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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특성화 방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특성화 사업은 「성신 VISION 2025」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7대 전략 중 하나로 ‘문화·건강복지 분야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
전문지식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사회를 위한 지식프로슈머 인재양성’
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자원의 선택과 집중, ② 융
합형 교육, ③ 협력적 네트워킹, ④ 학생중심 시스템 통합을 특성화의 핵
심 전략으로 세워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예 사업단
주요성과

CNP 사업단
주요성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특성화 신규 교과목 개발 : 34개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세미나 : 36회
· 학생 페어 참가를 통한 재학생 아이템 출품 기회 확대

34개

+ 페어 참가: 5회, 132명, 재학생 출품 아이템: 144건

20개
2014

2016
교과목 개발 누적 건수

통합공예 교육과정

· 현장 실무 중심 체험교육 확대
+ 팀티칭형 교과 운영 : 9개(1차),
3개(2차), 3개(3차) 교과
+ 현장체험 프로젝트형(LBD)
교과 운영: 4개 교과

· 특성화 교육 결과물 공모전 개최: 15명 수상
·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29명
13명

8개

2015

2016

+ 취/창업 관련 MOU 체결: 20건

· 문화 내러티브 전공 교재 개발: 5건

31명

+ 공예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5건
2014

교육과정과 실무업무의 연계성 강화

2016
교육봉사 참여 학생 수

글로벌공예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실무연계

55명 87명

· 글로벌 공예 콘텐츠 워크숍 및 세미나 : 22 회

99명

11회
3회

2014

2016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건수

문화내러티브 구성 능력 함양

+ 도쿄 테이블 웨어 공모전 지원 및 수상

문화콘텐츠 제작
공방 창업 활성화
· 창업 정규 교과 운영 증가 : 20개 교과
· 공동브랜드 및 아이템 개발 : 12건

대학본부
대학본부 사업은 대학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전체 차
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부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
고 있다.

12개

공방창업지원

6개
2014

1개

2016

· 멘토링 공방 네트워크 구축
+ 외부 공모전 수상 증가: 101건 (1차: 5건, 2차: 52건, 3차: 44건)

선진공예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벤처형 청년공예가
양성 사업단
공예산업의 문화·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공예산업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예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선
진공예산업 구축과 이를 구현 할 수 있는 벤처형 청년공예가를 양성
하는 사업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통합공예교육(신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LBD 프
로그램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세미나, 페어
참가 및 공모전 개최, 교육봉사 프로그램, 공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글로벌 공예 네트워크 구축(해외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외 페어 및 공모전 참가), ③공방창업 지
원 프로그램(공유공방 및 복합공예생활문화체험관 구축, 창업동아
리 운영,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학생페어 참가, 공동브랜드 및
아이템 개발, 창업 정규교과 운영)등이 있다.

· 문화콘텐츠 제작 : 유튜브, 팟캐스트 ‘스물 팟빵’ 방송
·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전공세미나실 및 촬영장비 확부
· 창업/창직 관련 공모전 개최: 7회
· 동아리 활동 지원

특성화 교육과정 만족도 증가

+ 공동브랜드 <성신공방> 개발 및 온라인 숍 운영
+ 창업인큐베이팅 활성화

아이템 개발 누적 건수

특성화 교육의
질 관리

· 취창업 동아리 운영 활성화: 8개팀
· 지역산업연계 활성화: 성북구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돈암시장 아트마켓 등

학생역량지수 증가

CNP 사업단

공예 사업단

주요사업으로는 ①교수학습 지원(융합형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첨단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장학금 지원), ②학생 지원(상
담 프로그램,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③사업단 지원, ④학생역량검
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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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무자 워크숍 개최: 30회
· 취창업 자문 네트워크 형성: MOU체결, 홈커밍데이 개최
· 문화내러티브전공 문화체험 지원: 5회
· 모바일 게임앱 ‘아이돌 메이커 제작’
· 웹 매거진 <이즘ism>제작

9회
2016
2014
해외교육 참여 학생 누적 수

· 도쿄 테이블 웨어 페스티벌 참가

사업의 주요 내용
01

2016
교과목 개발 누적 건수

+ 학제 간 코어 과목 체계화
+ 문화내러티브 전공 설명회 개최

인턴쉽 참여 학생 수

27명

4개
2014

·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문화 내러티브 연계전공

·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67명
9명

· 해외교육 프로그램 공동수업 실시 : 99명

대학의 특성화 목표인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프로슈머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
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사관리시스템 구
축 및 운영’, ‘학부선진화와 특성화를 위
한 학사제도 개편’, ‘융합형 교수학습 지
원체제 구축 및 운영’, ‘학생지원체제 강
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
편, 각 사업단은 특성화 방향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
여 특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세미나, 현장실습 프로그
램, 취·창업 동아리 활동, 공모전 등 다양
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단별
특성화 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특성화 신규 교과목 개발: 8개

문화내러티브
교육과정

16명

글로벌 공예 네트워크 구축

우리대학은 201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에 「선진공예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벤처형 청년공예가 양성 사업단」과
「문화 내러티브 인재양성 사업단」이 선정
되었으며, 2016년 중간평가에서 2개의
사업단이 계속지원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이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4.49
4.20

4.16

3.85 + 1차년도 대비

106.9% 증가

3.74

4.27

CNP

4.04

3.50 + 1차년도 대비

3.60

109.0% 증가

3.43

3.67

공예
3.21
2014

2015

2016

2014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2015

2016

2014

수업 만족도

2015

2016

사업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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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내러티브 인재 양성 사업단

PROJECT

01

문화내러티브 인재 양성 사업단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문
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며 재구성하는 문화내러티브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①문화내러티브 전공 교육과정(문화내러티브 연계
전공 운영, 신규교과목 개발), ②교육과정과 실무작업의 연계성 강
화(현장 실무자 워크숍, 모바일앱 제작, 매거진 제작), ③문화콘텐츠
제작(문화 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선진공예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벤처형 청년공예가 양성 사업단
사업단 유형_ 국가지원
사업단장_ 박태성
참여학과_ 공예과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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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내러티브 인재 양성 사업단
(CNP 양성 사업단)
사업단 유형_ 국가지원
사업단장_ 홍용철
참여학과_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문화학과,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