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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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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8.(60개월)
2차년도(‘18.3

～

’19.2)

국고지원금

□ 사업목적
○고품질 산학협력 서비스제공을 통한 선진화된 일체형 산학협력 체계 완성
○사회변화에 유연한 미래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배출
○제주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사회로 도약하여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산학협력 선도형으로 조직개편 및 산학협력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산학협력 서비스의 교류협력 확대
○산학협력 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기업지원을 위한 대학 유휴공간의 현대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과 연계강화를 통한 취 창업 역량강화
○관광산업 현장실습의 전국 허브 구축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및 옥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기술과제 운영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존가치 강화
,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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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학협력 VISION
1
1-1.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적절성
대학의 비전과 산학협력 발전계획 간 연계성

1-1-1.

대학의 비전 및 목표

❍ 2017년 제주대는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제주대
VISION 2023』을 정비하고, 발전 목표와 7대 전략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략 방향을 도출함
＊ [전략방향]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 ⇔ [7대 전략] 선도적인 산학협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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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발전계획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고도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대학의 발전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산학협력 발전계획 수행이 바로 대학의 발전목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함

2차년도

비전 및 목표

❍ 제주대학교는 1차년도 LINC+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한 미래 창의융합
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구축하였음
＊ 첫째, 산학협력 교원인사제도 개편을 하여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재임용되는 인사제도 사례를
도출하고, 총장주재의 LINC+최고전략회의 정례화 등 LINC+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둘째,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트랙)을 개발하고, 현장실습 및 캡스톤 교과목의
전공 필수화 지정 노력으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특화 인재를 양성함
＊ 셋째, 창업트랙 개발-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창업(학생 사업화) 패키지 구현으로 창업친화
형 문화를 조성
＊ 넷째, 캡스톤옥션을 고도화 한 ‘Quick Win Project’를 운영하여 전국 LINC+사업단 산학협
력중점교수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옥션에서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에 성공함
＊ 다섯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대학생이 주도형 해답을 찾고 적용해 보는
‘제주형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역공헌 프로그램 확산에 노력함
❍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2차년도에는 ‘사회맞춤형 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
전하는 산학협력 고도화’를 비전으로 제시
＊ 첫째, 제주 현실에 맞는 자율적 산학협력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다양한 융합모델을 발굴함으
로써 산학협력 자율모델을 구축
＊ 둘째,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유지 및 고도화 하고 산학협력 기관들과의 쌍방향 협력을
강화
＊ 셋째, 비 참여학과와 타 대학으로의 개방과 연계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참여그룹을 확대함으
로써 산학협력의 개방성과 확산성을 제고
＊ 넷째, 채용연계성을 강화한 사회맞춤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취창업 역량을 강화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340명의 교원과 학생 7,879명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645개 가족기업과 함께 제주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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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창출 과정
❍ 대학 비전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산학협력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구성원, 지역사회 및 산업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지니도록 수립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분석 및 자체 진단의 적정성
❍ LINC사업 기간 동안 4년 연속 ‘매우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 평가결과와 5년간 총 227.6억원의
국고지원으로 구축·운영한 산학협력 인프라는 대학의 자생적 산학협력 추진역량 확보
❍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발굴·운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산학
협력관련 지표 대폭 상승 및 거점국립대학 취업률 비교에서 상위권 유지(2015년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라는 거대한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
❍ 대학구성원, 지역사회 및 산업체 의견수렴과 자체진단을 통해 산학협력 고도화 방향 도출

고도화 방향
캡스톤옥션 고도화

1차년도 운영 성과

현장실습 활성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강화
사업화 및 창업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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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산학협력 목표와 교육부의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기반으
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립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은 우리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중 하나인 ‘지역
발전 선도대학’을 구축하기 위해 산학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을 모토로 ‘산학협력 고도화’를 이룩하는 것임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를 ‘산학협력체계’,
‘융합형 인재양성’, ‘산업선도형 기업지원’, ‘수평·수직적 창업환경’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였음
＊ 산학협력 체계 ➡ 지속가능한 자율형 新산학협력체계의 구현
＊ 융합형 인력양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적응 가능한 미래 창의융합 인재양성
＊ 산업선도형 기업지원 ➡ 지역-대학 간 쌍방향 소통공감형 산학협력 강화
＊ 창업환경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역량 강화
4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추진분야

추진내용
산업변화에 유연한
학사제도개선
지역사회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산학협력
체계
지속확산을 통한
산학협력인프라 강화
지식 융합형 산학협력
지원시스템 고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융복합
인력양성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현장중심 교육의
질적 강화
대학의 사회맞춤
인재양성 기능강화

체계적 기술개발
시스템 정비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산업선도형
기업지원 기술이전 범위
확대와 다양성 추구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고도화 추진
대학 내
창업지원 체계화
창업교육지원 강화 및
창업환경 고도화를 통한
창업도전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체계 구현

2차년도

운영 방향

2차년도 운영 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가능한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정비 및 활성화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개선 ▶ 창업학점 교류제도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
•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 산학협력영역 ‘창업동아리지도, 사회혁신활동’ 추가
• 캠퍼스 내 열린광장 제공 ▶ 학내 판로개척 공간인 ‘제주대 올래숍’ 등 개방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의 홍보 강화 ▶ 실질교류 가족회사 확산
• 쌍방향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 ▶ RCC 및 ICC 구축, 지역산업발전모
델 및 지역특화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A+JOIN 플랫폼 ▶ 대외 산학협력 서비스 창구 역할 및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 제주형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 항공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일자리창출 ▶ 지자체, 지역유관기관과 공동 운영사업(일자리박람회 등) 확대
• 지역 특화분야 산업수요 반영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 ▶ 글로벌인턴십 확대 운영
• 지역사회 연계 ▶ RCC기반의 초·중등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융․복합 인재 양성
• 지역기업 기술력 증진 ▶ 사전 매칭형 캡스톤옥션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요건 강화 ▶ 참여 학생 기업 현장실습 연계 확대
• 기업지원서비스강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 교육 강화
• 지역 기업(관) 공동사업 확대 ▶ 지역문제해결형 취업캠프 공동 운영
• 특화프로그램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mini MBA 교육 강화
• 기술개발 시스템 정립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신속화(FAST-TRACK)
지원, 과제 선정시 산학협력마일리지 제도 적용
• 특화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지역기여형 사회
문제 해결기술 과제 운영
• 기술사업화 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후속조치 확대 ▶ 기술이전료 등을 쌍방
향 교류 가족회사 멤버십 산정항목에 포함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 ▶ 정책제안 자료 제공 및 기업지원사업 공동 시행
• 가족회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정형 과제 협의회 확대 운영 ▶ 비즈니
스 모델 발굴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연계 등 입체적 지원
• 원스톱 창업지원체계 구축 ▶ 창업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 체계 운영
• 창업인프라 확충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창업도전자금 확
보 프로그램, 창업도전환경 지원
•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 운영
• 창업지원 활성화 ▶ 대학 창업펀드 기금 활용
• 창업 재도약 기회 제공 ▶ 재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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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 대학 중기발전계획 재수립 시 산학협력 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와 연계성 고려하여 실행과제 도출

❍ 산학협력 발전계획 자체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학 중기발전계획(VISION 2023) 에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전략으로‘선도적인
산학협력’을 설정함
＊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추진이 곧 대학의 목표 달성이 되는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적인
산학협력’추진을 위해 3개 전략과 제, 7개 실행과제, 12개 세부 실행과제 추가 발굴함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연계성 강화
＊ 산학협력 발전계획 비전인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산학협력 고도화’의 실현을 대학 중장
기 발전계획 ‘지역발전 선도대학’ 목표와 일치시킴으로써 일관성 유지

＊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추진분야를 대학 중기발전계획의 전략방향과 7대 전략에서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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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대학의 자원투입 계획

구분

투입 내용

비고

인적지원
물적지원
행정적지원
재정적지원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과 연동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발전 계획

추진분야

추진내용
발전계획 비전 달성을 위한 LINC+사업단의 노력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필수편성 지침에 따른 ‘캡스
1. 산업변화에 유연한 학사제도개선 • 수요자
톤디자인과목, S-러닝과목 운영 지원
산학협력 2. 지역사회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실적 항목 확대
체계 3. 지속확산을 통한 산학협력인프라 강화 • 쌍방향 교류실적에 따른 가족회사 등급제 지침 개정
4. 지식 융합형 산학협력 지원시스템 고도화 •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운영
5.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및 리버스(Reverse) 잡페어 개최
융복합 6.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맞춤형 트랙운영
인력양성 7. 현장중심 교육의 질적 강화
• 현잘실습 안전교육 확대 실시 및 현장실습 방문지도 강화
8. 대학의 사회맞춤 인재양성 기능강화 •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이수학생 확대
9. 체계적 기술개발 시스템 정비
• 사업단 보유 기업지원 공용장비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산업선도형 10.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기업지원 11. 기술이전 범위 확대와 다양성 추구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캡스톤옥션 기술 이전 확대
12.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고도화 추진 • 기업지원종합시스템 A+JOIN 플랫폼 구축, 교육훈련기관 등록
13. 대학 내 창업지원 체계화
•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하여 ‘JNU_CLIPs’ 플랫폼 구축
창업환경 14. 창업교육지원 강화 및 창업도전환경 구축 • ‘창업제품 판매장(제주대 올래숍)’ 학내구축
15.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체계 구현
• 창업펀드조합 결성(거점국립대 4개 대학)에 따른 전략수립
7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독창성 및 타당성

1-2.

1-2-1.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 계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독창성
❍ 제주대학교는 산학협력 발전계획에서 지역에 맞는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함
으로써 현실에 적용가능하고 실천적인 계획 마련 추구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제에도 제주대학교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만한 독창성 있는
과제를 발굴 및 배치

세부과제명
현장실습 제주대
선도모델 발굴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확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서비스러닝’ 설계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실적 반영
글로벌 산업수요
인재양성
지역 기업 수행직무
기반 취업교육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차별성

내용
학사과정 교육체계 개편에 의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체제 반영
3차 산업이 75% 이상인 제주 여건에 맞는
6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발전계획
교육대학, 사범대학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종합대학 특성을 살린 산학협력 방향 설정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공헌 방향성 정립
중․고교와 연계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의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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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독창성

주요내용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혁신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유연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지속적인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사회변화에 유연한 인재 양성

❍ 특화분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트랙 교육과정(00건) 운영
❍ 산업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수행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1차년도 성과) 00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설(바이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관광 분야) 및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00팀 운영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 공동체 사회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산학협력 협업 수행

❍ 지역 유일의 거점국립대로서 풍부한 산학협력 인프라 보유 및 인력양성에 대한 책무
❍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지역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진행
＊ (1차년도 성과) 자유학기제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 00개 중학교, 00명 교육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및 지역사회공헌 캡스톤디자인 협의회 구성
＊ (1차년도 성과) 제주대/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자치단체 협력사례
➡ 2017 도시재생한마당 최우수상 수상
❍ 지역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모델 발굴
＊ (1차년도 성과) 지역 4개 유관기관과의 제주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운영
❍ 스타트업기업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추진

＊ (1차년도 성과) 제주스타트업협회와의 업무 협약 및 관련 기업 대상의 재직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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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된 일체형 산학협력 체계 구현

❍ 산학협력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2017) : 전문교육 기능 강화 교육 6회 운영
❍ LINC+사업 신규 참여학과의 마중물 프로젝트 시행 : 사범/인문/교육계열 산학협력 참여 확대
❍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의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 수행
＊ (1차년도 성과) 기술개발과제 0건 지원 및 기술사업화지원단 구축
❍ 안테나Shop 프로그램(가족회사 판매전시장 0곳) 운영 및 제주대 올래숍 구축
＊ (1차년도 성과)학생 0팀 및 가족회사 제품 연계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1-2-2.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구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캡스톤디자인 결과 발표회,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 등 기업-지역사
연계 이벤트의 지속적 개최
산학협력친화형 • 회-대학
가족회사
워크숍, 재직자 교육 등 기업-대학 연계 산학협력프로그램
대학문화 확산 운영 및 확대
• 지역 내 혁신기관 연계 산학협력 이벤트 공동 개최
•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해 총장을 위원장(부위원
지속가능한
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
산학협력 발전을 • 16개 산학협력 관련 조직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한 산학협력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
추진체계 구축 • 신임총장의 주요 실천과제인 산학협력관 신축을 통한 체계적인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 산학협력 활동 분류별(예산/연구 행정지원, 창업 기업지원, 교육지
산학협력을 위한 원, 장비지원)로 각 수행기관의 역할, 운영 규정 분석
산학협력 조직의 • 산학협력관련 조직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 지속적 추진
안정화
• LINC+ 웹 매거진을 발행, 다채널 매체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산학협
력 프로그램의 우수성 홍보
지역사회 및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및 ESI 활용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대학과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 강화
협업체계 강화 • 대학과 기업,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성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협업센터(ICC) 및 지역사회협업센터(RCC)의 확대 운영
• 타지역 가족회사와의 연계기반 구축을 통한 협업기반 확대
• 대학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아이
창출에서 상품 판매까지의 생태계 조성(창업노마드, 강소산학
산학협력 자체 디어
협력협의회,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 등)
생태계 조성 • 가족회사 멤버십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쌍방향 산학협력 확대와 사업
이후 산학협력단의 승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산학협력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간접비 제도 운영
산학협력 재원 •
및 대외 사업비 수주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전략수립
발굴 및 확보 • R&BD사업
과 동시에 과제연구반 형태의 융합사업팀 구성추진
10

근거
•
•
•

•

•
•

1-2-3.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자체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산학협력 발전계획 자체평가 시스템

: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결과를 즉시 반영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교내 산학협력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산학협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2차년도에는 외부
위원(기업체 및 지역혁신기관 등)을 위촉 계획 수립

구 분
근

거

기

능

구

성

주요내용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 지침 제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자체평가 규정(2017-05-23)
• 평가 유형 및 시기 :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제주대학교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산학협력 교육・연구, 조직・운영, 장비
등 산학협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평가
 산학협력 관련 성과의 달성도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이행사항 점검
•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연구본부장, LINC+
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임명직은 학내 학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됨

산학협력 발전계획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번 구분 성명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10 위원
11 위원
12 위원
13 위원
14 위원
15 위원

소속

직위(급) 연번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성명

소속

직위(급)

산학협력 발전계획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성과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
및 전략의 수정에 따른 환류시스템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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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의 여건과 산학협력 선도모델 추진 계획 간 정합성

1-3-1.

산학협력 선도모형 창출 과정

산학협력 선도모형의 논리성

산학협력 선도모형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우리 대학 LINC+ 선도모형의 인재상으로는 ‘현장맞춤형 인재’를 설정하였고, 학부중심의
현장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모형을 창출
❍ 제주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Bio, Energy, Smart Tourism을 특화 산업분야로 설정하고 지역
밀착형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구현

❍ (독창성) 우리 대학의 LINC+사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인문대, 교육대, 사범대
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교육과정 고도화’의 추진방향과 독창성을 가짐
❍ (차별성)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통해 지역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농어촌마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산업수요에 따른 인재양성(글로벌 창업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해외창업실습
도입)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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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산학협력 선도모형

가. 산학협력 선도모형
산학협력 선도모형
❍ 제주지역 유일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통해 제주의 가치(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를 디자인하는 산학협력 추진
❍ 지역산업 및 문화여건을 고려한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의 발굴로 지역 맞춤
형 인재양성 및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발전 산학협력 선도모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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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선도모형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성

▮ 산학협력 선도모형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 계획
❍ 지역 유일의 거점국립대로서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할 책무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동의 의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

▮ 총장의 관심 및 구성원의 사업 추진 의지
❍ 총장의 관심 및 사업추진 의지
＊ 총장 주관의 LINC+최고전략회의를 통해 전 부서에 LINC+사업 협력체제 강화를 주문하고,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단과대학 학장 및 학내 구성원에게 협조 지시
＊ LINC+사업 추진 시 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주요 추진계획

구분

주요추진 사항
• 10대 실천과제 로드맵 내 산학협력에 대한 의지 표명
• 산학협력 역량 집중을 위한 산학협력관 신축으로 연구 및 산학협력 토털서비스, 원스톱
신임총장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주요의지
• 제주지역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체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학무회의(월2회) 및 확대업무회의(월 1회)에서 월별 핵심지표 달성현황 점검
LINC+사업 • 총장주재 최고전략회의 매월 1회 정례화(1차년도 총 7회 회의 주재)
위상강화
• LINC+위원회(위원장) 2회 주재
• 산학사업단간 정보 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산학사업단협의회’ 주재
산학협력 영역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 활동 우수 교수에 대한 별도 포상제도 마련
확대를 위한 • 특화인력양성인증제 총장 명의 인증서(Gold Level) 발급
기반조성
• LINC+사업 및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 대학과의 MOU체결
•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 등 LINC+주관 행사 총장상 시상(학생
행사 참여
및 우수지도교수상)
실적 및
• 제주대 65주년 기념 '산학연발전포럼'개최 및 우수기업 감사패 시상
가족회사 지원 • 2017 가족회사 워크숍 : 우수가족회사 감사패 및 표창
• 2017 현장실습 공모전 학생 우수작품 총장상 시상
14

산업체 수요 조사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 LINC+사업내용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IPA분석
＊ 조사응답 : 사업체 184개사 / 기간 : 2018.2.1~2.9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기업과 대학간의
활발한 교류’와 ‘현장실습 참여’, ‘기업요
구 우수인력 지원’사업은 향후 유지강화 서비
스영역으로 구분함
＊ ‘산학공동기술개발참여’ 사업은 중요도는
평균보다 높으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아 중점
적으로 개선할 사업으로 선정함
❍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사항 분석
＊ (분석)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시 ‘대학과 산업체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반영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향)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확대 실시 계획

수요조사
조사일시
사업계획 반영 내용
캡스톤디자인 기업제안 수요조사 매년 2월, 8월 •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매칭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특화분야 교육과정
• 기업맞춤형 신규 트랙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매년
3월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과정 개설
니즈를 반영하여 연간 수요맞춤형 재직자교육 프
기업맞춤형 재직자교육 수요조사
상시 • 기업의
로그램 과정 개설에 반영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매년 4월 • 수요조사 이후 지정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
가족회사 워크숍 시
지원과 관련한 니즈 반영으로 기업지원 프로그
매년 1월 • 가족회사
산업체 니즈 조사
램 계획 수립에 반영
지역사회 수요조사
매년 2월, 8월 • 지역사회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계획 반영
LINC+사업단 지원사업
• 가족회사 대상 LINC+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방안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사업종료시점 조사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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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선도모형 창출을 위한 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발전 전략 및 방향

수요조사

조사일시
사업계획 반영 내용
• 지역산업 선도형 산학협력 인프라 강화 • 산학협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
역량 및 산 학 연 네트워크 련 실시
선진화된 일체형  산학협력
강화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의 홍보 및 운영 확대
산학협력 체계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확산
• ALLSET센터(ICC), A+JOIN플랫폼 등을 통한 기
•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지원 업지원체계 강화
• 융복합 및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운영으로 창의
급변하는 • 지역 및 산업수요 기반 교육 강화
융합형 인재양성
사회변화에 유연한  현장밀착형 교육 확대
• 트랙 내실화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분야
창의융합형
 산업수요 맞춤 교육 강화
인력양성
인재양성 • 대학의 사회맞춤 인재양성 기능 강화 • 제주 특화모델 발굴을 통한 현장실습 다각화 및
자립화 추진
• 대표브랜드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
대학과
• 기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화 지원
동반성장하는 • 대학 내 창업지원 체계화
• 제주대 올래숍 및 가족회사 판매장을 활용한 창
지역발전과 일자리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업지원 기반 확장
창출
프로그램 운영
• 사전매칭형 캡스톤디자인 및 지역사회 참여 협
의회 등의 운영
▮ 산학협력 선도모형의 독창성 및 수월성

구분
산학협력
선도모형의
독창성

산학협력
선도모형의
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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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 사항

• 제주도의 비전과 산학협력의 연계
 지역 유일의 거점국립대로서 가진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에 대한 책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의 목표 달성으로 제주 지역사회의 가치 상승
•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선도
 지역 특화 관광산업에 대표브랜드 운영 : ‘관광 현장실습 전국허브화’
 제주의 2차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지역 사업단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 전국최초의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현
 교육·사범대 산학협력 선도모델 개발·운영
•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 보유
 다양한 지역기관과 취업, 창업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지역사회의 인사를 LINC+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연계사업 발굴·운영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연구원의 ‘제주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산학협력
발전 방안 제시
• 신임 총장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10대 실천과제 로드맵)
 산학협력의 역량 집중을 위한 산학협력관 신축 계획 등 연구 및 산학협력 토털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 공헌 및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체계
강화
• 지역, 기업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LINC, LINC+로 이어지는 사업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노하우 축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지원사업 만족도 및 개선방안 수요조사 관련 LINC+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63.6% 만족, 보통 이상의 경우 97.8%

나. 참여학사 조직
○ 참여 학사조직별 사업 참여 총괄표 (2018.04.01.기준)

참여학사조직
단과대학(학부)
학과(전공)
국어국문학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상대학
무역학과
경제학과
관광개발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컴퓨터교육과
생물산업학부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의생명과학부
지구해양과학과
해양과학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전산통계학과
패션의류학과
체육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공과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건축학부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초등컴퓨터교육전공)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합계

교원 수
6
6
5
9
5
6
9
7
6
6
6
4
5
6
10
4
6
9
5
10
17
5
12
5
5
6
6
7
7
7
6
7
5
6
6
6
5
23
28
11
3
20
7
340

학생 수
149
179
139
326
165
217
323
362
303
219
176
189
160
80
108
60
72
105
80
193
288
97
250
111
100
148
174
76
105
129
165
126
163
142
148
158
98
483
660
219
39
186
209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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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산학협력 선도모형 실현 계획

비전

제주가치를 디자인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대학

목표
선진화된 일체형 산학협력 체계
성과 ••
선진형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산학협력 서비스 제공
• 대내외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구축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참여학과 유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개선 및
1차년도 ••  대내:
산학협력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
성과분석  대외: A+JOIN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단 구성,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마련 및 제주대
올래숍 구축
• 제도 및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2차년도  1차년도 구축된 인프라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기업지원서비스 활성화로 실질교류
전략 및 •• 가족회사의 증가 유도
세부계획  산학협력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A+JOIN 플랫폼을 활용, 대학 내 산학협력활동 업무의 일원화
• 학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통한 산학협력 전문인력 역량 강화로 산학협력 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유연한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성과 ••
제주사회를 선도하는 미래창의융합형 교과과정 확산 및 내실화
• 지속적인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변화에 유연한 인재 양성
 캡스톤디자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LINC+사업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특화분야 교육과정
1차년도
개설 등을 위한 다양한 수요조사 수행
성과분석 ••  특화분야 트랙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
• 특화분야의 인력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ICC와의 연계 필요
• 트랙 내실화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기업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기업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재고 및 홍보 강화
•
인력양성 인증제 운영
2차년도  특화분야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와 Gold Level에 대해서는
전략 및 •• 총장명의 인증서 발급
세부계획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협업 글로벌 인턴십,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학점교류형 현장실습 및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목표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성과 ••
제주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사회로 도약
• 공동체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산학협력 협업 수행
 지역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모델 발굴(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및 지역사회공헌
1차년도 •• 캡스톤디자인 협의회 구성
성과분석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지역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진행
• 학과 및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 산학협력 선도모델 발굴의 필요
• 산학협력에 대한 지역공헌 성과 측정 모델 정립이 필요
•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내 전임교원 참여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 확산 계획 수립
2차년도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문제해결형 창업동아리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전략 및 ••  지역 맞춤형 협의회 구성, 제주열린포럼 주제 발굴 및 ESI지수 모형 개발
세부계획 • 지역문제 해결 관련기관 협업 및 권역별 대학 연계 구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의체 및 권역별 6개 대학과의 지역사회공헌 연구회 운영
18

1-3-4.

산학협력 선도모형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 체계

가)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 총장 주재 LINC+최고전략회의
❍ 총장 주재로 LINC+최고전략회의 정례화 및 회의 참석자 범위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분위기 확산
❍ (성과) LINC+최고전략회의에 산학협력발전계획 자체평가(수시)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산학협력 발전계획 비전’내용 반영
❍ (계획) 산학협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2차년도에는
외부위원 위촉
▮ 대학 내 기관과의 친밀한 협력관계 조성
❍ (성과) 산학협력단의 R&D센터를 R&BD센터로 개편하여 산학협력 성과 통합관리 전담기구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원스톱 산학협력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A+JOIN플랫폼을
구축·운영
❍ (계획) A+JOIN 플랫폼의 운영을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학 내
산학협력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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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NC+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사업단 인력 구성표

연번
1

구분
사업단장

2

기업지원센터

3

현장실습
지원센터

4

창업교육
센터

5

캡스톤
디자인
지원센터

6

공동활용
장비센터

7

산학협력
지원부

8

취업지원부

9

특화교육
지원부

10

사업운영
관리팀

20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사업단 총괄(학무위원)
기업지원센터 총괄
산업특화분야 지원 총괄
산업특화분야 기획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기획
정책기획 지원
산학교육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총괄
국내·외 현장실습 기획
국외 현장실습 관리
국내 현장실습 관리
창업교육센터 총괄
창업교육프로그램 기획
창업강좌(교과목) 운영
창업동아리 및 자유학기제 관리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 총괄
캡스톤디자인 기획
캡스톤디자인(교과목) 관리
캡스톤옥션 업무지원
공동활용장비센터 총괄
지역특화분야 지원 총괄
열린실험실 관리
산학행사 및 지역특화분야 기획
교육환경개선, 기자재 관리
협의체 기획·관리 재직자교육
협의체 및 산학교류 운영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리
취업지원부 업무 총괄
특화교육지원부 업무 총괄
일자리박람회, 취업교육 운영
취업지원부 업무 기획
트랙 및 특화 프로그램 기획
트랙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단 행정총괄
사업단 회계 및 위원회

LINC+위원회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구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LINC+위원회

구분
역할
한계분석
활동
증진계획

구성 및 운영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교내

교외
역할

내용

•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4회 개최
• 기본운영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 규정 및 각종 세부 지침의 제정과 개편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사업단․참여대학․참여학과 등의 변경,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LINC+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발생
• 학내위원이 많은 상황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음
• 외부위원이 기업체 대표급으로 실무적 산학협력시스템 미흡
• LINC+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LINC+ 사업 워크숍과 월 1회 개최되는 ‘LINC+ 최고전략회의’를
통해 LINC+사업 이해도 향상
• LINC+ 주간운영회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홍보를
통한 이해력 증진
• 외부 위원 확대 위촉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 외부 위원의 특성화 분야별 다양화 및 실무진의 참여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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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NC+ 사업단장의 역할 및 위상
LINC+사업단장의 대학에서의 역할 및 위상에 관한 제도

역할 및 위상 제도 구축 여부
주요 내용
산학연구본부, 국제교류본부, 경영사업단, 홍보·출
총장
제주대학교 조직 및 • 총장직할기관으로
교육혁신본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
직할기관 편제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판문화원,
성사업단, 창업지원단 및 대학일자리센터를 둔다.
학무위원
총장과 학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무위원은 대학장 대학원장,
학무회 • 학무회는
(교무위원) 제주대학교
처장
국장,
산학연구본부장 취업전략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교육혁신본
운영규정
지위
부장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장이 된다.
•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영역을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 산
제주대학교
부문 가산점 부여에 대한 개정
사업단장 교수업적평가 규정 • 학협력활동영역
산학협력활동영역
업적평가
 산학교육 실적, 산학연구 실적, 산학봉사 실적
점수반영
봉사활동영역
제주대학교 • 교수업적 평가 항목 중평가항목
점수
교수업적평가규정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관련
연구소
및
10점
시행지침
센터장(단장 포함)
NC+사업단 사업 수행의 효율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단장 책임
사업단장 제주대학교 강사료 • LI시수
감면 강사료 지급지침 개정
시수감면
지급지침
 강의 책임시수 4시간
LINC+사업단장의

성명

산학협력 활동 이력

강철웅

직위

교수

소속

공과대학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2차년도 활동증진 계획
＊ (지역사회) 전국 6개 LINC+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공헌 연구회를 발족
➡ 대학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ESI(사회경제적 지수)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측정할 예정임
＊ (대학 간)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해 대학 간 시너지 창출 노력
➡ 대학 간 리빙랩을 위한 공동 협약 진행(2017-09-22/2017-11-06)
➡ 새로운 대학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학 내 리빙랩 확산을
위한 기반 확대
＊ (학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 가족회사의 교류의 장 확대 운영
➡ 리버스 잡페어(Reverse Job Fair) 확대 운영 :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장에서 학생들이
기업대표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에 적극 자신을 PR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
고,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채용으로의 연계가능성을 높임
➡ 지역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기업맞춤형 아카데미 확대 운영 : 항공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항공’ 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운영(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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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구조 분석 및

1-4-1.

LINC+와의

연계 방안

대학 내 재정지원 사업의 자체 분석

대학 내 주요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연계 현황

재정지원 사업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목적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 집중 지원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여
대학 간의 협력적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미래주도적 공학교육을 통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과 산학협력 확대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 지원
지역과 연계한 지식재산 문화 확산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통합 지원

▮ 대학 내 주요 재정지원사업 운영 성과

사업명
운영 내용
주요 성과
지방대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 글로벌멘토링 등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사업 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전공 맞춤형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분야 교재 개발
국립대학
대학 체제 변경을 •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 인사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개선
혁신지원사업 위한 제도 개선 • 자유학기제 지원,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 확대
지역선도대학 제주지역 관광 전문 인력 • 도내 3개 대학 간 관광특화 교육과정 운영, 제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육성사업
양성 체제 구축 • 아시아-태평양 섬 거점대학 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개국)
공학교육 선진공학교육방법 개발 • 산업체 수요 맞춤형 트랙 운영, 현장실습 진행
혁신사업 및 확산, 체계 구축 • 체험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개최
산학융합지구 산학연 허브기지 기반 마련 • 근로자 평생학습을 위한 비학위과정 재직자교육 실시
조성사업 산학융합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역량강화를 과제 운영 및 사업화 추진,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창업선도 창업아이템 발굴, 사업화 • 예비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대학육성사업
지원
• 타대학 학생 참여 창업동아리 운영, 일반인 대상 창업 교육 진행
지식재산교육 교내 지식재산 • 지식재산교육 전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선도대학
교육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교육관련 신규교과목 개설 및 운영
• 수요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1:1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 배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상담
• 지역 내 청년고용정책 확산 프로그램 운영
1-4-2.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LINC+사업

연계를 통한 대학역량강화 방안

대학역량강화 방안 실현 실적

대학의
발전산학협력
목표
新산학협력
체계의 구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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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학협력
발전 목표

주요 성과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지역-대학 간
쌍방향 산학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역량 강화



1-4-3.

대학의 다양한 재정지원사업과

LINC+사업의

차별화 방안

대학역량강화 방안 실현 노력
❍ 재정지원사업 총괄점검위원회
＊ 환류 체계 구축: 사업별 운영 성과
분석 → 자체 평가 진행 → 사업
운영 개선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지원사업 운영 개선 방안 논의
＊ 대학 내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
여 사업 운영 연계 강화, 유사・중
복 사업 조정
＊ 실무회의 운영 : 사업성과 공유 및
업무협조 회의 운영(2회)
❍ (중복사업 방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 (CK사업단) 특성화 교육을 위한 전공역량강화 / (LINC+)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실무 교육
＊ (일자리센터) 진로, 취창업 지원 / (LINC+)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지원사업
추진, 창업교육 및 문화 확산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창업동아리 사업화 지원 / (LINC+) 창업교육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 대학 시스템 개선(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강화(CK사업)
와는 운영 목적 및 지원 범위가 중복되지 않음
❍ (중복사업 방지) 사업 목적 및 지원범위가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
＊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학 내 혁신제도와 연계한 산학협력 제도개선 추진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과 기업지원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과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 협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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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산학협력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1-1.

산학협력 추진 성과 목표 설정

가) 산학협력 성과관리 체계
산학협력 추진 목표 설정

산학협력 성과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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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성과관리 환류 시스템

나) 핵심 성과지표 세부 내용
 핵심 성과지표 1: 취업률
핵심
고려사항

❍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취업률과의 연관성을 추적

기준값 및 목표값

항목
취업률(%)

기준값
(‘17.2.)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설정 근거
❍ LINC사업(12년) 선정 이후 대학의 구조개혁과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2015
학년도에는 제주대 전체취업률이 61.4%로 거점국립대학 1위 달성
❍ LINC+사업 참여 학과 취업률 평균 (최근 3년간)

항목
LINC+ 참여학과 취업률
(인문,예체능,의학 제외)
LINC+ 참여학과 취업률
대학전체 취업률

2014학년도
(14.11. 정보공시)

2015학년도
(15.11. 정보공시)

2016학년도
(16.11. 정보공시)

❍ 향후 5년간 사회맞춤형교육, 취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연간 취업
률 1% 증가를 목표로 설정함
달성 계획 및 전략
❍ 산학협력 네트워크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견한 기업의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창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
인 창의형 캡스톤디자인을 확산하여 취업률 제고
＊ 지자체, 유관기관(제주테크노파크 등),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가족회사 인재추천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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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취업지도 컨설턴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단과 대학별 상주 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매월 자체 취업통계 점검
＊ 학과 맞춤형 취업지도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졸업대상자에 대한 취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학의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력설계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주도에서 학생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측정 및 평가계획
❍ 매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기준을 적용하며, 인문·예체능계열, 의학관련 학과는 산정 시 제외

 핵심 성과지표 2: 교수업적 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핵심
고려사항

❍ 실제 반영률 확인을 통해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활동항목 점검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교수업적평가의 산학
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설정 근거
❍ 향후 5년간 승진, 재임용 대상자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산출

항목
가중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 산학협력 실적 점수 평균 반영 비율
2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 교원 비율
3 산학협력 실적 반영 요소의 다양성 비율
4 산학협력 실적 반영 항목의 평균 비율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 향후 5년간 승진, 재임용 대상자 수

구분
대상자 (명)
승진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명)
대상자(명)
재임용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명)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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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 항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구분
국제특허권
국내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국제품종등록
국내품종등록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

연간최대 취득점수

기술이전
맞춤형 교과과정
위탁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지도
캡스톤디자인 지도
학생 취업 알선
산업체 현장 실습
사업비(인문·사회·예체능·의학계 임상계열 250만원
당/이학·공학·의학계 기초계열 500만원 당)
가족회사 발굴
지역사회 봉사
지역혁신 활동
교원창업
기술사업화
기술지도, 산업체 강의

달성 계획 및 전략
❍ 승진, 재임용 시 모든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연구실적의 100%까지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가능
하도록 개정 완료(2015.10.14 제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5조, 제18조)
❍ 차년도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학협력 실적 적용 방법 및 실제 활동한
실적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
❍ 2017년도 교수의 승진, 재임용 심사 시 산학협력 활동실적물 제출을 필수화하도록 제도 개선
❍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 항목을 0개 추가(교수창업, 지역사회 산학협력
공헌)하여 활동요소의 다양화 도모
측정 및 평가계획
❍ 교수업적평가시스템 연동을 통한 산학협력 실적 집계를 시스템화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교수업적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피드백하는 체계 구축
❍ 차년도 승진대상자가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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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성과지표 3: 산학협력중점교수 수
핵심
고려사항

❍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 활동 평가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채용형 전임 교수 수(A)
채용형 비전임 교수 수(B)
산학협력중점교수 실적(점)(C)
설정 근거
❍ 향후 5년 전임교원 신규임용 예정자 수

1차년도
(2017년)

구분
신규임용예정(명)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달성 계획 및 전략
❍ 총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채용형(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임용 협의 완료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지속화를 위한 노력
＊ 국책사업 전임교원 확보 계획수립 시 채용형(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우선 채용
＊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료의 일정 비율을 산학협력기금으로 조성
❍ LINC+ 최고전략회의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제기
측정 및 평가계획
❍ 교무처와 지속적으로 목표값 달성 여부 점검하고 미진한 경우 대책 수립
❍ 당해 목표 대비 채용이 무산될 경우 차년도에 추가 배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채 계획에 반영

 핵심 성과지표 4: 산학협력 관련 정규직 직원 수

핵심
고려사항

❍ 학내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기준값 및 목표값

구분
산학협력 관련
정규직 직원 수(명)

기준값
(‘17.2.)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29

설정 근거
❍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부서 분류
(2017.2. 기준)

유형별
부서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합계

창업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취업
공동활용장비
취업전략본부
공동실험실습관
현장실습지원센터
공대부설공장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달성 계획 및 전략
❍ 향후 5년간 산학협력관련 사업단 직원 00명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
❍ 2017년 산학협력단 인사관리매뉴얼 구축을 통해 합리적 인사제도 및 연봉체계, 승진제도를
확립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 산학협력 기획, 기술사업화, 교내 취·창업지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산학협력 전문성 강화
측정 및 평가계획
❍ 산학협력단과 정규직 전환 타당성, 문제점·대책 및 비율조정 계획 수립 후, 분기별 목표값
달성 여부 점검

 핵심 성과지표 5: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핵심
고려사항

❍ 현장실습 이수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관리-취업에 대한 시스템
체계화 추진

기준값 및 목표값

항목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설정 근거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임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구분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현장실습 12주 이상(a)
참여 학생 8주 이상 12주 미만(b)
수 4주 이상 8주 미만(c)
참여학과 재학생 수(d)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가중치 적용 비율
※ 가중치 적용 비율 × × × ×

: ((a 4)+(b 2.5)+(c 1.0))/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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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계획 및 전략
❍ 현장실습의 체계적 운영 및 장기 현장실습 확대
＊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 수행을 위해 실습기관, 학생용 현장실습 실무지침서를 개발하여, 기업
과 학생의 명확한 역할 및 임무 부여
＊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사전 교육 실시,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진행, 실습
중간 점검을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관리 시스템 강화
＊ 장기현장실습 확산을 위해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토대로 우수한 운영 모델을 지속 발굴
❍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및 총괄기능 강화
＊ 학교는 우수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지
원금을 지원하는 분위기 안착
＊ 산학협력중점교수, 취업컨설턴트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매칭부터 실습 진행, 취업연계에 이르
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관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의 질을 개선하고 연계 취업 확대
❍ 제주 관광서비스 분야(호텔 등)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전국 대학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 프로그램 운영
측정 및 평가계획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업·학생 매칭 추진 및 사전교육-관리-취업에 대한 시스템 체계화
→ 학점 신청 내역 자료와 학점 취득 내역을 토대로 측정
❍ 현장실습 완료 후 기업·학생용 최종보고서 및 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계 구축

 핵심 성과지표 6: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핵심
고려사항

❍ 참여 단과대의 필수 이수과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개편해 이수학생
비율 확대

기준값 및 목표값

항목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설정 근거
❍ 1차년도의 경우 신규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확대 등 제도 구축에 중점을 두어 이수
학생 수를 전년 대비 10% 상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2~5차년도의 경우 참여 단과대학에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편하여 이수학생이 전년 대비 20% 향상을
목표로 함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구분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3,4학년 재학생수(명)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명)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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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계획 및 전략
❍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견한 기업의 직무상 문제를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의 옥션
참여 유도 및 환류를 통한 취업 연계
＊ 기업수요조사를 강화하여 기업요구과제 우선 수행 유도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멘토링 강화
❍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 교수, 조교, 학생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교과목 운영에 대한 이해 증대 및 운영사례 전파
＊ 팀 유형에 따라 지원금 차별화로 인문·융합형 캡스톤디자인의 참여확대 유도
❍ 기업 및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제 발굴 후, 지자체·NGO단체 등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측정 및 평가계획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계획에서부터 최종결과물까지 시스템 관리 → 학점 신청
내역 자료와 학점 취득 내역을 토대로 측정
❍ 3단계 평가를 통한 평가실시 및 결과물에 대한 기업 피드백 체계 구축
＊ 1단계 : 계획서를 통한 지원금 1차 확정
＊ 2단계 : 중고보고서 점검 미팅을 통한 운영지원금 확대 및 축소
＊ 3단계 : 결과발표회를 통한 최종 평가 및 캡스톤옥션 운영으로 우수 결과물을 기업에 제공

 핵심 성과지표 7: 공동 활용장비 운영 실적(활용 기업 수 및 운영 수익금)

핵심
고려사항

❍ 도내 장비 허브화 및 장비 홍보 강화를 통해 공동활용장비 운영 효율성 제고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공동 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공동 활용장비 운영수익금(천원)
설정 근거
❍ 2016년도 공동장비활용 횟수는 2,078건으로 1회 평균 수입료의 경우 307천원으로 나타남. 향후
5년간 활용기업 수를 전년대비 3%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장비 활용수익금은 평균 수입료와
전년 대비 활용기업 증가 수로 계상함

공동 활용장비 운영기관 공동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공동실험실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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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원)
산학협력단 회계
일반회계

달성 계획 및 전략
❍ 공동활용장비의 확충/집적화 및 허브화
＊ 가족회사, 창업동아리, 캡스톤디자인팀 대상으로 필요한 공동활용장비 수요조사 후 공동활용
연구장비 확충
＊ 도내 연구기관 및 교수 연구실의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여 도내 장비 허브화 구축
＊ 공동장비 운영인력 확충 및 장비활용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활용연구장비 홍보 강화
측정 및 평가계획
❍ 내부거래를 제외한 기업체에서 사용한 기자재 수익금 분석
❍ 공동활용장비 운영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활용장비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운영수입 조사

 핵심 성과지표 8: 교수 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심으로 가족회사 및 참여대학 교수의 산학공동 기술개
발 추진

핵심
고려사항

기준값 및 목표값

항목

이공분야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이공분야
연구비
인문사회
총합(천원) 예체능
분야
이공분야
참여 교원 수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교수 1인당 이공분야(A)
산업체
인문사회
공동연구 예체능분야(B)
과제 수(건)
교수 1인당 이공분야(C)
산업체
인문사회
공동연구비 예체능분야(D)
(천원)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실적(건)(E)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실적(천원)(F)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과제 총 건수

설정 근거
❍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의 목표값 설정 시 이공분야는 전년도 대비 5% 이상 달성, 인문사회
예체능분야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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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계획 및 전략
❍ 참여학과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수업적평가 산학협력 실적반영 강화
❍ 기업사회맞춤형 공동연구 확대 추진
＊ 참여교수와 가족회사간의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형 산학공동 기술개발 추진
＊ 산학협력 협의체 및 기술교류회 지원을 통한 산학공동 기술개발 기획 활성화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진 배치하여 가족회사 및 참여교수 연구개발사업 수주 적극 유도
측정 및 평가계획
❍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 사업기간 내에 수행한 과제의 협약 건수 및 당해 연도에 입금된
과제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과 분기별 점검

 핵심 성과지표 9: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핵심
고려사항

❍ 사업화 과제 기술이전의무화,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 국내기술이전 프로모션
강화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교수1인당 기술이전 건수(건)
교수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설정 근거
❍ 2016 산학협력실태조사(교육부)를 기준으로 제주대의 기술이전 계약 및 수입료는 64건, 수입금
액은 202,918천원으로 1건당 평균 수입료는 3,170천원임. 향후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향상
전략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기술이전 총 건 수
수입료 총합 (천원)
참여 교원 수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제외

달성 계획 및 전략
❍ R&BD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 강화
＊ 산학협력 협의체 및 기술 교류회 활성화에 의한 R&BD 제도 개선
＊ 학내 우수 발명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IP 질적 수준 제고
❍ 국내 기술이전 프로모션 강화
＊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화 과제 대상으로 기술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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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옥션 및 창업동아리 어깨동무 Project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기술료 지급 및 교수업적평가 반영
❍ 기술홍보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LINC+사업단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홍보 전략수립 및 DB화
＊ 기술사업화 온라인장터를 통한 대학 우수보유기술 홍보 및 기술이전 체계 확립
측정 및 평가계획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매매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의 기술이전 계약서 건수 및 당해
연도 입금된 실수입료를 산학협력단과 분기별 점검

 핵심 성과지표 10: 전방위 맞춤형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 건수

핵심
고려사항

❍ 기업·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지원 활동 지원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기업지원 및 이공분야(A)
지역지원 인문사회
건수 예체능분야(B)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실적(건)(C)
*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 실적(건)(C):

(A*0.8)+(B*1.2)

설정 근거
❍ 기업 및 지역사회 등의 혁신을 위해 실시한 ‘기술지도, 상시컨설팅, 자문, 산학협력관련 평가
및 강연’의 활동건수를 산출함. 향후 5년간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활동 건수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움
달성 계획 및 전략
❍ 대학의 기업·지역지원 활동이 지역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혁
신센터 신설
❍ 기업·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교수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 기업·지역사회 지원활동이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
측정 및 평가계획
❍ LINC+사업단과 지역혁신센터에서 분기별로 기업·지역사회 지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
수집 관리
35

 핵심 성과지표 11: 지역사회 혁신실적 건수
핵심
고려사항

❍ 지역사회 공헌 혁신사례 발굴 및 시상제도 등을 통한 학내 지역사회 공헌 분위기 조성

기준값 및 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지역사회 이공분야(A)
인문사회
혁신실적 예체능
분야(B)
지역사회 혁신실적(건)(C)
*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 실적(건):

(A*0.8)+(B*1.2)

설정 근거
❍ 지역사회 기관 등과 실질적 협업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를 실적으로 산출함. 향후 5년간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전년도 대비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움
달성 계획 및 전략
❍ 지역혁신센터(기획처 산하조직)를 통해 혁신사례 발굴 및 시상 제도 마련을 통한 동기부여
❍ 대학 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혁신 내용을 발굴
＊ 지자체와 협력체 구성을 통한 활동가 구성 및 사업비 지원 발굴
＊ 지역사회 설문 활동을 통한 지속적 혁신과제 발굴 및 참여 독려
❍ 교수 업적 (봉사실적) 요소 개발 및 실적 상향 조정 노력
측정 및 평가계획
❍ LINC+사업단과 지역혁신센터에서 분기별로 지역사회 기관 등과 실질적 협업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을 수집 관리
다) 자율 성과지표 총괄표

연번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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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연차별 달성목표값
기준값
지표명(단위) (‘17.2.)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라) 자율 성과지표 세부 내용
 자율 성과지표 1:

핵심
고려사항

❍ 비교과프로그램 운영등을 통해 특화분야 인식 부여 및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지표 설정 근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목적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LINC+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여 LINC+사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하고자 특화분야 인력양성을 지표로 설정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연번 지표명(단위)
①

달성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연차별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 산출방법: 사업단에서 선정한 특화분야의 인증프로그램 이수자 수(명)
달성 계획 및 전략
❍ 특화분야 인증제 운영
＊ ‘트랙,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특화 비교과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등), 특화
분야 사회봉사’를 인증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단계별 인증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특성화
인력 양성
❍ 학과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특화 관련 전문가 특강, 학회참여, 실무교육 등을 학과별로 지원함으로써 특화분야 인식 부여
및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분야 취업률 확대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대

 자율 성과지표 2:

핵심
고려사항

❍ 지역 및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기업(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제 취·창업과 연계 되도록 지원

지표 설정 근거
❍ 제주대 대표 브랜드인 ‘캡스톤옥션’을 고도화하고, 창의형 캡스톤디자인을 LINC+사업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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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연번

지표명(단위)

②

달성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연차별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 산출방법: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노력(지원사업 참여 등) 및 사업화 실적 등
달성 계획 및 전략
❍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운영 시 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우수한 시제품 및
아이디어 거래로 캡스톤옥션을 확대하고, 취업 및 창업까지 연결되는 체계 고도화
❍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발견한 기업의 직무상 문제를 캡스톤디자인 주제로 해결하여 기업에 환류
해줌으로써,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게 유도
❍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사업화 아이템 및 성과확산을 위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연
계를 지원하고 학생참여 유도
❍ 지식재산권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및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참여도 증진 및 참여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

 자율 성과지표 3:
핵심
고려사항

❍ 창업동아리 멘토링지원 및 성과 홍보 등을 통해 창업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지표 설정 근거
❍ 우리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모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창업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창업동아리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또한 인문·사회, 교육계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환류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연번

지표명(단위)

③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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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달성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달성 계획 및 전략
❍ 창업동아리 유형: 공모전 참여형, 지식재산권출원형, 창업연계형, 사회문제해결형
❍ 창업실습교과 적용 학생 확대 및 동아리 운영성과 확산 지원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교과)’ 활성화
를 위해 동아리 중간발표회(월 1회) 이용해 지속적인 제도 홍보
＊ 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또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멘토링 지원 및 성과확산 유도

 자율 성과지표 4:

핵심
고려사항

❍ 등급에 따른 가족회사 우대사항을 홍보하여 기업의 실질 참여 확산 유도

지표 설정 근거
❍ 가족회사와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과 파트너십이 강한 가족회사에
우리 대학이 지원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척도로 사용하고자 성과지표로 설정함
❍ 그 결과는 현장실습, 산학공동연구과제, 강소산학협력협의회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대학
과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연번 지표명(단위)

연차별 달성목표값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④
❍ 기준값: LINC+사업 가족회사 중 실질적 교류협력 기업 수
❍ 측정 및 평가계획
＊ 캡스톤옥션 참여기업, 창업 어깨동무(펀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등 장학
금(발전기금) 출연기업 수
＊ 현장실습,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참여기업, 학생 멘토 기업, 산학공동기술개발, 강소산학
협력협의회, 애로기술, 경영기술디자인 등에 참여한 기업
달성 계획 및 전략
❍ 가족회사의 사업 참여도와 교류활동실적을 점수화 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
＊ 가족회사의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화하고, 참여프로그램의 마일리지 합산결과를 기반으로
우수 가족회사 시상제도 마련
＊ 가족회사 참여 프로그램별로 인재양성분야, 기술협력분야, 산학교류분야 등으로 세분화하
고, 각 분야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에 따른 가족회사 등급제 마련
＊ 등급에 따른 LINC+사업 프로그램 참여 시 가점 및 우대사항을 차등지원하고, 연차별 우수
가족회사 선정 및 시상을 통해 기업의 실질 참여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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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산학협력 성과지표

가) 핵심성과지표 총괄표

번호

핵심지표

1

취업률(%)
교수업적평가의 산학
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산학협력중점교수 수(점)
산학협력 관련 정규직 직원
수(명)
현장실습이수학생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공동 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공동 활용장비 운영
수익금(천원)
교수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 건수(건)
교수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비(천원)
교수1인당 기술이전 건수(건)
교수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전방위 맞춤형 기업
(지역)지원 건수(건)
지역사회 혁신실적 건수(건)

2
3
4
5
6
7
8
9
10
11

나) 자율 성과지표 총괄표

연번
1
2
3
4
40

세부사업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년도
기준값 (‘17.3～’18.2)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1.3～’22.2)
(‘17.2.) 목표치 실적치 (‘18.3～’19.2) (‘19.3～’20.2)
(‘20.3～’21.2) (종합)
(단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년도
지표명 기준값 (‘17.3～’18.2)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1.3～’22.2)
(단위) (‘17.2.) 목표치 실적치 (‘18.3～’19.2) (‘19.3～’20.2)
(‘20.3～’21.2) (종합)
(단계)

2-2.

산학협력 성과 관리 체계 및 운영 계획

핵심
고려사항

❍ 총장, 대학본부 주요보직자, 단과대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상시 성과관리체계
인 LINC+최고전략회의를 상시 운영하여 성과 점검, 확산, 환류

❍ 산학협력 성과관리 체계 운영

＊ 모든 산학협력 성과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LINC+최고전략회의에서 월 1회 정기 점검
＊ LINC+사업단에서는 산학협력 성과지표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LINC+운영위원회를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학협력 성과지표를 수시로 점검
＊ LINC+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 등을 교내 모든 모든 구성원에게
전파 → 산학협력 사업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 LINC+사업단 성과관리 플랫폼을 통해 산학협력 사업의 진행 현황‧성과 등의 정보 공유
❍ LINC+성과관리시스템
＊ 제주대학교 LINC+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실적 관리로 성과관리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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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학협력 성과의 확산 및 환류
2-3-1.

산학협력 성과의 확산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 지역내 산학협력 사례공유 및 포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성과 공유 활성화
• 체계적인 지역간 교류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확산
2차년도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확산 전략

• 지역 내 교류에서 지역 간 교류 확산
기술사업화 분야  경제협력권 사업 등의 교류기반에서 유통, 아웃소싱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중개 및 지원확산
성과확산
 타 대학의 우수제품 등에 대한 올래숍 입점연계 및 LINC+ 브랜드 창출
 공공기관 연계 기술사업화 모델 발굴 및 정책과제 시행
• 지역사회 산학협력 접점 발굴 및 교류 확산
쌍방향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협업 성과를 마을협의회와 교류 추진
지역사회
 지역발전 프로젝트 참여 및 우수성과 도출
교류 확대
 지역연계 우수 산학협력 사례에 대한 포상 실시
산학협력
• 지역 현실 맞춤형 산학협력 정책 발굴 및 제안
기술사업화
 우수 사업화 모델 보유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형 기업 지원
정책발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협업
지역사회공헌 연구회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 확산
지역사회공헌 • 6개대학
지역사회공헌
캡스톤디자인페어 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성과 확산
 지역사회공헌지수 공동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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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산학협력 성과 환류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 대학을 테스트배드로 한 리빙랩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환류 노력
• 산업체 특화센터와 지역협업센터 중심으로 기관, 기업, 지역과의 연계협력 강화 노력
▮ 산학협력 선도모델 대내외적 파급효과

구분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지역사회 및
기업과
산학협력

대학 내
• 지역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으로 현장 중
심의 질적 인재양성 기반조성
• 캡스톤옥션의 원조로 기술사업화 연계, 지역
기여형 모델 적용 등 대학산학교육의 대표브
랜드로 표현
• 창업교육지원에 따른 지역공헌 및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 내 인프라 구축
• 지역 및 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완충지대로 사회발전의 촉
진자 역할을 수행
•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R&D 기술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쌍방향 산학협력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실질
적 가족회사 증가

타 대학
• 트랙운용 모델 확산으로 산업연계 맞춤형 교
과과정 설계 및 운용이 용이
• 지역특화분야 인력양성 모델 공유로 단기간
확산 및 운용이 용이함
• 캡스톤옥션은 산학협력EXPO에서도 벤치마
킹하여 전국으로 확산됨
• 수직형 교육연계 모델확산이 용이하며 타 대
학의 제품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 산학협력의 범위가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역할 수립
• 타 대학의 유사 특화분야 기술 및 인력교류를
통한 동반성장 기회 부여
• 타 대학 상황에 맞는 가족회사 친화형 교류프
로그램 설계 및 운영
• 현실에 맞는 특화분야 ICC, RCC 설립

47

▮ 2차년도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가 사회적 공헌으로 환류되는 전략 및 시스템

▮ 선도모형 평가지표
❍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사회적 공헌도 측정(OLLE-ESI)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브랜드인 올래와 사회적 경제지수(ESI : Economic Social Impact)
를 결합한 제주대학교의 산학협력 사회적 공헌도 측정
OLLE-ESI 지표

▮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4차산업혁명”으로의 파급효과

선도모델 목표
• 선진화된 일체형 산학
협력 체계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유연한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 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지역발전과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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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모델 추진과정
• 현장실습과 산업체 밀착형 교육을
통한 현장형 인재육성으로 일체형
산학협력 체계 확립
• 4차 산업혁명 기초교과, 전문교과
등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 재직자 교육 및 혁신선도 인재양
성을 통해 4차 산업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다
양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의 선순환
모델 창출
•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 인
재양성을 통해 도내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2-4.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
2-4-1.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지속가능성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전임교원들의 산학협력 활동 강화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대학내 정착
• 기업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로 선도모델의 지속 가능성 확보

․행․재정적 지원 전략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 제도적 지원

구분
주요내용
위원회 •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업지원위원회’, ‘산학협력 자체평가위원회’, ‘취업지원위원회’등의 총장
활동 강화 직속 위원회 활성화로 산학협력 기반 강화
개정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실시 및 개정 운영지침 유지
인사제도 •
•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임용
• 교원 승진/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요소 추가 발굴 및 적용대상 확대
업적평가 • 산화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승진/재임용 실질적인 적용 확대를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우수
산학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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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지원

구분
조직안정화
인센티브강화
예산확충
기타

주요내용
• 산학협력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정규직 확대
•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개정 운영지침 유지
• 산학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패키지, 멤버십 적용에 인센티브제도 확대
• A+JOIN플랫폼 서비스고도화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예산투입
• 창업동아리 실 등 메이커 스페이스 산학협력 인프라 개방

❍ 재정적 지원

구분
주요내용
이용하여 LINC+중심으로 한 우수창업자(학생) 발굴 및 육성, 투자유치를 위한 IR작성
창업자금 • 창업펀드를
지원 예비창업기업 등에 대한 집중 육성
기업지원금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캡스톤옥션 기술이전료,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등 재정 지원금 확대
기관지원금 • 지자체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글로벌 인턴십 등 인력양성사업의 지속적인 공동 추진
2-4-2.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자립화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단 내 LINC+사업 성과 유지 및 이관을 위한 팀구성 근거 마련을 통해 자립화 기반 마련
•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원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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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자립화 전략 및 계획

전략
산학협력
조직의 정규화

•


산업체
특화센터(ICC)와
지역협업센터
(RCC)중심의
자립화 방안

산학협력 인력의 •
전문성확보

재정지원확보

대표브랜드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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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학협력 Infra & structure
3
3-1.

3-1-1.

산학협력 친화형 체계 구축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안정화 계획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 역량 자체 분석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에 관한 현황
가)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도

❍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취업전략본부, 창업지원단 등의 산학협력 조직은 총장직할기구로
편제되어 있고, 대학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서비스를 제공
❍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성과 비체계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총장이 위원장인 취업지원위원회와 창업지원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수행
❍ 대학본부와 즉각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한 ‘LINC최고전략회의’는 산학협력
성과 창출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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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 구성 현황
❍ 산학협력 유형별 인력 현황 : 산학협력 관련 기관의 전담인력은 총 00명이며 그 중 정규직은
00명(00%)임

유형별

산학협력

창업

취업

공동활용장비

부서
인원(명)
산학협력 연계조직 관련 제도, 규정 현황

제도
산학연구본부
LINC+사업단
취업지원위원회
창업지원위원회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공동실험실습관

주요내용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
산학협력 활동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
취업관련 대학 내 전 조직 통한 조정기구 신설
창업관련 대학 내 전 조직 통한 조정기구 신설
국내외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교과 관리
대학교 창업관련 프로그램 계획,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교과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 경영교육, 자문
대학 내 취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청년 취업활동지원
기자재 선정과 구입, 관리와 운영, 교육 훈련

시기
2015-08-24
2017-04-18
2016-06-22
2016-10-31
2003-04-17
2013-07-09
2012-06-29
2016-04-28
1991-05-08

산학협력 조직 및 인력 운영성과

산학협력 추진성과
재임용, 승진/승급 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가능 비율(%)
공동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현장실습 이수 학생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비율(%)
창업강좌 시수(시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 연구 과제 수(건)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 건수(건)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실적(건)
산업체 공동기술개발 건수(건) / 기술이전비(천원)

2015년

* LINC사업

2016년

보고서(성과지표) 기준

2017년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산학협력 서비스 창구는 일원화(A+JOIN
플랫폼 구축)되었으나 내실화 필요
• 산학협력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지
속적 역량강화 필요
•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비 초기 창업자
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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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A+JOIN플랫폼의 기업지원 콘텐츠 강화로 기업지원
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정규직 확대
• 체계적인 산학협력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
활성화와 창업단계별 지원프로세스구축

3-1-2.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안정화 계획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조직 현황

1
2
3
4
5
6
7

조직명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LINC+사업단
학생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공동실험실습관
공과대학부설공장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조직대표

주요업무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 창업교육 총괄지원
• 산학협력 활동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진로, 취업활동 등 학생지원
• 국내외 현장실습 운영 및 교과 관리
• 대학 내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창업친화형 환경구축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지원
• 교내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운영
• 공학교육 실습 및 산학연 연구사업 지원
• 자가품질 검사 및 수질검사 담당

나)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인력 구성

연번
1
2
3
4
5
6
7

조직명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취업전략본부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포함)
공동실험실습관
공과대학부설공장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합계

정규직

인력 구성

설립일시
2004-03-01
2012-04-16
2012-08-08
2010-03-15
2010-03-15
2016-04-28
2013-07-09
2012-04-16
1991-05-08
1992-01-24
2001-08-31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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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및 인력안정화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 인력 전문역량강화와 기업지원서비스 고도화로 조직의 안정화
＊ A+Join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지원 성과창출

추진방법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추진
＊ 단계적 교육 실시(기본, 전문, 핵심교육)로 역량 강화
＊ 산학협력 관련 기관 간 업무협력 정례화

2차년도

추진내용

❍ A+JOIN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추진
＊ 대내외 산학협력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A+JOIN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활용성 제고
＊ 공동활용장비 실시간 예약시스템의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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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C+사업단이 구축한 장비뿐만 아니라 공동실험실습관, 공대부설공장 등 장비보유
기관이 가진 장비도 함께 리스트업하여 활용성 극대화
▸ 공동활용장비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의 장비 이용률 증대 추진
❍ A+JOIN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 도출
＊ 기업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기술이전, 애로기술지도, 산학공동과제 등)에 대한 접수 및 민원사
항을 A+JOIN을 통해 해결하여 기업지원 원스탑 창구로 활용
＊ 기업지원 실시간 정보 및 국책과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산학협력 관련조직의 안정화 도모
＊ R&BD전략센터와 기술사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 산학협력 관련 업무협력 및 참여인력 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창구를 마련
▸ 사업단 참여인력 간 정기적인 교류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 지속적인 지역연계 산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산학협력단 인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인사 관련 운영지침 개정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항목

주요 내용
• 원스톱 산학협력 서비스창구 역할을 수행할 A+JOIN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단을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훈련센터 기능
산학협력 조직
의 기반을 조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등록(2017-05-17)
•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1차년도
• 산학협력 관련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지침 개정(제4차 운영위원
회, 2017-05-30)
산학협력 인력  공정한 직원 성과평가체계 정립(보수체계 개편)으로 직원 고용 안정
안정화
성 증대
•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심사 기준 마련(안 제6조)
 직원의 자기발전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직급 및 승진체계
도입(안 제10조)
• A+JOIN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학내 산학협력 서비스제공기관 간 실무자 협의회 활성화
A+JOIN플랫폼의 기업지원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2차년도 산학협력 조직 • 지역사회와
산학혐력 연계강화를 위한 조직 현황 분석
• 산학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연구자 정보 및 연구지원 정보제공 플
랫폼 구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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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산학협력 인력
안정화
산학협력 조직

3차년도

산학협력 인력
안정화
산학협력 조직

4차년도
산학협력 인력
안정화
산학협력 조직
5차년도

산학협력 인력
안정화

주요 내용
•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1회 실시
 초과근무관리, 연가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분석
• A+JOIN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요자 인식도/만족도 조사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조직정비 및 활성화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운영성과 분석과 조직재설계
• LINC+사업단 연구원 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1회 실시
 3년간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역사회혁신조직 운영성과 분석
 지역사회, NGO 단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학생이 지역사회기여도,
교원이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혁신센터로 조직 확대운영
• LINC+사업 종료 후 산학협력 조직 자립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LINC+사업단 연구원 0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1회 실시
• LINC+사업 종료 후 산학협력 인력 활용방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학협력 조직 자립화 기본계획 실천
 산학협력 조직 직제 개편
 산학협력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 LINC+사업단 연구원 0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 인력 활용 기본계획 실천
• 비정규직 산학협력 인력 재배치
• 비정규직 산학협력 인력 활용에 대한 재원확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A+JOIN플랫폼
• 산학연구본부(R&BD전략센
터, 기술사업화센터)

과정(활동)

• A+JOIN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
• 기획처와 산학연구본부 중심으
로 지역사회혁신센터 신설

▶

•

파급효과
• A+JOIN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과의 산학협력 기회 확대
• 지역사회혁신센터 설립으로 제주대학교와 지역사회간 협업사업 발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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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비고

3-1-3.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안정화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개선방향
•

핵심고려사항
❍ 조직역량 모델에 따른 역량 및 직무교육 수행으로 참여인력 직무능력 제고
＊ 조직역량 모델 진단을 통해 직무교육수행 로드맵 구축

추진방법

＊ 참여인력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 산학협력중점교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매뉴얼 제작

산학협력 추진 관련 조직 인력의 역량강화 계획
가)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 직무별 핵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제주대학교 교원 교육훈련 체계

❍ 조직역량 모델에 따른 역량분석 추진
＊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우리대학 조직역량모델 분석
＊ 역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직무교육 수행 로드맵 구축 추진
❍ 산학협력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적 교육계획 수립
＊ 연간의 교육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단계적 교육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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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 ‘전문교육’, ‘핵심교육’ 등의 단계에 따라 사업단 인력이 지속적인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
＊ 기획교육 및 전문위탁교육 등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시
＊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활동을 독려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
❍ 교내 사업단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의 교육참여 독려
＊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참여를 독려
＊ 연구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산학협력 사업 유치활동 확대
나) 산학협력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 전문/전담인력 안정화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학협력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 2018년 목표 : 0명 정규직 전환
＊ 2017년 정비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운영지침’을 통한 근무평적평정, 승진,
성과 및 포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운영
▸ 년 1회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에 결과 반영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확대운영
＊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애로기술지도, 산학공동기술개발, 공동장비활용 등 LINC+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투입하여 대학과 기업,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 전도사 및 매개체로서 활용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운영계획

구분
채용 제도/
규정

주요내용


교원 확보 •
계획

직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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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평가

지원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산학협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교육훈련) 0명 신규 채용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00건 운영
 직접 기획교육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교원 00명, 직원
역량강화
00명이 교육 참여
• 전문자격증 취득활동을 지원하여 ‘NCS취업컨설턴트 1급 자격증
취득(00명)’, ‘창업지도사 전문자격 (0명)’ 취득
산학협력중점교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전임 0명, 비전임 0명 신규임용
수 활용 증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제도: 산학협력실적 인정항목 0개 신규발굴
산학협력 • 비정규직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관련 정규직 직원수 00명
•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인사규정 개정
취창업전문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취득지원
역량 강화 •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00건
•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교육 운영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채용형 전임 산학교수 0명, 비전임 0명 운영
산학협력중점교 •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제도: 산학협력인정항목 교원업적평가 규
수 활용 증진
정에 추가반영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센티브 제도 개선
산학협력 • 비정규직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관련정규직 직원수 0명
•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인사규정 개정
역량 강화 • 취창업전문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취득지원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단계별 체용 및 활용계획수립
산학협력중점교 •
•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제도: 산학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수 활용 증진
지원 강화
산학협력 • 비정규직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관련정규직 직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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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직무별 핵심역량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산학협력 전담인력 역량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역량 강화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강사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
로 만족도 조사
• 산학협력 직무별(공통역량, 직무공통, 직무전문) 교육훈련 운영
산학협력중점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수 활용 증진  산학협력중점교수 포상제도 확대 운영
산학협력 • 비정규직 산학협력 전담인력 0명 정규직 전환
전문인력 확대 • 산학협력관련정규직 직원수 00명
• 직무별 핵심역량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5차년도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강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 산학협력 직무별(공통역량, 직무공통, 직무전문) 교육훈련 운영
산학협력중점교 • 산학협력중점교수 전담 조직운영으로 산학협력 역할 극대화
수 활용 증진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제도 개선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산학협력단 직업능력개발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관리 운영지침
• 산학협력 관련 직원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과정(활동)

•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
적 교육 지원(기본→전문→핵심)
▶ • 산학협력 관련조직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산학협력 인
력의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운영

•

산출

▶

파급효과
• 사업단 및 연구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
• 산학협력 인력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서비스 및 사업 추진
•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제의 개편과 산학협력 활동 전대학으로 확산
3-1-4.

산학협력단(대학 본부 등)과

1차년도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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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과의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유기적 연계 방안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연계체계 강화
＊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추진

추진방법

2차년도

＊ 산학협력기관 간 업무협력강화로 산학협력 성과 창출과 확산
대학본부, 산학협력단,

구분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력 강화

대학 본부와의
업무협력 강화

LINC+사업단

간 연계 운영계획

운영계획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공동추진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에 따른 세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자체평가,
개선, 차년도 계획 수립 등 협력
• 제주대 올래숍 공동운영 및 지속협력 추진
 ‘17년에 구축된 학생창업 결과물 홍보전시공간 제주대 올래숍을 공동으로 운영
 제주대 올래숍 운영 전반 책임(산학협력단), 학생제품 전시물 선정 및 관리(LINC+)
•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원역량 교육 공동 운영
 캡스톤디자인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 발굴 협력
 대학보유 지식재산권 사업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LINC+사업 캡스톤디자인 결과물 지식재산 상담 00건 이상
• 총장이 위원장인 LINC+ 최고전략회의 운영
 LINC+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학내·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총장 및 학무위원이 참여하는 LINC+최고전략회의를 구성·운영
• LINC+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LINC+위원회 운영(단과대학장 등 참여)
• 학내 산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회 00건 이상 운영
• 취업지원위원회, 창업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며 업무협력
• 대학본부와 자유학기제 연계 지역 중고등학교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창업프로그램을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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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원 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성과의 실질적 적용 및 확산 계획

3-2-1.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계획

교원인사제도 운영 현황

현황

자체분석 •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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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실질적 적용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개선방향

•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 생테계 고도화를 위한 교내 산학협력 활동 강화 체계 구축
＊ 승진임용/재임용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항목 00항목 적용
＊ 교원대상 산학협력 진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개최

추진방법

＊ 승진임용/재임용 대상교원 발굴과 산학협력 실적 점검 및 제출 독려
＊ 산학협력 실적물 제출 프로세스 개선

2차년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의 실질적 적용 계획

❍ 제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승진임용/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인정항목 : 지역사회봉사 외 00항목 적용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실질적 적용 계획

구분
2018-1학기(2018-2학기 승진)
2018-2학기(2019-1학기 승진)

대상자 수(명)

승진

산학협력 실적
대체적용자(명)

재임용(명)
실적
대상자 수(명) 산학협력
대체적용자(명)

＊ 산학협력 실적물을 수합하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교수업적 평가 시스템(하영드리미) 연동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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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항목

1차년도

산학협력실적
반영률 개선

2차년도

산학협력실적
반영률 개선

3차년도

산학협력실적
반영률 개선

4차년도

산학협력실적
반영률 개선

5차년도

산학협력실적
반영률 개선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 0명 발굴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00% 달성
• 승진/재임용 산학협력 실적물 산출 프로세스 개선
• 승진 재임용 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
회 0회 실시
• 신임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1회
실시
•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 0명 발굴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00% 달성
•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온
라인 홍보 0회 실시
• 전 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1회 실시
• 신임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1회
실시
•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 0명 발굴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00% 달성
•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온
라인 홍보 강화
• 전 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1회 실시
• 신임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2회
실시
• 산학협력실적 활용 교원대상 설문조사 및 제도 보완
•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 0명 발굴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율률 00% 달성
•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온
라인 홍보 강화
• 전 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 신임교원 대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설명회 2회
실시
• 산학협력 실적 대체 적용자 0명 발굴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00% 달성
•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온
라인 홍보 강화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홍보강화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
 산학협력실적 인정항목:00개
• 승진/재임용 대상 교원 00명
• 대학인사위원회

과정(활동)

• 승진/재임용 심사 시 산학
협력실적 활용
▶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설명회
• 대상자 산학협력 실적 점검

•
▶

파급효과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의 확산으로 산학협력 활동 전 대학으로 확산
• 산학협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가 학생의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 대학이 기업성장과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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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3-2-3.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의 지속적 확산 계획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운영 현황

규정
1

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1차년도

주요내용
•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 승진/재임용 시 전교원은 산학협력실적을 연구실적의 100%까지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제15조, 18조)
 산학협력활동 실적 인정항목: 00개
• 산업체 및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파견. 휴직 근무 가능 (제28조, 33조)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 전 대학 확산
＊ 산학협력 활동에 중점을 둔 산학협력 중점교수 (지정형, 채용형) 확대운영
＊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으로 업적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업적평가제도 개선

추진방법

＊ 산학협력 실적물 관리방법 개선
＊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산학협력 활동지원과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2차년도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지속적 확산 계획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 2015학년도 산학협력실적물이 임용, 승진/재임용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완비

구분

제도

주요내용
적용대학
•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
자격: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제주대학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원인사규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제주대학교
채용 규정
자격: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미만도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수 • 채용형
대학 전체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
 자격: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 제 2조
산학협력친화형
제주대학교 • 산학협력실적을 승진/재임용 필요 연구실적의 100%
승진/재임용 규정 교원인사규정
까지 연구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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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 승진/재임용시 산학협력 인정항목을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추가 반영

1차년도

산학교육
산학연구
산학봉사

2차년도(추가항목)

❍ 산학협력 실적물 관리방법 개선
＊ 2017년도에 승진/재임용시 산학협력실적물이 교수업적평가시스템과 연동하여 온라인으로 수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2018학년도 운영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지속적 확산 계획

구분
대상
산학협력 지원제도 및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설명회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안내
산학협력 지원제도 및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브로셔 제작
산학협력 지원제도 및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브로셔 배포

협업조직

실적

주요내용
•
•
•
•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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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만 반영되는 산학협력 실적인정 8개
항목을 일반교원에게도 적용
교원인사제도 개선 • 산학협력 실적인정 항목 0개 신규 발굴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0회 실시
• 산학협력실적물 산출 프로세스개선
 산학협력실적물 관리 전산시스템과 업적평가시스템 연동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운영과 특별지원
 채용형 전임산학협력 중점교수 0명, 비전임 0명 신규 임용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신규 지정
교원인사제도 확산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 활동비 00만원지급(00명)
• 산학협력 활동 우수 교원 포상제도 운영
 교비 0만원을 확보하고 00명에 인센티브 제공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신규임용 교원 및 승진 재임용 교원대상 설명회 각 0회 개최

구분

항목
교원인사제도 개선

2차년도
교원인사제도 확산

3차년도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인사제도 확산

4차년도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인사제도 확산
교원인사제도 개선

5차년도

교원인사제도 확산

주요 내용
비고
• 교수업적 평가규정 개정
 승진 재임용시 산학협력 인정항목을 교수업적 평가규정에
추가 반영
• 신규 산학협력 실적인정 항목 발굴 계획수립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신임교원대상 0회
 승진 재임용 교원대상 0회
• 산학협력 지원제도 및 인사제도 브로셔 배포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운영과 특별지원
 채용형 전임산학협력 중점교수 0명, 신규 임용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0명 신규 지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 활동비 0만원/년 지급
• 산학협력 활동 우수 교원 포상제도 운영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 신규 산학협력 실적인정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신규 산학협력 실적인정 항목을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에 반영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및 홍보강화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지속 운영과 특별지원
• 산학협력 활동 우수 교원 포상제도 성과분석
• LINC+사업 종료 후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운영과 특별지원
• 산학협력 활동 우수교원 포상제도개선
• LINC+사업 종료 후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설명회
•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운영과 특별지원
• LINC+사업 종료 후 산학협력 활동 우수교원 포상제도의 지
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 산학협력활동 지원제도
• 교수업적평가시스템

과정(활동)

• 산학협력지원제도 홍보
▶ •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
• 산학협력실적물 관리방법개선

▶

•

산출

파급효과
• 수요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으로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산학협력으로 기업성장, 지역사회혁신, 취업증가의 산학협력일체형 시스템 구축
• 대학-지역사회, 대학-기업간의 상호호혜적인 협력문화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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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의 운영 계획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개선방향

•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정착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운영

추진방법

＊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용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현장실습, 캡스톤디
자인) 고도화
＊ 산학협력 중점교수 산학협력 활동 지원제도 강화와 실질적 적용
＊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의한 기술사업화, 취업‧창업지원,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

2차년도

구분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의 운영 계획

주요내용

•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관련 운영 계획
 임용관련 규정: 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교원 확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
계획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 현장실습: 현장실습 이수학생 실무능력향상과 실습안전 보장으로 운영 내실화
 현장실습 전공 직무 관련분야 매칭을 위한 우수 가족회사 발굴
 현장실습기간 중 상시적 현장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내실화
 글로벌 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기획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제주지역 관광서비스 업계의 요구와 전국대학의 관광실습기관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현장실습 확대 운영과 취업 연계 강화
중점
활용계획 • 캡스톤디자인: 지역사회기여형 캡스톤디자인 확대운영, G-cap(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운영, 캡스톤
옥션 고도화로 우수브랜드 창출과 지역혁신 모델 창출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사전 옥션 기획 및 운영지원
 캡스톤디자인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산업연계 성과창출을 위한 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외국대학과 함깨하는 G-cap(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위한 기획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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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주요내용
• 창의인재(창업동아리 지도) 육성과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창업동아리활동과 창업연계을 위한 지원사업 매칭과 시스템 구축
 창업동아리팀 아이디어의 시장진입과 시장반응 조사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학생취업연계를 위한 기업 수요 발굴과 이에 기반 한 맞춤형 트랙 개발과 운영
 융복합인재양성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PBL기반 4C 능력함양) 개발 과 운영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및 협업시스템구축
• 교수업적 평가(년 1회): 2018년 3월/ 산학협력 활동 실적 최대 50%까지 반영
• 산학협력 우수교수 시상 / (2018년 5월) 총장상 수여
• 산학협력 우수교수 인센티브
 산학협력 활동영역별로 나누어 LINC+사업단 평가 후 성과별 차등 포상
 재원 00만원확보/ 일시: 2018년 9월, 2019년 2월
활동영역
관련성과지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①
학생 고용
우수 가족회사 발굴
자율성과지표①
실질교류 가족회사 발굴건
기술이전 수입료
핵심성과지표⑨
기술이전 수입금액 기술이전 건
현장실습 방문지도
핵심성과지표⑤
현장방문지도 건수
캡스톤디자인 지도 팀수
캡스톤디자인
핵심성과지표⑥
대외 수상시 가산점 부여
산업체 공동연구
핵심성과지표⑧
산학연구비 금액
창업동아리 지도건
창업동아리 지도
자율성과지표③
대외 성과창출시 가산점 부여
지역사회 혁신
핵심성과지표⑪
마을 만들기 등 보고서 건
,

,

❍ 산학협력 활동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의 확산 계획

구분

주요내용

•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지침
 산학협력 중점교수 국책 R&D 사업과제 유치신청 경비지원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활동비지원(0만원/학기 이내)
• 채용형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회의비 및 출장비 지속 지원
우수교수 시상
활동지원 • 산학협력
총장상 수여
• 신규사업발굴,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시 운영비 우선지원 및 확대 운영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련
 산학협력 분야별로 나누어 LINC+사업단 평가 후 포상
 재원 0만원확보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운영
 채용현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사규정 개정
 산학협력실적 인정항목 00개로 확대
• 책임시수 감면 및 00명에 초과 강사료 지급
산학협력활동강화
 산학협력 활동 촉진을 위한 책임시수 연 00시수로 감면
(일반교원 00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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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2차년도
산학협력활동강화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산학협력활동강화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산학협력활동강화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산학협력활동강화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동지원
 산학협력 활동비(출장비/회의비) 00명 에 지급
 산학협력우수교수 인센티브 00명에 지급
 기술지도 자문료 지급: 0명
•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운영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00명
• 산학협력 중점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인정항목 0건 추가
• 책임시수 감면과 현장밀착형 교육 확대 운영
 산학협력 활동 촉진을 위한 책임시수 연 00시수로 감면
(일반교원 00시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교육,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산학협력 우수교수 인센티브 제도 개선
 평가 활동영역 확대 적용(0개 →0개)
•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동지원
 활동비, 자문료 지속지원
•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운영
• 지정형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 운영
•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및 평가규정 설문조사 실시
• 비 이공계열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지원 제도 마련
• 지역사회 봉사 및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운영
• 지정형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 운영
•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및 평가규정 개정
• 비 이공계열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지원 제도 강화
• 산학협력활동지원 관련 규정 정비
•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지속적 확대 운영을 위한 장치 마련
•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활동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기술이전 중계 관련 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산학협력친화형 인사제도
• 산학협력활동 우수교원포상
• 산학협력활동포상금:00만원

과정(활동)

• 채용형 산학교수 신규 임용
• 지정형산학교수지원제도운영
▶ • 산학협력평가항목 개선

•
▶

파급효과
•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양성으로 지역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 수요맞춤형 교육 확대 운영으로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체제 개편과 산학협력중점교수제 자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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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3-4.

·

·

대내 외 산학협력 협업 연계 시스템 구축 계획

3-4-1.

산학협력 서비스 증진 계획

산학협력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내 현황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학협력 서비스
서비스의 절차가 시작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가 저장되는 산학협력 서비스
LINC사업단 • 산학협력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 의학생,중추신경
교수, 기업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 신청, 환류가 가능
• 학생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기업과 매칭, 현장실습 일지 작성과 제출이 가능
하고 실습기관을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어 실습 직무 선택폭을 넓힘
현장실습
•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직무교육으로 실습효율 증진
• 실습 후 만족도 조사로 기업과 학생 의견 수렴하여 현장실습위원회에서 해결 방안 마련
하여 피드백
•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 교수, 참여기업이 신청, 매칭, 운영 가능한 체계 구축
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의 온라인 제출과 공유가능
창업동아리 •
• 팀 신청부터 서류작성 방법 등 오프라인 설명회와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 실시
• 전문 변리사 초청하여 지적재산권 출원을 위한 교육과 1:1 상담실시
• 진로지도 및 취 창업종합지원체계(JNU_CLIPs) 구축
• 개인역량개발시스템(e-CLIPs) 구축중
성과관리시스템과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홍보
취업프로그램 •
• 취업지원관 운영
 - 학생지원 종합서비스 공간에서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 각 단대별 취업지원관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도
•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신청, 운영
가족회사
• SNS(페이스북, 단체문자)통한 네트워킹
• 쌍방향 협력을 위한 멤버십제도 운영 과 만족도 조사로 피드백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 홍보와 자료제공
현장실습 학생 매칭, 산학공동기술개발등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ALLSET센터 •
• SNS활용: 기업지원 ALLSET 센터, 도내 유관기관 기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 ALLSET 센터: 기업 애로 사항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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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

주요
성과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쌍방향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원스톱 종합 산학협력 서비스 제공
＊ 산학협력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내‧외 접점으로서의 A+JOIN 플랫폼 활성화
(기술이전, 애로기술, 산학공동연구등 기업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 창구로 활용)

추진방법

＊ 대학 내 산학협력 전담조직간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및 투가기반 마련 등)
＊ 산학협력서비스 확산과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증진계획

❍ 산학협력 서비스 대학 내 확산 계획

＊ 산학협력 관련 대학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LINC+최고전략회의, 산학사업단협의회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인적/재정적 지원
＊ LINC+자체평가위원회의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A+JOIN 플랫폼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대학 내 산학협력 전담조직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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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종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A+JOIN플랫폼 운영 계획

구분

정보공유 시스템(운영방법)
• 조직간 연계강화
 플랫폼 내 정보제공 기관별 교육/지원서비스를 공유하여 정보제공 일원화
 산학협력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고도화 추진
(기관 간 공동 교육 진행 및 세미나 진행)
A+JOIN플랫폼 •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을 위해 학무회의, 확대업무회의, LINC+최고전략회의를 통해 운영
성과 공유
• A+JOIN 플랫폼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이 주관하여 관련기관 협의회 운영
• 공유된 산학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ON-OFF 라인을 통해 대내·외 산학협력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
고 A+JOIN을 통해 공유
• 공동활용장비위원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A+JOIN플랫폼 안정화
• 공용활용장비현황 목록 정비를 통해 공동실습관과 LINC+사업단 공동활용장비 장비는 모두 검색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진행
공동활용장비 • 할구축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용장비를 신청하도록 신청절차 개편 및 홍보 진행
시스템 • A+JOIN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연계
• 공용장비활용 교육 공동 운영
• 학교 내 전담조직과 도내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공동활용장비 종합서비스 제공
❍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관련 조직 연계 계획

구분

정보공유 시스템(운영방법)
• 인문사회와 이공계교원이 함께 융합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과제반 운영
통해 연구과제반 구성 및 운영
R&BD사업  수요조사를
연구반에서 발굴된 과제를 R&BD사업과 연계하여 연구비 수주 추진
유치 전략수립 • 신임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원과 신임교원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하여 역량 강화
• 연구·교육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TF운영
 연구중심 책임시수 감면 및 대형사업단 연구책임자 인센티브 등을 위해 교무과와 협업
지원제도 혁신 및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확대 검토
연구수월성  연구논문
인문학
및
분야 연구지원, 신진교수 대상 연구반 구성 등 미래지향적 연구수월성 확보를
확보를 위한 위한 제안 기초학문
검토
등
제도개선 • 산학사업단 협의회 활성화로 연구자 의견수렴 강화
TF운영  주요 사업단 및 연구자 패널 구성, 회의 정례화
 연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Feed-Back 강화
 사업단, 연구자 대상 연구비 제도 변경 및 시스템 사용 교육 정례화
• 대학 발 우수창업자(학생) 발굴 및 육성
 매월 창업 상담 실시 (창업동아리 우선 상담)
 제주지역 기술사업화 협의회등과 연계하여 외부 투자기업 추천
•
기반 과학기술 창업자(교원 및 연구원) 발굴 및 육성
창업보육 및  연구성과
등)과 연계한 BM(Business-Model)설계 지원
투자기반 마련  발명상담(특허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재풀을 활용한 창업 중점 멘토링 제도 시행
•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Relation)작성 지원
 Angel-Fund 및 Accelerator를 통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교육 및 멘토링
 R&BD연계를 위한 연구자 매칭 및 사업기획력 제고 지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계획
❍ A+JOIN플랫폼를 통해 기업의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학교 내 연구자 매칭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 산학협력단 내 R&BD센터는 A+JOIN을 통해 대외 협력체계 구축
❍ R&BD사업 및 대외사업비 수주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 실질적인 연구비 수주가 가능하도록 과제연구반 형태의 융합사업팀 구성 추진
❍ 장기적으로 ICC/RCC와 연계하여 지속화 및 자립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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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항목

1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
산협협력 전담조직
연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

2차년도
산협협력 전담조직
연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
산협협력 전담조직
연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
산협협력 전담조직
연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및 개선
산협협력 전담조직
연계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JOIN 플랫폼 구축
• LINC+최고전략회의 월 0회 개최
• 산학사업단협의회 연 0회 개최
• LINC+자체평가위원회 연 0회 개최
• 대학내 산학협력 기관 별 시스템 운영(00건, 00회)
• 산학협력 기관 실무자 협의회(0건, 0회)
• A+JOIN 플랫폼을 활용한 산학협력수요발굴 및 공유
 연구과제반 운영 00건
 LINC+최고전략회의 월 0회 개최
 산학사업단협의회 연 0회 개최
• LINC+자체평가위원회 연 0회 개최
• 대학내 산학협력 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공동교육 및 세미나 진행 0건
 발명상담과 연계한 Business –Model 설계 지원
• 산학협력 기관 실무자 협의회(0건, 0회)
• 공동활용장비위원회 연 0회 개최
• A+JOIN 플랫폼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
• 산학협력 서비스 개선을 위한 LINC+최고전략회의, 산학사
업단협의회, LINC+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성과 분석
• 산학협력전담조직 연계협력회의 개최
• A+JOIN 플랫폼을 활용한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 A+JOIN 플랫폼을 활용한 대외사업비 수주 확대 체계 구축
• ICC/RCC를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 LINC+사업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한 산학협력 정보 공유 시스
템 재정비
• 산학협력전담조직 협력회의 지속적인 운영방안 마련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A+JOIN플랫폼
• 대학 내 산학협력 전담조
직 및 인력
• 대내 전담조직 간 네트워
크

과정(활동)

• A+JOIN플랫폼을 활용한 산학협
력 수요 발굴 및 성과공유
▶ • 대학 내 연구자 지원 제도개선
• 창업보육 및 투자기반 마련
• R&BD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

•
▶

파급효과
• 지역수요에 대한 연구자 매칭 강화로 자발적인 산학협력 참여 분위기 조성
• 산학협력 서비스 제공의 통합운영을 통해 일부 서비스 중복의 문제 해결
• 자체적인 산학협력 서비스 수요 발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산학협력 서비스의 일원화를 통해 도내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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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3-4-2.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정보공유/협업/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

대학 내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현황

현황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쌍방향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내 정보공유 시스템 체계화
＊ 대내 산학협력 전담조직별 정보공유 시스템의 체계화 및 활성화
(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한 성과의 대학내 확산)

추진방법

＊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내부 협업‧연계 시스템 강화
(취업률 증대와 및 창업지원 체계화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회 활성화)
＊ 대외수요 및 의견을 반영한 쌍방향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강화

2차년도

운영계획

❍ 대내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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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전담조직별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학내의 모든 조직으로 전파
＊ 당연직 학내의원이 많은 관계로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의 경우 담당자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세부 설명 및 의견 제안
＊ 대외 협업·연계 시스템 관련 기업 및 기관 담당자를 내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여 대내 산학협력 시스템을 강화함

❍ 대내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확산운영 계획

정보공유 시스템
산학협력 전담조직
산학협력 공유정보
(운영방법)
산학사업단협의회 •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성과 교류
• R&BD전략센터
(분기1회)
• 산학협력 서비스 수요 대응전략
기술사업화센터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취득관리계획 및 성과
• 직업능력훈련 개발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
기술이전(사업화)계획 및 성과
사업팀
(사안에 따라 수시) •
• 학교기업 지원 계획 및 성과
• 취업 전략 수립 및 성과
취업전략위원회
• 대외 취업협력 네트워크 관리계획
•
대학일자리센터
(연2회)
취업전략본부 • 현장실습지원센터
• 취업활동 성과
취업지원위원회(격월) • 취업 성과지표 관리계획 및 달성도
현장실습위원회(연2회) •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성과
창업교육운영위원회 • 창업교육 운영계획 및 성과
•
창업교육센터
(연2회)
• 비교과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성과
창업지원 • 창업지원단
창업지원 전략
관련조직 • 창업보육센터
창업전략위원회(연2회) •
• 대외 창업협력 네트워크 관리계획
창업지원위원회(격월) • 창업성과지표 관리계획 및 달성도
LINC+최고전략회의(매월) • LINC+사업 운영계획 및 성과
LINC+운영위원회 • LINC+사업 운영계획 및 성과
• 기업지원ALLSET센터
(분기1회)
LINC+자체평가위원회 • LINC+사업 평가계획 및 개선전략
LINC+사업단 • 공동활용장비센터
•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 캡스톤디자인운영위원회
(년2회)
• 캡스톤디자인운영계획 및 성과
(연2회)
기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계획
❍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안정적인 성과공유를 위해 LINC+사업단 및 산학지원본부 내 R&BD전략
센터와 기술사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하고 LINC+사업 이후에는 산학지원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운영
❍ 산학협력 주체(학생, 교원, 기업, 지역사회)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Feed-Back강화를 위
해 A+JOIN을 통한 산학협력 주체와의 교류 기반마련
❍ 대학 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무과, 학사과 등 산학협력과 관련이 적은 기관과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체계 확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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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산학협력 정보공유
확산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산학협력 정보공유
확산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산학협력 정보공유
확산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산학협력 정보공유
확산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산학협력 정보공유
확산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 전담조직별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산학협력지원 분야 위원회 0회 운영
 현장실습/취업지원/창업지원분야 위원회 0회 운영
 캡스톤/특화교육 지원분야 위원회 0회 운영
 공동활용장비위원회 0회 운영
• 산학협력실무자 및 유관기관 회의 00회
• 산학협력 활동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구축
 A+JOIN 플랫폼 구축 및 산학협력과 기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채용
• 산학협력 전담조직별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산학사업단 협의회,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수시 운영
 취업지원전략, 취업지원, 현장실습위원회 운영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창업전략위원회, 창업지원위원회 운영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
 LINC+최고전략회의를 통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정
보 확산
• 산학협력실무자 및 유관기관 회의 00회
• A+JOIN 플랫폼 기반 기업지원체계 확대 운영
 기술이전, 애로기술지도, 산학공동연구 원스톱 정보제공
• 산학협력 서비스의 만족도 평가
• 대외 협업 연계 시스템 담당자의 내부시스템 운영참여로 산
학협력 시스템 강화
• A+JOIN 플랫폼 기반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산학협력 기관의 서비스 성과 평가 및 조정
• 산학협력 전담 조직간 정보공유/협업 및 연계 고도화
•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
• 산학협력 전담 조직간 정보공유/협업 및 연계 정착
•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 추가 보완
• A+JOIN 플랫폼 고도화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대학 내 산학협력관련 전담
조직 (산학지원본부 중심)
• 산학협력 서비스 관련 대
내 실무 담당자
• 산학협력 주체 (학생, 교원,
기업, 지역사회)

과정(활동)

▶

• 산학협력 기관별 정보공유시
스템(위원회) 운영
• 정기적인 실무자 협의회 운영
• 내부협업 연계시스템 활성화
• 산학협력 조직의 내부역량강
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출

▶

파급효과

• 대내 조직 연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가 대학 전체로 확산됨
• 전담조직별 실무회의 활성화를 통해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 함
• 신임교원 역량강화, 인문사회 이공계 융합과제 발굴 등을 통해 대학 내 관련기관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대외 협업·연계시스템 관련 담당자의 내부 시스템 운영 참여로 대내·외 협업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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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산학협력 관련 대외적인 협업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

산학협력 관련 대외적인 협업 및 연계 현황

운영
현황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지속적 산학협력을 위한 쌍방향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화공헌연구회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 시스템 강화

추진방법

＊ 산학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확대
(5개 대학의 참여하는 성과확산 연구회 활성화)
＊ 대외 협업기관 확대에 따른 협력 프로그램 확대와 산학협력 모델 발굴

2차년도

운영계획

❍ 대외 산학협력 연계 및 협업 시스템 확산 계획

＊ 제주지역 미래분야 실증 R&D발굴 연구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기여를 위한
과제 및 정책제안 진행
＊ 제주열린포럼을 성과확산의 기반으로 하여 확대 운영 추진
＊ 제주스타트업 지원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A+JOIN플랫폼으로 기업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통합정보
제공을 통해 대·외 환류시스템 구축

80

❍ 대외적인 산학협력 서비스 정보공유 시스템 추진 계획

추진계획
가족회사협의회(열린포럼)
강소산학협력협의회 구축
운영
평가
구축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운영
평가
제주지역연구회 구축
운영
평가

3

4

5

6

7

8

9

10 11 12

1

2

❍ 대외 산학협력 서비스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 계획

구분

산학협력 전담조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방법)
: LINC+ 프로그램우수사례와 지역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정
가족회사협의회 • 열린포럼
책제안,
기술사업화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
기업지원
•
강소산학협력
협의회운영
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소산학협력협의회 및 타기업간 연계를 통한 :세부계획수립
제주지역 미래분야 실증 R&D발굴 연구회 : 연구회 중심의 정책연구
지역산업문제해결 지역산업육성협의회 •
• 제주스타트업 지원협의회 : 스타트업기관 지원 확대 및 교육 진행
지역사회문제해결 제주지역연구회 • 관련 기관별 협업체제 구축 : 지역문제 해결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 산학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권역별 대학 연계 계획

＊ 지역사회 공헌의 성과 확산을 위해 6개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연구회 발족 예정
＊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확산에 관한 교류를 통해 시스템 확산 예정
지속적인 산학협력 관련 대외적인 협업 및 연계등을 위한 계획
❍ 지역·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및 연구회를통해 창출된 지역산업기여를 위한 과제 및
정책을 A+JOIN플랫폼을 이용해 대내와 대내를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LINC+교육 이후 지속 성장 가능성 아이템 발굴
＊ 소셜형 벤처 사회기업 LEVEL UP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연계
＊ 성장 가능성을 가진 우수 아이템의 필요자원 연계 및 투자유치 등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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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항목

1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산학협력 서비스 개선

2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산학협력 서비스 개선

3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산학협력 서비스 개선
4차년도 산학협력 서비스 확산
산학협력 서비스 개선
대외 협업
5차년도 지속가능한
연계 시스템 운영

주요 내용
비고
• A+JOIN기반 대외 산학협력 협업 연계 시스템 구축
 00개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지원
 지역산업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운영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주지역연구회 0회 운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
 캡스톤디자인주제발굴, 아이디어공모전, 워크숍 진행
• 산학혐력 교육의 질적혁신을 위한 대학, 산업체, 사회단체,
지자체가 함께하는 포럼 공동운영 0건
• A+JOIN기반 대외 산학협력 협업 연계 시스템 확대
 가족회사협의회를 통한 기술지도, 공모전, 산학공동기술개발
등 기업지원사업 공유
 00개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지원
 지역산업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운영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주지역연구회 0회 운영
• 지역사회 공헌연구회 운영으로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전국
확대(도외 5개대학이 참여하는 성과공유 및 환류 간담회)
• 제주지역 미래분야 실증 R&D 발굴 연구회 운영
 지역산업기여를 위한 과제 및 정책제안
• 산학협력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열린포럼 확대운영
• A+JOIN기반 대외 산학협력 협업 연계 시스템 확대
 이전공공기관으로 협력사업 확대 강화
• 대외 협업/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평가회 개최
• 대외 산학협력 서비스 대응 전담인력을 A+JOIN센터에 증원 배치
• ICC/RCC 연계 산학협력 서비스 고도화
• 지자체, 혁신기관, 도내대학의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과
교류
• 지역산업괴 기업의 협업강화를 위한 열린포럼 확대 운영
• 지속가능한 대외 협업/연계 산학협력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천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ALLSET센터 및 기업
지원프로그램
• 산학협력 정보공유
시스템(위원회 등)
• 산학협력 전담 조직
및 인력
• 지역사회 산학협력
네트워크
파급효과

과정(활동)

• 지역·산업육성 협의회운영
• 제주지역연구회 기관별 협
업 활성화
▶
• 권역별 대학간 지역사회 공
헌 연구회 활성화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관련 교과목 및 프
로그램 운영

•

산출

▶

• 기업지원센터와 지역·산업문제해결 협의회 중심으로 도내 산업체들 성장 지원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은 대학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문제해결 협의체 활성화로 대학과 관련 기관의 지역사회문제 해결 확대
• 지역사회공헌연구회에서 연구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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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

산학협력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계획

4-1-1.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 제도 운영 계획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현황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실습학기제도로
구성됨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에는 창업학점교류제,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제 등이 있으며 총 0명의
학생 이수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에는 사회수요맞춤형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서비스 러닝으로 구성되
며 총 00명의 학생 이수
❍ 실습학기제도는 매 학기단위(1학기, 하계, 2학기, 동계)로 운영되며 0명의 학생 이수

연번

학사제도명
창업학점교류제

주요 내용

이수
학생수

산업체 협업
(산업체명)



1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
창업대체학점제 •
사회수요맞춤형

2
3

사회수요
맞춤형 캡스톤디자인
교과제도
서비스러닝



실습학기제도(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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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 성과



자체분석 •
한계점
•

개선방향
•

핵심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자율/유연형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 4차 산업 혁명 대비 전공 교과목 개편추진: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활용

추진방법

＊ 유연학기제도 도입 및 확산: 올레학기제도(실습학기제 활용)
＊ 집중이수제 확대: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활용
＊ 학생설계전공 확대: 캡스톤디자인 등 활용
＊ 학과별 전공 교육과정 협의회 구축
＊ 지역확산형 학사제도 강화: 교대, 사범대 통합 교육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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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계획

학사제도명

주요 내용
• 창업학점 교류제도 활성화 : 산학협력 EXPO, 권역별 LINC+ 행사 연계
• 창업실습 운영지침 정비 : 신청자격, 교과목 신청 및 승인, 결과물, 평가방식 등
• 창업문화 확산 : 창업동아리 활동→창업실습 학점으로 인정
• 학생 만족도 조사 연 2회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절차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 캡스톤디자인 전공필수 확대
 공과대학 학과, 해양과학대학 학과, 경상대학 학과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정비 및 활성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
 단과대별 사회수요맞춤형교육과정 위원회 2회 이상 개최
사회수요맞춤형 • 학생 및 기업 만족도 조사 각 2회
교과제도 • 운영절차

실습학기제도

• 현장실습 전공필수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
 선택적 전공필수제도에 대한 적용 방법, 시기
• 현장실습 통합시스템 구축
 LINC+, CK,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되는 현장실습 시스템을 JNU-CLIPs 으로 통합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기업에게 산학협력 서비스 강화
•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를 재원 확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글로벌 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JPDC(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인턴십
• 학생 및 기업 만족도 조사 각 4회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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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계획

학사제도명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실습학기제도

주요 내용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활용매뉴얼 배포를 통한 홍보강화
• 실질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관련 기금 확보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운영지원 강화(제도적 지원)
• 사회수요맞춤형 위원회 운영비 지원
• 해외 현장실습 지원프로그램 발굴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
• 공기업, 공기관 등 학생 선호 현장실습 기관 지속적 발굴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실습학기제도

1차년도 사회수요맞춤형
학사제도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실습학기제도

2차년도

사회수요맞춤형
학사제도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실습학기제
3차년도 사회수요맞춤형
학사제도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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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비고
• 1학기, 2학기, 하계 및 동계 방학 등 4학기에 걸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 현장실습 기업 및 기관 지원금 확대(0개사 0억원)
• 글로벌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0개국 00명 참여)
• 기업 및 학생용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증가: 0명→0명
• 유연학기제도 0명 이수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0명 이수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이수학생 증가: 0명→0명
• 창업 동아리 운영: 0팀
• 창업강좌 0개 운영
•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상시적 현정점검 실시 00회 이상
• 전공분야 사전직무교육강화: 현장실습 워크북 개발 및 활용
•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취업연계
• 대학 현장실습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담당자 대상 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제주대학교 인권센터와 연계)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
• 유연학기제를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집중학기제 도입
• ‘서비스 러닝’ 교육과정(교양 또는 전공) 편성
• 창업정규교과를 활용한 창업 멘토 양성 및 활용(00명)
• 교육프로그램 공모전 실시-트랙운영 0건 (인문사회계열 연계형 프로그
램 우선지원)
• 다학제간 융복합 트랙 신규개발 0건
• 교육대, 사범대 특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0건
• 창업실습 운영지침 정비를 통한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개편
• 창업콘텐츠 온라인 강좌 확산
• 창업동아리 학점 취득 확대
• 창업학점교류제도 확대운영(창업교류를 위한 창업이러닝 강좌 추가개설)
• 창업교과 교양필수 이수제 도입
• 창업실습 운영지침 제정
• 현장실습 집중 학기제를 활용한 장기현장실습, 글로벌 현장실습 확대
운영
• 사전직무교육 우수사례 발굴
• 유연학기제를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집중 운영
• 창업정규교과를 활용한 창업멘토 양성 및 활용
• 트랙 운영 00건, 신규 트랙 개발
• 교육대, 사범대 특화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업교과 교양필수 이수제 운영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홍보강화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사전 직무교육 정규교과목화
실습학기제도 •
• 글로벌 현장실습 및 기업지원금 확대
• 유연학기제를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집중 운영
사회수요맞춤형
• 산학협력과 연계된 ‘서비스 러닝’ 교과목 확대 및 정규화
4차년도
학사제도 • 창업정규교과를 활용한 창업멘토 양성 및 활용
• ‘학생 설계전공’ 제도를 적용한 트랙별 복수전공학위제도 신설
창업친화형 • 창업교과 교양필수 이수제 운영
학사제도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홍보강화
사전직무교육을 포함한 현장실습 정규교과 운영
실습학기제도 •
• 글로벌 현장실습 및 기업지원금 확대
• 유연학기제를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집중 운영
• 산학협력과 연계된 ‘서비스 러닝’ 교과목 확대 및 정규화
5차년도 사회수요맞춤형
학사제도 • 창업정규교과를 활용한 창업멘토 양성 및 활용
• ‘학생설계전공’에 의한 복수전공학위제 운영
창업친화형 • 창업교과 교양필수 이수제 운영
학사제도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홍보강화
2차년도

비고

운영계획

구분

세부추진내용
비고
• 학과 지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현장실습 방문지도 실시확대
 출장 활성화에 따른 예산 지원
 현장방문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과 지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간 네트워크 강화(학과
방문지도 불가능시 산학협력중점교수 투입)
 학과 조교-LINC+사업단 직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실습학기제별 사전직무교육 실시
 과단위, 학부단위, 단과대 단위 직무교육 실시
 현장실습 워크북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 현장실습위원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한 실습학기제 평가 및 홍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차년도 운영계획 점검 실시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활성화 방안 도출
실습학기제 • 취업
연계 글로벌 현장학습확대
도
 제주항공 아카데미 수료 우수학생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및 해외 지사(일본, 홍콩
등) 취업 추진
 글로벌 현장실습 학생 선발 시스템 강화(선발위원회 운영, 외국어 능력 검증, 실무능력
검증 등)를 통한 추가 해외 취업 추진
• 현장실습 참여 확대를 위한 학내 분위기 조성
 학무회의시 학과 및 전공별 현장실습 현황 보고
 LINC+위원회 개최시 현황 설명 및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현장실습 고도화를 위한 교육 확대
 실습생 대상 기업 및 기관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업 정보제공
 현장실습 기업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실시
 직무별 또는 기업(기관)별 직무교육 활성화(기업 교육담당자 또는 외부 강사 초청 교육)
• 현장실습 연계 캡스톤디자인 주제 발굴 및 캡스톤옥션 연계를 위한 LINC+사업단내 협의
강화
사회수요
맞춤형
학사제도
•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협의회 운영 및 사회 혁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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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추진내용
비고
네트워크 구성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혁신 기관 등과 공동사업 발굴
•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을 클낭 유니브(지역 사회적 경제 기반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젝트)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캡스톤디자인 사전 협의 강화
 담당 산학협력중점교수 중심으로 관련 기관 주기적 방문 및 협업시스템 구축
• 캡스톤디자인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캡스톤디자인 경력관리 시스템울 구축하여 학생경력관리 지원
• 전국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정교수 및 관련 전문가 pool을 구축을 통한 멘토링 시스템
운영
 인력 pool구축으로 통한 전국 LINC+사업단 운영현황 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캡스톤디자인 집중학기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학사과 협의 진행
• 기업 제안 주제를 대학의 인프라 활용 구현할 수 있도록 대학인프라(전문 분야 교수,
학생, 학교 시설 등) 활용 홍보 및 각종 협의회시 관련 정보 제공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팀 운영(G-cap; Global capstonedesign)
 중국내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프로그램 활용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 네트워크 구축
 북경지역 한국 기업 지사와 연계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추진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활성화
 제도 확산을 위한 활용 매뉴얼 배부 및 홍보 강화
 학생 및 조교대상 설명회 개최
• 창업 강좌 및 CEO육성트랙 확대운영
 전공기반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강좌 운영지원
• 도내외 창업경진대회 지속적 참가를 통한 활성화
 대회 참가자 대상 사전 전문가 컨설팅 지원
학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 지속적 홍보
창업친화형 • 창업관련
표창제도 지속적 확대
학사제도  광역자치단체장,
제주도 산하기관, 유관 기간장 표창 및 협찬 확대를 위한 LINC+사업단
네트워크 활용(제주특별자치도, JDC, JPDC, JTP, 관광공사, 정부투자기관 제주기관장 등)
• 창업자금 지속적 확대
 창조마켓, 창업크라우드 펀딩, 창업 펀드 활용
 창업아이템 판매, 개인 소액투자 등을 통한 재정자립 활성화
• 창업노마드 co-working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를 통한 co-working 프로그램 활성화
 실제 창업가들과의 주기적인 만남 활성화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개편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정비
• 현장실습 통합시스템 구축

과정(활동)

• 창업실습 운영지침 정비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운영
▶
지침 제정 및 만족도 조사
• LINC+, CK,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되는 현장실습 시스템을
JNU-CLIPs 으로 통합

•

산출

▶

·
•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경험을 통한 창업성공 가능성 확대
•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한 학생들의 간접경험 확대
• 지역 청년들의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구성원, 산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공급
• 학내 유관 부서(국제교류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확대
대 내외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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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조직: 학사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교무처, 취업
전략본부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단 소속 창업교육센터와 LINC+사업단 소속 캡
스톤디자인 지원센터
❍ 교무처 소속 운영조직 인력은 모두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LINC+사업단 소속의
운영조직 인력 등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됨
❍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교무처 학사과와의 협업 시스템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속적
인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조직명
교무처

성명

직위

인력

직무

비고

학사과

취업전략본부 현장실습
지원센터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센터
캡스톤
LINC+사업단 디자인
지원센터
89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 성과

자체분석 •
한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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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핵심 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조직의 체계화 및 인력의 전문화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학내 기관 참여 협의체 구성
＊ 현장실습, 창업,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협력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방법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인력의 정규직(무기 계약직)화 추진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수 확대
확산 계획

구분

주요 내용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
• 센터체제강화
• 창업도전환경 인프라 확대 •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성과지표달성을 위한 재원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다학제간 융합형 모델 운영
→유관기관 재원매칭확대  올래숍 전시·판매물 발굴  캡스톤디자인 결과 자료집
• 현장실습 질 관리체계강화  창업노마드(대표브랜드) 산 발간
조직 운영계획  기업·학생용관리매뉴얼개선 학협력선도모델
• 캡스톤디자인 기술사업화
• 우수사례 확산
• 창업도전재원확보
촉진
 현장실습체험수기 및 UCC
 어깨동무, 안테나Shop
 개방형성과관리체계(크라
동영상제작
 창업펀드운영
우드) 구축
 관광산업현장실습허브 산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 산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
학협력선도모델 확산
학협력선도모델 확산
산학협력선도모델 확산
• 조직 관련 학내 규정에 의거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유지
인력 안정화 • 산학협력 조직의 인력 안정화 계획에 따라 운영 조직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원
• 산학협력친화형 학사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
 현장실습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회의 결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 추진
운영 고도화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기업수요 반영 교과목 개설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인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성 계획

구분
조직 운영

주요 내용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조직의 시스템화를 통한 학사제도 운영 고도화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인력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 추진
인력 운영 • 운영 인력의 안정화를 위한 정규직화 로드맵 수립
• 대학본부 조직인 학사과와 LINC+사업단 담당자간 협력 강화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및 캡스톤옥션 기술이전 수익금 확대
예산 •
• 창업펀드 적립금 활용 창업활성화 지원
91

연차별 주요계획

구분

항목
인력의 안정화
조직 개편·신설

1차년도

인력의 안정화

2차년도

조직 개편·신설
인력의 안정화
조직 개편·신설
인력의 안정화
조직 개편·신설
인력의 안정화
조직 개편·신설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차년도

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조직의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 산학협력 중점교수 0명 등 인력 보강
•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독립기관화를 통한 위상 강화
• 기업지원 관련 조직 통합 추진 기구 설치(A+JOIN)
• 인사관리 매뉴얼의 업무 조정, 평가, 환류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전담직원 정규직화(0명)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력계획수립을 통하여 단계별로 직무분야별
정규직 비율 상향 추진
• 창업지원본부(가칭)로 대학내 창업관련 조직을 통합
• 창업교육과 보육, 사업화와 성장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현장실습지원센터 총장직할 독립 지원기관 편제에 따른 조직 개편
• 산학협력 전담직원 00명 정규직 전환
• 창업지원 관련 조직을 ‘창업지원본부(가칭)’로 일원화
• 조직 재설계에 따른 중간 평가
• 산학협력 전담직원 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 부서별 업무 재조정 및 서비스 강화
• 산학협력 전담직원 00명 정규직 전환
• 산학협력 통합 서비스 종합 평가 및 환류

운영계획

구분

세부 추진 내용
비고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력계획수립을 통하여 단계별로 직무분야별 정규직 비율 상향 추진
 제주대학교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인력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 인력의 최대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화 추진
인력의 안정화 • LINC+사업단
소속인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 조직을 대학내 기관으로 편제한 후 인력
안정화 노력 전개
 학무위원회와 LINC+위원회시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의 업무 성과 홍보
• 창업지원본부(가칭)로 대학내 창업관련 조직을 통합 개편 추진
 창업교육과 보육, 사업화와 성장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조직 개편·신설 • 캡스톤디자인지원센터 조직 강화
 LINC+사엄단 내 체계적인 캡스톤디자인 운영 및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편제되어 대학내 캡스톤디자인 업무 전반을 관장 역량 확대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학사제도 운영인력(보강)
• 학사제도 운영조직(강화)
• 산학협력 네트워크(활
성화)
파급효과

과정(활동)

▶

• 지정형,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
지정 및 임용 확대
• 현장실습지원센터조직개편및운영규정개정
• 현장실습위원회,현장방문지도, 캡스톤디
자인운영위원회,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
회 등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

산출

▶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전담인력 역량 강화
• 창업,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협력 관련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대외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도내외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참여 확대
• 지자체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학사제도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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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계획

4-2-1.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계획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황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제도, 인프라, 재정 분야 지원을 체계화
❍ 제도적 측면의 지원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위원회, 기업맞춤형 트랙교육과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을 통한 운영 지원
＊ 특히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원하
는 교육과정을 신설 활성화
❍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 등 물적 인프라 지원 분야의 경우 열린 실험실 운영, 공동실험실습
관 운영 등의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과 연구장비 구입, LINC+사업단 공간지원 등 추진
＊ 0개 기업이 열린 실험실에 입주하여 산학협력 활동 추진
❍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현장실습 기업지원금 등) 등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금 확보뿐만 아니라 캡스톤옥션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이전료 수입 등을 확대 필요

구분

주요내용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위원회



기업맞춤형 트랙 •
교육과정위원회
제도운영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취업지원위원회 •
현장실습위원회 •
현장실습 유관부서 •
실무자협의회
캡스톤디자인 •
운영위원회
메이커 스페이스 •
물적인프라 (Maker Space)
(교육환경,
기자재) 기자재 지원 •
공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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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지원

주요내용
지자체 및 유관기관 •
재정지원금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
기업지원금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 성과



자체분석 •
한계점
•

개선방향
•

핵심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기업 연계 및 맞춤형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유연학기제 도입,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지원

추진방법

＊ 활동 공간 지원, 기자재 지원,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물적 지원
＊ 지역유관기관 지원금 확보, 캡스톤옥션,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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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계획

구분
제도 지원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재정 지원

주요내용

•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제 개편
 취업전략본부→대학본부 소속 독립 지원기구 편제에 따른 적극적 현장실습 진행
• 창업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확대
 창업대체학점제(창업실습교과) 매뉴얼 제공 및 홍보강화
•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확대
• 창업 강좌의 운영체계 내실화
 창업실습운영지침 제정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채용형 산혁협력중점교수 0명 채용
• 산학협력 조직의 전문성 강화(직업능력개발센터로 지정된 산학협력단에서 기획·운영)
 산학협력 연계 교과 운영 매뉴얼 교육0
• 산학협력 확대
 창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확대0
 제2 올래숍 개소(학생생활관 예정)
 산학융합지구 신축건물 활용
• 열린 실험실 및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확대
 4차 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S/W, H/W
• 자립화를 위한 대외협력 재정 확대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
 캡스톤 Auction 기술이전 수입 확대
 글로벌 인턴십 대외협력재원 확보

지속가능성 계획

구분

주요내용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조직간 연계 강화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조직 인력 실무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
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제도 행정 • 산학협력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배포 및 현장방문지도 활성화
 사전 캡스톤디자인 제도 운영으로 성과중심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지원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조직 위상 강화에 따른 체계적 운영
 현장실습 지원센터 총장직할 독립지원기관 편제에 따른 전문성 확보
조직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조직 정규직제 편제 노력
인력
• 산학협력 연계 교육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채용형 및 지정형 산학협력중점 교수 지속 확대(성과지표 연계)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정규직화 추진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공동장비센터 활용도 확대 및 기자재 추가 확보
 특화분야 중심 캡스톤디자인 전용 공간 구축
운영
 유휴 공간 발굴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연차별 교육환경 개선지원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캡스톤디자인 등 교육과정간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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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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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위원회 운영(00회)
기업맞춤형 트랙 교육과정위원회 개최(0회)
제도운영 •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선정위원회 개최(0회)
•
유연학기제
도입 운영 조직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
산학협력
교육과정
인력지원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0명 채용
• 학생 창의 활동 공간(메이커스페이스) 확보
올래 숍(학생 시제품 및 가족회사 제품 전시 및 판매 공간) 확보
물적지원 • 제대
및
환경조성
(환경,기자재) • 열린 실험실 운영(0개 기업 입주)
•
운영0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보(현장실습 기업지원
• 창업동아리실
산학연계 교육과정
0억원, 캡스톤옥션 기술이전료 약 0천만원)
재정지원 • 금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재정지원금 0억원 확보
• 창업활성화를 위한 국립대학 연합 대학창업펀드 기금조성 추진
•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실무자협의회 0회 운영
• 산학협력연계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캡스톤디자인 표준 매뉴얼 제작 0건
제도운영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운영 내실화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지원
 현장실습 수기자료집 발간 0건
현장실습 인사관리
홍보 콘텐츠
개선제작
0건
• 산학협력
매뉴얼
 업무 조정, 평가 및 환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산학협력 중점교수 지속적 채용 및 확대
인력지원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교수 채용을 통한산학협력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 현장실습 지원센터 총장직할 독립지원 기구 편제에 따른 인력 추가
확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화 0명
• 학생 창의 활동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추가 확보 및 운영
물적지원 • 제대 올래숍 확대를 통한 창업동아리 및 가족회사 제품 입점 확대
(환경,기자재) • 공동장비 활용도 확대 및 기자재 추가 확보
• LINC+사업 참여 우수학과 대상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보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0억원 이상
재정지원  캡스톤 옥션 기술이전 금액 0천만원 이상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재정지원금 0억원 이상 확보
• 대학창업펀드 기금조성 및 운영 0억원 이상 확보
• 기업참여형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운영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확대운영: 창업현장실습제 도입
• 유연학기제 활용(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집중이수학기 운영)
인력지원 • 산학협력 전담직원 정규직 전환 추진
물적지원 • 학생 창의 활동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환경,기자재) • 제대 올래 숍 운영(창업동아리 학생제품 입점)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보
재정지원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재정지원금 확보
• 대학창업펀드 기금조성 및 운영
• 기업참여형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운영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확대운영: 창업현장실습제 도입
• 유연학기제 활용(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집중이수학기 운영)
인력지원 • 산학협력 전담직원 정규직 전환 추진

구분

5차년도

2차년도

구분

제도운영

인력지원

항목
물적지원
(환경,기자재)
재정지원

주요 내용
• 학생 창의 활동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제대 올래 숍 운영(창업동아리 학생제품 입점)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보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재정지원금 확보
• 대학창업펀드 기금조성 및 운영
• 기업참여형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도운영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확대운영: 창업현장실습제 도입
• 유연학기제 활용(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집중이수학기 운영)
인력지원 • 산학협력 전담직원 정규직 전환 추진
물적지원 • 학생 창의 활동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환경,기자재) • 제대 올래 숍 운영(창업동아리 학생제품 입점)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보
재정지원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재정지원금 확보
• 대학창업펀드 기금조성 및 운영 확대

비고

운영계획

세부 추진 내용
비고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운위원회
 각 단과대학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회수요반영 개설 교과목 수 확대를 위한 학내 및 기업 대상 홍보 확대
 해당 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활성화 추진
• 기업맞춤형 트랙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
 기업맞춤형 트랙 교육과정 계획서 및 예산심의 활성화
 신규 트랙 개발 및 운영계획 심의
 교육과정 결과 심의 및 평가 내실화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선정위원회 개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선정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결과 심의 및 평가(환류)
• 교육과정 운영 관련 위원회 활성화
 현장실습위원회 개최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 개최
 창업관련 위원회 개최
• 현장실습유관부서 실무자협의회 개최
• 산학협력연계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캡스톤디자인 표준 매뉴얼 제작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운영 내실화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지원
 현장실습 수기자료집 발간
 현장실습 홍보 콘텐츠 개선
• 산학협력중점교수 특별지원제도 운영
 지정형 또는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책임시수 감면을 통한 산학협력중점업무 활성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지도 등 산학협력활동비 지원
 12시수 이상 초과 강사료 예산지원
•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
 산학협력 실적 우수 교원 인센티브 지급
 캡스톤디자인, 창업동아리 우수지도교수 포상
 현장실습 기업 및 기관 발굴 우수 교원 포상 추진
• 현장실습 지원센터 독립지원 기구 편제에 따른 인력 추가 확보 및 전문성 제고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에 의거 연구원(특별, 위촉, 전임 등)추가 채용 또는 LINC+사업단
소속직원 전임연구원으로 직급 변경 추진
 현장실습 업무별 전문화를 위한 센터 내 팀 또는 부서별 업무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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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추진 내용
비고
• 메이커 스페이스 추가 확보 및 운영
 제주대 올래숍 전시 제품 다양화 추진
 열린 실험실 확대 운영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창업동아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생 창업 확대 지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홍보자료 배포
•
지원 활성화
물적지원  기자재
열린실험실
구입 및 집적화를 통한 기업 활용도 확대 위한 기업 홍보
(환경,기자재)  가족회사 대상연구장비
기자재별 주요 재원 설명회 개최(가족회사의 날 활용)
• 공간지원 활성화
 LINC+사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지원 확대
 가족기업 대상 멤버십 포인트 활용 대학내 세미나실, 전시실 등 지원 확대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시 공간 지원 확대 등
• LINC+사업 참여 우수학과 대상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정지원금 확대
 LINC+운영위원회 외부 위원 3명 추가 확대(총 6명)를 통한 재정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 대학관련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통상산업국 등)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역공헌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와 협업을 통한 JDC, JPDC,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원사업비
추가 확보
재정지원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확대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를 위한 상시 기업방문
 도내 유관기관 대상 장학금 지급 협조 요청
• 창업펀드 운용을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 기반 구축
 대학 발 우수 창업자(학생 발굴 및 육성
 매월 창업 상담 실시(LINC+사업 참여학생 우선 상담)
 대학 졸업자 및 외부 투자기업 추천
 제주지역 기술사업화 협의회 연계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개편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정
비
• 현장실습 통합시스템 구축

과정(활동)

• 창업실습 운영지침 정비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제도 운영
▶
지침 제정 및 만족도 조사
• LINC+, CK,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되는 현장실습 시스템을
JNU-CLIPs 으로 통합

•

산출

▶

파급효과

•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경험을 통한 창업성공 가능성 확대
•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한 학생들의 간접경험 확대
• 지역 청년들의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구성원, 산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공급
• 학내 유관 부서(국제교류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확대
• 취업과 연계된 장기현장실습 확대
• 현장실습 이해도 증가를 통한 기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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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학별 특화된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

4-3-1.

산학협력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창출 계획의 합리성

산학협력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용 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자체 분석 •
한계점
•

개선방향
•

99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수요맞춤형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산학협력을 통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자립화 모델 구축

추진방법

- 지역 우수기업 및 지역기관과의 특화분야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취업기회의 확대와 취업 경쟁력 강화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 제고

특화분야에 대한 지역 및 산업체의 현황 분석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2.1%, 2차 산업 18.1%, 3차 산업 69.9%로써, 전국 평균(3차
산업 60.0%) 대비 3차 산업 비중이 9.9% 높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주요지표
2014
2015
2016
2016
1차산업
농림어업
12.6%
11.6%
12.1%
2.2%
제주지역
광업 및 제조업
3.3%
3.5%
3.4%
29.4%
산업구조 현황
전기․가스․수도
2.8%
3.3%
3.2%
2.6%
2차산업
건설업
8.6%
10.2%
11.5%
5.8%
소계
14.7%
17.0%
18.1%
37.8%
3차산업
서비스업
72.7%
71.3%
69.9%
60.0%
※출처 통계청「지역소득」
• 제주지역에 집적화 및 특화된 6개 산업 분야 육성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풍력·전
청정헬 관광디지 기차서 물응용 휴양형 화장품
구분
스푸드 털콘텐츠 비스
MICARE ·뷰티
사업체수(개)
304
234
323
315
2,526
354
7.1
12.6
3.4
-0.4
10.9
14.2
증가율( 제주
%)
전국
5.3
13.7
6.1
-1.7
7.2
7.1
종사자수(명)
2,481 3,582 3,002 1,581 17,675
785
6.3
13.3
2.2
2.7
6.2
16.2
증가율( 제주
%)
전국
3.9
5.8
3.1
1.0
3.6
6.4
매출액(억원)
4,283 11,403 1,683 2,645 16,256
160
7.9
20.4
6.5
14.6
12.3
19.9
증가율( 제주
%)
전국
6.9
9.2
1.7
4.5
6.5
9.1
제주지역
집적도(%)
1.9
1.5
0.7
1.6
3.5
0.6
산업 육성 현황
특화도(%)
7.5
1.3
1.2
3.3
2.4
1.3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집적도 전국대비 해당산업종사자 비중 특화도 지역내 해당산업 종사자 비중
 청정헬스푸드 산업의 경우, 사업체수(7.1%)․종사자수(6.3%)․매출액(7.9%)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사업체수(5.3%)․종사자수(3.9%)․매출액(6.9%) 증가율을 상회 하고 있음
 관광디지털 산업의 경우, 종사자수(13.3%)․매출액(20.4%)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종사자수(5.8
%)․매출액(9.2%) 증가율을 상회 하고 있음
 풍력․전기차 서비스 산업의 경우, 매출액(6.5%)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매출액(1.7%) 증가율을
상회 하고 있음
 물응용 산업의 경우, 종사자수(2.7%)․매출액(14.6%)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종사자수(1.0%)․매
출액(4.5%) 증가율을 상회 하고 있음
 휴양형MICARE 산업과 화장품․뷰티 산업의 경우,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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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14),
,

(2008~2014)

:

• 제주 보유강점인 서비스 인프라 활용으로 제조+서비스의 시너지창출 산업․품목․기술을 발굴하
시장선점,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지원
제주지역 • 여(지역특화산업)
지역여건(산업구조)에 부합한 서비스 인프라 활용으로 5대 新산업(2017년 산업기
산업 육성 방향 술 R&BD전략, 산업부,
2016.10) 연계 제조 + 서비스 융합 서비스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시․도 연계 협력으로 해외 진출 가능한 산업․경제 규모 실현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중앙 5대 新성장동력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과
부합하는 제주형 신고부가치 新산업 창출 및 창의융합기반 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산업으로의 접근 ‘시장중심의 가치창출형 R&D 산업’
• 미래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여건에 부합한 가치창출형 R&D 사업을 도출하고,
R&D 계수를 적용하여 지역산업 투자계획 도출(제조 + 서비스 ⇒ 시장 중심 가치 창출형 R&D)
지역산업
발전계획 • (특화산업 개편) 특화산업을 3대 新산업분야로 개편
수정전략
소비재·주력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고부가가치화
• 청정헬스푸드
• 휴양형미케어
• 풍력 전기차서비스
• 화장품뷰티
• 관광디지털콘텐츠
• 물응용
특화분야에 대한 지역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한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개선
수요조사 •
취업미스매칭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상생발전
목적 •
•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제고
조사대상 : 2012년 ~ 2017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기업 및 유관기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8.02.01. ~ 2018.02.09.
개요 •
• 설문응답 : 280개 기업대상
• 기업 및 산업 분석
 응답업체는 휴양형 MICARE 27.9%, 제주형 풍력서비스 22.5%, 청정헬스푸드 16.1%, 뷰티향장
물 13.9%, 기타 19.6%로 조사됨
• 제주대학교 LINC+사업 인지도
 제주대학교 LINC+사업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43.5%, ‘알고 있는 편이다’ 38.0%,
‘매우 잘 알고 있다’ 12.5%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90.0%가 LINC+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특히, 뷰티향장 물 관련 산업군에서의 인지도가 높음
• 제주대학교 LINC+사업 참여 만족도
 제주대학교 LINC+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22.8%는 ‘매우만족’, 40.8%는 ‘만족’, 34.2%는 ‘보통’,
‘불만족’은 2.2%로 조사됨
수요조사
결과

• 산학협력 참여목적
 산업체가 대학과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중복응답)은 지역 인재 양성 및 인력확보(40.8%),
현장실습/인턴십사업 참여(29.3%), 지역 대학과의 교류(22.3%), 연구개발(R&D)사업 참여(11.4%), 대학의
요청(7.1%), 각종 혜택(예산지원, 기술지도 등)(6.0%),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6.0%), 기타(1.6%) 순
 ‘지역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 이유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응답은 현장실습 참여 사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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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역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 ‘기업의 지역 사회
기여’이유로 참여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짐
 산업 분야별로는 휴양형 MICARE 관련 산업군에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사업 참여’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장 큰 계기로 나타남
• 2018년도 참여희망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업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중복응답)은 현장실습(인턴십) 운영(60.3%), 공용장비
(열린 실험실) 활용(20.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19.0%), 기술지도/기술자문/컨설팅(16.3), 산업체
재직자교육(14.7%), 기술개발/이전(12.5%), 캡스톤디자인 참여(10.9%), 강소산학협의회(10.9%), 기업
맞춤형 트랙(7.1%), 기타(8.7%)의 순으로 조사됨

특화분야 설정과정의 합리성 및 논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 5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바이오(Bio)’, ‘에너지신산업
(Energy)’, ‘스마트관광(Smart Tourism)’ 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
❍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의 3대 특화 분야는 제주 GDP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
로 이 분야의 기업 육성이 향후 제주 선도전략 산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 5대 新산업 수정전략에 부합하는 ‘소비재/ 주력
산업고부가가치화’,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분야와 충분히 연계가 가능
하여 지역산업 인재양성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
❍ 2017년 선정된 대학의 특화계획(해양바이오, 아열대생물과 말산업, IT융합과 청정에
너지, 융합관광MICE)과도 연계성을 가짐
❍ 특화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기업지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이 이미 구축한
연구소와 센터와 연계하여 특화 분야별로 ICC(4개소)/RCC(2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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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창출 계획

비전
4차 산업 및 특화분야 산학협력으로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의 인식 확산 및 제도의 연착륙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목표 •
• 4차 산업분야 및 지역 기업․기관 맞춤형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특화분야
바이오(Bio)
에너지신산업(Energy)
스마트관광(Smart Tourism)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업맞춤형 트랙(교과) : 기업수요조사 → 학과주도 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비교과 트랙) : 대학-기업(관) 연계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비교과) : 학생수요조사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모제 운영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최상위 단계 Gold Level의 경우, 제주대학교 총장 명의 인증서 수여

• 제도적 지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으로 기업(관) 관계자를 전체 위원의
72% 이상으로 구성하고, 기업맞춤형 트랙의 개설 심의․자문, 교육과정 중간점검 및 평가
 트랙운영위원회 운영 : 트랙 운영 자문, 성과관리 분석 및 분석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 교육과정위원회의 기업맞춤
형 교육과정 심의 및 평가 기능 추가
특화분야
•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제도개선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신규 0건)
• 학과대상 공모를 통한 비교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0
• 특화인력양성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지침 개정 : Gold Level 인증자
특화분야
대한 총장명의 인증서 발급
인력양성 인증제 • 에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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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차년도

항목
특화분야
프로그램 운영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3차년도

특화분야
프로그램 운영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4차년도

특화분야
프로그램 운영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5차년도

특화분야
프로그램 운영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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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비고
• 산학협력을 통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자립
화 모델 구축
 제주항공 아카데미 1기 운영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1기 운영
 KT&G 아카데미․mini MBA 운영
 2018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유치
• 신규 트랙 개발(1건) 및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학과대상 공모를 통한 비교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개정 및 성과분석
• 특화분야 인력양성 00명
• 지역 우수기업 및 지역기관과의 지속가능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제주항공 아카데미 2기 운영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2기운영
 KT&G 아카데미․mini MBA 운영
 2019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유치를 통한 프로그램
의 자립화 추진 전략 마련
• 신규 트랙 개발(1건) 및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학과대상 공모를 통한 비교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인력양성인증학생대상의만족도 조사를통한인증제도분석
• 특화분야 인력양성 00명
• 지역 우수기업 및 지역기관과의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고도화
 제주항공 아카데미 3기 운영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3기운영
 KT&G 아카데미․mini MBA 운영
 2020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자립화를 위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 신규 트랙 개발(1건) 및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학과대상 공모를 통한 비교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특화분야 인력양성 00명
• 지속가능하고 자립화가 가능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시스
템 구축 및 전략 수립
 제주항공 아카데미 4기 운영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4기 운영
 KT&G 아카데미․mini MBA 운영
 202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 자립화를 위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확보
• 신규 트랙 개발(1건) 및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학과대상 공모를 통한 비교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성과분석
• 지속가능한특화분야인력양성인증제도운영을위하여학교본부와협의
• 특화분야 인력양성 00명

2차년도

운영계획

• 산학협력을 통한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자립화 모델 구축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교과)

특화분야
트랙명
참여기관
시기
비고
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환경기술 트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상․하반기 신규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교과)
특화분야
프로그램명
참여기관
시기
비고
특화분야
항공방제
무인헬기
제주특별자치도,
신규(청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조종사
양성과정
제주천지
인력양성사업)
바이오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상․하반기
신규
아카데미 I․II
제주항공 아카데미 ㈜제주항공
상반기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청년맞춤형
스마트관광 국제항공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상․하반기
전문인력양성과정
인력양성사업)
에이티에스
• 4차 산업 관련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내용
참여기관
시기
KT&G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PBL기반
KT&G
상반기
아카데미 4C능력을 갖춘 미래 융합인재 양성 및
mini MBA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하반기
실무능력 향상 교육
• 특화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ICC와 연계 강화
 ICC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맞춤형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
특화분야 • 특화분야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개정을 통하여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관심도 향상 및
인력양성
이수
필요성
강화
인증제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단계별 프로그램 이수에서 Scouring System 으로 개정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과정(활동)
•
수요조사
기반 트랙과정 개발
• 기업/학과대상 수요조사
•
트랙과정
운영 및 성과관리 ▶
• 기업 요구 반영 교육과정 ▶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운영 •
• 기업참여 교육과정위원회
•
학과대상
공모제
및
‘마중물 프로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젝트’ 운영
대내․외적 파급효과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수요맞춤형에 맞는 인재양성
•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인한 취업률 향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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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계획

·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현황
❍ 진로지도 및 취·창업 교육 종합지원체계(JNU_CLIPs) 구축
＊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취·창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재학생, 졸업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개방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종합지원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준별 단계별로 운영

CLIP II

구분
진로탐색 및
대학생활시작
진로설정
및 자기개발

CLIP III

취,창업
경쟁력 키우기

CLIP I

및
CLIP IV～V 취업스킬향상
취업연계
CLIP(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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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특별한
경쟁력 만들기

대상학년
진로지도 및 취·창업 종합지원체계(대표 프로그램)
• 진로캠프I : 나의 강점과 진로탐색
1~2학년 • 진로와 학업설계 상담 I
• 진로와 직업의 세계
• 취업포트폴리오I : 직무탐색 및 분석
1~3학년 • 직업탐색 특강 : 희망진로 분석 및 목표설정
• 진로캠프II : 진로ㆍ목표설정 및 주요계획수립
• 취업포트폴리오II : 희망 기업〮직무 탐색 및 분석
• 진로캠프III :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학생활에서
2~4학년 나의 강점찾기
• CEO에게 듣는다II : 창업가정신
• 재학생 직무체험
• 취업포트폴리오III : 개인별 진로 및 직무ㆍ기업분석 기반 포트
3학년~졸업 폴리오작성 실전
생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특강
• 제주도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 HRA(Human Renaissance Academy)
전학년 • MINI JOB FAIR, WIDE JOB FAIR, JOB-ARA FESTIVAL
• 취업동아리 활동(취업실전, 어학, 공모전 동아리)

❍ [e_CLIPs Portal] 학생 진로·취업 지원 포털시스템(플랫폼) 구축
＊ JNU_CLIPs에 기반한 개인별 생애 전주기 Career Path 설정을 위한 학생 개인 포털(e_CLIPs)
＊ 학생에 최적화된 통합 학생역량개발 시스템으로써, 학내 경력관리시스템 및 대외 진로탐색
시스템과 연동하여 개인역량 정보관리가 가능한 포탈시스템 운영
＊ 학생 스스로가 체계적 경력관리와 입체화된 역량 설계와 전공 또는 희망 분야의 커리어 로드
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취업․창업교육 종합지원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학생 진로지도

주요성과

자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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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강화 종합지원체계(JNU_CLIPs) 및 학생 진로·취업
지원 포털시스템(e_CLIPs Portal) 활용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률 향상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강화 종합지원체계(JNU_CLIPs)의 구현을 위한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의 단계별․수준별 운영

추진방법

＊ 학생 진로·취업 지원 포털시스템(e_CLIPs Portal) 구축 및 활성화
- 학생경력관리 프로그램 등록시스템 운영, 평생책임지도교수제 내실화,
단과대학별 취업지원관 운영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계획

구분

주요내용
• JNU_CLIPs(Job N(&) yoU_Career LIne uP system) 활성화
 대학 생애 주기별 진로지도 및 취․창업 종합지원체계(JNU_CLIPs) 운영
JNU_CLIPs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JNU_CLIPs)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및 제주대 홈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 수준별 단계별로 운영
• 입학부터 졸업까지 Career Path 프로세스 제공, 개인역량개발 관리, 진로 및 취․창업상담에 대한
개인역량개발 입체적 지원 시스템(e-CLIPs) 운영
시스템 • 제주대 학사정보관리시스템(하영드리미),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제주대 비교
과 통합관리시스템, 워크넷 제공 등을 연동한 개인역량개발 시스템 활성화
• 매년 학기당 1회 이상 재학생에 대한 기초 상담
• 진로, 취업, 창업, 학업, 학교생활 등 상담항목 다양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과 연동하여 진로․취업 지도 및 상담시스템 및 운영
•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2차 전문상담으로 매칭
• 평생책임지도교수제 내실화를 위한 상담매뉴얼 제작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 취업지원관 운영
 평생책임교수제에 의한 1차 상담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2차 전문상담
 대학 및 학과, 학생 맞춤형 취․창업지도를 위한 각 단과대 상주 취업지원관 운영
 취업지원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진로․취업지도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108

학생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계획

구분

주요내용
• JNU_CLIPs 안정화 및 정착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저학년부터 진로 및 취․창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프로그램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마련
JNU_CLIPs  교과/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학생경력관리(e-portfolio) 체제 구축
활성화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2018년 상반기 구축 예정) 구축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활성화
개인역량 • 진로․취업
제주대
홈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SNS를 통한 e-CLIPs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개발시스템 활성화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등록률 향상 전략 마련
• 취․창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2018년 상반기 구축 예정)과 연계한 진로 및 취․창
평생책임
업 상담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지도교수제 • 진로 및 취․창업 관련 1차 상담이후 장학, 심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가와 연계 통한 심층상담
제도 개선 • 진로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상담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 및 관리
학생지도 • 전문적인 취․창업지도를 위하여 직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전문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 산학협력 관련 조직 역량강화 교육 활용
전문역량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JNU CLIPs

개인역량
개발시스템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전문역량강화
JNU CLIPs
개인역량
개발시스템
2차년도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전문역량강화
JNU CLIPs
개인역량
3차년도 개발시스템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전문역량강화
1차년도

주요 내용
비고
• (JNU_CLIPs)진로지도및취․창업역량강화를 위한종합지원체계(플랫폼) 구축
• JNU_CLIPs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제주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학생 진로․취업 지원 포털시스템(플랫폼) 구축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상담률 85.0%
• NCS취업컨설턴트 1급 취득(00명)
• 창업지도사 2급 취득(0명)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구축 및 활성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등록률 80% 이상
• 평생책임지도교수제 내실화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을 통한 2차 전문상담 체계 구축
 상담매뉴얼 제작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상담률 90.0% 이상
• 직원전문 자격 취득 40명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운용 전략
수립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용 전략 수립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등록률 85%
• 평생책임지도교수제 안정화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상담률 95.0% 이상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을 통한 2차 전문상담률 90% 이상
• 직원 전문 자격 취득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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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JNU CLIPs
개인역량
개발시스템
4차년도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전문역량강화
JNU CLIPs
개인역량
5차년도 개발시스템
평생책임지도
교수제
전문역량강화
2차년도

구분
JNU CLIPs
활성화
개인역량
개발시스템
활성화
평생책임지도교
수제 내실화
전문역량강화

주요 내용
비고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정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의 안정화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등록률 90%
• 평생책임지도교수제 고도화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상담률 95.0% 이상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을 통한 2차 전문상담률 90% 이상
• 직원 전문 자격 취득 40명
•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지속가능한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 전략 수립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고도화
• 지속가능한 e-CLIPs 운용 전략 수립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등록률 95%
• 지속가능한 평생책임지도제 운용 전략 수립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상담률 95.0% 이상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을 통한 2차 전문상담률 95% 이상
• 직원 전문 자격 취득 40명

운영계획

주요내용
• JNU_CLIPs(Job N(&) yoU_Career LIne uP system) 활성화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수준별 단계별로 운영)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JNU_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제주대 홈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SNS를 통한 JNU_CLIPs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활성화
 제주대 홈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SNS를 통한 e-CLIPs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 80% 이상 등록
• 진로․취업 학생경력관리시스템(e-CLIPs)을 통한 2차 전문상담 체계 구축
 평생책임지도교수제 내실화를 위한 상담매뉴얼 제작
• 책임지도교수 재학생 90.0% 이상 상담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을 통한 2차 전문 상담 매칭
• 전문적인 취․창업지도를 위하여 직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전문 역량강화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자격증 취득(00명)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과정(활동)
산출
• 진로지도 및 취․창업 학생역 • JNU 진로지도 취업지원 프로
량개발시스템(e-CLIPs)
그램 운영
• 평생지도책임교수제
▶ • 지도교수 및 취업지원관의 맞 ▶ •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춤형 진로지도 및 전문상담
•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훈련 • 전문인력을 활용한 창업상담
시스템
및 관리
대내․외적 파급효과
• 전국거점국립대학 취업률 상위권 유지 및 취업률 지속적 향상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창업경쟁력 확보
•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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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학협력 Action
5
5-1.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5-1-1.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체계성

❍ 교육과정 발굴은 기업 수요에 우선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
＊ 가족회사 전체대상 온라인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수요 발굴 및 책임교수 매칭
＊ 교육과정 개발 시 기업과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 트랙 개설 및 운영과정에 산업계 73%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 참여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이OO 제주대학교 가족회사협의회장 등 11명의 산업계 전문가, 교내 4명으로 구성
산업체 및 학생 등 수요자 요구 반영

❍ 기업 및 학생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 반영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신청자격 3,4학년→전학년), 교과목 개설하기 확대
❍ 캡스톤디자인 관련 수요조사 ➡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진행
❍ 학과대상 특화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 ➡ 비교과 특화교육 프로그램 00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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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

주요성과

한계점

개선방향

•

•

5-1-2.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계획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현황

이수학년 및
학기(학기/학년) 이수학생수
• 신규 참여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신규개
: 00교과목
[교과목개편]  설인문대학(중어중문과,
전 학기
현장실습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사학과, 국문과) / 전 학년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주요내용

교육대학(초등컴퓨터전공)
[교과목개편]
캡스톤디자인 • 0개 학과에서 00개 교과 신규 편성
[교과목개편] • 「창업과 크리에티이브씽킹」


신규 창업 정규강좌
[교과목개편]
창업 정규강좌

[맞춤형
교육과정]
신규 트랙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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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기
/ 3,4학년
2학기
 창업키워드 포함한 교과명칭 변경
/
전
학년
(명확한 창업교과명 제시)
• 창업교과 「손에 잡히는 비즈니스플랜」 2학기
신규개설(이러닝)
/ 전 학년
 창업학점교류제도 활성화
• 제주신화월드 청년 아카데미 과정 트랙
• One Health 전문가양성 트랙
전 학기
• Force4 트랙
/ 전 학년
• 제주지역형 관광식품개발트랙

기관참여

이수학년 및
학기(학기/학년) 이수학생수
• 신규 참여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신규개
: 00교과목
[교과목개편]  설인문대학(중어중문과,
전 학기
현장실습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사학과, 국문과) / 전 학년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주요내용

기관참여

교육대학(초등컴퓨터전공)
[교과목개편] • 0개 학과에서 00개 교과 신규 편성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개편] • 「창업과 크리에티이브씽킹」


신규 창업 정규강좌
[교과목개편]
창업 정규강좌

[맞춤형
교육과정]
신규 트랙개설
현장실습
개편 캡스톤디자인
창업 정규강좌
사회봉사교과

1,2학기
/ 3,4학년
2학기
 창업키워드 포함한 교과명칭 변경
/ 전 학년
(명확한 창업교과명 제시)
• 창업교과 「손에 잡히는 비즈니스플랜」 2학기
신규개설(이러닝)
/ 전 학년
 창업학점교류제도 활성화
• 제주신화월드 청년 아카데미 과정 트랙
• One Health 전문가양성 트랙
전 학기
• Force4 트랙
/ 전 학년
• 제주지역형 관광식품개발트랙
• 현장실습 이수 대상 확대 : 3학년 이상 전 학기
→ 전 학년
/ 전 학년
 2학년 실습현장실습 참여: 00명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전공필수 지정 : 1,2학기
0개 학과(전공) 00과목
/ 3,4학년
• 「창업성공스토리」학점체계 개편 : 1학 1,2학기
점→ 2학점
/ 전 학년
• 전공연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서비 1,2학기
스러닝교과’ : 0과목
/ 전 학년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 성과

자체분석 •
113

한계점
•

개선방향
•

핵심 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산학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역사회 혁신 주도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 체제개선




전공적합도 제고: 전공에 맞은 직무 관련분야 현장실습 및 수업 요건 내실화 추진
지도감독 강화: 담당교직원의 상시적 현장점검
대학 현장실습생(보험 가입),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담당자 대상 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 대학 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상생모델 확산
추진방법





지역현안 해결: 원도심 재생, 소상공인 지원, 마을만들기 등 지역사화 활성화 아젠다 도출
공공서비스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기여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 ESI지수 개발을 위한 6개 대학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선도적 지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경쟁력 제고




강소산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업체 재직자 교육 운영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운영

확산 및 지속가능성 계획

구분
제도 지원
인적 지원
확산계획
물적 지원
재정 지원
지속가능 제도행정
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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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창업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확대 : 창업대체학점제(창업실습교과) 매뉴얼 제공 및 홍보강화
•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확대
• 창업 강좌의 운영체계 내실화 : 창업실습운영지침 제정
• 사회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위원회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 : 채용형 산혁협력중점교수 0명 채용
• 산학협력 조직의 전문성 강화(직업능력개발센터로 지정된 산학협력단에서 기획·운영)
 산학협력 연계 교과 운영 매뉴얼 교육 0회
 직원 교육훈련 의무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산학협력 확대
 창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열린 실험실 및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확대 : 4차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 지원
• 산학융합지구 준공에 따른 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 제주대 올래숍 면적 확대를 통한 창업 및 가족회사 제품 전시 판매
• 자립화를 위한 대외협력 재정 확대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 캡스톤옥션 기술이전 수입료 확대
 글로벌 인턴십 대외협력재원 확보
• 산업체 및 지역사회 수요반영 사회수요맞춤형 교과목 홍보 확대
 단과대별, 학부별, 전공별 설명회 개최
• 교육과정별 맞춤 홍보 실시
• 장기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확대
 1,2학기 현장실습 이수학생 증가 통한 12주 이상 장기 현장실습 확대
 방학기간 동안 8주 이상 현장실습 확대

구분

주요내용
• 현장실습 지원센터 독립기관 편제에 따른 인력 확보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성화
조직인력  현장실습위원회 주기적 개최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 주기적 개최
 창업교육위원회 주기적 개최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대
• 글로벌 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대외 지원금 추가 확보
예산 • 캡스톤디자인 관련 장비 구입 및 현장실습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 우수 참여학과 교육환경 개선 및 실습장비 구축지원
• 창업펀드 활용 학내 창업동아리 실질적 창업 활성화 추진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구분

항목
현장실습 교과목
고도화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1차년도
창업교과 운영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확대
기업맞춤형 트랙
확대
현장실습 교과목
고도화

2차년도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창업교과 운영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확대

주요 내용
비고
• 유급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금 0억원 확보
• 관광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 구축에 따른 제도마련 및 시행:
0개 대학 0명 이수
•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0명 이수/0명 해외 취업
• 꿈꾀끼깡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0회
•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00%
• 창의형 캡스톤디자인 : 기술이전 및 지재권 출원 0건
•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구축
• 캡스톤디자인 아이템 상시멘토링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00%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정립 및 필수이수제도화 추진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00팀(지역사회문제해결형 0팀 포함)
• 창업도전환경조성-안테나Shop 프로그램 운영(0팀)
• 학과전공별 ‘서비스러닝’교과 개발
• 지역사회연계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유학기제 지원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0종, 00명 교육지원
• 기업 맞춤형 트랙 00건 운영
• 신규 트랙 수요 조사 및 개발 0건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보: 0억원
• 사전 직무교육 0회
• 관광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 0개 대학교 0명
•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모델 다양화 : 유관기관 지원 연계형 현장
실습 추진(0개 프로그램 개발, 해외 취업 0명)
• 전공선택 11개 과목 개설, 일반선택 00개 과목 00명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00%
• 창의융합협 캡스톤디자인 00건 운영
•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00건 운영
• 기업수요 맞춤형 캡스톤디자인 00건 운영
• 사전 캡스톤옥션 0개 기업 참여
• 캡스톤옥션 00건
• G-cap 0팀 운영
• 형 캡스톤디자인:기술이전 및 지재권 출원 00건
• 전공 117개 교과목,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등 00명 이수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00%
• 창업 강좌 0건/ 온라인 창업 강좌 0건
• 전공기반 창업 강좌 지원 0건
• 창업현장실습 제도 구축
• 제대 올래 숍(학생제품 판매전시장) 확대 운영
• 전공 0개 과목, 일반선택 0개 과목 00명 이수
• 창업기금을 통한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제도 마련
• 학과전공별 ‘서비스러닝’교과 편성
• 지역사회연계(대학-교육청)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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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기업맞춤형 트랙
확대
현장실습 교과목
고도화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3차년도
창업교과 운영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확대
기업맞춤형 트랙
확대
현장실습 교과목
고도화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4차년도
창업교과 운영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확대
기업맞춤형 트랙
확대
현장실습 교과목
고도화
5차년도

캡스톤디자인
다양화
창업교과 운영 및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확대트랙
기업맞춤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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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비고
• 자유학기제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0건
• 저소득층 학생대상 교육봉사 0건 추가
• 전공 0개 과목, 일반선택 0개과목 등 00명 이수
• 기업 맞춤형 트랙 00건 운영
• 신규 트랙 수요 조사 및 개발 : 0건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보
• 관광산업 현장실습 허브 확대 운영
•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모델 다양화
• 꿈꾀끼깡 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
•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00%
• 창의형 캡스톤디자인:기술이전 및 지재권 출원
•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 운영
• 캡스톤디자인 이러닝 강의 구축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00%
• 창업현장실습 운영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제대올래숍
• 안테나Shop
학과전공별 ‘서비스러닝’교과
운영 입점
• 지역사회연계(대학-교육청)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
• 교육대, 사범대 활용 지역봉사 프로그램 추가
•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
• 신규 트랙 수요 조사 및 개발
•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보
• 관광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 0개 대학교 00명
•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모델 다양화
• 꿈꾀끼깡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00%
• 창의형 캡스톤디자인:기술이전 및 지재권 출원
•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 운영
• 캡스톤디자인 이러닝 강의 운영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00%
• 창업현장실습 운영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안테나Shop 프로그램 운영, 제대올래숍 입점
• 서비스러닝 교과 운영
• 지역사회연계 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
• 인문사회계열 활용 산학연계 봉사프로그램 추가
•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
•
트랙기업지원금
수요 조사 및확보개발
• 신규
현장실습
• 관광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전국 확대 운영: 0개 대학교 00명
• 글로벌 현장실습 우수 성과 확산
• 꿈꾀끼깡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
이수학생 비율 00% 및 지재권 출원
• 현장실습
창의형 캡스톤디자인:기술이전
• 캡스톤옥션 Quick Win Project 운영
•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팀 운영
• 캡스톤디자인 이러닝 강의 운영
•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00%
• 창업현장실습 운영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안테나Shop 프로그램 운영, 제대올래숍 입점
• 서비스러닝 교과 운영: 0과목
• 지역사회연계 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
•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

2차년도

운영계획

구 분

주요 내용
• 현장실습 참여 수요 및 결과 관련 조사 실시
 온라인 시스템 활용 기업 수요조사 실시 0회 이상
 온라인 시스템 활용 수요조사 및 평가 0회 이상 실시
 참여 결과 조사 환류를 통한 차년도 교과목 운영시 반영
• 현장실습 참여 확산을 위한 학생 대상 홍보
 꿈꾀끼깡 기업탐방버스 운영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개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보완 및 배포
 현장실습 UCC공모전 개최
 단과대 및 학과별 설명회 개최
• 관광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활성화
 관광산업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도외 LINC+참여대학과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실습 학생 공동관리
제주대학교 기숙사 제공 등 지원시설 활용 활성화
현장실습 교과목 •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모델 다양화
고도화
 유관기관 지원 연계형 현장실습 발굴(JDC, JPDC 등 연계)
 공공기관 협약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발굴
 제주항공 아카데미 수료 우수학생 대상 글로벌 현장실습 추진(일본, 홍콩 등)
 해외 한국기업 지사 활용 글로벌 현장실습 모델 개발
 해외 취업 확대(2명 이상)
• 현장실습 사전 교육실시
 학기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학내 인권센터와 연계한 사전 교육 활성화
 참여 기업 및 기관 연계 사전 직무교육 추진
•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개최
 단과대학별 실무자 간담회 수시 개최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교내 현장실습 유관부서 실무자 협의회 개최
• 캡스톤옥션 기술이전 체결
 캡스톤옥션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통한 캡스톤디자인 성과 확대
 캡스톤옥션 기술이전 기업 대상 학생 취업 활성화 지원
 캡스톤옥선 기술이전 기업 대상 상품 공동 개발 및 마케팅지원사업 추진
•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추진
 지식재산권 기본교육, 실무교육, 출원 상담 등 실시
•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개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
 도내 기업 관계자 확대를 위한 수시 기업 방문
 캡스톤옥션 활성화를 위한 사전 협의 진행
•
캡스톤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기업 및 지역사회 수요조사 실시
캡스톤디자인
• 캡스톤디자인 우수사례 확산 추진
다양화
 캡스톤디자인 Quick Win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신제품 개발 지원
 현장실습 연계 캡스톤디자인 활성화

비고

•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출원 확대 지원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위한 지원 확대
• 전국 및 교내외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출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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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사전 auction제도 도입
 기업 애로사항을 학생이 해결하기 위하여 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업이
지원 후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또는 취업으로 연계
 기업이 캡스톤디자인 팀 운영에 적극적 참여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단계별 창업 강좌 운영으로 창업 마인드 고취

창업교과 운영 및 • 창업도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도전 환경  안테나 숍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지원
조성
 전문가 Pool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현장실습 제도 확산 노력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추진
 창업전담조직(창업지원단, 산학연구본부 등)의 위원회 심으를 통한 학점인정
방안 검토
• 창업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재학생→예비참업자)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펀딩 프로그램 확대
• 전공연계 봉사 JNU Service-Learning 교과목 운영
 교양교과목 시범운영
 방학중 JNU Service-Learning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2학기 Service-Learning 교양 교과목 전면 시행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
교과 프로그램 운영성과 관리 및 확산 추진
교과목 확대
 전공 기반 지역사회 봉사형 서비스러닝교과 신규 도입 및 운영
 지역사회연계(대학-교육청)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
 자유학기제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학생대상 교육봉사 추가
• 기업 맞춤형 트랙 운영
 트랙운영 또는 신규트랙 개발 계획 수립
•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트랙 활성화
• 기업맞춤형 트랙개발운영 수요조사
• 기업맞춤형 트랙설명회 개최
 특화분야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수학생 인증을 위한 위원회 운영
총장명의의 인증서 발급(Gold level)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맞춤형 트랙 • 학과주도
융복합 특화교육 운영 활성화
확대
 융복합 분야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공모제 운영
 특화분야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특화분야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 기업맞춤형 트랙 홍보
 트랙 및 특화분야 교육과정 노트제작
 LINC+사업단 소개 및 특화인력양성 인증제 홍보
 기업맞춤형 트랙교육 안내 및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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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 운영계획

항목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운영
실적(건)

1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차년도
기준값 (‘17.3～’18.2)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19.3～’2
(‘17.2.) 목표치 실적 (‘18.3～’19.2)
(‘20.3～’2 (‘21.3～’2
0.2)
1.2)
2.2)

❍ 구축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편성 체계 활성화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운영조직: 학생진로취업처,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등
＊ 교과과정: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강좌 및 봉사활동 교과 등
＊ 수요 반영과정: 학생들의 경우는 강의 평가, 산업체의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조직, 교과과정, 수요반영 등의 체계를 활용하여
신규 또는 개편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도출
❍ 1차 년도 목표치 초과 달성에 따라 2차 년도 이후 목표치 상향 및 초과 달성 노력 전개
＊ 직무별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통한 실습의 질 개선 및 장기 현장실습 확대
＊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편 또는 신설하고 정기적인 수요 기업과의 회의
결과를 교육과정에 상시 반영
＊ 인문사회계열 참여를 독려한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활성화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관
련 위원회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운
영 예산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홍보

과정(활동)

• 현장실습위원회, 캡스톤디자인 운
영위원회, 창업교육위원회 개최
▶
• 현장실습 운영, 캡스톤디자인 운영,
창업강좌운영,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 단대별, 학부별, 전공별 설명회 개최

•

산출

▶

파급효과

• 중장기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실무체험 확대 및 취업연계
• 창업강좌 이수학생 증가 및 실질 창업 연계 확대
• 캡스톤디자인 -창업, 캡스톤디자인-현장실습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 발생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내 기업체 수요기반 중심의 미래융합 인재 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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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2-1.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취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청년 취업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제주대학교
2017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JOB-ARA
FESTIVAL
제주대학교
2017 WIDE
JOB FAIR

주요내용

참여
학생수

협력 기관

참여
학생수

협력 기관



제주대학교 2017 
MINI JOB FAIR
2017
도민행복일자리 •
박람회
2017
제주특별자치도 •
민간기업
정기공채
❍ 학생수요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

학생 주도적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주도형
취업동아리
취업역량 •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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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실전대비
프레젠테이션 •
아카데미
프레젠테이션 •
디자인 스킬과정
발표 역량강화를 •
위한 스피치 교육
Mini MBA

주요내용

참여
학생수

협력 기관

•

4차산업 인력양성을 •
위한 드론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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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분석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 학생 취업역량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거점국립대학 취업률 상위권
유지

핵심
고려사항

＊ ‘JNU CLIPs 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하고 자립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추진방법

우수기업(관)과 함께하는 수요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글로벌 인턴십․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경쟁력 향상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학점교류형․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

구분

주요내용
• ‘JNU CLIPs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CLIP 단계별 운영 : 진로탐색 ⟶ 진로설정․자기개발 ⟶ 취업경쟁력 키우기 ⟶
취업스킬향상 ⟶ 나만의 경쟁력 만들기
JNU CLIPs
 저학년부터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인턴십․현장실습․직무체험 등 실무교육 프
진로 취업지원
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 평생지도책임지도교수제
및 취업지원관 상시 운영을 통한 JNU CLIPs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종합체계의 안정화
• 직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취업지도
취업지원
맞춤형 취업지도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
유관부서간 • 학생
로그램
지원
연계협력
대학
취업지원위원회 • 취업지원전략의 기획 및 조정, 취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운영
정부의 취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등
청년취업지원유관 • 대학과 유관기관간 ‘청년취업지원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하여 청년고용 및 취업지원
지역 기관협의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운영 및 협력방안 도출
지자체 및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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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간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역량강화사업 등 지속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연계협력 강화 • 글로벌 인턴십 공동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 등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주요 내용
• 학생 수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취업특강
 수요맞춤형 취업캠프
 수요맞춤형 취업교육
 취업동아리 운영
취업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
취업역량강화 • 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교육 / 스피치 교육
1차년도
•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교육
 mini MBA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
• Job Cafe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역량강화 • 글로벌 인턴십
2017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
일자리창출 •
•
WIDE JOB FAIR
프로그램 • 2017
2017 MINI JOB FAIR
• 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아카데미 1기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1기
 제주개발공사와 함께하는 mini MBA
 KT&G 아카데미 1기
• 취업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강화  2018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요 기반의 기업과 함께하는 취업특강, 취업캠프
2차년도
• 학생(회)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 맞춤형․목적형 취업동아리 0팀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
• Job Cafe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역량강화 •
• 학점교류형․취업연계형 현장실습
2018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
일자리창출 •
•
WIDE JOB FAIR
프로그램 • 2018
2018 MINI JOB FAIR
• 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아카데미 2기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2기
 제주개발공사와 함께하는 mini MBA
3차년도 취업역량강화  KT&G 아카데미 2기
• 취업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9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요 기반의 기업과 함께하는 취업특강, 취업캠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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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학생(회)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 맞춤형․목적형 취업동아리 0팀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
• Job Cafe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역량강화 •
• 학점교류형․취업연계형 현장실습
2019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
일자리창출 •
•
WIDE JOB FAIR
프로그램 • 2019
2019 MINI JOB FAIR
• 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아카데미 3기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3기
 제주개발공사와 함께하는 mini MBA
 KT&G 아카데미 3기
• 취업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강화  2020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요 기반의 기업과 함께하는 취업특강, 취업캠프
4차년도
• 학생(회)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기업 맞춤형․목적형 취업동아리 0팀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
• Job Cafe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매주)
•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역량강화 •
• 학점교류형․취업연계형 현장실습
2020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
일자리창출 •
•
WIDE JOB FAIR
프로그램 • 2020
2020 MINI JOB FAIR
• 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공 아카데미 4기
 제주개발공사 아카데미(Ⅰ․Ⅱ) 4기
 제주개발공사와 함께하는 mini MBA
 KT&G 아카데미 4기
• 취업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강화  202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요 기반의 기업과 함께하는 취업특강, 취업캠프
•
학생(회)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5차년도
 기업 맞춤형․목적형 취업동아리 0팀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운영
• Job Cafe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역량강화 •
• 학점교류형․취업연계형 현장실습
2021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
일자리창출 •
•
WIDE JOB FAIR
프로그램 • 2021
2021 MINI JOB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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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고

2차년도

운영 계획

가)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추진 계획

프로그램

MINI JOB FAIR
WIDE JOB FAIR
JOB-ARA FESTIVAL

3월

4월

5월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6월

2018년
7월 8월

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주요내용

MINI JOB FAIR
WIDE JOB FAIR
JOB-ARA
FESTIVAL
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분

기업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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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취업연계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생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학생(회) 주도형
프로그램



취업지원관 운영 •
상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분
지자체 및 지역기관
연계형 글로벌
인턴십

주요내용

기업 해외지사
연계형 현장실습 •
학점교류형․
취업연계형 •
현장실습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과정(활동)
산출
• JNU_CLIPs 진로지도 취업지 • ‘JNU_CLIPs 진로 취업지원 프로 •
원 프로그램
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 일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리창출사업․글로벌 역량강 ▶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화 프로그램 공동운영
• 단과대별 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의 전문적인 진로지
도 및 취업상담
대내․외적 파급효과
• 전국거점국립대학 취업률 상위권 유지 및 취업률 지속적 향상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 청년구직자들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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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창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창업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 수요맞춤형 단계별 창업강좌 기획 및 확산 (단계별 창업교과 로드맵 제시)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창업강좌 총 8개 교과 운영 및 지원, 학생 745명 이수
＊ 창업실습(창업대체학점) 교과 23명 이수

나) 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을 연계한 창업동아리 발굴
❍ 창업마인드 제고부터 사업화지원까지 단계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 창업동아리
기반의 창업실적 0건 창출

다) 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 관리 체계

❍ LINC사업의 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LINC+사업 창업교육 운영성과 관리
및 확산 노력 시도
＊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교육성과 확산 추진
[사례] 2017창업 노마드 캠프 결과 → 안테나Shop프로그램 연계 → 제주대 올래숍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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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 상시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동아리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창업과 연계하여
초기창업가의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LINC+재원을 벗어난 창업자금 조달 및 판로확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 (자금조달방법) 멘토링을 통한 과제수주, 창조마켓을 통한 창업아이템 현장판매 및 펀딩유도,
어깨동무 프로젝트, 창업아이템 기술이전(옥션)
＊ (판로확보방법) 대학 내 학생창업 전시판매장(제주대 올래숍) 구축, 가족회사 제품 판매장을
활용한 학생제품 입점(안테나Shop 프로그램)
❍ 대학의 창업교육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창업나눔교육을 통해 대학생 창업멘토 양성,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도내 중학생 진로체험교육 지원으로 창업교육 확산 및 선순환 교육모델 정립
＊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80명의 대학생멘토 참여, 1,065명의 청소년 교육지원
＊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멘토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이 창업멘토가 되어 청소년과
대학생을 교육하는 선순환 체계 정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 2017년 진로체험 유공기관(진로체험버스부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상(2017-12-29)
❍ 창업교육센터와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간 MOU체결(2017-10-19)을 통해 대학생과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추진 활성화
＊ 제주시와 연계한 창업동아리 ‘OOO’의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차년도 대학생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제주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운영 예정

▲ 어깨동무 프로젝트
협약(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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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귀일중

▲ 창업교육센터 제주시
-

MOU

창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한계점
•

개선방향
•

확산 및 개선계획

❍ 창업펀딩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창업도전 자금확보
＊ 정부 창업지원사업 사전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업수주 및 창업자금 확보 기회
제공
＊ 어깨동무 프로젝트, 안테나Shop 프로그램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자금 및 제품
판로개척 지원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도모
＊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 당일에 한정했던 창조마켓을 통한 제품 시장반응테스트 외에 ‘제주
대 올래숍’을 활용한 제품 전시 및 판매관리 지원
＊ 대학 창업펀드재단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및 우수 아이템 투자지원 확대
❍ 초기 창업기업 재교육 및 기회제공을 통한 성장지원
＊ 학생창업이후에도 창업지원에 대한 컨설팅, 재교육, 자금확보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창
업시기 안정화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LINC+사업 재원 외 초기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연계 및 창업 재교육 기회 제공
＊ 초기 창업기업의 가족회사 등록을 통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성장을 지원하고,
다시 후배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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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려사항

❍ 대학생 창업교육 및 지원강화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별 신청절차 및 이수기준 정립, 운영 매뉴얼 제공을 통한 홍보 및 제도 활성화
＊ 창업강좌 이수체계에 따른 운영지원 확대, 단계별/시기별 맞춤교육 지원
＊ 대학생 창업멘토양성교육에 따른 pool 구성 및 지속관리를 통해 교육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 창업인프라 확충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학생창업자에 대한 창업 재도
전 및 재교육 기회 제공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재학생 → 예비창업자)
＊ 학생창업기업 대상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가족회사 등록 및 재직자교육연계)
＊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펀딩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창업 역량강화
＊ 아웃바운드 글로벌벤처(신문익점 해외탐방대) 프로그램 운영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창업강좌
프로그램 운영
창업역량강화

1차년도

창업나눔확산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도전 환경
지원

2차년도

창업강좌 및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창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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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정립
• 창업이러닝강좌 신규개설 0건
• 창업동아리 운영 00팀(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동아리 0팀 포함)
• 정기적인 창업멘토링포럼(Wednesday LUNCH TALK+) 운영(총
0회, 00명 참석)
• 중학생 대상 창업나눔 교육 : 00명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창업 노마드 캠프 운영: 시제품 발굴 0종
• 창업 도전자금 확보 프로그램 운영
 어깨동무 프로젝트(기업연계 프로그램) 0건
• 창업도전 환경 구축 및 지원
 안테나Shop(기업연계 shop in shop)운영 : 0팀
 제대 올래숍(학생제품 판매전시장)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운영(창업실습교과 00명 이수)
 창업대체학점제(창업실습교과) 매뉴얼 제공 및 홍보강화
• 정규창업교과활용 대학생 창업멘토 양성 00명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기반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0강좌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00팀(지역사회문제해결형 0팀)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합창업동아리 모델 발굴 및 확대운영

비고

대학
생
창업
교육
및
지원
강화

구분

3차년도

4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대상 창업나눔교
육 확산 : 00개교, 00명 지원
창업나눔 확산 • 4차 산업혁명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분야(창업교육, 3D, 드론)별
대학생 멘토 양성 및 지역사회 교육봉사 지원
 대학생 멘토 pool 구성 및 관리(대학생 멘토 00명)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정기적인 창업멘토링포럼(Wednesday LUNCH TALK+) 운영
 창업노마드 프로그램 확대(창업노마드 투어)
창업아이디어 • 창업도전자금 확보 프로그램
사업화 및
 어깨동무 프로젝트(기업수요형 프로젝트) 3팀
창업도전
 창업펀드기금을 통한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제도 마련
환경지원
• 창업도전환경 구축 및 지원
 안테나shop(기업연계 shop in shop)프로그램 4팀
 제주대 올래숍(학생제품 판매 전시장) 운영
• 학생창업기업대상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2팀
글로벌 창업역량 •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신문익점 해외탐방대) 0팀
강화
창업강좌 및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창업친화형 • 정규창업교과활용 대학생 창업멘토 양성 00명
학사제도 운영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기반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00강좌
창업역량 강화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00팀(지역사회문제해결형 0팀)
•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대상 창업나눔교
: 00개교, 00명 지원
창업나눔 확산 • 육4차확산
산업혁명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분야(창업교육, 3D, 드론)별
대학생 멘토 양성(00명) 및 지역사회 교육봉사 지원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정기적인 창업멘토링포럼(Wednesday LUNCH TALK+) 운영
창업노마드 프로그램 확대(창업노마드 투어, 코워킹 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 • 창업도전자금
확보 프로그램
사업화 및
 어깨동무 프로젝트(기업수요형 프로젝트) 0팀
창업도전
 창업펀드기금을 통한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 0팀
환경지원
• 창업도전환경 구축 및 지원
 제주대 올래숍 운영 및 안테나shop 프로그램 0팀
• 학생창업기업대상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0팀
글로벌 창업역량 •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신문익점 해외탐방대) 0팀
강화
창업강좌 및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창업친화형 • 정규창업교과활용 대학생 창업멘토 양성
학사제도 운영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기반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00강좌
창업역량 강화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00팀(지역사회문제해결형 0팀)
•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대상 창업나눔교
: 00개교, 00명 지원
창업나눔 확산 • 육4차확산
산업혁명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분야(창업교육, 3D, 드론)별
대학생 멘토 양성(00명) 및 지역사회 교육봉사 지원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정기적인 창업멘토링포럼(Wednesday LUNCH TALK+) 운영
창업노마드 프로그램 확대(창업노마드 투어, 코워킹 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 • 창업도전자금
확보 프로그램
사업화 및
 어깨동무 프로젝트(기업수요형 프로젝트) 0팀
창업도전
 창업펀드기금을 통한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 0팀
환경지원
• 창업도전환경 구축 및 지원
 제주대 올래숍 운영 및 안테나shop 프로그램 0팀
• 학생창업기업대상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0팀

비고

창업
인프
라및
재도
전
기회
대학
생
창업
교육
및
지원
강화
창업
인프
라및
재도
전
기회
대학
생
창업
교육
및
지원
강화
창업
인프
라및
재도
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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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차년도

항목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창업강좌 및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창업역량 강화

주요 내용
•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신문익점 해외탐방대) 0
•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 정규창업교과활용 대학생 창업멘토 양성
• 창업강좌 이수체계도 기반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15강좌
•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00팀(지역사회문제해결형 6팀)
•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대상 창업나눔교
: 00개교, 00명 지원
창업나눔 확산 • 육4차확산
산업혁명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분야(창업교육, 3D, 드론)별
멘토 양성
•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사업화및 지역사회
지원 멘토링교육봉사 지원
 정기적인 창업멘토링포럼(Wednesday LUNCH TALK+) 운영
창업노마드 프로그램 확대(창업노마드 투어, 코워킹 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 • 창업도전자금
확보 프로그램
사업화 및
 어깨동무 프로젝트(기업수요형 프로젝트) 0팀
창업도전
 창업펀드기금을 통한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 0팀
환경지원
• 창업도전환경 구축 및 지원
 제주대 올래숍 운영 및 안테나shop 프로그램 0팀
• 학생창업기업대상 기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0팀
글로벌 창업역량 •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신문익점 해외탐방대) 0팀
강화

비고
대학
생
창업
교육
및
지원
강화
창업
인프
라및
재도
전
기회

❍ 연차별 창업강좌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준값 1차년도(‘17.3～’18.2)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항목
(‘17.2)
목표치 실적치* (‘17.3～’18.2) (‘18.3～’19.2) (‘19.3～’20.2) (‘20.3～’21.2)
창업강좌건수
창업강좌시수
• 당초 2차년도 추진계획했던 신규 창업강좌 기획 및 편성을 1차년도에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1차년도 실적이
2차년도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2차년도부터는 기존에 작성된 목표치는 물론, 1차년도 실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임
2차년도

운영계획

가) 창업강좌 및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활성화
❍ 창업강좌 운영방법 개선

＊ 대학 내 창업강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지원
＊ 대학본부(학사과)와 협업한 창업친화형 학사제도(창업대체학점) 관리는 물론, 학과 전공기반
창업강좌 지원을 통한 대학 내 창업강좌 운영 확대 지원
＊ 사업단에서 직접 기획‧운영하는 창업강좌(정규교과)와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학생 창업역량 강화 및 교육성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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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친화형 학사제도별 신청절차 및 기수기준을 정립하고 매뉴얼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 활성화 추진
＊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활용한 대학 간 창업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나)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창업동아리 발굴 및 창업동아리 활동유형 다양화 추진
＊ 창업동아리별 역량에 따른 활동유형 다양화 : 공모전 참여형, 지식재산권 출원형, 창업연계형,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합창업동아리 모델(고교-대학 연합, 동아리 간 연합, 대학간 연합모델)
발굴 및 운영 (청소년수련관과 대학 간 동아리연합구성 및 활동지원등)
다) 창업나눔 확산
❍ 지역 청소년 연계 창업문화 확산으로 예비창업인재 육성에 기여
＊ 제주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예비 창업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00개교, 00명 내외)
＊ 대학생 교육멘토를 활용한 지역 내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멘토 pool 관리, 활용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시도
＊ 유관기관과 협업한 지역사회 문제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주도교육청, 제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한 청소년-대학생 연계 창의체험교육
라)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도전환경지원
❍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및 창업도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지원대상 확대
＊ 초기창업기반 마련이 필요한 학생창업자(재학생, 졸업생)의 사업화 안정화를 위해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한 재교육 및 대학 내 시설 인프라 지원 확대
❍ 창업노마드 운영

＊ 제주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의 창업노마드(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동
체류를 통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호 간 창업네트워크 형성
＊ 사업화 진행 및 안테나Shop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제품 전시 판매지원
＊ 창업노마드캠프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한 단계별 창업노마드 프로그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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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올래숍을 기반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안테나Shop프로그램 운영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가족회사 판매장 입점을 통한 사전 시장테스트 기회 제공
＊ ‘제주대 올래숍’ 우선 입점지원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수입창출성과 관리 지원
❍ 기업수요기반형 창업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어깨동무 프로젝트 운영
＊ 창업동아리 아이템을 활용한 기업요구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업이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마)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 글로벌 창업역량강화 교육 및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글로벌 시장조사를 통해 해외 마케팅 결과를 기업에 제공
＊ 마케팅 수행결과를 활용하여 해외 판매에 적합한 제품 개발 또는 해외창업연계시도
＊ 외국인 유학생과 팀을 구성하여 해외 탐방 희망국가의 현지 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정보교류, 글로벌 창업환경 조사를 통한 창업준비과정 습득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0종)
• 창업지원공간 제공(00㎡)
• 제주대 올래숍
• 어깨동무프로젝트
• 창조마켓 및 크라우드펀딩
•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파급효과

과정(활동)

• 제도활용매뉴얼 제공
• 초기창업을 위한 대학 내 인프
▶
라 지원
• 안테나Shop프로그램 확대운영
• 다양한 창업펀딩프로그램 발굴·
운영
• 고교/대학 연합모델 발굴·운영

•

산출

▶

• 지역사회 주체(청소년, 청년,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와 협업한 다양한 창업교육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 창업문화 허브화
• 지역 예비인재 육성에서 지역주체간 연합형 선도모델 발굴
• 창업노마드 활성화를 통한 전국 관광산업아이템 창업교육의 메카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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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대학별 특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 복합분야 등 교육과정 운영

5-3-1.

대학의 특화분야 인력양성 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

·

특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 복합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 기업수요 기반의 기업맞춤형 트랙(교과목) 및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비교과목) 운영

구분

기업맞춤형 트랙

특화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전문아쿠아리스트 양성 트랙
고효율 풍력발전 트랙
건설관리전문지도사 양성 트랙
성공창업 CEO육성트랙
IoT트랙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제주신화월드 청년아카데미 과정 트랙
One Health 전문가 양성트랙
Force4 트랙
제주지역형 관광식품 개발트랙
소계
전공 및 비즈니스 외국어 강좌
산업체 맞춤형 전공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취·창업 교육 훈련강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공개 설계비평회 특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공모전
도내 대학생 모의 UN회의 대회
영양사 위생사 면허 취득교육프로그램
산업체 맞춤형 전공자격증교육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해기(기관사)양성 프로그램
패션의류산업체 맞춤형 전공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로봇인재 육성을 위한 로봇경진대회 프로그램
공공부문 맞춤형 취업역량 향상강좌
취창업교육 훈련강좌
산업체 맞춤형 전공자격증 강좌
소계
mini MBA

이수학생수

비고

교과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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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 복합분야 교육과정 운영성과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자체 분석 •
한계점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개선방향
•

핵심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대비 4C를 갖춘 미래 융․복합인재 양성

＊ 융․복합 분야 기업/학과 수요조사 기반 기업맞춤형 트랙 개발․운영 확대
＊ 융․복합 분야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학과주도형 공모제 운영
추진방법

＊ FIND프로그램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Type A : 현장실습에서 아이디어 발굴⟶캡스톤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기업실무에 적용⟶취․창업
 Type B : 캡스톤디자인 우수 아이디어⟶캡스톤옥션⟶현장실습으로 기업실무에 적용⟶취․창업


* FIND프로그램(FIND : Field practice ⟷ Idea search, New idea ⟷ capstone Design)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도(BEST인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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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야 교육과정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

특화분야 인재양성 관련 융

구분
트랙 확대

주요내용
•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융․복합분야 수요맞춤형 신규트랙 지속적인 개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특화분야 인재양성 관련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창업교육 강화
기업참여 •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지자체, 기업 공동 운영 특화프로그램 개발
• 융․복합 교육과정 참여기업 역할 확대 및 기업(관) 지원금의 지속적인 확보
산학협력
교육과정위원회 참여, 트랙별 트랙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제도적 •
•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위원회 참여, 캡스톤디자인 운영위원회 참여
쌍방향 협력 • 특화
현장실습위원회 참여
통하여 특화분야 및 융․복합분야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ICC 활성화 • 산학협력을
ICC와의 연계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항목
트랙위주 특화교육
학과주도 특화교육
특화인력양성인증제
트랙위주 특화교육
학과주도 특화교육
FIND 프로그램 운영
특화인력양성인증제
트랙위주 특화교육
학과주도 특화교육
FIND 프로그램 운영
특화인력양성인증제
트랙위주 특화교육
학과주도 특화교육
FIND 프로그램 운영
특화인력양성인증제
트랙위주 특화교육
학과주도 특화교육
FIND 프로그램 운영
특화인력양성인증제

주요 내용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
• 특화분야 트랙 00건 신규 개발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 00건 운영(00명 참여)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신규 참여대학인 인문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 운영
가능한 융․복합분야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특화 인력양성 인증 00명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
• 특화분야 기업맞춤형 트랙 0건 신규 개발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 00건 운영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
램 운영(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취․창업)
• 특화 인력양성 인증 00명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
• 특화분야 기업맞춤형 트랙 0건 신규 개발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 00건 운영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
램 운영(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취․창업)
• 특화 인력양성 인증 00명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
• 특화분야 기업맞춤형 트랙 0건 신규 개발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 00건 운영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
램 운영(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취․창업)
• 특화 인력양성 인증 00명
• 특화분야 트랙 00건 운영
• 특화분야 기업맞춤형 트랙 0건 신규 개발
• 학과주도 특화 교육프로그램 00건 운영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
램 운영(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취․창업)
• 특화 인력양성 인증 00명

비고
교과

비교과

․

교과 비
교과
비교과

․

교과 비
교과
비교과

․

교과 비
교과
비교과

․

교과 비
교과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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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 융․복합 분야 기업/학과 수요조사 기반 트랙 개발․운영 확대
 신규트랙 수요조사 및 4C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PBL기반의 트랙 개발
•
운영
기업수요맞춤형 트랙  ‘교육과정위원회’
융․복합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트랙 및 교육과정 심의
운영
• ‘트랙운영위원회’ 운영
 트랙을 운영하는 기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트랙운영위원회’를 운영
• 인문대, 사범대, 교육대 대상 융․복합 인재양성 산학협력 프로그램 모델 발굴
• 융․복합 분야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공모제 운영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학과주도 융․복합 • 특화
특화 교육프로그램 심의 선정 및 평가
특화교육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신규 참여대학인 인문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 운영 가능한
융․복합분야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FIND 프로그램
운영



Type A : 현장실습에서 아이디어 발굴⟶캡스톤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기업실무에 적용⟶취․창업



Type B : 캡스톤디자인 우수 아이디어⟶캡스톤옥션⟶현장실습으로 기업실무에 적용⟶취․창업

* FIND : Field practice ⟷ Idea search, New idea ⟷ capstone Design
ICC․RCC연계 • ICC․RCC와 연계하여 융복합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융․복합분야 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4C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 특화 프로그램 이수 수준에 따라 ‘우수인재’로서 등급별 인증서 발급
• 특화분야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수학생 인증을 위한 인증위원회 운영
• Gold Level의 경우, 총장명의의 인증서 발급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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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관련 특화분야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KT&G

아카데미
mini MBA

내용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PBL기반 4C능력을
갖춘 미래 융합인재 양성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

참여기관

시기

비고

KT&G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하반기

신규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과정(활동)
산출
• 기업맞춤형 트랙 교육과정 • 기업맞춤형 트랙 운영 •
위원회
• 학과주도형 특화분야
• 트랙별 트랙운영위원회 ▶ 교육프로그램 운영 ▶
•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 자 • 마중물 프로젝트 운영
체평가위원회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파급효과
• ‘특화분야 인력양성 인증제’ 개정을 통한 융․복합분야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 취업연계형 융․복합분야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을 통하여 취업률 향상
•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과정과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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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지역사회 및 기업 맞춤형 지원 계획

6-1-1.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 연계 현황분석

현황

자체분석
140



RCC(지역사회

연계 특화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 2차년도 RCC 운영 계획

RCC

운영 계획
• 사업단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산학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자유학기제 등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연구회, 강소산학협력협의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LINC+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혁신활동 지원
산학협력지원부  학생서포터즈
학생주도형 “제주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 지역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초·중·고 맞춤형 전문교육 제공 등의 책무이행
프로그램 진행
초등교육연구소  발명교육
로봇대회 등 학생 참여형 경진대회 개최 및 참여
 수학·과학 등의 융합체험과 창의 사이언스 보안스쿨 Day-CAMP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제주어의 보존과 올바른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보존역할 수행
국어문화원
 제주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국어문화 지원
 제주도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제주국어 문화학교 개최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프로그램별 운영에 따라 대학의 지역특화
센터 및 산업체 협업센터와 연계 부족
• 4차 산업혁명대비, 6차 산업관련 서비스
R&D과제의 기술사업화는 고질적인 숙제
• 지역연계기관에 한정된 프로젝트 수행

개선방향
• 교육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성장사다리프로그램)
• 연구와 관련된 맞춤형 지원(4차 산업혁명, 6차산업
관련주제 발굴 및 지원-문제해결 Action Plan)
• 지역개발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문제해결, 지역기여형
프로그램 확대-캠퍼스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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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
＊ 연계활동의 대상정의


산업체를 제외한 지역과 문화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

＊ 대학의 역할 구분

교육과 관련한 지역연계활동을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촉진자를 양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의 삶의질 개선, 공공부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발굴 등의
연구수행
 지역개발의 테스트베드를 캠퍼스내에 구축하는 등 리빙랩 기반의 혁신공간 조성


추진방법

＊ 성과창출과 환류방안


교육, 연구, 지역개발 등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들을 지역연구회 등의 Working
Group에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열린포럼에서 Best of Practice 등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함

▮ 성과지표 달성방안
 (핵심 성과지표 10) 전방위 맞춤형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건수
❍ 기준값 및 목표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기업지원 및 이공분야(A)
지역지원
인문사회
건수 예체능분야(B)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실적(건)(C)
❍ 2차년도 달성방안
＊ ICC 및 RCC를 통해 지역사회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기술지도, 상시컨설팅, 자문, 산학
협력관련 평가 및 강연’의 활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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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성과지표 11) 지역사회 혁신실적건수
❍ 기준값 및 목표

기준값 1차년도 2차년도(단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종합)
항목
(‘17.2.) (‘17.3～’18.2) (‘18.3～’19.2) (‘19.3～’20.2) (‘20.3～’21.2) (‘21.3～’22.2)
지역사회 이공분야(A)
인문사회
혁신실적 예체능
분야(B)
지역사회 혁신실적(건)(C)
❍ 2차년도 달성방안
＊ RCC를 통해 지역사회와 실질적 협업을 지원하며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을 관리
＊ 조직 내-외부적 측면으로 성과요인에 대하여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파악하도록 함

지원 확산계획 및 개선 계획
가) 다양성을 확보하고 타 권역으로 지역연구회 확산
❍ 지역문제 현안 발굴 및 해결에 대학의 자원이 투입되어 지역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선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분야확대
❍ LINC+ 6개대학(제주대, 동국대, 계명대, 호남대, 대전대, 동서대)이 참여한 ‘지역사회공헌연구
회’결성을 통한 LINC+사업 지역공헌도 측정
나) Working Group 발굴 및 성과 도출을 통한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운영
❍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기업) 활동 등의 공동사업 추진체계구성
❍ 협업망을 통한 유관기관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공동운영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미래 먹거리 과제 발굴 등 지역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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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주열린포럼의 정착
❍ 가족회사 워크숍과 지역 유관기관 포럼 및 행사를 결합하고 지역주간행사로 확대
❍ LINC+ 프로그램우수사례와 지역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정책제안,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공유
❍ 분야별 정책제안, 기술사업화 등 최우수 사례인 Best of Practice 발굴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지역연구회
1차년도 지역·산업
육성협의회
제주열린포럼

주요 내용
• 연구회 구성 및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창업동아리 운영 등 구체적 방안 도출
• 지역·산업육성협의회 구성
• 미래분야 실증 R&D 발굴 연구회 구성
• 창업지원협의회 참여
• 가족회사 위주의 참여행사를 지역사회 참여로 행사확대
•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00회)
및 협의회 기반 수요를 통한 학생 교육프로그
성장사다리  지역연구회
램
참여(00건)
프로그램 운영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 제공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육성 참여 0팀
 제주형 소셜벤처 성장지원 교육(창업연계) 0건
• 4차산업혁명대비, 6차산업화등미래먹거리분야정책과제
도출
문제해결
 기술사업화 가능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00건)
Action Plan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술사업화 주제 발굴(00건)
2차년도
 미래분야 실증 R&D연구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6차산업 세부 정책 발굴(0건)
• 연구-상용화-기술사업화 등 산학협력의 앵커를 캠퍼스
에 적용한 열린광장 제공
 창업동아리실, 캡스톤디자인실, 세미나실의 지역사회 협
활용실적(창업동아리 00팀, 세미나실 00건)
캠퍼스하모니  업공간으로
열린실험실, LINK+ Lab 등 학내 시설 공간의 장비 분석
이용 편의제공 (열린실험실 0개사, LINC+Lab 00개)
 기술사업화 학내 판로개척 테스트베드인 제주대 올래숍
마케팅 지원(가족회사 0개, 학생창업 0팀)
•
협의회
우수성과 발표(각 연구회별 0건)
제주열린포럼 • Best of Practi
ce 발굴(기술혁신 0건, 지역사회 문제해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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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분

항목
지역 맞춤형
지원
3차년도
제주열린포럼
지역 맞춤형
지원
4차년도
제주열린포럼
지역 맞춤형
지원
5차년도
제주열린포럼
2차년도

주요 내용
• 우수사례 정책반영과 신규 지역수요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한 (가칭)제주 Week 추진
• 지역맞춤형 사업 확대시행 지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도출 및 반영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자립화 지원체계 구축
• 우수 정책 발굴 포상 확대 및 지역·산업 성과 사례집 구성

비고

운영계획

가)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 RCC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 지역연구회 및 협의회 기반 수요를 통한 학생 교육프로그램 참여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성장지원 교육 실시
＊ 1차 참여결과(output)에 따른 참여성과(outcome) 모니터링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
＊ 2018제주 ‘클낭’프로젝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육성(캡스톤디자인
연계), 제주형 소셜벤처 성장지원(창업연계) 예정
＊ (클낭 1단계)사회혁신가발굴 및 육성 계획: 제주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사회혁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문제발굴사업, 네트워킹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 및 구체화 교육을 진행

＊ (클낭 2단계)제주형 소셜벤처 성장 지원: 제주형 사회문제해결형 소셜벤처의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 창업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특허지원, 육성을 위한 자원 연계
나) 문제해결 Action Plan
❍ 4차 산업혁명대비, 6차 산업화 등 미래 먹거리 분야 정책과제 도출
＊ 기술사업화 가능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술사업화 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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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분야 실증 R&D연구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6차산업 세부 정책 발굴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프로그램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반 조성 (도시재생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기대)
＊ 지역사회 기여형캡스톤에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사항을 주제로 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 프로젝트 진행
❍ 지역사회문제해결협의체 구성을 통한 리빙랩 기반 문제해결 진행
＊ 제주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협의회 구성을 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리빙랩, 디자인씽킹 등)을 통해 해결해 보기위한 목적으로 협의회 구성

❍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 LINC+사업단,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일로와 제주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
다) 캠퍼스 하모니
❍ 연구-상용화-기술사업화 등 산학협력의 앵커를 캠퍼스에 적용한 열린광장 제공
＊ 창업동아리실, 캡스톤디자인실, 세미나실의 지역사회 협업공간으로 확대개방
＊ 열린실험실, LINK+ Lab 등 학내 시설 공간의 장비 분석 이용 편의제공
＊ 기술사업화 학내 판로개척 테스트베드인 제주대 올래숍 마케팅 지원
기대성과
기대성과

투입
• 산업체 협업센터
• 지역 특화센터
• 지역연구회
• 지역·산업육성협의회
• 학생, 교수, 지원인력
• 열린포럼

과정(활동)
• 성장사다리프로그램
운영
▶ • 문제해결 Action Plan
활동
• LINC+ 부대시설 개방
• 제주대 올래숍 연계 판
로개척

•

산출

▶

·
• 산업체 및 지역 특화분야 연계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성 및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역 수직형 교육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질적 우수 프로그램 제공
• 체계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대학 내 전후방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사업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대내 외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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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기업 연계 및 지원 계획

기업연계 현황

현황



자체분석



ICC(산업체

연계 특화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ICC

운영 계획
• ALLSET센터 중심으로 산업체 협업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포럼/워크숍/재직자교육 등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LINC+
 지역·산업육성협의회, 강소산학협력협의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ALLSET센터
 경영지도, 기술지도, 교육훈련 등 산업체 애로기술 지도프로그램 운영
 산학공동기술개발 매칭을 통한 대학기술의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지원
•
분야의 특화센터로 산업체 협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한 센터 운영
아열대·열대생물  바이오
특화분야
기술혁신교육 및 산업체 애로기술 지도
유전자센터
 다양한 정부 R&D과제 기획 및 유치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특화센터로 산업체 협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등 수행
전기에너지센터  특화분야 연관 산업체 전문교육 실시 및 기술지도
 미래유망 기술교류를 통한 센터역량강화
분야의 특화센터로 산업체 협업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먼인터페이스 • 스마트관광
특화분야
연관
산업체 전문교육 실시 및 기술지도
센터
 공공기관 및 혁신기관 연계 전략과제 도출 및 유치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가족회사의 증가대비 지원 및 교류 성과 등
이 지속적으로 감소됨
• 예산 감소와 짧은 연구기간의 우수성과 도
출의 한계
•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도 지역 내 타기관 유사
프로그램운용으로피로도가높아참여도감소

개선방향
• 가족회사 유형별 대학활용에 대한 매뉴얼 추진(제대
로 활용법)
• 과제기간 연장-현장실습-기술고도화 추진(3T- long
Term, good Team, advanced Technology)
• 유관기관 공동연계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체계 구
축 및 홍보 연계(ALLSET-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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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기업 및 산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연계활동 창출
＊ 연계활동의 대상정의


기업 연계프로그램인 가족회사제도, 산학공동기술개발,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산업체 재직자교육,
애로기술지도, 공동활용장비지원 등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캡스톤 기술이전, 창업교육 연계,
특화분야 트랙과정 등 산학교육과정에 기업과 공동으로 성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 대학의 역할 구분
추진방법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 기술적 역량강화, 매출 및 프로세서
개선 등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연계 및 지원

＊ 성과창출과 환류방안


기술개발, 공동연구, 기술이전, 산업체 재직자교육, 협의체 구성, 애로기술 지도 등 연계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들을 지역·산업육성협의회 등의 Working Group에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열린포럼에서 Best of Practice 등 지역산업육성 및 특화분야 우수기술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함

지원 확산계획 및 개선 계획

가)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 (실질적 가족회사 유도) 기업지원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쌍방향 협력에 대한 기업참여 확대
❍ 산업체 대상 홍보 접점 다변화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 (과제관리) 8개월 이상의 연구기간 설정을 통해 참여 학부생이 참여기업 현장 실습 등 연구과제
내에서 LINC+ 프로그램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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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지원 패키지
❍ (프로그램구성) 가족회사 맞춤형 ALLSET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 (유관기관 협업) 기술혁신형 교육 및 지원분야,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 지역유관기관과
공동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기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제대로 활용법)

2차년도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3T Activity)
기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ALLSET-Cast)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산학공동기술
3차년도
개발과제
기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가족회사
지원시스템
4차년도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기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 유형별 분류체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
 가족회사 00개사
 실질교류 가족회사 00개사
• 실질교류 가족회사 관리체계 구축
 가족회사 멤버십 마일리지 제도 신설
• 특화산업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캡스톤 기술이전 사업신속화과제
 비이공계 보호를 위해 비이공계보호리그 운영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한 기획과제 운영
• 애로기술지도 : 산업체 애로기술지도에서 지역사회 단체로 확대 시행
• 가족회사 연구공간 지원 : 0개 업체 공동 연구실 공간 지원
• 재직자교육 : 방문형 재직자교육 수요맞춤형 재직자교육, 혁신기관
연계 재직자교육
• 강소산학협력협의회
• 가족회사 공모전
• 유형별 가족회사를 위한 대학활용 가이드
 휴대폰SMS, 홈페이지, 밴드 운영에서 단방향 전파파급력이 높은 카카오
플러스계정 운영
 기업 수요가 높은 기업지원 분야 순으로 온라인 가이드 전파
 산학협력 접점의 확대를 위한 제주대학교 활용법 “제대로 활용법” 가이
드북 제작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성과 증진을 위한 개선활동
 과제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참여학부생을 산업체 현장실습(하계, 동계 가능) 강화
• 캡스톤디자인 산업신속화 과제 등의 전후방 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
추진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기업 만족도가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극대화 추진(신입사원교육, 재직자 교육)
 지역 및 기업의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활성화
 공동활용장비센터, 기업 입주공간 등 대내외 기관 협업 망에 의한
공동 홍보(ALLSET-Cast)
• 가족회사 멤버십 적용 항목 확대
• 실질적 가족회사 증가
• 기술사업화 중심의 과제기획 및 운영
• 유관기관과 공동 기업지원제도 운영
• 대내외 기관 멤버십 해택 등 우대제도 연계
• 시제품 개발사업 및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확대
•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맞춤형 패키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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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가족회사 • 지원제도 지속성과 다양한 산학협력분야 확산모델 구축
지원시스템
산학공동기술 • 특화 분야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연구과제 자립화 선도모델 구축
5차년도
개발과제
기업지원패키지 • 산학협력 정보공유 모델에 반영 및 지속자립화 모델 구축
프로그램
2차년도

운영계획

가) 제대로 활용법
❍ 유형별 가족회사를 위한 대학활용 가이드
＊ 휴대폰SMS, 홈페이지, 밴드 운영에서 단방향 전파파급력이 높은 카카오 플러스계정 운영
＊ 기업 수요가 높은 기업지원 분야 순으로 온라인 가이드 전파
＊ 산학협력 접점의 확대를 위한 제주대학교 활용법 “제대로 활용법” 가이드북 제작
나) 3T Activity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성과 증진을 위한 개선활동
＊ 과제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 참여학부생을 산업체 현장실습(하계, 동계 가능) 강화
＊ 캡스톤디자인 산업신속화 과제 등의 전후방 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 추진
다) ALLSET-Cast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기업 만족도가 높은 우수 프로그램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극대화 추진(신입사원
교육, 재직자 교육)
＊ 지역 및 기업의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활성화
＊ 공동활용장비센터, 기업 입주공간 등 대내외 기관 협업 망에 의한 공동 홍보(ALLSET-Cast)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과정(활동)

산출

• 제주대링크플러스 카카오플러스 • 카카오플러스 운영
•
친구 계정
• 네이버밴드 운영
• LINC+ 기업지원센터네이버밴드 • 온라인 콘텐츠 작성 및 전파
▶ • 과제 사업 기간(6개월→8개월) ▶
• LINC+ 콘텐츠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현장실
•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참여
습 투입
학부생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신
• 캡스톤 기술이전 주제
속화(Fast-Track참여)지원
대내· 외적파급효과
• 정보제공이 다양하고 간편하게 제공되어 가족회사의 각 프로그램 참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학생의 현장실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기술혁신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발전
• 기술사업화 및 사후관리 등 산출물의 성과를 높이고 이전기술의 만족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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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쌍방향 산학협력

6-2-1.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쌍방향 산학협력 계획

1차년도

현황 및 분석

현황



자체분석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현장실습에 있어서 참여기업 수의 정체와
도내 기업의 제한적인 산업군으로 인해 다
양한 참여학과 학생들과의 매칭이 어려움
• 지역기업 산업군 및 전문성이 취약한 분야
에 대한 기업지원 대응이 어려우며, 심화된
기술지도 등의 한계
• 가족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산학협력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 강
화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

개선방향
• 지역기업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한계 극복을
위하여 타 권역 LINC+사업단 가족회사와의 연계협
업 체계 구축 계획
•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기업의 기
획 및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한 입체적 지원
방안 수립 계획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적극
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원혜택 제공으로 가족회사 유
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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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대학주도가 아닌 산업체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공동운영
＊ 산업체 수요 조사


산업체 연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발굴(특화분야 캡스톤, 기술사업화 산학광동기술개발과제,
현장실습, 특화분야 교육트랙운영 등)

＊ 추진체계


추진방법

ALLSET센터 중심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별 지원조직과 산업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운영방안


분야별로 관련조직 중심이 운영하되 산학협력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산업체와의 쌍방향 협력분
야 성과를 도출함

＊ 성과활용


지역·산업육성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고 열린포럼에서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산
업정책반영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함

지원 확산계획 및 개선 계획
가) 기업지원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 기업지원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학생과 기업/지역사회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쌍방향 산학협력 모델 계획
❍ 기업지원사업: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통한 아이디어 및 인력부족 등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
❍ 교육프로그램: 기업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 및 교육의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 창출
나) 산학협력단의 다각적 지원
❍ A+JOIN 플랫폼 구축 및 산업체협업센터(ICC)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운영 지원 및 LINC+사업 종료 후 승계를 통한 관리 운영과 산학협력
마일리지(www.muic.or.kr)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가족회사 지원 활성화
❍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제주대 올래숍 매장 구축을 통한 창업동아리
및 우수가족회사 제품 판매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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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IN

▲ 산학협력 마일리지

▲ 올래숍 내 가족회사 제품

다) 신임총장의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에 대한 추진 의지

구분

주요내용
• 국책사업단, 연구센터, 산학협력단 등 집적화를 통한 산학협력 시너지 극대화
산학협력 역량 집중을 위한 • 연구 및 산학협력 토털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산학협력관 신축으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제주지역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한
제주지역 맞춤형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체계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항목

주요 내용
• 가족회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4단계 등급 적용
혜택 : 제주대학교 생활협동 조합 운영 매장 입점,
가족회사 멤버십  지원
제주대 시설 이용료 면제, 사업화 지원단 매칭 기회 및
타 지역가족회사와의 연계 지원
• (캡스톤디자인분야) 캡스톤 옥션 기술이전 성과
 2017년도 총 00건, 00만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계 0건
• (현장실습분야) 현장실습 기업지원금 확보
 2017년도 기업지원금 00백만원 확보
 지자체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금 확보: 제주도 0억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억만원
•
(창업분야)
펀딩 및 기술이전 성과
쌍방향
프로젝트 펀딩 0건 00만원
산학교육 분야  어깨동무
옥션을 통한 기술이전 0건 00만원
• (취업지원분야) 청년취업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한 채용
(00개 기업참여, 00명 상담, 00명 채용)
 청년취업일자리박람회, WIDE JOB FAIR, 도민행복일자
리 박람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업 정기공채
• (학생교육분야)특화분야 관련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트
랙 교육과정 운영
1차년도
 00건, 참여기업 00개사, 참여학생 00명
• (강소산학협력협의회)협의회교류를 통한 2차 성과 창출
 경제협력권육성사업 등 과제선정 00건, 기술이전 0건,
특허/상표등록 0건, MOU체결 0건, 고용창출 00명, 세미나
00건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 기술이전 및 운영성과 도출
 기술이전 00건, 기술료 00백만원, 특허/상표등록 0건,
논문발표 0건, 현장실습 00명, 캡스톤 연계 0건
•
(공동활용장비지원)공동활용장비을
대외 개방으로 가
쌍방향
족회사
및
참여학과
연구활동
지원
산학협력분야
 총 00건(교내: 00건, 교외 OO 외 00개사 00건)
• (애로기술지도) 애로기술지도를 통한 정부과제 수주 등
경쟁력 확보
 지역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정부과제 수주 0개사,
특허출원 0개사, 아이템 발굴 0개사
• 가족회사 워크숍(열림포럼)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우수기
업 표창 및 감사패 시행으로 우수가족회사 자긍심 고취
 OOO 포함 표창패 0개사, 감사패 0개사 수여

비고
 멤버십 대상
기업 00개사

캡스톤디자인
연계 실적
 창업교육 연
계실적
 취업교육 연
계실적


강소산학협력
협의회 2차적
성과
 산학공동기술
개발과제 성
과
 공동활용장비
지원 성과
 애로기술지도
2차적성과


153

구분

항목
LINC+ 매거진
배포

2차년도

기업지원 고도화
프로젝트
산학교육프로그
램교류확대
대학인프라
확대를 통한
다각적 지원

가족회사
지원제도
쌍방향
3차년도 산학교육
분야
쌍방향
산학협력분야
가족회사 멤버십
쌍방향
4차년도 산학교육 분야
쌍방향
산학협력분야
가족회사 멤버십
쌍방향
5차년도 산학교육 분야
쌍방향
산학협력분야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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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주요 내용
• 우수협력기업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적극
적 홍보 계획
 LINC+사업단 멤버십제도, 주요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공지사항 등의 소식제공(연중상시)
 가족회사 주요성과 및 관련기사, 제품홍보 등의 소식제공
(분기별 1회)
 산학협력 관련 기고문, 유익한 정보, 지역사회 이벤트
소식등 (연중상시)
• 비즈니스 목적형 강소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 노하우를 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해 지정과
제 분류하여 지원 및 성과관리(지정협의회 0개)
• 타지역 가족회사 연계협력체계 확산
 한밭대학교와 1차년도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간
매칭 및 교류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
• 기업지원사업에 학생참여, 교육프로그램에 기업참여
등 기업애로사항과 학생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쌍방
향 교육프로그램 실시
 사전매칭 캡스톤 디자인, 강소산학협력협의회, 글로벌캡
스톤 협장실습
• 대학사업의 산학협력 지원범위 확대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제주대
올래숍 매장 확대운영(기업 0개사, 학생팀 0팀)
 산학협력관 기반조성 단계(신축 2021년)
 가족회사 멤버십 확대적용 가능한 마일지리 항목 추가
• 멤버십 확산을 통한 쌍방향 프로그램 참여확대
• 4차산업혁명 기반 쌍방향 산학교육 범위 확대
• 공동장비활용 등 대학인프라 활용 성과창출 확산
• 가족회사 및 지역사회 수요기반 멤버십 보완
• 취업기반 현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 ICC 중심의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 유료 가족회사와의 실질협력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
• 수직형(초중고) 산학교육분야로 확대적용
• 안정적 수익구조 다양화를 위한 대학내 산학협력 기구
로 확대 적용

비고








홍보실적

2차적성과중
심 운영실적
산학교육프로
그램 연계실
적
자립화를 위
한 연계실적

가)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계획 – 온라인 매거진 소식지 배포
❍ 가족회사 대상으로 LINC+사업 일정 및 가족회사 현황,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소식지
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모든 가족회사 및 관련 부서/담당자 등에게 발송

❍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으로는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이외에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가족회사로 유입(12개 정부과제에 대한 성과활용 홍보)

나) 가족회사 맴버십 제도 홍보
❍ (가족회사의 멤버십 운영방안) 가족회사와 쌍방향 교류에 따른 지원 강화 목적으로 산학협력발
전기금 적립, 산학협력 프로그램 협력 시에 실질적교류 확대를 위한 맴버십 혜택부여

❍ 가족회사의 멤버십 포인트 적용기준

등급구분
적용기준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브론즈

❍ 가족회사의 등급별 혜택

연번
1
2
3
4
5
6
7

혜택 내용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10점 이상 100점 이상 500점 이상 1000점 이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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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8
9
10
11
12
13

혜택 내용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10점 이상 100점 이상 500점 이상 1000점 이상

비고

다)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 고도화로 입체적 지원
＊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에 대해 도내 가족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정형
과제(비즈니스 목적형) 협의회 구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지정형 과제 협의회(0건) 운영을 통하여 타 지역기업과의 연계는 물론 아웃바운드 글로벌 벤처,
G-Cap(글로벌 캡스톤디자인) 등의 쌍방향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입체적 지원 계획 수립
창출과정 및 주요 계획

구분

주요 내용
• 1인/소기업 위주의 제주지역기업 특징으로 기술자 출신의 경영자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및 유통채널 확보 등 비즈니스 측면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창출 과정 • 마케팅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과의 매칭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기반한 지정과제 도출(시범운영 단계를 고려하여 0개 이내 협의회 운영)
•
대해서는 해당부문 지원 가능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투입, 협의회 참여 기업
2차년도 추진 계획 지정과제에
구성 등 업무 전반적인 진행에 대한 사전 기획을 진행(기획단계 지원)
• 협의회 진행에 있어 실무 액션플랜이 수반되는 경우 산학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학생들
의 참여 유도로서 기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모델 발굴(운영단계 지원)
지역기업의 한계를 극복

– 타 지역 가족회사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계획

가) 추진현황
❍ 2017,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참여 관련 현황조사 및 협의회 참여사 제안 지원
❍ 지역기업간 연계 관련 가족회사 의견 수렴: 사업 추진 시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타지역 우수기업과 협업 희망 등
❍ 한밭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업무협약(17-12-13) 및 협의(18-02-02)를 통한 2차년도 추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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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주요 추진계획
❍ 한밭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시범운영을 통한 운영 및 연계기반 마련
❍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각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공유, 지역기업 간 매칭 및
지역기업과 학생간의 매칭 등으로 확산
❍ 현장실습 프로그램 교류,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참여, 공동과제 참여 등의 목표 설정

다) LINC+사업 2단계 주요 계획
❍ 2차년도 양 대학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연계협력을 통한 우수성과 도출 및 확산 기반 구축
❍ 시범운영을 통하여 정립된 운영기반을 활용, 타 권역간 가족회사와의 연계 확장으로 각 대학
및 LINC+사업단이 보유한 우수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산학협력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ALLSET센터 및 기업지원프
로그램
• 산학협력중점교수
•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 한밭대학교 LINC+사업단

과정(활동)

• LINC+사업단 온라인 매거진
발송(0회, 분기별)
▶ •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지정과
제(0개 협의회) 운영
• 한밭대학교 LINC+사업단 가족
회사와 연계협력 활성화

•

산출

▶

·
• 기업지원과 산학협력의 연계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 및 인재 양성의 쌍방향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대학-기업은 물론 지역(대학, 기업)-지역(대학, 기업)간의 협력으로 산학협력 생태계의 활성화 및 확장에 기여
• LINC+사업단이 지역거점으로서 기업밀착형 분위기 확산과 전국적으로 기업-대학간 가교 역할 정립
대내 외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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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및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 활성화 계획

6-3.

6-3-1.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계획

1차년도

현황 및 분석

현황



자체분석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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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고려사항

핵심
고려사항

❍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완충지대역할과 지역발전 촉진자 양성
＊ 지역 수요 조사


제주의 특별한 사회문제 도출에 따른 지역, 기관 매칭을 통한 주제설정(우수과제는 지속과제로
계속지원)

＊ 추진체계


추진방법

주제별로 지역사회(원도심, 마을만들기 협의회, 사회적경제주체)와 대학(교원, 학생), 사회적기업
등이 주도하에 지자체(산하유관기관) 지원 운영체계 구축

＊ 운영방안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수행방법을 추진하며 사회문제해결형 리빙랩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모델을 도출함

＊ 성과활용


지역연구회를 통한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고 열린포럼에서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정책반영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함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달성할 지역사회 공헌 개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 제주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에
지역현안해결
공헌할 수 있는 기회제공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 서포터즈운영을 봉사활동과 연계하고, 전임교원의 서포터즈 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 대학
내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현안해결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캠프 운영 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관심 및
(지역사회 관련 캠프 참여도 향상기대
운영)
• 자유학기 중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체험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꿈과 끼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
공공서비스 지원 • 교실
마련
(자유학기제 연계) • 프로그램별 대학생 사전교육을 통해 중학생 교육 시 멘토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예비
우수인재 양성 교육 기반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지역사회 기여형 산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0개
00개팀 운영
지역요구형 인재  기관연계
(플래그십프로젝트)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교육프로그램 :
양성
마라톤캠프 00명 참석, 0개기관 협업
 자유학기제 및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 00개
중학교, 00명 교육지원
• 지역연구회 및 지역·산업육성협의회 결성
 (지역연구회)지역문제 해결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구축
지역사회 문제 • (지역·산업육성협의회)지역산업의 문제해결, 정책연구, 스타트
발굴
업 지원확대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제주지역 미래분야 실증R&D발굴 연구회 구축
 제주스타트업 지원협의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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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대학의 사회공헌지수(ESI) 측정
 (일자리창출) 학생 창업,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운영 성과 측정
사회공헌지수
 (경제가치창출)사업단 운영인력 채용,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측정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지표측정
 (인력양성) 산업현장 인력 양성, 특화인력 (BEST인재) 인증 지표 측정
• 지역사회 기여형 산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교육과정 연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라인업,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강좌 운영
우수사례
• 지역연구회 및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유형별 사례 발표
공유확산
 다양한 산학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도출 및 성과공유
(제주열린포럼)  (Best of Practice)분야별 우수사례 시상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제안
• (서포터즈운영) 제주지역 가치보존과 공익확산활동
지역공헌
• (캠프운영)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마라톤 캠프
프로젝트
• (자유학기제) 중학생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 하기위해 교
실 밖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지역사회 공헌도 측정
 평가항목별 정량적요소(인적, 물적, 재정요소) 및 정성적요소(사
OLLE-ESI
회적경제, 지역사회교육, 네트워킹)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를 평가
하여 모형제시
지역인재 양성 • 지역사회 수요확대를 통한 산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제의 다양성과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지역문제 해결 • 지역문제
성과 확대
지역공헌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예산 매칭과 프로그램 확대적용
지역인재 양성 • 학교 연계를 확대하여 수직형 인력양성 사업 체계 구축
지역별 등 기관연계 프로그램과 마을단위 연계 프로젝
지역문제 해결 • 주제별,
트로 확대
지역공헌
• 지역사회 발전에 따른 사회 공헌도 측정
인재양성 도모델 • 지역사회 인재양성 선도모델 수립
교육방법 혁신 • PBL 등 교육방법 분야 적용을 통한 현장중심의 수업체계 구축
지역공헌 체계 • 대학이 지역사회 공헌에 따른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운영계획

가. (지역 맞춤형 지원)강소산학협력협의회를 통해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협의회 운영지원
❍ 제주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주제에 대해서 강소산학협력협의회에서 지원
❍ 발굴된 정책 및 사업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제언
나.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과정 연계

구분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운영 (7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창업동아리 운영(4팀)
창업라인업,
창의융합캡스톤디자인
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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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
제를 먼저 받아 캡스톤 주제로 공고
• 선정된 주제는 각 기관 담당자가 멘토로 참여하여 진행예정
•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법제시
•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과 예비창업자 양성
• 지역사회와 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교수, 다학과 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팀 심화 프로젝트의 운영결과를 지역사회와 기업에 환원
및 기술 이전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상생기반 마련

다. 제주 열린포럼
❍ (Working Group) 지역연구회 및 지역·산업육성협의회 유형별 사례 공유
＊ 캡스톤디자인 발표평가에 지역문제해결파트를 따로 분리하고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네트워
크를 통한 사례공유 진행
❍ (Best of Practice)분야별 우수사례 시상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제안
＊ 정책발굴 분야, 기업지원분야, 기술 사업화 분야 등 우수사례 전시 및 시상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대내 지역사회공헌 부서 담당자
• 지역연구회(유관기관), 학생
• RCC
• 지역협업 사회공헌활동

과정(활동)

• 지역사회 공헌 교과목 운영
•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 지역사회 문제해결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활동요소 검증

•

산출

▶

·
• 지역 내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학과 및 전임교수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여
대내 외적파급효과

6-3-2.

기업(산업체)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계획

1차년도

현황 및 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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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분석



한계점 및 개선방향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핵심고려사항

• 산학협력활동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성과 평가모델 제시
＊


성과평가의 근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을 우선하되 대학자체(사업단)의 자체평가계획 마련

＊ 성과목표와 내용



추진방법

사회공헌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에 기인한 사업을 구분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함
세부평사항목에 대하여는 대내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산학협력부분의 정량적으로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재정적 요소와 지역사회 발전적 항목인 정성적인
산업분야, 교육분야, 네트워킹분야로 구성

＊ 성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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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확산가능한 모델 수립시 대학전반에 확산하며 열린포럼에서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정
책반영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함

▮ 지원 확산계획 및 개선 계획
가) 지역공헌활동 성과 도출
❍ (현장중심 협업)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우수성과 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 지역공헌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 확산
❍ (경제적 성과) 대학과 기업의 인프라, 시스템 등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발굴
나) 일자리 창출의 범위 확대
❍ (대상인력 확대)학내 취업준비생에서 경력단절, 이주민 등 다양한 취업 매칭 실시
❍ (전문성 강화) 4차 산업혁명대비 전문 인력 양성 강화 및 미래유망 직종 인력공급 방안 마련
다) 문제해결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 전반적 혁신
❍ (교육과정의 다양성) 4C와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위한 4차산업 기초교과 및 Adventure Design,
4차산업 전문교과 등으로 체계를 구성
❍ (혁신적 교육방법)플립러닝 액션 러닝 통계특강 멀티미디어 활용 등 효율적 창의적 교수법
워크숍 참가를 통한 교수역량을 강화 후에 적용
❍ (교육과정의 전문성)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기업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트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진행
❍ (교육대상의 다양성) 대학과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대학생서포터즈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공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공동 운영(학생 00명, 기관 0개)
• Machine Learning Camp
 카카오 등과 공동으로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문가 초청 특강
0회
• 4차 산업혁명도래 제주형신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산학융합원 공동
기획 및 공모전 실시
•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주 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세미나
 제주연구원과 공동 세미나 개최, 가족회사 관계자 15명 참여
• 제주형 스마트 리빙랩 플랫폼 도출 세미나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 개최, 가족회사 및 관계자 30여명 참가
 리빙랩을 활용한 R&D 수요발굴 사례 등의 공유
• ‘4차산업혁명과 이동현상’ 세미나
 가족회사 및 학생 00여명 참가, 전문가 초청 특강 등
• 제34회 제주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
전략
• 기업연계형 글로벌 현장실습 : 00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억원 지원금 매칭
• 해외 대학연계 글로벌 현장실습 : 0명
• 제주대학교 2017년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JOB-ARA
FESTIVAL 개최
• 제주도 협력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공동주관 0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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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2차년도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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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제주 관광분야 현장실습 매칭 연계 : 도외 4개 대학, 제주 기업
4개사
• 꿈·꾀·끼·깡 기업탐방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및 역할 교육진행
 사회적 기업 탐방(닐모리동동, 제주생태관광)
• 대표 브랜드 ‘관광 산업 현장실습 전국 허브’ 지원
 전국 LINC+참여 7개 대학에 제주지역 기업 현장실습 중개(4개사
• 대학생서포터즈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공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공동 운영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 지역문화와 기업연계 프로그램
 해녀 문화보존, 마을 만들기 등 지역문화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대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혁신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 운영
 4C와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위한 4차산업 기초교과 및 Adventure
Design, 4차산업 전문교과 운영
• 4차 산업혁명Week 추진
 스타트업, 혁신기관 등과 포럼, 세미나, 재직자교육 등을 ICT
페스티벌 기간에 개최
• 기업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주항공 등 지역 우수기업 및 지역기관과의 수요맞춤형 특화분
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현장실습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등 기업연계형 글로벌 현장실습 추진
• 지역수요 반영 프로젝트 진행
• 대학내 교육과정 혁신과 특화분야 인력양성 확대
• 민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연계
• 지역대표 문화 육성사업 연계
• 전공필수 평균이수율 증가 및 산업체 요구 전공 교육 확대
• 기업 맞춤형 취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발굴
• 산학관 연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업협력을 통한 지역인대 일자리 창출 선도모델 창출

비고

2차년도

운영계획

가. (지역공기업-사회적기업-대학 협업 창출)新 수눌음
❍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등과의 지역공헌활동을 확산하여 지방 공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성과 연계
❍ 협의체를 통한 지역공헌 계획 수립 및 참여확대 홍보
❍ 지역교육, 업무공간지원, 지역봉사활동, 지역개발 사업 등의 공헌 분야 확대
나. (사회공헌도 측정 자체평가) OLLE-ESI
❍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
❍ 기업과의 산학협력의 성과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 제시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지역사회 기여형 캡스톤디자인
• 가족회사 및 협업기관 협의회
• ICC
• 기업협업 사회공헌활동

과정(활동)

• 협업기관 산업체연계 운영
▶ • 연구회 정책 기획활동
• 지역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활동요소 검증

▶

•

산출

·
• 산업체 협업의 우수성과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성과로 확산
• 사회공헌도 측정 지수마련을 통해 투입 대비 산출 성과 등이 사전 예측이 가능하며 지역공헌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 설계가 가능함
대내 외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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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확산 활동
7
7-1.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확산 활동 계획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 모델

❍ 1차년도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 전반에 산학협력 성과 확산 추진
❍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으로 성과 극대화
❍ 비LINC+대학 및 비참여대학과의 교류 확대로 대학전반에 산학협력 확산
❍ 지역사회 및 기업(가족회사)과 협력하는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학협력 서비스에 따라 학내
산학협력 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어렵고, 산학협력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산학협력 서
비스 제공
LINC+에서는 다음의 4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대학 자율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
진함
❍ 첫째, 대학 내 非참여대학 및 학과로의 산학협력 서비스 성과확산 제고
❍ 둘째, 연계/협업을 위한 유기적 조직화와 플랫폼 구축
❍ 셋째, 공동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산학협력 여건 성숙화 도모
❍ 넷째, 진로·취업·창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LINC+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내 산학협력 분

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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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로

구축된 산학협력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적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 추진

대학 본부 자율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창출 관리 방안
❍ 지표 설정 타당성 및 지표 값
＊ 대학 내 산학협력 교육은 학부생에 집중되어 왔으며,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
련이 다소 미흡하였고, 외부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제주지역은 자체 교육수요를 담당할 전담기관이 없어서, 도외출장을 통한 외부교육에 의존하
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질적 산학협력의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 산학협
력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성과창출 및 사업화 교육이나 창업전문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산학협력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대학의 LINC+를 통해 교수, 대학원생, 산학협력 전담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자체 발굴 및 교육운영 횟수를 대학 본부 자율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지표값
(2016)
교수/대학원생
0
전담인력
0
대상별

2017

연도별 프로그램 개발 수(교육 참가자 수)
2018
2019
2020

2021

❍ 성과창출 및 관리방안
＊ 교수 및 대학원생 참여 방안
▸ 교내 수요조사를 통해 단과대별, 기술분야별, 교육분야별로 소규모 동아리형태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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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및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심시간, 주말, 방학에도 적극 개설
▸ 교육이수자에 대한 LINC+인센티브 제도 마련(참여율이 높은 학과 특별지원)
＊ 직원 참여 방안
▸ 인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승진․평가에 점수 반영
▸ 서비스 제공 업무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근무인력 지정제도 준수 등
❍ 관리방안
＊ 교육훈련센터가 총괄하여 연간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LINC+와 연계․협업을 통한 홍보강화 및 참여 독려
＊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교내 전문가 인재풀 확보로 프로그램의 안정성 확보
＊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강좌 적극 개설
＊ A+JOIN을 통한 종합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LINC+위원회를 통한 월별/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7-2.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 계획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 계획 개요

❍ 대학 자율 산학협력을 양적 확산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
＊ 교수, 대학원생을 위한 산학협력 전문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및 대학 내 확산을 도모
＊ 산학협력 창출성과의 홍보 강화와 비참여 대학의 자체 수요발굴을 유도
❍ LINC+를 대학 내 산학협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연계 및 협업 인프라 고도화
＊ A+JOIN, 교육훈련센터, 심리 및 진로 상담센터 등 대학 내 공동인프라 확충, 강화
❍ 진로-취·창업 종합지원 체제 강화
＊ 상담서비스 연계 통합 시스템 개편을 통한 비참여 학생으로의 확산 도모
2차년도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모델

❍ 1차년도에는 LINC사업으로 구축된 산학협력 활동모델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2차년도에는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운영
2차년도

핵심
고려사항

❍ 산학협력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운영
❍ 지역사화와 연구자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기구축 인프라(제주대 올래숍, A+ JOIN플랫폼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방법

＊ 지역사회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성과확산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비참여학과 및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로 LINC+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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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 창출

가) 산학협력 체제 공유 확산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개선방향

•

•
2차년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 타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타대학 기념품숍 또는 대학 내 판매장에 학생제품을 입점할
제주대 올래숍 중심으로 수 있도록 지원 추진
타대학과 연계모델 발굴 • 타대학의 우수아이디어 상품도 ‘제주대 올래숍’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로
교류 활성화 추진
• 비참여학과 및 비LINC+대학, 대학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과제연구반(수요발굴지원 ‘과제연구반’ 구성 및 운영 추진
단) 사업 추진
• 기술사업화, 취창업연계,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주제로 활용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
하고 주제에 흥미를 가진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
비참여학과와
• 비참여학과 및 비LINC+대학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비LINC+대학과의 교류 및 산학협력 성과확산 추진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중학교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 • 농산어촌
4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선정(기업가정신교육, 드론체험, 3D프린터활용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추진
하고, 해당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제주대 올래숍
• 과제연구반
• 진로체험 교육 프
로그램
파급효과

과정(활동)

▶

• 제주대 올래숍 운영 및 확대
홍보
• 과제연구반을 통한 수요발굴
•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

• 학생 아이디어 제품 판매가 가능한 공간이 확대됨으로써 학생창업 제품판로 확보
•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과제 발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기여
• 대학원생 및 사업단 연구원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로 연구성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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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나. 조직간 유기적 산학협력 체제 마련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

개선방향
•

2차년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 기술창업의 경우는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 및 실험실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INC+에
서는 대학원생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 내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R&D개념을 R&BD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BM사업화 지원
산학협력 확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적실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대학 전체 교수 및 대학원생 전문 산학협력 교육 실시로 산학협력 마인드 함양
• 캡스톤옥션 참여기업의 사업화 활동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역량강화 교육 • 1년간의 교육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단계적 교육계획을 추진
효과증대를 위해 • ‘기본교육’, ‘전문교육’, ‘핵심교육’ 등의 단계에 따라 사업단 인력이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
단계별 교육훈련계획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
수립 및 운영 • 산학협력 역량강화 교육에 대학원생 및 비참여학과의 참여 확대
내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R&BD 교육 및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 대학
인
사업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 대학구성원및및창업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제공
기능 강화
• 향후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육센터 모델 구현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R&BD전략센터
• 교육센터 기능
• 산학협력 관련 대학원생 및
비참여학과

과정(활동)

• BM모델 발굴 지원
▶ • 산학협력 교육 실시
• 역량강과 로드맵 제시
•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

•

산출

파급효과

• 산학협력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조성
•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사업 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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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전체 산학협력 체질개선 공동인프라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개선방향

•

•

2차년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 LINC+사업단이 구축한 장비 뿐만 아니라 공동실험실습관, 공대부설공장 등 장비보
가진 장비도 함께 리스트업하여 활용성 극대화
A+JOIN 플랫폼 서비스 • 유기관이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의 장비이용율 증대 추진
고도화 및 활용 극대화 • 공동활용장비
기업이 주로 원하는 서비스(기술이전, 애로기술지도, 산학공동과제 등)에 대한 접수
및 민원사항을 A+JOIN을 통해 해결하여 기업지원 원스탑 창구로 활용
문화예술융합
대학 내 신설되는 ‘문화예술창작소’내 학생이 활용 가능한 창업동아리실 구축
창업동아리실 및 •
•
캡스톤디자인 회의실 구축 인문사회계열 융합팀이 활용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융합과제 활성화 추진
연구자 정보 및 연구지원 • 연구지원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연구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 연구과제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기반 확대 추진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연구지원 정보제공
• 기업지원 서비스
• A+JOIN플랫폼
파급효과

과정(활동)

• 공동장비 활용 기반 구축
• 문화예술융합 과제 전담 기반
▶
구축
• 연구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조성
• 산학협력 연구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자 만족도 증가
• A+JOIN 플랫폼 활성화로 기업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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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라. 대학(원)생 진로․취업․창업 종합지원 추진
1차년도 주요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향

주요성과 •
한계점

개선방향

•

•
2차년도

운영계획

구분
주요내용
• 학생들이 e-CLIPs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진로심리 진단 프로그램 활용 및 책임교수
대학(원)생
취업지원에 이르는 과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진로․취업․창업 • 상담,
이용사례 발굴 또는 수기 대회 개최 등의 이벤트형 홍보 필요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 우수
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필수화 등 방안
시스템 운영 활성화
마련
활용할 수 있는 취창업 온라인 강좌를 디지털도서관을 비롯한 이러닝 등에서
취·창업 온라인 강좌 DB •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입 및 구축
구축 및 지원
• 온라인 강좌 활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활성화 추진(e-CLIPs와의 연동 고려)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성과
투입

• 취·창업 종합지원 e-CLIPs
• 취·창업 온라인 강좌
• 이러닝 등 온라인 강좌
담당

과정(활동)

▶

• e-CLIPs 홍보 및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창업 DB구축 및 지원으로
온라인 강좌 지원

▶

•

산출

파급효과

• 학생 진로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이력관리로 취업률 증가
• 온라인 강좌 활용 및 e-CLIPs 시스템 이용으로 학생 편의성 강화
연차별 대학 자율 산학협력 활동 계획

구분
1차년도

항목

주요 내용
• LINC+ 플리마켓 ‘제주대 올래숍‘ 구축(2018-02), 홍보를 강화
산학협력 성과확산 • 캡스톤옥션과 연계한 BM모델 발굴
• 대학본부와 함께 지역연계 자유학기제 운영(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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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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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내용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2017-05-17)
연계/협업을 위한 •
지식재산 선도대학 유치 및 1차년도 사업결과 ‘우수’
유기적 조직화 •
• 제주대학교 창업펀드 기금 조성
• 산학협력 서비스 통합관리를 위한 A+JOIN플랫폼 구축 완료(2018-02)
공동인프라
• 교육훈련 전용강의실 구축 및 운영
고도화
•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등 상담활성화를 위한 상담센터 확대
• 대학 지식재산교육 및 자산실사 평가를 위한 시스템 DB확보
• 대학(원)생 진로․취업․창업 종합지원체계 시스템(e-CLIPs) 구축 완료
진로/취업/창업 • (2018-02)
취․창업 연계형 학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지원 확대
종합지원
• 취창업 온라인 콘텐츠 구축으로 학생지원 서비스 강화
• 제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평가
• 타대학과 연계한 ‘제주대 올래숍’ 확장 추진
산출물 완성 이전에 특허기술분석 지원 또는 발굴된 BM모
산학협력 성과확산 • 캡스톤디자인
델의 지속적 사업화 관리 추진
• 비참여학과 및 비LINC+대학과의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교류 추진
연구자 및 산학협력 관련 조직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교육 공동운영
연계/협업을 위한 •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유기적 조직화 • 단계별
지식재산을 활용한 BM발굴 및 사업화 추진 사례 발굴 필요
• A+JOIN플랫폼의 기업지원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공동인프라 고도화 • 산학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연구자 정보 및 연구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취업/창업 • 진로․취업․창업
홍보
종합지원
• 학생수요조사를 통한 취창업 온라인 강좌 콘텐츠 지원 추진
산학협력 성과확산 • 참여학생 및 창업기업, 우수가족기업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연계/협업을 위한 • 중간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유기적 조직화
지역과 기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
공동인프라 고도화 •
• 공용장비분야 인프라 고도화 점검
진로/취업/창업 • 시스템 개편에 따른 학생 참가 확대 및 관리역량 점검
종합지원
산학협력 성과확산 • 제도개선을 통한 리모델링
연계/협업을 위한 • 유관조직 중간평가 개선점 반영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기적 조직화
공동인프라 고도화 • A+JOIN 플랫폼 고도화 지속 추진
진로/취업/창업 • 학생 및 교수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종합지원
산학협력 성과확산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보완 수정
연계/협업을 위한 • 조직 재설계 및 슬림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
유기적 조직화
공동인프라 고도화 •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최종 평가
진로/취업/창업 • 진로- 취․창업 연계 종합 서비스 만족도 평가
종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