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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에 참석한 학생들 2, 3 2019 사회맞춤형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모습

대구과학대,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체제 구축
대구과학대학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회맞춤형 산학

산학 공동 개발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1·2단계’를 추진해 산학친화

현장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학

형 체계 구축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업진로상담-JUMP 프로그램과 산학 공동 THE-CAMP 프로그램을

특히 ‘지역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The Find Jump TSU 2025 사회

확대하고 있다.

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해 취업난

학업진로상담-JUMP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 설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정, 학업 동기 및 학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진로 탐색을 통해 구체적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

인 방향 설정과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산학

제를 수립하고 취업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동 THE-CAMP 프로그램은 취업이 약정된 협약산업체 인사가
직접 참여해 학생의 사전 취업 면접, 취업 진로 지도, 현장 기술 습

지역 핵심 산업 기반의 직업 교육 운영

득을 위한 개별 학습 지도 등을 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다.

LINC+사업단은 지역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3대 핵심 계열, 9개 협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전 능력을 향상하고 협약산업체의 필

약반을 개설했다. 3대 핵심 계열은 ▲ 기술정보 ▲ 헬스케어 ▲ 에

요직무 능력 등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됐으며, 산업체에는 인재

듀케어로 정하고, 기술정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ICT융합 인재

를 확보하고 회사를 홍보하는 등 교류의 장이 됐다.

반, 공간정보DB구축 인재반, 건축물안전진단·유지관리 인재반을

대구과학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산학 공

운영하고 있다.

동 개발·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약산업체와 학생들 간의 상호

또 헬스케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중증 외상 간호전문 인재반, 특

교류 및 학습 피드백을 통한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수교정 치과전문 인재반, 임상 시 기능 교정 전문인재반, 헬스케어

있다.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인재반을 운영하고, 에듀케어 전문 인재 양성
을 위해 장애 영·유아 통합 전문교육 인재반, 위기·취약 청소년 전
문교육 인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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