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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진전문대학교 전경 2 최재영 총장(앞줄 가운데)과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3 AI·빅데이터응용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의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실습

영진전문대학교, 코로나 뚫고 대기업 취업 ‘쑥쑥’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기까지 결정은 어

LG이노텍 14명, LG유플러스 8명 등), SK그룹 계열사 36명(SK하이

려웠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선택으로 대기업 취업이라는 꿈을

닉스 16명, SK실트론 13명 등), 현대그룹 계열사 12명(현대자동차·현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대로템 등)이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힘들게 되자 영진전문대학교로 유턴

또 롯데·LS 각 9명, 포스코·LIG 각 6명, KT 5명, CJ·신세계·GS·코오

해 지난 8월 LG디스플레이에 조기 취업한 홍진우(전자정보 계열 2

롱·농심에 각각 3명이 취업했다.

년. 25세) 씨가 전한 말이다. 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

이 학교의 대기업 취업은 공학 관련 학과가 주도한다. AI융합기계

비 중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덧붙였다.

계열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SK머티리얼즈 등에 86명, 전자정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유명한 이 대학교는 올해 2월 졸업자

보·반도체 계열은 삼성전자, LG이노텍, SK하이닉스 등에 94명, 신재

를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자체 조사(10월 말 기준)한 결과, 국내 대기

생에너지전기 계열은 현대자동차, LS전선, 삼성전기 등에 49명이 각

업 취업자가 302명에 달한다.

각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업별로는 삼성그룹 계열사 38명(삼성전자 10명, 삼성전기 3명, 삼

인문·사회 계열 학과도 대기업 취업에 한몫했다. 경영·회계·서비스

성바이오로직스 3명 등), LG그룹 계열사 47명(LG디스플레이 20명,

계열은 삼성화재, LG유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등 금융, 유통 서비스
업종 대기업에 36명이 진출했다.
관광 서비스 고용 시장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는데도, 이 대학 호텔
항공관광과는 호텔신라, 롯데호텔, 에어부산 등에 12명이 취업했다.
이 같은 취업 호조 배경에는 인재 수요처인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
춘 주문식 교육이 톡톡히 빛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
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가동이 주효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학습하는 자율 향상
프로그램 등도 취업률 상승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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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랜선으로 진로 상담과 자소서 지
원, 면접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취업 준비생에게 특급 도우미
가 됐다.
최재영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수요
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다양성과 융합적인 역
량을 지닌 고품격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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