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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참여학과 및 학과별 협약기업

부산여자대학교 소개
당당한 아름다움을 꿈꾸는 여성의
꿈과 가치가 실현되는 곳

+부산여자대학교
VISION

BUSAN NO.1, KOREA TOP 20 by 2025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대학!
인재상

성
 공하는 실무인재
도전하는 창의인재
소통하는 인성인재

빛나는 여성가치를 실현시키는 영남 유일의 여자대학교!
2019. 03. 2019년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
2019. 01.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휴먼케어서비스 특성화 부문) 2년 연속 선정
2018. 12.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선정(2019~2022)
2018. 06.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2019~2021)
2017. 12.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 획득
2017. 04. 전문대학 LINC+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선정
2017. 03. 2017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2017. 03. 2017년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우선협상대학선정
2016. 06.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참여대학 연속선정

협약반
(참여학과)

협약업체

반려동물
서비스

호텔CS
(호텔경영 전공)

카페서비스
(바리스타전공)

LINC+ 사업 소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비전 | 사회맞춤형 휴먼케어서비스 여성인재양성 (Human Care Service Korea No.1 by 2023)
사업목표 | 참여기업 교육만족도 88점, 협약산업체 취업률 80%, 참여학생 만족도 80점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편(보완)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LINC+ 디그리 모델 개발
•PBL 및 Modified Havuruta 교수법 운영

학생직무역량 강화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취업지원
•비정규과목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사업운영

•교육환경 구축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 자체평가, 환류
•재정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협약산업체 기업기부 활성화

르뺑아르티장
(호텔제과
제빵전공)

교육과정 운영계획 | 사회맞춤형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3P 교육과정 운영 절차 및 현장실습집중 교수학습모형 적용
Preparation

-혁신적인 학사제도 개선
-사회맞춤형 학과 협약반구성 및 인·물적 인프라 구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개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Modified Haveruta•PBL 교육모형 운영

Performance

(호텔외식
조리전공)

항공운송서비스
(항공운항과)

교육과정 운영단계

-학과별 사회맞춤형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주도적 자율실습(미러형 실습실 이용)
-핵심직무(Core Skill)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교수자, 동료, 자기평가를 통한 다면평가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Presentation

High Chef

Feed
back

교육과정 준비단계

교육성과 창출 및 품질관리단계

-교육만족도 및 핵심직무기술 역량 향상
-핵심직무(Core Skill) 체크리스트 점령 및 확산
-학부모, 재학생, 교수자, 산업체 만족도 향상
-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 구축

헤어프라임
Teaching each other
is best way to learn

(미용과)

Modified Havruta
교수학습(1:1 Q&A)

Triangle Tiered Team

현장 전문가
•현장실습교육지도
Teaching
each other
•현장실습학생평가
is best way to learn
•현장실습교육협의

현장실무자

교수자

•
현장전문가와 협업하여
Teaching each other
면대면
is 학생실습
best way to
learn지도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체제 구축
Teaching
each other
•이론과
현장실습연계교육
is best way 질
to learn
•현장실습교육의
향상 활동

스포츠지도사
(유아보육
체육전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반려동물전공 반려동물서비스반
협약인원✚22명

http://love.bwc.ac.kr
Tel. 051-850-3030
지도교수 010-6515-1281
LINC+ 교육과정의 특징✚ 수의사
법개정으로 동물보건사(일명 수의
테크니션, 동물간호복지사)가 도
입됨으로써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미러형(현장과 동일) 동물병원 실습실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환
경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반려동물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LINC+ 중점 교과목✚동물복지실습, 원무행정실습, 수술간호실습, 기
초간호실습, 임상진단실습, 기초관리실습, 현장실습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Let‘s웰니스캠프, 취업멘토프로그램, 현장
두드림, 산업체인사특강, 진로멘토링 등

호텔리어전공 호텔CS반
협약인원✚25명

http://hsw.bwc.ac.kr
Tel. 051-850-3042
지도교수 010-5442-2421
LINC+ 교육과정의 특징 ✚ 호텔CS학과
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
용 조건 형 계약학과’로 기업의 요청에 따
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과 동시에 기업이 채용하는 학과이다. 부
산여자대학교의 호텔경영전공의 호텔CS
학과는 SK네트웍스㈜워커힐과 제주신화
월드㈜람정개발, 파크하얏트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계약을 맺
고, 호텔기업 현장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협약 인원대비 취업률 100%를 달성목표로 하고 있다.
LINC+ 중점 교과목✚호텔CS실무, 호텔CS마케팅, 캡스톤디자인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호텔CS경진대회, Let’s 웰니스캠프, 산업
체인사특강, 학생 주도적 자율실습 운영, 현장두드림, 와인체험학습,
트라이앵글, 와인소믈리에 자격증 취득과정 등

바리스타전공 카페서비스반
협약인원✚17명

호텔제과제빵전공 르 뺑 아르티장반(Le Pain Artisan)
협약인원✚41명

http://coffee.bwc.ar.kr
Tel. 051-850-3285
지도교수 010-5534-8864
LINC+ 교육과정의 특징 ✚ 카페서비스
반은 우리나라 커피사업을 선도할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우수의 커피
업체와협약하여공동으로교육과정을개발
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산업체에서요구하는현장실무중심교육을
실시하고바리스타전문성과서비스정신을
갖춘 창의적인 커피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외 연수 및 해외 인턴십 실무형
현장실습 체험 및 캡스톤디자인의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운영을
통해 국제적 우수한 바리스타를 양성한다.

http://breadpia.bwc.ac.kr
Tel. 051-850-3218
지도교수 010-3882-7051
LINC+ 교육과정의 특징✚
르뺑아르티장반은 부산지역
대표 베이커리의 투철한 장
인정신을 이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
회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해외현장기술연수, Let’s
웰니스 캠프, 산업체 명장특강, 취업 멘토링, 진로 멘토링, 집중현장
실습 등을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프
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제과제빵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실습교
육을 통하여 제과제빵 기능인의 꿈을 실현하는 여성전문 기술인을 양
성한다.

LINC+ 중점 교과목 ✚ 카페서비스실무, 커피블렌딩실습, 커피머신의
이해, 커피커핑실습, 커피메뉴실습, 카페서비스실무, 캡스톤디자인 등

LINC+ 중점 교과목✚쁘띠가또, 앙뜨르메, 캡스톤디자인, 이탈리안
브레드, 냉동생지제법, 르뺑아르티장반 현장실습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해외현장기술연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정, Let‘s웰니스캠프, 산업체인사특강, 현장두드림, 진로·취업 멘토
프로그램, 직무보수교육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해외현장기술연수, 현장두드림, 자격증취
득과정, 인성캠프, 산업체명장특강, Let’s 웰니스캠프, 진로·취업
멘토링 등

호텔외식조리전공 하이쉐프반

항공운항과 항공운송서비스반

미용과 헤어프라임반
협약인원✚23명

http://beauty.bwc.ac.kr
Tel. 051-850-3034
지도교수 010-3884 - 0177
LINC+ 교육과정의 특징 ✚헤어프라임반
은 현장실무중심의 미용 실기교육과 올
바른 인성을 갖춘 여성 전문 미용인 양
성을 위하여 사회맞춤형 실무중심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협약산업체 인사
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기
르고 감성적 예술 기반의 인성을 갖추도
록 학생 개인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
의 니즈에 맞는 인재를 업체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각 개인의 업무
역량을 키워 취업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현장의 인재를
발굴하여 성공취업을 돕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LINC+ 중점 교과목✚현장실습, 헤어살롱워크, 캡스톤디자인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 After School, 자격증 취득과정, 산업체
인성특강, 현장두드림교육, 멘토프로그램(진로,취업), 인성함양 캠
프, Let’s 웰니스캠프, 재능봉사 등

아동체육무용전공 스포츠지도사반

협약인원✚35명

협약인원✚28명

협약인원✚22명

https://cook.bwc.ac.kr
Tel. 051-850-3043
지도교수 010-6868-5327

http://airline.bwc.ac.kr
Tel. 051-850-3050
지도교수 010-5067-7068

http://asp.bwc.ac.kr
Tel. 051-850-3261
지도교수 010-7421-0333

LINC+ 교육과정의 특징✚
하이쉐프반은 세계에서 사랑
받는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
백스테이크하우스와 아워홈, 세계 정상의 워커힐 호텔과 제주람정 특급
호텔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해당 산업체 인사와 함께 맞춤형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편성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과 사회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휴먼케어서비스 여성인재 인성 강
화, 현장미러형 실습교육 강화, Core Skill 현장실무능력 강화, 학생주
도 학습능력 강화를 통해 확대된 외식산업에서 조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하이쉐프인력을 양성한다.
LINC+ 중점 교과목✚하이쉐프 파스타, 하이쉐프 브런치, 캡스톤디자
인, 하이쉐프 프랜치, 하이쉐프 현장실습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현장두드림, 중식직무수행능력향상프로그
램, 한식조리특강, 산업체인사특강, 자격증취득과정(식품위생관리사
등), 진로·취업멘토링, 인성캠프,Let’s 웰니스캠프, 다양한 방과후
After School 프로그램 등

LINC+ 교육과정의 특징✚
항공운항과 3학년 과정에 항
공전문지식 습득과 공항 지상
직 취업을 위한 항공운송서비스반 과정 개설. 국내 우수 항공사의 지상
업무 계열회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공항 지상직 및 항공 산업
현장 분야에 대한 체험학습과 학기 중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서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집중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공항 현업 3개 외국어 집중교육 및 다양한 인성, 취업캠프
등 After School 과정이 있고, 이를 통하여 실무중심의 전문성과 인
성을 갖춘 봉사적인 항공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LINC+ 중점 교과목 ✚ 초급공항영어, 초급공항중국어, 탑승수속기
초, 출도착및라운지서비스, 공항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기초·중
급OPI, 실무공항영어, 실무공항중국어, 공항예약발권실무, 탑승수
속실무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 ✚ 인성캠프, 진로·취업멘토링, 에어서비스특
강, Let’s 웰니스캠프, 자격증취득과정(TOEIC,TOPAS), 현장두드림 등

LINC+ 교육과정의 특징✚
스포츠지도사반은 스포츠시
설 사업운영 지도자 및 프로
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현장과 동일한
미러형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아교육, 체육, 무용교사 및 지역 스
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사회의 스포츠혁신을 위한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해 스포츠지도사들이 중추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리
더를 양성한다.
LINC+ 중점 교과목✚여가문화와 생활체육실습, 스포츠심리상담, 유
아체육실습, 퍼스널트레이닝실습,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등
LINC+ 비정규 프로그램✚인성캠프, 취업캠프, 스키캠프, 자기주도학
습, 자격증취득, 멘토프로그램(진로 및 취업), 산업체인사특강, 추수
지도 및 직무보수교육, 트라이앵글, 대외경진대회, 재능기부봉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