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울시립대 “상상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100년”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가 발표한
'2040 비전체계'에는 교훈과 비전, 비전실천을 위한 목표가 담겨 있다.
'진리·창조·봉사'라는 교훈을 통해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새로운 비전으로 내건 '상상선도'는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모
여(相) 교육과 연구를 생각(想)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相) 협
력의 가치를 생각(想)한다는 의미이자 상생(相生)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
대를 선도(先導)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의지는 '서울의 자부심이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한
다'는 비전실천 목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100주년기념관

비전 실현을 위해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
자율의지와 융합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인재 △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선정됐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7천여만원이 늘어난 5억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

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서 2018년 6월 현재 서울지역 내 100개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서울시립대는 특히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립대의

에 대학생 멘토 320여 명이 학습·진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을 활용해 남북 대학 교류와 북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선언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교육적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 유일의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 환원의 책무, 배움과 나눔의 가

서울시립대는 대학 생활주기별 3단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

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새 100년을

고 있다. 또 진로 설정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개의 학년별 역량 강화

향해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직무이해 및 진로선택) : UOS 1:1 진로·취업 멘토링, 진로 나침

사회봉사프로그램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반 등 4개 프로그램을 전 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로드맵 방향을 설정

서울시립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영역'

▲2단계(취업훈련 및 경력개발) : 실전면접캠프, 취업동아리 운영 등 13

을 신설 적용해 학생들이 재학 중 30시간 이상 국내 봉사 활동에 참여해

개 프로그램을 3~4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역량 향상 지원

야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취업정보 제공) : 기업 직장 체험 프로그램, 기업 채용설명회 등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영역 도입 이후 각종 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

3개 프로그램을 주로 4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채용 정보와 인턴십 기회

한 인원은 2015년 3천816명, 2016년 4천242명, 2017년 4천348명으

를 제공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체 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이런 봉사 역량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위해 재직자, 인사담당자, 취업상담 전문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실제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3년 연속 권역별 사업 주관대학으로

201812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