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율개선대학 선정된 백석대학교
“해외 취업,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세요”
LINC+사업단은 기업-대학 밀착형 교육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학생-산업
체 매칭, 산학일체형 교육, 교육품질 고도화,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의 추진전략을 통한 IDT(Information, Design, Tourism) 유망 서비스 분
야 협약기업 맞춤형 취업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능형응용SW 인재양
성(정보통신학부), 모션그래픽스 인재양성(디자인영상학부), 글로벌호텔
리어 인재양성(관광학부)을 추진 중이다.
취·창업 인프라, 지역 청년 고용협의체 구축을 비롯해 진로 지도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설계할
백석대학교 전경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연 5억원씩 5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가 '2018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년간 총 2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2월 미국 PIC괌리조트에서 백석대학교의 세 번째 '찾아가는 졸업식'

이에 따라 백석대는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에서 자유롭고 국가의 재정지원

이 열렸다.

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21명을 위해 장택현 대학혁신위

백석대는 이에 앞서 2014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에 2개 사업단이 선정

원장, 정정미 학사부총장과 전공 교수들이 괌에 찾아가 졸업식을 개최했다.

됐다.

켄 마이크로네시아 미쯔오 사토 사장은 "우리 그룹은 괌에서 총 5개 호텔

이 가운데 '창조지식 기반의 실천형 관광 인재양성을 위한 Tourism+

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석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

Edu-station 구축 사업단'은 '관광 리쿠르팅 엑스포'를 통해 관광 관련 기

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업들을 학교로 초청, 취업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면접을 진행

백석대 정정미 학사부총장은 "꿈을 찾아 괌에 온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며 "대학에서 배운 실무능력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세계 속에서

'창의적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충남 장애인체육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은 장애 유아·청소년 대상 공동체 기반 체육 프로그램, 장애 성인 부문

졸업생 대표 홍승우(26·호텔경영학 전공) 씨는 "타지에 나와 살아가는 것

체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과 교육연수, 스포츠 여가, 재활복지, 시설·장비

이 생각보다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사고의 전환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등 4개 분야 관련 산업체별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대학에서 배운 긍정의 힘으로 이곳에서도 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회맞춤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 학과 중점형 부문' 사업은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백석대학교는 켄 코퍼레이션과의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관광학부

중 학부교육 선진화와 글로컬 협력시스템 강화가 강점이며 5년간 약 50

내에 글로벌호텔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해 해외 취업에 특화된 인재를 연 40

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미국령 괌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졸업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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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괌 힐튼호텔) 인사담당자 방문 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