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T INDUSTRY LINK _________ 

NEXT 산학연계 프로그램 



NEXT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발까지 이어지는 모의 경험이 아니라  

참여기업이 시간, 비용,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과제를  

NEXT와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형태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기업의 개발 환경에서,  

출시까지 가는 전체 개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01. NEXT 실전 프로젝트 ____________ 



NEXT 실전 프로젝트는 ... 

NEXT 실전 프로젝트는 2학년 1학기와 3학기에 진행되며, 

기업에서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 모듈을 개발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로 출시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완성도를 실제 시장의 수준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전 프로젝트 과제는 교수나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출시를 맡게 될 기업에서 발주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창업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의 환경에서 데모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고객에게 출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핵심 기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 UX,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상품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기업체 발주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기획과 출시를 도와줍니다. 실전 프로젝트는 교수도 실제 팀원이 

되어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정의한 문제에 따라 참여 교수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NEXT 실전 프로젝트 목표 
 

• 학생들은 학습한 이론, 실무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합니다. 

• 기업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를 계획, 관리하고 실제 개발 진행 방식을 

터득합니다. 

• 팀원들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업,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능력을 배양합니다. 

•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NEXT 실전 프로젝트 특징 

01.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출시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로 완성합니다. 

실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캠퍼스에서 학습한 이론,실무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실무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은 단순히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시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SNS 라이브러리 앱이나 덧글 서비스, HTML5를 이용한 웹앱 등 학생들은 실제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자신들이 직접, 출시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합니다.  

 

02. 기업의 개발 환경에서 프로젝트 결과물의 수준을 높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관 기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실제 기업의 개발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취업 후 기업체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발 전 과정(기획 – 설계 – 구현 – 

테스트 – 릴리즈)을 경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개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03. 학생, 교수, 기업체 담당자가 참여하여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주기적인 피드백과 코칭을 제공합니다. 

실전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교수, 기업체 담당자가 모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 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프로젝트 기획안 리뷰부터 주간 프로젝트 미팅, 개발 주기별(iteration) 미팅, 개발 완료 회의, 프로젝트 결과물 리뷰, 

종료회고(postmortem)를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실제 구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발 

기능(feature)도출을 비롯하여, 요구사항 조정, 개발 계획 수립, 기술 설계, 개발 범위 구현과 같은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때 기업체 담당자는 기획자로서 구체적인 개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사항 대로 구현되었는지, 품질과 기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개발환경 등을 제공해 주는 기술지원 역할도 담당합니다. NEXT의 

학생들은 기업의 개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NEXT 교수진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04. 실전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과제, 팀은 모두 경쟁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실전 프로젝트는 기업체 담당자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젝트에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경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NEXT 실전 프로젝트 운영 방안 

STEP 01 

산학협력 체결 

STEP 02 

과제 제안 및 팀 선정 

STEP 03 

실전 프로젝트 진행 

STEP 03 

평가 및 리뷰 

I. 과제 제안 

II. 과제 검토 및 승인 

III. 과제 소개 및 팀 구성 

IV. 필요 개발 환경 구축 

I. 기획리뷰 

II. 개발 계획 리뷰 

III. 개발 결과물 리뷰 

IV. 중간데모 / 최종발표 

V. 개발 결과물 제출 / 인도 

I. 평가 

II. Post mortem 

실전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NEXT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학기 시작 전, 실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과제를 
제안 받습니다. 과제를 검토한 후 승인된 과제는 제안 세션에 초청받게 되며, 
기업체는 제안한 과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4~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지도교수가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가이드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지도교수는 실질적인 Project Leader 혹은 Development 
Manager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주 정해진 Project Day에 프로젝트 팀 
별로 1~2시간 동안 강의실에서 지도교수와 공식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지도교수의 코칭 및 리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 
프로젝트 팀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나 대규모 전시회 및 발표 행사도 
진행됩니다. 

실전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프로젝트 수업 
참여자(기업체, 교수, 학생)가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끝으로 실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및 개선 회의가 진행됩니다. 



02. NEXT 인턴십 프로그램 ____________ 



NEXT 인턴십 프로그램은 ... 

많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 단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EXT의 

인턴십 제도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만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참여 기업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고, 

학생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조직 문화, 협업,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방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턴십 결과물에 대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NEXT 지도교수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깊이 참여하며 학생, 기업체 지도사원과 

협업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NEXT 인턴십 목표 

 

• NEXT의 교육목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써 학생들이 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더불어 협업,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업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NEXT 인턴십 프로그램 특징 

01.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유발하고 기업체에도 필요한 업무를 배정하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개발 환경, 개발 프로세스,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협업 등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02. 기업체 지도사원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멘토링을 하고, 지도 교수가 인턴십 과정에 함께합니다. 

인턴십 업무 진행 과정에서 기업체 지도사원이 학생들에게 기술적 멘토링 및 업무 관리를 해주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인턴십 품질이 유지되도록 지도교수가 인턴십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 기업체 지도사원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03. 인턴십 참여 기업과 참여 학생은 모두 경쟁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선택된 인턴십 업무에 대해 학생들이 지원한 후, 기업체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은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회를 갖게 되고, 취업 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NEXT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방안 

STEP 01 

산학협력 체결 

STEP 02 

인턴십 제안 및 팀 선정 

STEP 03 

인턴십 진행 

STEP 03 

평가 및 리뷰 

I. 인턴십 제안 

II. 인턴십 검토 및 승인 

III. 인턴십 학생 선발 

I. 주간 미팅 

II. 월간 리뷰 

I. 평가 

II. Post mortem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NEXT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인턴십 지도교수는 인턴십 시작 전 인턴십 업무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학생은 승인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은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선발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체는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에게 실무현장의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를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통해 
경험/학습하게 될 역량도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이 기업에 직접 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지도교수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인턴십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턴십 참여 학생은 NEXT 지도교수와 기업의 지도사원에게 주단위로 
진행사항 및 결과물을 보고해야 하며, 지도교수와 지도사원 간에 매월 정기 
리뷰가 진행됩니다. 

인턴십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인턴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참여자(기업체 지도사원, 교수, 학생)가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끝으로 인턴십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및 
개선 회의가 진행됩니다. 



H  http://www.nhnnext.org 

F   http://www.facebook.com/nhnnext.org 

B   http://blog.naver.com/nhnnex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스퀘어 N동 463-400 

T. 031 737 7988    E. nhnnext.info@nh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