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

원사업 1차연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 일

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만든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4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성

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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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확정을 거쳐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에 해당하

는 대학들을 선정했다.

조선대는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혁신사업 목표가 잘 연계됐고 사업 추진

실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수행실적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시한 '실용 학문 기반 학습자 주도형 전공 설계 교육과정-스마트이동체 융합

시스템공학부 예시'는 대학특성화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스마트팩토

리 구축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올해 총 44억34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민영돈 총장은 11일 "이번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본 사업의 목표인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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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김경태 기자 승인 2020.06.11 17:47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올해 사업비 총 44억3천400만원으로 증가 

조선대학교는 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

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만든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4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성

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확정을 거쳐 A등급 30%, B

등급 50%, C등급 20%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선정했다.

조선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혁신사업 목표가 잘 연계됐고, 사

업 추진실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수행실적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

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시한 ‘실용 학문 기반 학습자 주도형 전공 설계 교육과정-스마트이동

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예시’는 대학특성화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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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팩토리 구축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올해 총 44억3천4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민영돈 총장은 “이번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유도에 더

욱 박차를 가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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