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VATION

자발적 동기유발 촉진 - 학습선택권 및 사회진출 지원 강화(3/3)

성공적 사업 성과 달성 가능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창업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PECTATION

교비를 집중 투자하고 재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적 인력 미스매치해소,
대학 체질개선, 학생사회진출역량강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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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I

• 2015년 여대 중 유일하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취업지원

M

거점대학으로서의 선도적 위치확보

E

교비대응

NO

투자계획

1

공학관 신축

12,480,000

2016~2018(3개년)

2

기숙사 신축

18,480,000

3

정원조정 지원금

4

숙명인문학발전계획지원

• 2015년 10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후 사업참여
• 서울시와 용산구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모두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함

지원금을 받은 유일한 대학임

• 서울창조혁신센터, 용산구 지자체 관계자,

사업비 지원 이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교비 대응

사업비

(단위:천원)

I

18,480,000

M

합계

6,000,000

18,480,000

4,680,000

3,873,100

8,553,100

1,296,000

3,000,000

4,296,000

36,936,000

NOㅤ

항목

공과대학

1

공대발전기부금

재정확보계획
2019~2023(5개년)

사업계획서

10,200,000

2

연구비간접비수익

3,500,000

7,820,000

3

기술이전 수익

1,200,000

1,700,000

4

기타수익
합계

E

도전적 목표

10,200,000

동문기업 임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학창조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항목

합계

목표인원 193% 초과 달성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개 개소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

R

사업 지속을 위한 공격적 교비 투자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500,000

500,000

15,400,000

20,220,000

• 프라임 사업 3년간 총 사업비의 약 80%인 369억원을 교비로 투자할 것이며,
2023년까지 공대는 연구비 및 기술이전 수익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등록금 수입의존도를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취·창업 관련 대내외
기관과 MOU체결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사업의 비전 및 기대효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를 통한 미래 가치 창조

비전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자체 지원금 협조 공문

실행과제

학사조직

창업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성

교육과정

- 공과 대학 확대

- 직무기반 교육과정 개편

- 기초공학부(유동적 정원제)

- 3C 실무형교육과정혁신

- 공대를 플랫폼으로 한

- 교육혁신센터를 통한

융합연계전공 활성화

•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우수사례)브랜드호텔: 교내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하여
법인으로 독립한 디자인 벤처 기업으로 2013년 창업
2년만에 매출 10억 달성
(사업계획서 증빙2-22, p.237 참조)

• 76명의 성공 CEO 및 창업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 멘토프로그램 및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자 함

• 51개의 정부기관 및 창업투자회사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지원을 위한 외적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교내 앙트러프러너십센터를 중심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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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
- SM-DDP+ 재학생
경력관리포털시스템 구축

- 숙명인재개발원을 통한

교육과정 환류체계 구축

전주기적 진로지원 강화

대학의 체질개선

학생사회진출역량강화

창업전문 전문가 네트워크
마젤란기술투자 유인철 상무

인력미스매치 해소

기대효과

쿨리지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
지엘인베스트먼트 신용한 대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
·

숙명여자대학교의 프라임사업에 대한 교내외 관계자의 지지와 성원

창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용산구청 창업지원센터
여성경제인협회

학생

기업인

지자체장

동문 멘토

경영학부 재학생
이호정
(SCSC 과정 참여자)

한글과 컴퓨터 대표
이원필
(IPP 장기현장실습 협약기업)

용산구청장
성장현

도서출판 나녹 대표
형난옥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IT 여성 기업인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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