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을 만나는 순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이란?

숨겨진 너의꿈과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야.
내 꿈을 키워주는 강동대학교에서

전문대학이 교육공급자(학교·교수) 주도의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생각보다 더 특별한 나를 찾아내자!

교육수요자(산업체)로부터 요구 받은 직무분야 및 교육과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해당 산업체

2017년 5월
~ 2022년 2월

에 채용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맞춤인재 양성대학

강동대학교만의 LINC+
사명

성실, 창조, 협동을 통한 유능한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으로 학생의 가치 창조

강동대학교는 교육부＇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약체제를 구축을 통해 함께 성장하
는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표

성실과 협동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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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사회맞춤형

비전 및 사업목표

참여학과

비전

사업목표

3대
중정목표

사회 수요에 연계한 사회맞춤형 학과

Win-Win 실무중심 소프트파워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회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

대학-지역사회-산업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

대학-산업체 공동 NCS 기반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

온라인 학습환경 및 VT(Vitual Training)/ AT(Augmented Reality
Training)를 활용한 첨단 학습체제 구축

1단계 사업 정착 2017~2018년
●

단계별
발전목표

5대
추진전략

●

사회맞춤형 학과 취업률 : 55% 달성
지역사회/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정 개편·개발

●

창의 융복합형 교육과정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산학역량 기반
구축

●

VT/AT 활용 교육기반 구축

●

2단계 사업 확산 2019~2021년

산학친화형
인프라 확충

NCS기반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개편

●
●

●
●

●

사회맞춤형 학과 취업률 : 80% 달성
지역사회/산업체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
산업체 밀착형 융복합 현장실습 확산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교육체
제 확산
VT/AT 활용 실습교육 특성화

4차산업혁명
대비
학생역량강화

산학관
협력체제
확대

ICT 활용
첨담 학습체제
구축

사회·지역·산업체 수요 요구분석
충북 및 중부내륙 지역
에너지·생활복지·외식·안전·문화디자인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 및 고용안정성
NCS국가능력표준으로 100% 인력
수요를 매칭 할 수 없는 산업체 직무 존재
에너지·생활복지·외식·안전·문화디자인
산업 핵심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표현/문서 이해·작성 등
대인관계능력: 고객서비스/갈등관리 등
● 조직이해능력: 업무이해/조직·경영 이해

에너지분야
전기·태양광 에너지 인력양성과정
생활·복지분야
● 마을만들기 플래너 인력양성과정
● 청각관리사 인력양성과정
● 장애복지 인력양성과정
외식분야
제과·제빵 인력양성과정

●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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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

●

기업 고용난 해소 및 기술 고도화

지역산업 수요기반 산업체 협약

●

학생 지역 리더로 취업 확대

●

사회 산학관 교육인프라 구축

충북혁신성장분야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분야와 재난 안전 센터와 연계한
지역산업체 협약 확대

GANGDONG UNIVERSITY

안전분야
● 경호·경비 인력양성과정
● 소방안전기술 인력양성과정
문화디자인분야
● 패션생산관리자 인력양성과정
● 귀금속가공·주얼리마케팅 인력양성과정
●

온라인 광고홍보 전문가 인력양성과정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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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태양광에너지 인력
양성과정

전기전자과

전기·태양광에너지 인력
양성과정

전기는 인류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로 전기·전자·태양광 분야에 대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처하는 적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전기 · 태양광 에너지 실습실

●

보유기자재
- 부품제어 PLC 실습장비, TESTER
-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동기제어장비, 전원품질 분석기
- 디지털멀티메타, 함수발생기, 오실로스코프
- 전자회로실험장치, 직류전원공급기(’20 기자재확보)
- 전기설비실험장치 외 1종 (’21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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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취업약정업체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현성 솔라텍

태양전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1차 협력사로
태양광셀 생산을 전담하는 전문기업

충북 음성군
/ 043-871-6892

메카룩스

전기 및 태양광
(설계 및 제작)
반도체 관련 부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개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의 1차 벤더 업체와
ODM형식으로 납품, 최근 의료장비분야 진출,
소형 덴탈카메라, 피 점도계 등의 사업 참여 기업

경기도 성남시
/ 070-7792-2810

㈜서울파워시스템

전기기기
(정류기,UPS) 제조

정류기 및 UPS등 전력전자 제어 분야로써
배전반정류기가 주 업종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

경기도 광주시
/ 031-768-3049

㈜가이아에너지

태양광 설계
및 시공

인간, 자연, 행복이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경기도 용인시
/ 070-7592-9491

로빅스이엔지

그라비아
인쇄기 등

인쇄 칼라 콘트룰러, 비디오 인쇄 검사장비,
스코브개발, 제조 전문기업

경기도 부천시
/ 032-624-3120

지니스㈜

이온수생성기,
수소수생성기

전기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를 받은 회사,
이태리, 인도에 대한 수출하는 기업

경기도 안산시
/ 031-509-2067

㈜한산에이엠
에스테크

전자식 전력량계,
원격검침시스템

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한국전력공사 40%,
해외수출 60%의 고객을 확보, 전자식 전력량계,
원격검침시스템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경기도 군포시
/ 031-466-0386

㈜강원

전기자재,
전기소방통신

소방전기설비 시공, 감리 전문기업

서울시 종로구
/ 02-722-0444

(유)넥스파워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태양광발전소
설계, 시공을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

경기도 안양시
/ 031-421-0202

하나시스(주)

POS,산업용PC
및 주변기기

컴퓨터(POS 및 주변기기)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제품 전문 기업

경기도 수원시
/ 070-4732-5266

(주)거목전력

전기공사업

전기배선공사, 전기설비 시공 전문업체

인천광역시
/ 032-663-4901

동아오토㈜

전기전자제조

스위스의 GEAR TECH등 선진기업과 기술제휴,
신기술 도입, 축적된 기술과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관련 전장부품 생산하는 전문업체

충북 음성군
/ 043-880-7503

응능력과 현장응용능력을 높여 전기 및 전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실무적이고 창의적
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취업약정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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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장용웅
010-2719-1268

전기전자과

학과사무실
031-645-5898

전기·태양광에너지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현장견학
- 눈으로 보는 전기·태양광 에너지 교육

사회맞춤형 현장체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

- 취업약정업체 현장체험을 통한

- 에너지 정책·공공에너지 지식확보

현장실무능력 향상

태양광에너지 작품전시회

사회맞춤형 취업특강

- 작품지도, 설계, 제작, 측정 등 전시

- 4차산업혁명시대 바람직한 인재상

-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한 협약업체

- 전기태양광에너지분야 산업동향 및

프리젠테이션

비전과 취업

산업체 전문가 진로특강

산학협력활동

- 관련분야 직무 능력 향상

- 산·학·관 상호 발전 대외협력 시스템 구축

- 진로 방향 및 전략 수립

- 전기 태양광에너지 인력양성과정 홍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 학습 동기 부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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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플래너 인력
양성과정

건축과

마을만들기플래너 인력
양성과정

취업약정
20명

취업약정업체
협약산업체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로컬피앤디

지역개발

도시민과 농어민이 다함께 잘사는 세상,
농촌지역 개발연구 컨설팅 등 농학 연구개발업체

서울시 서초구
충북 청주시
/ 02-3478-7373

㈜마을제작소

농촌관련 지식기반
서비스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과 소통,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바람직한 마을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컨설팅 등의
각종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업체

충북 청주시
/ 043-224-7912

㈜명소아이엠씨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

전국의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나의 지역 어메니티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마케팅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지역활성화해 나가는 지역활성화 통합마케팅기업

서울시 강남구
/ 02-576-2417

㈜에코메아리
지역문화연구소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역계획 및 개발)

"농촌에는 활력, 주민에게는 문화회복"
각각의 마을과 지역의 색깔을 찾아내고
맞춤형 마을만들기 컨설팅회사

충북 청주시
/ 043-223-0629

㈜지역활성화센터

연구용역,
지역개발계획

도시와 농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과 새로운 문화를
형성, 교감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

서울시 서초구
/ 02-714-9024

㈜착한동네

농촌마을개발사업
경영컨설팅,학술연
구용역,SW개발

"정직한 열정"이라는 사훈을 걸고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꾀하는 지역개발 전문 컨설팅사

세종특별자치시
/ 070-8250-3031

㈜트라앤

농촌활성화컨설팅

농어촌활성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여행사업부,유통사업부,디자인컨벤션사업부,
테마파크레저단지 개발사업부를 운영

서울시 용산구
/ 02-319-6868

㈜거름

학술연구용역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충북 청주시
/ 043-258-322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과 건축디자인으로 전공분야를 분화 및 특성화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통
합과 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세부 전공 및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맞춤형 전
공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현장 전문가의 강의 및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플래너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마을만들기 플래너 PBL실

●

보유기자재
- 촬영장비드론 외 24종
- 산업용3D 프린터 외 1종
- 3D 디자인용 컴퓨터(’19 기자재확보)
- 3D 스캐너 외 1종(’20 기자재확보)
- 플로터(Plotter) 외 1종(’21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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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김승근
010-5498-2362

건축과

학과사무실
031-645-5874

마을만들기플래너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플래너 진로캠프
-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만들기
직무능력 향상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마을만들기 컨설팅 전문가 역할 및 비전

- 마을에서 길을 열다

- 농어촌마을 집수리 등 재능기부

- 마을만들기의 매력과 비전

사회맞춤형 현장견학
- 균형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발전방안 워크숍 참가

GANGDONG UNIVERSITY

-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의 행정

- 도시재생사업 및 뉴딜사업 이해 향상

-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경관 업무 이해

- 민관 네트워크 확인

- 현장 실무능력 향상

사회맞춤형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산학협력활동

-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家

- 건축관련분야 산업체와 상호 발전

마을만들기플래너 인력양성과정

10

사회맞춤형 현장체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협력 시스템 구축

최우수상 수상

- 취업약정기업체 발굴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

- 마을만들기 플래너 인력양성과정 홍보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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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인력
양성과정

호텔조리제빵과

취업약정
20명

취업약정업체

제과·제빵 인력
양성과정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주)파리크라상

제과,제빵,
케이크 외

국내외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
국내 파리바게뜨 약 3,400여점과 해외 5개국에
진출하여 4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

경기도 성남시
/ 080-731-2027

(주)안스베이커리

제과,제빵,
케이크 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

서울시 영등포구
/ 02-2164-5001

(주)명장홍종흔
베이커리

제과점
(빵,생과자,떡제판)
/빵류,떡,건빵 제조

고급스럽게 지키는 정직한약속,
제대로 만든 정직한 빵,
자연의 순리대로 만든 빵을 제공하는 업체

경기도 오산시
/ 031-698-2166

라베이크
두번째이야기

제과,제빵,
케이크 외

‘자연에서 얻은 천연효모로 빵을 굽다’
정통 프랑스 빵의 방식으로
무방부제 천연발효종 빵을 제공하는 업체

서울시 강동구
/ 02-429-1208

CJ푸드빌 음성공장

베이커리 생산

건강한 맛과 정성스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행복한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Global 1등 외식서비스 기업

충북 음성군
/ 043-530-7015

제과제빵이론을 체계적인 실무위주의 사회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를 키
우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외식문화의 주역을 담당하는 유능한 중견 제빵사를 육성한다. 실습비
중이 높은 교과과정으로 재학 중 관련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방학 중에
는 산학연계에 의해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현업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졸
업 후 취업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제과 · 제빵 실습실

●

보유기자재
- 도우시터QT670/1400, 도우컨디셔너, 전기발효기
- 스마트믹서DSM-14P, 급속냉동고 외 1종
- 전기테크오븐, 베이킹플레이트, 오븐작업대 외 5종
- 젤라또 제작기 외 1종(’20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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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오명석
010-6242-7692

호텔조리제빵과

학과사무실
031-645-5849

제과·제빵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제과제빵
전문가 인사특강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명장 초청 제과제빵 이론 강의

- 취업약정업체 제품실연

- 국내외 베이커리 현황,

- 외식산업[제과제빵]탐색

최근 베이커리 트렌드 등
제과제빵 로드맵 설정

- 관련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습득 및
취업동기 부여

제과제빵 현장체험
사회맞춤형 제과제빵 실습특강
- 제과제빵 실무경험

- 취업약정업체 실습교육을 통한
현장실무능력 향상

- 다양한 냉동반죽 혼합기술

- 제과제빵과정 견학 및 실무자 특강

- 냉동반죽 분할 및 성형

- ㈜파리크라상, 안스베이커리,

- 냉장 및 상온 해동기술 등

명장 홍종흔 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활동
사회맞춤형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 휴먼생지법을 이용한 제과제빵
결과물 전시
- 학교 간 아이디어발굴 및 공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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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산업체와 상호 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
- 사회맞춤형 제과∙ 제빵
인력양성과정 홍보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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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 인력
양성과정

경찰행정과

취업약정
20명

취업약정업체

경호·경비 인력
양성과정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시큐리티 업계의 선두주자로
국내 우수기업의 종합안전을 책임지며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으며,
종합안전을 기본으로 보안컨설팅, 경호, SI, 방재,
시설관리, 문서파쇄, 인력파견 등 안전분야의
Total Manpower 회사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업체

서울시 강남구
/ 02-2142-8303

㈜프로에스콤

보안,안내.
시설관리

국가최고기관의 특수시설과 관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등 전국 각지 공항의 절대안전을 위한
특수경비업무와 국내 최대 오피스빌딩
(POSCO CENTER)와 롯데월드타워, 삼성동 코엑스
및 국내최대 판매시설인 롯데백화점을 비롯하여
LG그룹, 포스코그룹, 국내 유수의 IBS빌딩, 학교,
첨단 산업시설등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서울시 강남구
/ 02-2183-3000

㈜화성관리공사

시설관리
서비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화성의
보안,경호,경비를 통해 고객의 안전을 물론
각종 재해와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

서울시 중구
/ 02-2072-6175

㈜에스텍시스템

경찰학,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행정법, 경호학, 민간경비론, 무도 등 경찰행정 업무수
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관리실무능력을 배양한다. 2007년 교육부 전문대학평가 경찰행정분
야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경찰청지정 특수경비원 · 일반경비원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경호·경비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경호 · 경비 사격 실습실

●

보유기자재
- 사격장프로그램
(훈련관리,사격실습,영상처리,훈련통제)
- 모의총기, 제어컨트롤러, 파워에어컴프레셔,
레이저카메라
- X-ray 검색대 외 3종(’19 기자재확보)
- 체력측정기 외 2종(’20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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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정상완
010-3349-9977

경찰행정과

학과사무실
031-645-5891

경호·경비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진로캠프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경호·경비 직무능력 향상

- 경호·경비분야 직업세계 탐색

- 경호·경비 직장예절 교육

- 관련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습득 및

- 자기계발을 위한 목표설정

취업동기 부여

사회맞춤형 모의면접
- 취업약정업체 채용과정 이해
- 개별·집단 면접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요령 습득

취업약정업체 현장체험
- 취업약정업체 실습교육을 통한
현장실무능력 향상
- 협약반 참여학생 만족도 향상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사회맞춤형 자격증 취득교육
- 경호·경비 직무관련 무도, 신변보호 등
자격증
- 취업약정업체 취업 필요 자격증
- 참여학생 수요 반영 선호자격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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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활동
- 경호·경비분야 산업체와 상호 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
- 사회맞춤형 교육체계 안정화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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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생산관리자 인력
양성과정

패션생활디자인과

패션생산관리자 인력
양성과정

패션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패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개발, 스타일

20명

취업약정업체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이화물산

아웃도어,
여성복 의류

원단 및 완제품의류 프로모션 업체
(코오롱, 프랑코페라로, 밀레, 블랙야크, 동진 외
다수의 브랜드)

서울시 송파구
/ 02-562-0511

㈜마하니트

니트의류 제조
/패턴제조,
디자인 개발

국내에서 규모가 큰 니트 프로모션업체이며,
베트남에 대규모 본공장을 가지고 있고, 국내와 베트남
모두 자체 샘플실이 있으며, 중국지사에 원부자재에
대한 소싱력이 타사에 비해 뛰어난 업체

서울시 구로구
/ 02-2082-3377

㈜디앤엠팩토리

광고물제작업
피복,정복,
잡화 제조업

산업/광고디자인부터 유니폼/피복/잡화디자인 등의
기획, 브랜드런칭, 제조, 유통 및 물류관리 등
다양한 전문 팀을 운영하며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협력/파트너사와의 최적화된 One-Stop System으로
업계의 실무 process 전반을 익힐 수 있는 회사

서울시 마포구
/ 02-3143-4764

㈜노블콜렉션

의류(점퍼,
캐주얼웨어 등)

캐주얼 의류 디자인, 제작 프로모션 업체

서울시 금천구
/ 02-6959-5360

㈜네오피에스

골프의류

골프웨어 제조,유통회사로서, 자체 브랜드인
'네오팜스프링'으로 전국 70여개의 직영매장
(홈플러스,홈에버,롯데마트,GS마트,기타 아울렛등)
및 2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

서울시 성동구
/ 02-455-1235

인트로케이피

패션의류

의류생산 및 디자인 기획하여 국내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완사입내수프로모션 회사

서울시 관악구
/ 02-862-0982

이시모

섬유,의류 제조,
도소매,디자인

의류 디자인, 섬유, 의류제조하는 기업

서울시 금천구
/ 02-356-8751

피엠디자인

전사,의류
프린트 제조

의류 프린트 제조하는 기업

서울시 성동구
/02-497-0025

㈜S&K트랜드퍼

여성의류
제조,도매,
무역업

내셔날 브랜드 및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와
계약을 통해 사계절 디자인 개발과
생산(ODM,OEM)을 진행하는 프로모션 회사

서울시 강남구
/ 02-573-3494

(주)윤하

의류, 니트(스웨터)

여성복, 남성복, 골프복, 유아복 등
국내 및 해외생산 의류제조 니트프로모션 사업

서울시 금천구
/ 02-2181-3618

흥창텍스타일

원단

거래선은 국내 남성복, 여성복, SPA, 홈쇼핑용
WOOL COAT&JACKET용 중국&인도원단을 취급,
중국지사를 두고 직원들이 직접 생산관리

서울시 동대문구
/ 070-8886-2888

링, 패션기획, 의복제작, 디자인 CAD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패션 기자재 및 시스템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패션전공 분야의 기

취업약정

업들과 연계한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패션생산관리자 실습실

●

보유기자재
- 의류제작 봉제 관련 제봉틀(오버록미싱 등)
개인별 지원
- 패션CAD용 컴퓨터, 라이트박스 3종
- 가봉 마네킹, 마네킹발판 개인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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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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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남후남
010-4911-2553

패션생활디자인과

학과사무실
031-645-5841

패션생산관리자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패션박람회 참가
- 패션산업 최신 동향과 트렌드에 대한
경향 파악
- 패션디자인에 대한 감각향상 및
특수지식 기술 강화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패션산업 트랜드 및 생산 관리
- 패션 분야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패션 제품개발 발표회
-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 제품개발을 통한 실무능력 역량강화
- 개발과정 홍보를 제작 시연

사회맞춤형 현장체험
- 취업약정업체 실습교육을 통한
현장실무능력 향상
- 제조과정 견학 및 실무자 특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패션 제품개발 워크숍
- 사회맞춤형 교과목에서 습득한
의류제작과정에 대한
총체적 프로세스 습득
- 의류제작 노하우 논의
- 의류 디자인 및 샘플제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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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활동
- 패션생산분야 산업체와 상호 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
- 패션생산관리자 인력 양성과정 홍보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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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가공·주얼리 마케팅 인력
양성과정

리빙·주얼리디자인과

귀금속가공·주얼리
마케팅 인력 양성과정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현대보석감정원

보석감정

37년의 다이아몬드 감정ㆍ감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 시스템과 첨단기기를 도입하여
최상의 감정ㆍ감별ㆍ연마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 종로구
/ 02-766-7787

영보주얼리

귀금속가공 주얼리
제조

대한민국 명장산업체로 30여년의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 이두영이 운영
볼륨감 있고 화려한 제품, 명품 주얼리를 추구,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로 앞서가는 회사

서울시 강남구
/ 02-514-2690

서울경인귀금속
중개업협동조합

주얼리 유통

귀금속을 중개로 사업(총판과 소매상간의 B2B 도매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서울시 종로구
/ 02-766-3404

마이티 주얼리

귀금속가공 주얼리
제조

전문적인 귀금속 가공업체로 종합적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체

서울시 종로구
/ 070-7521-6435

㈜주어링

귀금속가공 주얼리
제조/유통

유. 재. 의(유익한 회사, 재미난 회사,
의미 있는 회사)라는 CEO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의 편견 없는 채용을 지향하는 기업

서울시 종로구
/ 02-745-0275

제일금속

14k,18k 합금체인
류 및 기타

합금체인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전문산업체

서울시 동대문구
/ 02-924-2539

㈜금부치아

귀금속가공 주얼리
제조

대한민국 명장산업체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21세기를 대표하는 개성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스타일리쉬하고 품격 주얼리를 지향하는
주얼리 제조 전문기업

서울시 종로구
/ 02-3673-1864

㈜플래티넘
하우스

주얼리제조/유통

순수한 아름다움과 영원의 가치
탁월한 품질과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는
주얼리 업체

서울시 강남구
/ 02-565-0001

벨루스
백작바이피렌체

귀금속가공
주얼리제조/유통

예물상품을 중심으로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된 상품을 기획 제작 유통

서울시 강남구
/ 02-514-1730

펠리체골드

주얼리제조/유통

예물과 패션주얼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체 생산된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

서울시 종로구
/ 02-765-3600

레오주얼리

귀금속가공 주얼리
제조

자체 주얼리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

서울시 종로구
/ 02-763-5418

표로 산업체 현장실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귀금속·가공∙ 마케팅 실습실

●

보유기자재
- RP장비,왁스인젝터, 텀블러 외 2종
- 초음파세척기 외 2종 (’19 기자재확보)
- 3D 프린터
- 보석감정장비 외 1종 (’20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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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취업약정업체

귀금속보석·주얼리분야, 리빙생활디자인분야, 3D 프린팅산업디자인분야의 산업체 취업을 목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취업약정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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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강선경
010-2434-8329

리빙·주얼리디자인과

학과사무실
031-645-5842

귀금속가공 · 주얼리마케팅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산업체 인사특강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주얼리 분야 지식과 이해도 향상

- 현대 주얼리의 의미와 경향

- 산업체 전문가 초청 주얼리 산업현황

- 관련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습득 및

및 변화의 이해

취업동기 부여

주얼리디자인 작품전시회
- 제품의 전반적인 제작과정 이해
- 주얼리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디스플레이 지식 습득
- 취업약정업체 디자인 분야 능력
인증 및 창의역량 강화

- 보석 감정 및 감별 서비스체험

산학협력활동

- 주얼리 디자인에 대한

- 귀금속가공·주얼리 산업체와 상호 발전

융합적 사고 함양
주얼리마케팅 능력 발전
GANGDONG UNIVERSITY

- 전문보석공학적 감별기기 체험

사회맞춤형 현장견학

- 디자인 부분 창의적 능력 및

26

보석감정원 현장체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협력 시스템 구축
- 귀금속가공·주얼리마케팅 인력양성과정
홍보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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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리사 인력
양성과정

의료청력재활과

졸업생 전원

100%

취업약정업체

청각관리사 인력
양성과정

업체명

우리나라 장애 출현률 3위인 청각장애와 관련된 청능(청각능력)평가, 보청기, 인공와우 적합
여부판단, 청능재활에 대한 이론과 사회맞춤형 실습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청각관리
인재를 양성하며 정상적인 청력을 보존하고, 비정상적 청력상태를 예방, 평가, 재활 할 수 있는

취업보장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다비치안경체인
(다비치보청기)

보청기
(의료기기)

보청기를 단순 판매하는 판매사가 아닌
국민의 귀건강을 책임지는 청력지킴이로서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가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시대로!
발전지속하고 있는 기업

서울시 중구
/ 02-752-6177

효경비엔지

보청기
(의료기기)

난청인들에게 전문적인 청각관리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보청기 판매를 통한
보청기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

서울시 종로구
/ 02-747-1455

소노바코리아(유)

보청기
(의료기기)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기초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청각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이며, 전 세계 모든 난청인들이
올바른 청취의 기쁨을 통해, 제약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업

서울시 금천구
/ 02-859-4908

청각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청력관리 실습실

●

보유기자재
- 해부 귀모형, 실이측정기, 전자이경, 유닛테이블,
CLEANCARE,이미턴스검사기(’19 기자재확보)
- 보청기성능분석기, 자발이음향검사(’20 기자재확보)
- 이동식청력검사기, 미니아 외 2종(’21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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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민한규
010-7354-1330

의료청력재활과

학과사무실
031-645-5881

청각관리사 인력 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 맞춤형 산업체 인사특강

취업약정업체 현장체험

- 청각관련산업분야 진로탐색

- 취업약정업체 기업문화체험

- 난청인 및 청각재활

청각관리사 업무 경험

- 청각 산업의 이해

(다비치보청기 등)

협약산업체 전문가 인사특강
- 세계적인 청각전문그룹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 보청기(소노바코리아)
- 청력 및 보청기 관련 청각 관리 노하우
및 진로

취업약정업체 취업특강
- 다비치보청기 회사소개 및 정책
- 현장실습안내 및 성공전략
- 다비치보청기환경시스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활동
산업체 현장견학
- 청력관리관련 산업체 방문
- 진로정체성 확보 및 학습역량강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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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관리분야 산업체와 상호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
- 협약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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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미디어과

디지털광고홍보 전공

온라인 광고 홍보전문가 인력
양성과정

졸업생 전원

100%

취업약정업체

온라인 광고 홍보전문가
인력양성과정

취업보장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다비치안경체인

안경

안경업계 1위 다비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기업

서울시 중구
/ 070-7432-0460

업플라이코리아

광고디자인, 제작

세계각지에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제품들을
선별하여 광고디자인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

경기도 광주시
/ 031-768-3461

(주)위너엠케이티

온오프라인
종합 광고

다양한 기획과 전략을 통해 맞춤 광고를
제안해 드리고 있으며,
광고주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케팅 회사

서울시 강남구
/ 02-6213-0041

모아마케팅

온라인광고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직접 컨설팅하여
효과 부분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가를 분석하여 효과를 보여주는 맞춤형 회사

서울시 금천구
/ 02-2318-3722

SNS와 유튜브에 최적화된 광고홍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영상과 SNS가 정보소통의 대세가 되었다. 방송영상미디어과의 온라인홍보전문가 과정은 정확
한 마케팅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영상콘텐츠와 그래픽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상품, 자영
업자를 홍보하는 전문가를 교육한다. 100% 취업 약정으로 졸업 후 전원 마케팅 영상홍보 분
야에 전원 취업이 보장된다. 특히 최근 미디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의 콘텐츠 제
작자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크로마키 영상촬영 스튜디오

●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실

●

보유기자재

●

영상편집실

- 동영상 제작에 특화된 소니 A7 카메라 세트(개인 별
지원), 캐논 5D마크 시리즈
- 드론 및 DJI 로닌 짐벌 세트, 액션캠
- 달리, 크레인, 카본 슬라이드캠 외 1종(’21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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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김응종
010-9984-6269

방송영상미디어과 디지털광고홍보 전공

학과사무실
031-645-5871

온라인광고홍보전문가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협약산업체 전문가 인사특강
- 온라인광고홍보분야 진로 방향

플립러닝, 프로젝트 중심 수업 운영

및 전략 수립

- 학습자 주도의 수업 운영을 통하여

- 학습 동기 부여

학습 동기 부여 및 직무역량 강화

창업동아리 활동
협약산업체 현장견학

- 기업홍보영상제작

- 산업동향 및 비전과 추진 전략

- 지자체홍보영상제작

- 진로정체성 확보 및 학습역량강화

- 이천평생학습축제, 음성 품바축제

공모전수상
사회맞춤형 단편영화제작
- 언론매체 송출용 작품 제작
- 실습과정 완성도 향상 및

- 2018 공익광고제 대통령상 수상
- 각종 공모전 수상을 통한 학과 경쟁력
검증

현장실무·직무능력 제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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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인력
양성과정

사회복지행정과

취업약정
20명

취업약정업체

장애복지 인력
양성과정

업체명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의 조화를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은혜재단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심신의 건강유지와 치료 및 재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경기도 양평군
/ 031-771-7777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척수장애인
복지서비스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척수장애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 영등포구
/ 02-786-8483

음성군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능력을 향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

충북 음성군
/ 043-883-2900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친환경 거주시설과 장애인 중심의 자립지원을 통해
한국복지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경기도 이천시
/ 031-642-1300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장애복지
서비스

비장애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행복,
평범한 일상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서울시 용산구
/ 02-716-0302

충주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복지
서비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침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지원

충북 충주시
/ 043-845-4544

ZAN장애인보호
작업장

종이컵, 상장케이스

일반사업체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

충북 충주시
/ 043-856-4003

충주시장애인
다사랑센터

장애인대상
서비스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로써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주시
/ 043-846-3305

세종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세종시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장애인대상
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 044-868-4320

굿잡자리생활센터

사회복지
장애인대상
서비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아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서울시 강남구
/ 02-518-2197

고 있으며, 사회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이 21세
기 복지국가 시대의 전문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장애체험실습실(’19 신규구축)

●

보유기자재
- 멕케렌다이얼시스템, 수동휠체어, 케인,
점관 점필(’19 기자재확보)
-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5,
전동휠체어(’20 기자재확보)
- 전동휠체어, 케인 외 2종(’21 기자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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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김주환
010-8770-3103

사회복지행정과

학과사무실
031-645-5873

장애복지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취업특강
사회맞춤형 진로캠프
- 장애복지 분야 진로와 직업에 대한
흥미를 통한 진로·직업 세계관 구축

- 취업약정업체 장애인 복지 전문가
노하우 전달
- 장애복지사례 관리 및 채용기법역량
강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활동
사회맞춤형 전문가 진로적응특강
- 장애복지 분야 동향 및 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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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지분야 산업체와 상호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권리보장

- 협약기업과의 산학협력활동

사회맞춤형 현장체험

기업체 발굴 및 활동

- 장애복지서비스 및 시설 체험

- 가족회사 체결로 취업약정 연계

-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장애복지분야 시장 활성화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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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기술 인력
양성과정

경찰소방과

취업약정
20명

취업약정업체

소방안전 기술 인력
양성과정

사회맞춤형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현장 실무교육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각종 화재 및 재난재

업체명

주요사업

소개

소재지 / 연락처

(주)홍우전기
소방공사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KOSHA18001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서비스,
소방공사, 교통시설물공사, 신재생에너지공사,
인력공급등 일반전기 공사업체

충북 음성군
/ 043-873-0301

(주)안도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건축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태양에너지설비공사 등 건물 건설업체

충북 음성군
/ 043-872-2777

(주)서광전력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전기공사, 일반전기 공사업체

충북 음성군
/ 043-872-6778

(주)홍우전업공사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전기 공사업체

충북 음성군
/ 043-873-4033

(주)무한개발

소방시설
점검, 공사

전문소방공사, 소방시설점검,
방화관리대행 업체

서울시 서초구
/ 02-3486-9116

(주)21세기소방

소방시설관리, 소방
공사

소방설비공사, 설비공사, 소방자재, 작동기능점검,
안전관리대행 등 전문업체

충북 음성군
/ 043-877-2119

대진방재

소방시설공사,소방
자재 도매

방재시설의 계획단계인 설계에서 시공감리,
유지점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이론과 실무에
입각한 품질 높은 기술력을 보유,
안전 컨설팅 및 실무와 이론교육업무도
병행하는 업체

충남 천안시
/ 041-571-8119

(주)다산전력

소방공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소방시설 컨설팅 업체

충북 충주시
/ 043-857-8812

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
방공무원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시설 등의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는 소방 방재요원 등 소
방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현장미러형 실습실 구축
●

소방기계실습실(’19 신규구축)

●

보유기자재

- 화재안전시뮬레이터, 가스계소화/소방기계실습장비,
교육용 물/연기소화기(’19 기자재확보)
- 광섬유계통도외 소방용 장비 외 4종(’20 기자재확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화재 실습장비(’21 기자재확보)
※한국소방안전원(충북) 사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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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수 김현기
010-5886-8895

경찰소방과

학과사무실
031-645-5873

소방안전 기술 인력양성과정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진로지도·경력개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진로특강
- 소방 안전 분야 진로 정체성 확보 및
학습역량 강화
- 소방안전 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맞춤형 취업특강
- 소방안전분야 취업약정업체의 동향 및
비전과 역할 등 사례 노하우 전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현장견학

사회맞춤형 현장체험

-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 소방 시설 작동법 및 안전 대응

- 소방안전프로그램 및 체험, 재난 체험

전문성과 체득성 습득

한국소방안전원 현장견학
-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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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활동

소방안전시설 관리 제어시스템 및 피난

- 가족회사 체결로 취업약정 연계

실습실 등 체험

- 산업체와 상호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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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형 학사제도

|취·창업 지원센터 운영량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입학부터 졸업까지)

|역량교육개발원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5대 핵심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창의인성능력

영역
기초학습
능력 향상
학습전략
강화
핵심역량
강화
원격교육/
평가인증

마인드제고

지식정보능력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
학습유형검사 및학습코칭
●

●
●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기초학습능력 향상반

기초학습능력 집중 관리반
●
기초학습능력 심화반
신입생 학습전략 특강
●
직업기초능력 향상 특강
●

●
●

기초학습능력 집중 관리
기초학습능력 심화반

원격교육/VR·AR 콘텐츠 개발
원격수업 교수 학습관리스시템(LMS) 운영
●
VR/AR 첨단실습실 운영 및 지원

기초학습능력 향상 장학제도

●

학습능력강화 캠프

●

기초학습능력 향상 장학제도

GDLang IT 온라인 자격과정 지원
GDI 인재양성 통합 관리시스템(경력 관리)
●
GD 역량인증제 (역량인증서 발급)

●

●

●

●

URL : http://gangdong.learningfactory.co.kr ID/PW : 학번/학번

GDLang IT
원격교육 자격과정

강동대학교 전용 무료 원격교육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 어학, 컴퓨터/IT,
핵심역량/NCS, 창의융합 등다양한 고품질 자격과정 콘텐츠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예비창업자 맞춤형 1:1
밀착멘토링

창업

- 취업특강
- 창업셀럽과의 만남
- 우수벤처기업 견학

- 창업캠프
-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 창업페스티벌
- 창업 멘토링 DAY

글로컬능력

●

조기이직 예방
- 취업자 사후관리 상담
- 미취업자 취업성공 프로
젝트
- 예비취업자 직장 적응 프
로그램

- 취업상담
- 전담교수 취업상담
- 취업특강
- 커리어포트폴리오

-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전 물품 지원

경력관리
기초학습능력 진단 평가
●
기초학습능력 향상반

●

성공 노하우 지원
- 입사지원서 클리닉
- 모의면접 - 취업설명회
- 취업박람회
- 해외취업설명회
- 작품전시회&발표회

취업

프로그램
●

실전역량 강화
- 취업캠프 - 자격증 취득 지원
- 캡스톤디자인 활동 지원
- 학과별 직무체험
- 산업체 현장학습
- 직무 전문가 멘토링 DAY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 기관 선정
창업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루어내는 창작공간을 구축하다!
강동대학교는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메이커 문화 확산의 거점인 “꾼스페이스”를 구축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소개
단계

내용

1단계

- 체험교육 :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대상에게 장비 및 활용 방법 체험 교육

2단계

- 강동 메이커 창조학교 :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자인 구성 및 장비 활용 교육
- 3D 모델링 활용 드론 제작 : 3D 모델링을 활용해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습
- 상상을 현실로, 스마트 생활용품 제작하기 : 생활 속 아이디어를 메이커스페이스에 구비된 장비를 활용해 제품화 실습

3단계

- 메이커 활동 : 프로메이커들을 위한 장비 활용 공간 상시 개방

|학생상담 센터
구분

과정·내용

어학과정

•공인 어학과정 : 新토익, HSK, JLPT 등
•일반 어학과정 : 직무영어, 토플, 텝스, 회화 등
•기타 어학과정 :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자격과정

•전공/직무 관련 자격과정 : 병원, 건축, 전산, 설비, 생활체육, 스포츠 마사지, CAD, 직업상담사, 한국사,
국어능력, 한자능력 등
•컴퓨터/IT 자격과정 : 컴퓨터 활용능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핵심역량/직업
기초능력 과정

•관리대학 5대 핵심역량 :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창의인성능력, 지식정보능력, 글로컬능력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등 10개 능력
•법정 의무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청렴교육 등

법정교육/직무역량
•직무역량 개발 교육 :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OA 등
정보화 교육 과정 •정보화 교육 : 한컴·MS OFFICE, Adobe, 영상편집, 인포그래픽 등
44

GANGDONG UNIVERSITY

입학

<GDI인재양성통합관리 시스템>

졸업

자아성장

- 심리검사 - 인성검사(1차)
- 전담교수제 상담

- 개인상담(전문상담)
- 인성검사(2차) - 자아존중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상담 - 정신건강 캠페인 - 졸업 후 진로지도(졸업 후 2년까지)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 신입생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 대학생활 적응력 검사(CAT)
- 감사편지 쓰기
- 멘토또래상담 프로그램

- CAT검사 사후 프로그램 (자존감
- 강동인 사랑하기 인성 캠페인
향상, 스트레스 관리)
-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 멘토또래상담자 양성 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 GD SMILE 캠프
- 진로역량 강화특강
-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 학과별 인성특강
- 진로탐색 집단상담 - 인성 독서활동 공모전 - 창의인성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적응
지원

- 폭력예방 통합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 진로캠프 - GD인성인증제
- 리더십캠프
- 직무 맞춤형 안전교육
(강동안전지킴이)
강동대학교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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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 복지제도

특별한 장학제도

1. 부담없는 등록금

2. 해외어학연수 지원

- 전국 평균 등록금보다 낮은 등록금
※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5,919천 원/우리 대학
5,723천 원 - 다양한 장학 혜택 : 장학금 수혜
현황(2018)
※ 재학생 1인당 약 348만 원

- 왕복 항공권, 기숙사비 전액 지원, 현지문화탐방
및 해외봉사활동 기회
- 어학연수 이수 후 학점 부여 - 출국 전 국내연수
진행

3. 쉽고 편리한 통학

4. 최첨단 기숙사

- 서울 8개 노선, 경기 21개 노선, 인천 2개 노선,
충북 5개 노선 등편리한 통학버스 시스템 구축
- 경강선 전철개통으로 한층 더 쉬워진 통학
※ 통학버스 및 지하철 노선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 편안한 안식처로 도약한 최첨단 시스템
- 2인 1실, 4인 1실 학생 맞춤형 기숙사 구축
- 여유로운 휴식 공간 및 세탁실 제공
5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외 기타장학 수혜 불가
※ 자퇴, 휴학(질병, 군 포함)시 수혜 불가

1

2

3

4

학업인재육성장학
우리대학 인근지역 50% 등록금 면제
·인근지역 : 이천, 여주, 안성, 광주, 용인, 충북전지역
기준
금액

교내 기숙사 신축

300만원
경력관리

기존
350

총
750

신축
400

- 2020년 완공예정
- 기존(350) + 신축(400) = 약 총 750명 수용 가능

국가장학금

50%

비고

장학

소득분위

지원금액

0~3분위

260만원

40만원

4분위

195만원

105만원

5~6분위

184만원

116만원

50% 장학
금액은 입학
이후 지급예정

50%

그 외 지역 신입생 전원 25% 등록금 면제
기준
금액
300만원

국가장학금

25%

비고

소득분위

지원금액

장학

0~3분위

260만원

40만원

4분위

195만원

75만원

5~6분위

184만원

75만원

25% 장학
금액은 입학
이후 지급예정

25%

<공통>※ 간호학과/치위생과/물리치료과/정원 외 전형 제외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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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

맞춤형
캠퍼스

1.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수시 1차

2019. 09. 06(금) ~ 09. 27(금)

2019. 10. 17(목)

수시 2차

2019. 11. 06(수) ~ 11. 20(수)

2019. 12. 02(월)

정시 1차

2019. 12. 30(월) ~ 2020. 01. 13(월)

2020. 01. 20(월)

정시자율

2020. 01. 14(화) ~ 02. 29(토)

개별통보

2. 우리 대학은 전체학과에 수시 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3. 타 대학 수시 1차 합격자도 우리 대학 수시 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함

전경

버스터미널(인재관)

4.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면접고사

구분

실기고사

일시

대상

일시

수시 1차

2019. 10. 10(목)

정원내 지원자 : 경찰행정과,
물리치료과, 항공서비스과

2019. 10. 07(월)

수시 2차

2019. 11. 26(화)

정원외 지원자 : 간호학과

2019. 11. 22(금)

정시 1차

미실시

대상
실용음악과,
K–POP댄스과
지원자 전체

개별통보

지덕관

공산기념관

예술관 공원

가. 경찰행정과, 물리치료과, 항공서비스과는 정원내 전형 지원자에 한해 면접고사를 실시함
나. 간호학과는 정원외 전형 지원자에 한해 면접고사를 실시함
다. 실용댄스과, K-POP댄스과는 지원자 전원이 실기고사를 실시함
라. 면접고사와 실기고사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 예정
마. 면접고사 : 면접불참자는 면접최저점수 0점을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바. 실기고사 :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신창조관

5. 성적반영
가. 학생부 반영

모집시기

반영학기

반영 교과목

수시 1차

1개 학기

전과목

수시 2차

1개 학기

전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100%)
1학년

활용지표

2학년

3학년

1~2학년의 총 4개 학기 중
우수 1개 학기 전과목 반영

미반영

석차등급

미반영

석차등급

예술관

학생회관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는 1~2학년 4개 학기 전과목 모두 반영
나. 수능성적 반영

모집 전형
시기 구분

정시

일반
전형

모집
단위명
전체학과 (실용음악과,
K–POP댄스과 제외)

점수 반영
국
활용 영역
어
지표 수
석차
등급

영
어

수
학

2개 50% 50% 50%

한
국
사

탐구영역
사
회

과
학

직
업

사회/
과학

사회/
직업

과학/
직업

제2
사회/ 외국어
과학/ /한문
직업
50%

50%

※ 수능 A·B유형 구분없이 우수 2개 영역 반영함(단, 탐구영역은 1개 과목만 반영) ※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등급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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