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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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비전 및 목표

1.1. 대학의 건학이념(교육이념=교시, 校是) 및 인재상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는“창조”, "덕의”, 

"봉사”의 교시(校是)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

�교육목표 : 창의적 사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덕성과 신의로 인화를 추구하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표로 설정

�인재상 및 핵심역량

인재상 핵심역량 주요내용

창의․융합형 인재 창의/융합/글로컬
• 창의적 사고 및 지식, 융복합 지식, 지역사회 이해 및 

외국어 능력

실무․협업형 인재 실무/협업/소통
•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지식, 사회의 이해 및 소통능력, 

타인과의 협동․협업 능력

성실․공감형 인재 인성/공감/윤리
• 성실한 인성과 봉사정신, 교양 및 공감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직업윤리 의식을 갖춘 화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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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의 혁신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

�비전 및 발전목표 : 서남권 국가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교육과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최고 거점대학 도약의 의지를 담아“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최고 국립대”라는 <MOVE 2025>의 비전과 3대 목표 및 방향 설정

�발전전략 및 핵심과제

-  비전 및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연구, 산학연협력, 지역혁신, 국제화, 대

학경영의 6대 발전전략 및 24개 핵심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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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정 및 추진(환류)체계

구분 내용

수립
과정

STEP1
• 외부 환경 변화, 내부 여건 및 역량 분석, 대학 구성원 의견 분석 등
  (대학의 강점 및 약점 파악)을 토대로 24개 핵심과제 선정

STEP2
• 24개 핵심과제를 대분류하여 교육, 연구, 산학연협력, 지역혁신, 국제화, 대학경영의  
  6대 발전전략 및 3대 추진방향(목표) 설정

STEP3 • 비전 및 발전목표와 인재상 실현을 위한 대학종합발전계획 완성
추진 및 환류체계

중복방지․재정분석 기반의 효율적 예산투입, 성과지표 및 자체평가, 단계별 성과환류위원회와 
대학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계획 자율개선 순환체계 확립  

2. 대학 현황분석 및 진단

2.1. 외부여건 분석

구분 분석결과 시사점

정책환경 
변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 →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요구 →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근본적인 개편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기술 발전 →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대학의 약화된 경쟁력 → 우수 지역인재의 유출 →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 지역대학들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대학 모델’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 → 지방대학의 위기 →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 → 지역 위기 심화 → 지역·산업체-대학 공유·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 필요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등 대학 역할 증대

▪평생교육체제 전환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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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결과 시사점

미래사회 
변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NEW 미래 가치/표준 등장

▪ 저출산, 경제활동이나 교육문제 등으로 대도시로 이주 →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대학 입학자원 급감

▪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이행, 산업기반 취약으로 청년층 

수도권 유출 →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 비대면과 IT 기술 적극 활용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경제 촉진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발생 →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 신재생에너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효과 → 정부 2021년에 

2050 탄소중립 3+1 전략 본격 추진

▪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 대두 →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과 

복합기능의 중요성 강조 →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이 수도권에 

집중 → 201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해소 

필요성 대두 

▪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체계 

도입 필요 →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수립 

▪대학 미충원 현실화 및 

지방소멸 위기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연구 필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글로벌 新패러다임 

대두로 세계화 가속화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

교육여건 
변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 산업구조가 신산업으로 빠르게 재편 →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에 대한 요청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인재의 양성 필요 → 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인재를 

배치, 유연한 교육과정

▪ 코로나-19,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 

→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의 중요성 대두 → 정부, 학교, 기업이 

협력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

▪ 직업 전환에 필요한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 기회 부여 인식 

확산 →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 규제 완화(대학 내 → 기초

지자체 내)로 주민 접근성 확대 필요

▪ 온라인 교육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정책 필요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 대두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및 

미래 사회 대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현장성 강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지역산업
변화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 전남은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 도약, 대한민국 맛, 멋 글로벌 No.1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구축”을 위해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역점 추진

▪ 전남은 그 구체적 모델로 전남의 청정자원+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제시

  ☞ Blue 에너지(에너지 신산업), Blue 시티(스마트 블루시티), Blue 

트랜스포트(미래형 운송기기), Blue 농수산(미래 생명산업), Blue 

바이오(바이오 메디컬), Blue 투어(관광)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연계한 산학연협력 및 

R&D 분야 역량 집중

▪우리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지역 산업 특화 

맞춤형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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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부여건 및 대학역량 분석

2.2.1. 내부여건 분석

�대학역사 : 개교 76년을 맞는 국가중심 국립대학으로 6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적 인지도와 신뢰성은 확보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전국적/세계적 인지도 

설립유형 일반대학(국립대학) 설립연도 1946. 10. 31.

설립연혁
 목포사범학교(1946) ⇒ 목포교육대학(1963) ⇒ 목포초급대학(1978) 
 ⇒ 4년제 국립목포대학(1979) ⇒ 국립목포대학교(종합대, 1990)

�인적현황(2021년)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신입생 및 재학생 수는 점진적 감소 추세이며 

재학생 수학 능력의 저하 발생

학생 모집인원
정원 내 1,581명

학생정원
학생정원 1,576명

재학생수
정원 내 5,936명

충원율
(정원 내)

87.1%
정원 외 647명

정원 외 289명 합계 6,583명

교원 전임 317명 비전임 406명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83.6%

직원 정규직 149명 비정규직(계약직) 102명 재학생 92.7%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충원 사태 현실화로 2023학년도 학생정원 106명 감축

       :  1,591명(2022학년도) ⇒ 1,485명(2023학년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99.6 99.0 87.1
재학생 충원율 101.9 102.5 92.0

�조직현황

  - 일반학과 외에도 계약학과 및 연계/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창의적인 실무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최첨단 도서관과 교육혁신본부 등을 통해 활발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시설과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사업단 등을 통해 국가전략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기여

행정조직

본부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연구처, 입학처 및 사무국(5처 1국)
• 교무과, 학생지원과, 기획평가과, 산학연구과, 입학관리과,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학술정보지원과(9개과)

총장직속기구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PP사업단,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LINC3.0사업단,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미래형운송기기육성사업단, 학군단(6개)

교육기본/지원
/부속시설

• (기본시설) 도서관, 정보전산원(2개) 
• (지원시설) 교육혁신본부, 인재개발원, 학생생활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5개)
• (부속시설) 박물관,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국제교류교육원, 공동실험 

실습관, 신문방송사, 체육부, 부속공장, 부속농장, 과학영재교육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직과정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동물 실험실습관, 
인권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터(16개)

학사구조 대학원

• 대학원
 - (석사) 47개 학과, 13개 협동과정, 24개 학․연 협동과정
 - (박사) 26개 학과, 15개 협동과정, 20개 학․연 협동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 79개 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39개 과정 



6

�시설현황

  - 2개의 산학융합캠퍼스를 포함해 지역사회 수요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총 5개의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 

    ⇒ 무안, 목포, 영암, 나주로 분산된 캠퍼스간 상호 유기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기업간 공간적 융합 인프라 구축 및 대학 우수자원의 

지역사회 공유 기반을 마련

    ⇒ 기업협력센터(ICC)(3개소, 도림 등), 창업보육센터(도림), 생산형창업지원관(남악) 

및 Maker Space(2개소, 도림/남악) 운영

  -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목포캠퍼스에 의과대학 유치 추진

무안<본교> 소재
(620,077㎡)

목포 소재
(170,150㎡)

무안<신도시> 소재
(27,450㎡)

영암 대불산단 소재
(12,658㎡)

나주 혁신산단 소재
(6,734㎡)

• 교육대학원 : 1개 학과(19개 전공)
• 경영행정대학원 : 4개 학과(10개 전공), 2개 협동과정
• 산업기술대학원 : 8개 학과(13개 전공)

대학

• (일반학과) 8개 단과대학 / 53개 학과 / 13개 학부(교양학부 포함)
• (계약학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4개 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스마트에너지 

시스템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비즈니스학과
  - 선취업-후진학 계약학과(2개 학과): 조선시스템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

• (연계전공) 도시설계, 통합과학, 주거실내디자인, 방송통신융합, 
청소년지도, 신재생에너지, 신해양융합, 조선해양융합,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스마트그리드, 농수산스마트시스템(11개 전공) 

• (대학 내-융합전공) 남도문화콘텐츠창작, 남도에코정주문화디자인, 
남도문화예술기획, 스마트해양기계, 스마트그리드, 다문화사회교육, 중화권 
인문경제(7개 전공)

• (대학 간-융합전공) 친환경스마트선박, 도심항공모빌리티, 첨단부품 소재, 
신재생에너지(4개 전공) 

연구시설 • 도서문화연구원, 세라믹산업기술연구소, 바이오의약헬스케어연구소 등(36개)

법인․기타
• (재)목포대학교발전기금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 41개 센터/사업단)
• (주)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설립(2018)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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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 재정규모 

    ․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 회계로 구성되어, 매년 대학회계와 기타회계 

비율이 약 7:3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세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재정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원인은 안정적 자체재원의 증가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사업/연구비 수주액 확대가 주요 요인

(단위: 백만원)

구분
2019(결산) 2020(결산) 2021(결산)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대학회계 125,033 105,553 148,155 118,558 142,328 112,807

산학협력단회계 48,323 48,323 56,199 56,199 64,980 64,980

발전기금회계 1,174 700 1,125 1,216 1,084 718

합계 174,530 154,576 205,479 175,973 208,392 178,505

  - 대학회계

    ․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교육수요자 부담 경감 정책에 따른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과 휴학․중도탈락률 증가로 대학 순수 자체 수입금은 지속적 감소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등록금 증감률 등록금 증감률 등록금 증감률

교육활동수입 26,725 △9.7% 25,394 △5.0% 24,558 △3.3%   

    ․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은 정부 국가지원금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캠퍼스 

운영 관리비 증가, 국책사업의 각종 대응자금 증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증가 등 수입 

대비 지출 증가로 대학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

  - 산학협력단회계 : 신규 국책사업 유치 및 R&D 연구비 수주액 증가로 수입금 지속 증가

  - 발전기금회계 : 대학회계로 장학금 등 사업비 전출금이 확대되고, 내수경기 위축과 

전남 서남권 기반 산업 침체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 활동

으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음(기본재산 : 120억) 

2.2.2. 대학역량 분석

�학사구조

-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협력 고도화를 목적으로 5대 캠퍼스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주력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후학습자･평생교육, 동아시아권 중심 국제화를 

위한 학사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사제도 운영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기회 다양화

-  구성원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제도(가전공제, 탄력정원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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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교육과정(교양, 전공, 비교과)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학문간의 장벽을 허물고 미래 인재 수요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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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관리체계

구분 내용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체계

교양

• 대학 교육목표와 3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9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핵심역량 
진단도구(20개 하위역량, 76개 문항)와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양 교육과정 분석․개선 방안 마련 및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 (분석) 교육혁신본부(교육성과관리센터, 기초교양교육센터) 등
 - (환류) 교무처,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등

전공

• 전공능력 설정 및 이와 연계한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전공 교육과정 분석․개선 방안 마련 및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 (분석) 교무처, 교육혁신본부, 학과 + 학생처, 기획처 등 
 - (환류) 교무처, 교육혁신본부, 학과 등

교수-학습법
• 학습방법의 질 제고를 위한 SMART+AI 교수․학습방법 지원체계 구축
 - (분석) 교무처,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등
 - (지원) 교육혁신본부, 공학교육혁신센터, WISET, 정보전산원 등

학생 학습역량 지원 체계

 M-BTS : MZ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Build-up Total Solution 
• 조직 : (통합관리․정책결정) 교육혁신본부 ⇒ (환류개선) 교무처, 기획처 / 

(지원조직) 교수학습지원센터, LINC3.0사업단 등
• 프로그램 체계 : MZ세대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M-BTS (학습

역량 진단 ⇒ 학습법 코칭 ⇒ 기초 학습역량 강화 ⇒ 종합 학습역량 강화)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전주기 학생상담 지원 프로그램
(M-CAPS : Managed-CAreer counseling & Psychological Services)
• 조직 : (통합관리) 교육혁신본부 ⇒ (정책결정) 학생상담센터 ⇒ (환류개선) 

학생처, 기획처 / (지원조직)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재개발원 등
• 프로그램 체계 : ‘입학부터 졸업, 그 이후까지’ 전주기 입체적 학생 지원 

M-CAPS (진단 및 관리 ⇒ 사전 검사 ⇒ One-Stop 문제해결 ⇒ 사후검사 
⇒ 추수상담)

취․창업 지원 체계

학생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
(M-DRIM 서비스 : MASTER-Design Ready Improve Move)     

• 조직 : (통합관리) 교육혁신본부 ⇒ (정책결정) 인재개발원 ⇒ (환류개선) 
학생처, 기획처 / (지원조직) 대학일자리센터, LINC3.0사업단 등

• 프로그램 체계 : 단계별 경력개발과 지역수요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입학> 진로목표설정 기업정보탐색 ⇒ 졸업선배 
경력 포트폴리오 제공 ⇒ 학생 경력개발 이력관리 ⇒ 우수인재 인증 <졸업>) 

질 관리 체계

• 학기별 관리 :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의결 ⇒ (비교과과정위원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평가‧선정 및 핵심역량 매칭

• 연간 관리 : (대학혁신위원회) 부서별, 영역별, 대학전체 성과환류 추진 
⇒ (기획처) 학과별 참여도에 따른 학과평가 정량 점수 반영

 

�대학지표 분석 

-목포대 상대 역량

구분
목포대 상대 역량 / 2021(정보공시 기준)  

국립대
사립대

국가중심 전체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학생 1인당 등록금 ▲ ▲

학생 1인당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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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역량 분석 결과

구분
목포대 상대 역량 / 2021(정보공시 기준)  

국립대
사립대

국가중심 전체
학생 1인당 장학금 ▲ ▲
장학금 지급률 ■ ■

성과

신입생 충원율 ▼ ▼ ▼
재학생 충원율 ▼ ▼ ▼
재학생 중도탈락률(최소화) ▼ ▼ ▼
졸업생 취업률 ▼ ■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평가원) ●
공학교육인증/건축학인증(인증원) ● / ●

연구 성과

연구비 대응자금
교내 ▲ ▼ ▼
교외 ▲ ▼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 ▼ ▼ ▼
교외 ▲ ▲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 ▲
전임교원 1인당 SCI/SCOPUS ▼ ▼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 ■ ■

산학연협력 성과

국내특허(출원+등록) ▼ ▼ ▼
해외특허(출원+등록) ▼ ▼ ▼
기술이전 ■ ▼ ▲
기술이전 수입료 ▼ ▼ ▼

지역혁신 성과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 협력체제 구축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강점 분야 발전 사례)

국제화 성과
외국인 학생 수 ▼ ▼ ▼
외국인 학생 언어 능력 충족 비율 ▲ ▲ ▲
외국인 학생 중도 탈락률(최소화) ▲ ▲ ▲

대학경영 성과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

종합
대학 기본역량 진단(일반재정지원 대학) ●
대학 기관평가 인증 ●

※ 범례 : 우수(▲), 보통(■), 미흡(▼) , 인증 획득(●), 우수 사례(★) 

구분 내용

교육 

여건 • 타 국립대에 비하여 교육여건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우수  

성과
• 우수한 교육여건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 및 우수인재 이탈로 거의 모든 지표 미흡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공학교육 인증, 건축학 인증 획득 

연구 성과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주액은 매우 우수
• 이러한 성과가 학술논문, 특허 등 대학의 연구실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

 산학연협력 성과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주액 대비 기술사업화 실적 미흡
• 연구비 수주 단계부터 연구결과물이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지역혁신 성과 •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우수

국제화 성과
• 타 대학에 비하여 외국인 학생 수는 미흡
• 외국인 유학생 언어 능력 우수 및 중도탈락률 낮음

대학경영 성과 •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공신력 있는 인증제 통과 

종합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및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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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존 재정지원사업 주요실적

�매년 분야별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수주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가중심 

국립대학으로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강한 면모를 보임

구분 사업명(역점 분야로 구분)
연도별 사업비(억)

주요실적
2019 2020 2021

교육

대학혁신지원사업 40 47 51 대학 자율 혁신 기반 마련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2.3 2.8 2.8 산업(지역 및 기업) 주도 협력적 
발전모델 기반 공학교육 혁신

R-WeSET 2.4 2.6 2.4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육성사업 11.4 11.4 11.3 고졸자에게 취업과 진학 기회 제공 
및 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일자리센터사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6 6 2 맞춤형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구

두뇌한국21(BK21) 사업 - 1.1 2.7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미래형 
융합 연구

인문한국(HK+) 사업 - 3.3 3.3 뉴노멀 시대의 섬 현상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실천적 섬 연구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 - 4.6 3.8 난치성 대동맥 판막 석회화 억제 
바이오마커 및 치료타겟 발굴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 - - 33 LNG 운반선 화물창의 기술 

자립화(국산화)

산학연
협력

LINC+ 32 36.6 35.3
서남권 주력산업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산학연모델 
구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 10 10 10 AICBM 기반 세대 스마트그리드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8.9 9.1 -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 산업 
집적화 생태계 조성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6.3 4.2 4 학업학기와 산업체의 전일제 
현장훈련 병행, 청년 실업해소 

지역혁신

국립대학육성사업 34.6 31.3 33.6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기초·보호 학문 육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43.3 60.9 미래형 운송기기 핵심분야 

지역혁신기관간 플랫폼 구축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 BI 보육역량강화사업 0.7 0.8 0.9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원스톱 창업 성공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4.7 2.1 1.9 지역의 제조 창업 고도화 및 
스마트팜 산업 제조 창업 활성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4 4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국제화

K-Move스쿨 사업 0.9 0.7 - 해외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전문가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GTEP) 2.1 2.1 2.1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무역전문가 양성

중화권 전문인재 육성사업 - - 5 전남 경제·통상, 관광 분야 등 
대중국 전문인재 양성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 2.3 2.3 전남 청년에게 해외취업 기회 
제공 및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대학경영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 5 - 도림캠퍼스 내 미세먼지 
저감 운영 공원숲 조성 

합계(억) 162.3 230.3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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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 구성원 의견 분석               

구분 분석결과

의
견
분
석 

신입생 만족도 조사
(2022. 2. / 697명) [참여․소통] 각종 대학생활 정보 제공 및 학생 의견수렴 확대

재학생 만족도 조사
(2022. 2. / 1,998명)

[교육] 단과 대학별 학습성과 향상에 필요한 능력 분석 및 반영 필요
[교육] 교육내용과 진로․취업지원과의 연계 방안 강구
[취업] 진로․취업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방안 강구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21. 12. / 584명) [참여․소통] 학부모 정보공유, 소통강화 및 의견수렴 확대

산업체 만족도 조사
(2021. 2. / 101개)

[교육] 취업 연계 가능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선 및 산학연협력 고도화
[산학] 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대학의 우수기술 지원(R&D, 기술지도) 필요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2022. 4.~5.)

• 대학혁신전략 수립 의견수렴

• 제8차 종합발전계획 3차 수정안 의견수렴 

3.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중점 특성화 분야

3.1.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

3.1.1. SWOT 분석

목포대학교 대내외 여건 및 대학 역량 분석을 토대로 외부여건 변화를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

으로, 내부여건과 대학 역량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여 SWOT 분석 후 전략적 대안 도출

[증빙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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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핵심과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도출

� 목포대학교 발전계획 비전 실행을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략적 대안과 

연계하여 24대 핵심과제를 선정

� 이를 바탕으로 비전 및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6대 발전전략 및 3대 추진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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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방향(목표), 6대 발전전략 및 24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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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특성화 분야

�지역 주요산업 분석을 통한 특성화 분야 설정

 - 전라남도는 국가 전략계획과 연계한 [전남 장기전략]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 및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 집적화

 - 지역 산업의 발전전략과 목포대학교의 역량을 분석하여 목포대학교 특성화 분야를 

에너지 신산업, 조선해양산업, 친환경 바이오산업, 문화예술관광산업으로 선정

중앙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전남 
지역산업 진흥계획

전남 서남권 
클러스터

전남 
블루이코노미

목포대
특성화 분야

Ÿ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Ÿ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Ÿ 빛가람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Ÿ 신안 해상풍력 단지 조성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에너지
신산업

Ÿ 자율운항선박, 지능형 항해
Ÿ 13개 자율 운항 핵심 기술 

Ÿ 스마트선박, 고효율선박
 기자재 기술 육성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선․해양
산업

Ÿ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대
Ÿ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Ÿ 백신산업 고도화
Ÿ 친환경 정보 기술화

농수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바이오산업Ÿ 스마트 항만 구축

Ÿ 항만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Ÿ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육성
Ÿ e-모빌리티 신산업 추진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Ÿ 관광 빅데이터 구축
Ÿ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사업
Ÿ 건강관광도시 국가사업화

남도문예 
르네상스

문화예술
관광산업

 

�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캠퍼스별 특성화

 - 목포대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특성화 캠퍼스 고도화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 연계성이 강화된 기업협력센터(ICC)운영(3개소, 도림 등) 

 - 5개 특성화 캠퍼스 운영 → 대학 기업‧지역의 공간적 통합 → 지역혁신 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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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학과 등 특성화

특성화 분야 학과(전공)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ICT), 
해상풍력,

첨단소재부품 등

•전기및제어공학과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학과
•(계약학과)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선취업-후진학>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조기취업형> 
•(연계/융합전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스마트선박, 

해양레저선박, 
해양플랜트 등

•조선해양공학과 등 조선해양산업 관련학과
•(계약학과) 조선시스템학과<선취업-후진학>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조기취업형> 
•(연계/융합전공) 신해양융합, 조선해양융합, 스마트해양기계, 친환경 

스마트선박, 도심항공모빌리티, 첨단부품소재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농수산, 해양수산
융·복합/

바이오․의료 등

•약학과 등 친환경바이오산업 관련학과
•(연계/융합전공) 농수산스마트시스템 등

문화예술

관광산업

문화콘텐츠, 
남도역사, 예술 
창의융합, 축제, 

지역관광 정책 및 
개발 등

•문화콘텐츠학과 등 문화예술관광산업 관련학과
•(연계/융합전공)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남도문화콘텐츠창작,
               남도에코정주문화디자인, 남도문화예술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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