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동신대 예비신입생은 입학 전부터 기초학력 증진프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강한 지방대학으로 부상

그램에 참여해 전공과 관련한 기초 교과목을 집중적

하고 있다.

으로 공부한다.

동신대는 이번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2019년부터 3

입학과 동시에 동기유발캠프를 운영해 신입생에게 비

년간 정원 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대학 재량껏 쓸 수

전과 목표를 심어주고, 입학 후에는 취업, 해외연수,

있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해외 봉사 등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국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학생들은 국가장학

교수들은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하며 진

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각종 장학제도를 아

로 설계와 대학 생활의 정착을 도와준다.

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줄탁동시·교학상장·동고동락 프로그램, 공동 관심 분
야를 함께 공부하는 어깨동무(스터디그룹)와 길라잡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은 늘리고

이(튜터링 그룹), 교수와 학생 간 창의적 활동을 지원

동신대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사회적인 요구를

하는 창의학습공동체,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 등

받아들여 최근 10년 중 9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

140여 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 영역에서 놓

나 동결했다.

칠 수 있는 빈틈을 꼼꼼히 채워준다.

반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매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2014년 50.24%, 2015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53.36%, 2016년 55.46%를 기록했다. 사실상 반값

동신대는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등록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에이스(ACE) 사업, 프라임(PRIME) 사업에 이어

장학금 제도는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성
장을 거듭해왔다. 학생들의 경력 개발, 능력 계발과 연
계해 학생들이 스펙을 쌓으면 마일리지를 주는 마일
리지 장학금이 대표적이다.

동신대, 교육부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마일리지는 각 영역에서 15만 점씩, 최대 75만 점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1점당 2원씩으
로, 장학금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597명에게 2억856만원의 마일리지 장
학금을 지급한 이후 2017년까지 총 5천576명에게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취업 잘 시키는 대학'

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에너지 밸리에는 기

동신대는 2009∼2016년 중 6년을 광주·전남 일반대

업 300여 개가 입주를 마쳤다.

학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앞으로 5년간 3조9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지표를 보이기 시작한

억원을 투입해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에너지 신산업 메

2015년 후에도 취업 강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졸업생 취업률은 2015년 71.4%, 2016년 67.6%를

더욱이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2018년 18%, 2022년

기록하며 전국 평균(2015년 67.5%·2016년 64.3%)

까지 30%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로

보다 높았다. 2017년 취업률은 70.9%였다.

하면서 혁신도시는 동신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의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장을 열어주고 있다.

유지하는 유지취업률(1차 기준)도 2014년 83.3%,

동신대는 이 가운데 5% 이상 취업을 목표로 혁신도시

2015년 89.1%, 2016년 90.5%로 꾸준히 높아지고

취업 특별반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기업 맞춤

있다. 유지취업률이 높은 대학은 취업의 질이 우수한

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1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전과

19억562만원을 지급했다.

한전KDN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업그레이드 시즌2' 광주·전남혁신도시 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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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력거래

입학 전부터 취업까지 빈틈없는 프로그램

소, 한전KPS, 한전KDN 등 16개 에너지 공기업 본사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빈틈없는 교육·취업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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