자 91명, 응답자 87명, 응답률 95%)
- CUE 학부모 교실 만족도 결과 4.72(참가자 88명, 응답자 84명, 응답률 95%)
- 재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학생부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준비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고른기회 교육수요자들의 사교육 부담 완화에 도움
•성공요인
- 고른기회 교육수요자에게 변화하는 대입 정보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전달과 진로·전공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예비초등교사로서의 올바른 교직관 함양 및 모의집단토의를 통한 체계적인 학생부종합 전형 심층면접
준비의 기회 제공
•고른기회 교육수요자들의 대입 전형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완화하고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교육 부담 완화
•대입 전형 준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변화하는 대입정책의 이해 및 정보공유로 고른 기회
교육수요자들의 실질적인 대입 준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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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ODA/다문화 국제교육봉사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다문화 국제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제고와 다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 교육역량 강화
•라오스 루앙프라방 초등교육 현장 및 라오스 루앙프라방 교원대학교와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대학과 국가 위상 강화

세부 추진 실적
일자

대상
•교수 1명

2019.07.11~
2020.07.20
(10일)

•담당자 2명
•재학생 10명
•현지 초등학생
140명
•총 153명

장소

내용

•라오스 루앙프라방
교원대학교 (LPTTC)
•라오스 루앙프라방
교원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라오스 루앙프라방

•라오스 현지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증진 및
예체능 활동 중심의 교육봉사
•참여 학생의 현장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생활·문화 체험활동
•현지 초등학교 교육 제도와 실제 이해

고아학교

•성과
- 참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만족도 조사 (5점 만점에 프로그램 내용 5점, 수업
활동 4.9, 시간배분 4.1, 운영지원 4.6), 응답자 10명, 응답률 100%
- 학습만족도 조사 (5점 만점에 학습목표의 적절성 4.7, 프로그램 내용 숙지 4.7, 적극적인 활동 참여
4.8, 예비교사 적용도 4.9) 응답자 10명, 응답률 100%
- 현지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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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134명, 95.7%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또한 132명, 94.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반면 수업이해도 부분은 93명, 66.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소한 교육내용을 짧은 교육
시간 안에 통역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이라 생각됨
- 다문화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예비교사들의 미래교육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문화적응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대학과 국가 위상 강화
•성공요인
- ODA/다문화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환경과 문화 경험의 기회 제공과 교육 및 교수방법 연수 기회
제공
- 참여 학생들의 참여의지와 태도를 고려한 선발 및 사전 준비 및 안내를 통한 교육 철저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예비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 및 교육역량 향상
•예비교사들에게 배움과 나눔의 융합형 교육 프레임 정착
•라오스 교육 현장과의 상호 이해 및 교육협력 기회 확대
※ 라오스 루앙프라방교원대학교와 MOU 체결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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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2019)

추진 배경 및 목적
•전국의 교사단체와 현장교사들이 수업 혁신과 학교 문화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물들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장(場) 필요
•교사단체와 교사들의 교육 실천, 나눔과 소통의 플랫폼(www.citef.net)을 통해 청주교대가 구심점이 되어
전국의 공교육 관련 교사 및 연구자들의 네트워킹 구축 및 확대
•청주교대 교육연구원의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문화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실천을 위한
대학과 현장의 연계 모색

세부 추진 실적
•수업 성찰과 소통을 위한 수업비평 공모전 및 사례발표 워크숍, 교사전문성신장워크숍 및 수업 나눔의
장, ICST(International Conference of School and Teaching) 프로그램 시행
•청주교대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기반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교컴(교실밖교사커뮤니티),
한국협동학습연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교육공동체 벗, 참쌤스쿨, 실천교육교사모임, 수업친구
더불어숲, 전국공감교실연구회, 미래교실네트워크(충북) 외 21개 교사단체 및 기관과 공동으로
‘청주교사교육포럼’ 추진 및 개최하였으며,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후원함
•“교사전문성, 교원단체, 학교민주주의” 대주제 아래, 전국의 수업과 학교혁신을 위하여 활동해 온
교사단체, 교사학습공동체들이 특색 있는 주제에 따른 워크숍 시행, 덴마크와 미국 학자의 초청강연을
통하여 학교 민주주의 실천사례 나눔 등 전국에서 450여명의 현장교사 및 연구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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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전국의 교사단체, 교사 및 연구자 45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명실상부한 교육 실천, 나눔과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역할 수행 함
•청주교대를 구심점으로 한 교사단체 및 교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 현장의
연결망이 보다 확대되고 견고해짐
•<청주교사교육포럼>의 정례화로, 공교육 지원체제의 주체인 청주교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청주교대가 충청권을 넘어 예비교사교육, 현장교사 재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문화 변화 연구 성과를 교육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수업 및 학교
문화의 질적 변화를 추동함
•현장교사들이 교육 문제 인식 및 자기주도적 연구 역량 강화로, 수업과 학교 혁신 관련 연구의 주체적
역할 수행이 기대 됨

중점추진과제명
특화전력 및 발전모델 구축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기초문해력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에서 기초 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읽기 부진아 교육 및
교사 전문성 개발 시스템 구축 필요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교육 평등 및 교육 인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의 공적 책무성과 밀접하게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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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실적
•초기 문해력 교육·연구 역량 증진협약 체결(전남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충북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
•읽기 따라잡기 학교 모델 연구(청주 J초등학교)
•교사 리더 양성 과정인 대학원 <초기 문해력> 전공 개설: 2019년 파견교사 5명, 2020년 파견교사 6명을
포함 전체 교사 8명 입학
•전문성 신장 연수 및 워크숍: 세종, 전남, 충북 지역에서 읽기 따라잡기 전문가 연수 운영을 통해 45명의
전문교사 양성
•초기 문해력 교육과 관련한 교사 전문성 신장 워크숍
(연 2회) 및 전국 단위 포럼개회
•『초기문해력 교육』저널 발간으로 읽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
•연구 성과를 <리딩 리커버리>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
“2020

National Reading Recovery & K-6 Literacy
Conference(02/08/20–02/11/20)”, Greater
Columbus Convention Cener, Columbus, OH, U.S

[아동별 읽기 발달 수준 변화]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시도교육청(세종, 전남, 충북, 울산)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스템 및 제반 시설 구축
•초기문해력에 대한 이슈와 관련,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이론 뿐 아니라 현장 사례, 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으로 한국 공교육의 생태계 변화를 꾀함
•초기문해력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인 ‘읽기 따라잡기’ 적용을 통해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모델 구축
•공교육 현장에 적합한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읽기 부진 실행 연구를 통한 학생의 문해력 향상 및 지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에서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인권 문제 및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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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
대학교

중점추진과제명
특성화 역량 강화 사업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작은 학교 역량 강화(작은 학교 주문형 캠프)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2017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의 제1차 기초 프로그램과 2018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제2차 심화 및 확대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지속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함
•추진 목적
- 작은 학교 주문형 캠프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사회적 책무 실천
- 작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체험과 교육 실습의 기회 및 현장 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작은 학교 역량 강화
-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된 작은 학교 현장에서 인형극 캠프 활동을 함으로써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세부 추진 실적
날짜

참여자

19.08.14.~15. •멘토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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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캠프 전 사전 활동

날짜

참여자

프로그램 내용
•작은 학교 ‘공동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총괄교수 1명, 멘토 10명,

19.08.16.~19.
<3박 4일>

두레 교육공동체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작은 학교, 마을,

멘티 26명(두레형 작은

대학’의 긴밀한 연계가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학교 4개교 4~6학년)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구성

•두레형 작은 학교 4개교

•4개 모둠 구성, 창작 인형극 공연: 치아 관리를 열심히

교사, 마을공동체 소속

하자, 정정당당하게 모두와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내자,

학부모, 작은 학교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다양성을 존중하자.), 다른 사람을

학부모회: 10명

배려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내자(생명의
존엄성)

20.01.20.~31.
<4회>

•사후 특강(특강 강사: 현직 초등교사)
멘토 10명

- 주제: 시작이 반! - 동기유발, 스스로 학습주제 정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기, 초등 교실은 지금!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기대 효과
•‘청개구리’, ‘작은 학교 인형극 캠프’에 멘토로 참여(춘천사람들, 2019.08.26.)

주요 언론 보도 자료

•춘천교대 인형극회 “청개구리”‘너브내 넷이랑’교육공동체와 인형극 캠프
진행(중앙일보, 2019.08.21.)
•만족도 조사 결과(5점 만점): 예비교사(평균 4.42점), 초등학생(평균 4.92점)

정량 지표

•관련 연구 발표: ‘작은 학교 무학년제 교과 융합형 협동학습 수업 실행
연구’(2020.02.0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 1277-1306.
•작은 학교 환경에 특화된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의 균등 배려 실천

‘직접’찾아가서 "베푸는"
인형극

•문화ㆍ예술적 감성교육 함양의 기회 제공
•학습 경험의 수준 함양 기회 제공 및 배움 중심 행복 교실 수업의 실현
가능성 제공

‘함께’만들고 "공유하는"
인형극
‘서로’누리고 즐기며
"향유하는" 인형극

•작은 학교 환경에 특화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교육의 기틀 마련
•‘학교-대학-마을공동체-가정’간 긴밀한 연계 및 돈독한 유대 관계 형성
•강원도형 작은 학교의 미래 비전 구축에 견인차 역할 수행
•‘학교-대학-마을공동체-가정’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대학-지역사회-가정’이 함께 가꿔 나가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위상
정립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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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
대학교

중점 추진 과제명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사례명(세부사업 또는 세부프로그램)
현직교원 대상 원격연수 활성화

대표과제 선정 사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학생 및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직교원 대상 재교육 필요성 증대
- 교원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현직교원의 재교육이
유·초·중·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선정
※ 연수 실적: (’18년도) 146개 과정 21,173명, (’19년도) 147개 과정 26,663명(25.9% 증가)

사업추진 계획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중장기발전계획(2019)에 따라 미래형 연수원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집합교육 중심의 연수를 원격연수 방식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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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
- 집합교육 위주의 현직교원 연수프로그램을 원격연수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원격교육 기관으로 외연 확장
- 연수 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수역량 강화를 통한 교원 재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실현
구 분

2019년
•학습관리시스템

자체예산

육성사업

산학협력단

(LMS) 개발

2020년(안)
•LMS 기반 안정화

2021년(안)
•LMS 시스템 운영

2022년(안)
•LMS 시스템 운영

개선

개선

18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연수콘텐츠 4종

•연수콘텐츠 3종

•연수콘텐츠 4종

•연수콘텐츠 4종

개발

개발

개발

개발

•원격연수부 지원

•연수 네트워크 구축

•연수 네트워크 운영

•연수 네트워크 운영

174백만원

139백만원

130백만원

130백만원

•콘텐츠 심사비 등

•콘텐츠 심사비 등

•콘텐츠 심사비 등

•콘텐츠 심사비 등

제반경비(KERIS)

제반경비(KERIS)

제반경비(KERIS)

제반경비(KERIS)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세부 추진 실적
① 종합연수원 원격연수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19. 9. ~ 12.)
- 플립 러닝, 블랜디드 러닝 등 최신 e-러닝이 가능하도록 연수 지원체계 구축
※ 국내 우수 원격연수기관 홈페이지 자료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신 기능을 탑재한
교원대 원격교육연수원 LMS 홈페이지 구축 완료(소요예산 180백만원)

② 원격연수 콘텐츠 4종 개발
- 자문위원회(2회, 14명)→전문가 협의회(1회, 8명)→기본계획 수립(’19. 6.)
※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국가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융합교육 분야 등 4개 과정 확정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4종): ’19. 8. ~ ’20. 4.
※ 원격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 추진단계별로 내용전문가 워크숍, 착수보고회, 프로토타입 시연회, 과정별 집필진
협의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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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격연수 개발 콘텐츠>
공간의 눈으로 학교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바바융, 바로알고 바로

보다

위한 학생자치

학교교육

쓰는 융합교육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
•(추진 성과) 현장 교사 대상 자격연수 및 교육부 위탁 연수 연계를 통한 원격연수 기반 구축을 통한
원격교육 기관으로 외연 확장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312명) 및 초·중등교장 자격연수(1,000여명)
※ 교육부 주관「2019년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19. 12.)

- 교육부

주관「학생부 기재 및 장학 역량 강화 연수」의 원격연수(4,784명 예상)
※ 사전 원격연수 운영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선정(’20. 5. ∼ 7.)

•(기대효과) 다양한 연수 운영을 통한
연수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원연수
자원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종합교육연수원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직교원 교육 역량 강화
- 유 관 기 관 및 네 트 워 크 협 력 기 관
간 연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격 콘텐츠 공동 활용 등 개방형
공유·협력을 통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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