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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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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교육 및 연구 수준에 대한 대학 자체 점검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지표 개선

○ 교육소비자 중심 제도 변화 유도 및 교육지표 개선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대비 정량 및 정성지표 점검

○ 법령에서 규정한 대학자체평가 및 정보공개에 대응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방향성 결정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우리 대학의 자체 진단평가는 교육부의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받은 대학교육협의회 대

학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①대학이념 및 경영, ②교육, ③교직원, ④교육시설 및 학생지

원, ⑤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은 

아래와 같음

자체진단평가 평가영역 및 부문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수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3

1.2 대학재정 3

2. 교육
2.1 교육과정 3

2.2 교수․학습 3

3. 교직원
3.1 교수 3

3.2 직원 3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3

4.2 학생지원 3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3

5.2 사회적 책무 3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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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진단평가 조직 및 역할 분담

○ 우리 글로컬캠퍼스는 각종 대학평가 및 대학자체평가,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체계 수립 및 전략방향 설정,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사업 추진, 대학평가 및 자체평가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부총장 및 교무위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에서 평가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구조개혁

대응위원회에서 대응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학발전계획추진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를 원활히 진행하였음

구 분 역 할

대학발전계획

추진위원회

▪대학발전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
▪글로컬캠퍼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 분석 및 관련 발전계획 추진과제 수립

특성화추진위원회
▪특성화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
▪특성화 계획 개선 방향 및 정책 수립

집필소위원회
▪평가편람 분석 및 집필방향 설정
▪평가편람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실무소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증빙자료 수집 및 증빙자료집 제작

평가위원회

(자문위원)
▪보고서 작성 내용 검토 및 감수

지원팀
▪대학평가 및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총괄 지원
▪대학평가 현장점검 준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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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진단평가 과정

○ 본 자체진단평가는 우리 글로컬캠퍼스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교

육이념,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달성도를 파악하고 향후의 대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사전 준비, 기본계획 수립, 위원 구성, 평가 추진, 평가 결과의 

활용의 절차로 자체진단평가를 진행함

자체진단평가 추진 과정

구 분 주요 추진 내용

사전 준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의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평
가방법, 평가내용 등 검토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와 이행사항
을 점검

기본계획 수립

▪대학자체평가 평가방법(안) 마련
▪평가위원회(자문위원) 검토, 의견 수렴, 반영
▪자체진단평가의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부문, 평가준거 등을 포함한 평

가편람(안) 확정
▪평가일정, 소요 예산 등 기본계획에 반영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대상 기본계획(안) 보고

위원 구성

▪자체진단평가 대응을 위한 평가부문/평가준거별 집필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기존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산하 구조개혁대응위원회 집필 ․ 실무위원 
중에서 위촉

▪구조개혁대응위원회 집필 ․ 실무위원 중에서 위촉

평가 추진

▪부서별 자체진단평가 시행계획 통보
▪구조개혁대응위원회 위원 대상 평가편람 설명
▪부서별 정량지표 값 산출 및 정성 평가준거 작성을 위한 기초 DATA 산

출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별 집필소위원회 집필
▪평가위원회(자문위원)의 검토, 의견수렴 후 보고서(안) 수정
▪최종 자체진단보고서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보고

평가 결과의 활용

▪2017학년도 기준 본교의 현 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이 기술되어 있는 자
체진단보고서를 교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과 공유하고자 함

▪자체진단평가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약점 및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제도 및 규정 정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실
시하여 본교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5 -

자체진단평가 추진 일정

일 정 주요 추진 내용

2017.12월

▪대학자체평가 평가방안 마련
▪평가위원회(자문위원) 평가방안 검토, 의견 수렴 및 반영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의 평가 기본계획(안) 검토
▪평가편람(안) 확정

2018.1월 초

▪자체진단평가 집필 및 실무위원 위촉(구조개혁대응위원회 위원 중)
▪부서별 평가 실시 계획 통보
▪집필 ․ 실무위원 회의 및 평가편람 설명
▪정량지표 값 산출 및 정성 평가준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발굴
▪정성 평가준거 집필방향 마련

1월 중

~ 1월 말

▪자체진단보고서 집필
▪정량지표 값 검증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집필 과정 수시 모니터링

2월 초
▪최종 DATA 검증 및 확정
▪자체진단보고서(안) 평가위원회(자문위원) 검토

2월 중
▪자체진단보고서(안) 대학발전계획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자체진단보고서 최종본 내부 구성원 공유

2월 말
▪대학자체평가 결과 공시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홈페이지)
▪대학 구성원 구성원 공유

3월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각종 대학평가 대비 평가부문 / 평가준거별 

약점 및 개선점에 대한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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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대학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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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성(誠), 신(信), 의(義)의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옴

○ 교육이념

Ÿ 성(誠) : 건전한 사랑 함양과 인격의 도야

Ÿ 신(信) :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실천

Ÿ 의(義) : 국가 동량의 인재 양성으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교육목표 :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융복합적 학문소양을 지닌 지성인 - 지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 -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

○ 중장기 발전계획

Ÿ 지역과 분교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컬캠퍼스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전과 

발전목표를 재수립하고 구체적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보완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 KONKUK 

GLOCAL INNOVATION 2025를 수립함

Ÿ 캠퍼스 발전전략 방향을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는 모집 ․ 선발―교육―연구 ․ 산학협력―사회진출

의 교육 가치창출체계를 중심 영역으로 재설정 함

○ 인재상과 핵심역량

Ÿ 글로컬캠퍼스 인재상

합 리 적  소 통 인 전 문 적  통 섭 인

창 의 적  실 천 인 선 도 적  세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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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글로컬캠퍼스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핵심역량

2. 주요연혁                                                 (2017.12.1.현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80. 03. 05.
충주분교 개교

1982. 09. 01.
인문사회학관 준공

1984. 01. 16.
자연과학관 준공

1984. 02. 13.
충주대학, 인문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
학대학으로 분리

1985. 09. 06.
교문 준공

1986. 11. 06.
의과대학 설립 인가

1987. 05. 15.
의과대학 및 자연과학관
중원도서관 준공

1987. 10. 23.
예술대학 신설 인가

1987. 11. 09.
지역개발대학원 설립 인가

1990. 03 .01.
신라병원 인수

1991. 07. 12.
캠퍼스 직제를 총무처, 
교무처, 학생처로 확대

1992. 03. 01.
지역개발대학원을 사회
과학대학원으로 개명

1992. 05. 04.
모시래학사 여학생기숙
사 준공

1994. 10. 13.
전자계산소 설치

1996. 03. 14.
중원지역발전연구원 설치

1996. 07. 11.
사회교육원 신설

1998. 07. 09.
사회교육원 준공

1999. 07. 23.
행정관 준공

2003. 09. 05.
행정조직 개편(팀제 시
행)

2004. 03. 01.
산학협력단 신설

2005. 02. 22.
대외협력처 신설

2005. 02. 16.
공동연구동 및 복합실습
동 준공

2005. 03. 01.
의료생명대학 신설. 의
학전문대학원 설립

2006. 08. 31.
해오름학사 준공

2008. 02. 28.
교수연구동, 학군단 준공

2009. 10. 07.
일반대학원 분원 설치

2009. 10. 20.
입학처, 산학연구처 신설

2010. 01. 13.
골프연습장 준공

2010. 05. 04.
학사구조개편 13개 학부 
6개 학과 42개 전공 → 
10개 학부 13개 학과 
33개 전공

2010. 10. 21.
한국어교육센터 신설

2011. 04. 26.
충주캠퍼스를 GLOCAL 
(글로컬)캠퍼스로 명칭 
변경

2012. 11. 19.
창업보육센터 준공

2013. 03. 01.
학사구조개편. 단과대학 
구조 변경

2013. 05. 24.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재
교육센터 신설



- 9 -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2017.12.1.현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88. 08. 24.
의과대학 교사 준공

1989. 07. 24.
학생회관 준공

1999. 8. 25.
건국체육관 준공

2014. 02. 14.
글로컬산학협력단 분리 
신설

2014. 12. 26.
학생상담센터 신설

2015. 11. 02.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대학
교육혁신원으로 확대 개편

2016. 09. 1.
교양대학 신설

2017. 08. 29.
취창업전략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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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직자(교무위원) 명단                                  (2018.2.12.현재)

5. 재학생 현황                                               (2017.4.1.현재)

6. 교원 현황                                                (2017.4.1.현재)

                                 

7. 직원 현황                                                (2017.4.1.현재)

보직명 성명 보직명 성명

총 장 민상기 창의융합대학원장 정순철

GLOCAL부총장 김환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장 정연재

교무처장 염경진 디자인대학장 김성현

기획처장 이상진 국제비즈니스대학장 조영빈

입학처장 문상호 공공인재대학장 이상진(겸)

대외․학생복지처장 박찬희 과학기술대학장 강현규

취창업전략처장 김영준 의료생명대학장 임병우

총무처장 윤태민 교양대학장 안세근

글로컬산학협력단장 이승현 중원도서관장 권희경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종민 Cogito대학교육혁신원장 염경진(겸)

학 부 대 학 원

합계계 남 여 계 남 여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6,812 909 3,256 375 3,556 534 460 42 223 20 237 22 8,223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합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 기타 시간강사 계

학부,

대학원
296 74 113 483 66 97 160 323 806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합계

83 14 6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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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시설 현황                                             (2017.4.1.현재)

9. 교육과정 편성 및 특성

○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인 성(誠)·신(信)·의(義를) 바탕으로 수월성 있고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세계

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인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로 ‘신

념과 철학을 가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Cogito人을 양성을 위하여 GLOCAL 창의-융합

실무형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목표와 연계한 4대의 인재상 도출 및 8대 핵심역량(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 지식

탐구역량,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배양으로 GLOCAL 창의-융합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축함

○ 교양교육과정은 KU인성 - 기초교양 - 심화교양 - KU소양 등 4대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별 

세부영역으로 나뉘어져 8대 핵심역량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학점 이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함으로서 지적 · 정서적 성장 및 전인적 성숙을 도모함

○ 전공교육과정은 ‘창의-융합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실무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전공기초-학제간 융합-실무중심’으로 구성

10. 재정 현황

결산 현황                                                      (2016회계연도, 단위: 천원)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사시설 확보율(%)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설
(C)

지원시설
(D)

연구시설
(E)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
(C+D+E)/A

x 100

재학생기준
(C+D+E)/B

x 100

108,944 127,284 103,060 38,204 1,241 1,304 4,287 130.8 112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등록금수입  73,129,714 보수  69,226,178 

전입금  22,990,585 관리운영비  12,728,155 

기부금   1,068,037 연구학생경비  41,820,782 

국고보조금  16,081,288 교육외비용   1,036,959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1,190,000 전출금 -

교육부대수입   5,776,523 예비비 -

교육외수입     844,524 자산및부채지출  13,336,320 

자산및부채수입  13,972,263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700,778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796,238 

합계 142,849,172 합계 142,8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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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현황                                                      (2017회계연도,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72,141,484 보수 70,805,642

전입및기부수입 45,147,740 관리∙운영비 13,391,436

교육부대수입 6,056,116 연구∙학생경비 44,935,912

교육외수입 869,000 교육외비용 100,0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8,798,446 전출금 -

고정자산매각수입 - 예비비 1,500,000

고정부채입금 2,16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0,2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65,886 고정자산매입지출 2,925,967

고정부채상환 2,160

차기이월자금 109,515

합  계 133,780,832 합  계 133,7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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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 필수평가준거

1. 대학이념 및 경영

2. 교육

3. 교직원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5.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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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자체평가 내용

전임교원 

확보율

○ 지표값

연도
전임교원(명)

(A)
교원법정정원(명)

(B)
전임교원 확보율(%)

(C=(A/B)x100)

학생정원기준 재학생수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수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수 기준

2015년 285 285 352 407 80.96 70.02

2016년 285 285 351 399 81.19 71.42

2017년 288 288 346 374 83.23 77.00

평 균 81.79 72.81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승되었으며,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61%를 충족함

교사 확보율

○ 지표값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100%를 충족함

연도

보유면적(㎡)
기준면적(㎡)

(B)
교사확보율(%)

(C=(A/B)x100)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A)

2017년 103,060 38,204 1,241 142,505 108,944 130.8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지표값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인 95%를 충족함

연도 입학정원(명)
정원내 입학자(명)

(A)
정원내 모집인원(명)

(B)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C=(A/B)x100)

2015년 1,760 1,762 1,767 99.71

2016년 1,760 1,740 1,764 98.63

2017년 1,584 1,577 1,589 99.24

평균 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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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평가준거 자체평가 내용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지표값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인 80%를 충족함

연도
정원내 

재학생수(명)
(A)

학생정원(명)
(B)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C)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D={A/(B-C)}x100)

2015년 7,556 7,040 0 107.32

2016년 7,334 7,040 0 104.17

2017년 6,812 6,864 0  99.24

평균 103.57

교육비 환원율

○ 지표값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인 100%를 충족함

연도
총교육비(천원)

(A)
등록금(천원)

(B)
교육비 환원율(%)
(C=(A/B)x100)

2014년 127,197,895 73,365,335 173.37

2015년 132,157,488 72,509,378 182.26

2016년 137,559,873 70,544,417 194.99

평균 183.54

장학금 비율

○ 지표값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인 10%를 충족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2017학년도 종료 시 22%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

연도
학부 장학금(천원)

(A)
학부 등록금(천원)

(B)
장학금 비율(%)
(C=(A/B)x100)

2014년 9,927,619 63,606,053 15.60

2015년 10,392,955 63,016,728 16.49

2016년 13,447,348 61,434,967 21.88

평균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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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대학이념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경영대학이념 및 경영

평가부문 자체평가 내용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핵심역량 연계 체계

Ÿ 우리 대학은 지성과 인격을 지닌 인재를 기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

며 나아가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음

Ÿ 설정된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지성인, 전문인, 글로벌 리더 육성으로 교육목

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해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

상과 핵심역량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학습성과 향상 노력

Ÿ 핵심역량 수준 측정과 교육이력 및 경력 통합관리를 위해 2016~17년 핵심역량 

측정도구인 이음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인별 역량수준 측정 및 피드백, 수요

자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유도 등에 결과 활용 중

Ÿ KGCA 연 단위 진단 및 개별 결과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확장형 강의계획서 도

입과 확장형강의계획서 기반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Ÿ K-CESA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을 실시하여 핵심역량 45.3point로 전년

(45.1point) 대비 0.2point 상승

Ÿ 수요자 중심의 핵심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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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내용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과정

Ÿ 외부환경분석과 내부역량분석, 주요 영역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학생, 교직원, 

산업체) 결과를 반영하여 시사점 & 전략과제 후보군 도출

Ÿ 교직원설문, 보직교수회의,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비전&목표, 특성화분야 확정

Ÿ 컨설팅위원회 &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전략과제, 실행과제 및 예산 확정

○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실적

Ÿ 2016(119억 원) 대비 2017(72억 원)전체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 

교육영역 예산에서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비 50억 원 제외 시 예산 규모 유사

Ÿ 발전계획 추진 영역 중 교육영역에 2017 전체 예산의 43%를 집중

Ÿ 예산 집행률은 사업이 종료되는 2월말 이후 산정 예정

○ 발전계획 주요 성과

Ÿ 발전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학가치사슬체계(모집·선발-교육- 연구·산학협

력-사회진출), 인프라(대학경영), 국제화 및 특성화영역으로 구분

Ÿ 특히, 대학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대학가치사슬체계와 연계된 핵심지표의 

2025년 목표값을 발전목표인 상위 15% 대학에 맞도록 설정하고 관리 중

Ÿ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여파로 2016년 일부 지표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현재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표값 회복 중

Ÿ 2025년 목표 대비 2017년 핵심지표값의 평균 달성 수준은 약 78% 수준이며, 

외국인학생 비율(27%), 해외취업률(5.2%) 등 국제화 영역의 목표 달성 수준이 

다소 떨어짐

○ 발전계획 점검 및 피드백 체계

Ÿ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추진성과 점검 및 환류 방법과 절차, 주체별 역할 등을 

정의한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운영 중

Ÿ 매년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연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6

년 이후 발전계획추진위원회 주관 중간점검과 자체평가위원회 주관 성과평가로 

이원화하여 발전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음

1.1.3 대학 자체평가 

○ 우리 대학은 학문단위 평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평가, 특성화계획 과제 

평가, 사업단 평가, 교원 개인평가 및 직원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

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조정에 활용하고 있음

○ 학문단위 평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평가, 특성화계획 과제 평가, 사업단 

평가는 글로컬캠퍼스 평가위원회에서, 교원 개인평가와 직원 개인평가는 교무팀과 

총무팀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음

○ 학문단위 평가는 교육성과, 교육여건, 학생지원, 지역연계, 기여도 총 5개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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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10개 평가지표로 34개 학과(전공)을 인문사회, 자연이공, 예체능 3개 계열로 

분리하여 평가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 사업/과제 평가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진단하며,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운영 부서로 통보하여 차후연도에 해당 내용을 개선토록 환류 조치함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확보 

○ 우리 대학의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

율은 모두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충족함

○ KONKUK GLOCAL INNOVATION 2025를 기반으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유학생 적극 유치, 산학협력단 및 특별회계(모시래

학사) 전입금 확충 등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한 추가적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의 기본 방향은 효율적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

성 확보 및 미래지향적 예산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 예산 절감 편성 

및 예산 집행과정 모니터링(원안통제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음

○ 정부 재정지원사업 적극 유치 노력으로 LINC+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총 

214억원, CK-I 사업으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41억 규모의 정

부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구분 최근 3년 평균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8.7% 72% 이하
세입 중 기부금 비율 0.8% 0.5%

법인전입금 비율 2.3% 0.4%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 우리 대학은 예산의 종류를 전략적 예산과 일반적 예산으로 구분하고, 전략적 예

산은 목표관리예산(MBO), 일반적 예산은 영기준예산(ZBB)으로 적용하여 편성하

고 있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감사를 수검하고 대학 규정을 마련하여 엄정

한 예산통제 및 집행을 하고 있음

○ 예산 편성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① 예산

편성 계획수립 ② 주요사업 검토 ③ 예산요구서 작성 ④ 예산조정 심의(대학평의

원회 자문) ⑤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의 절차로 진행됨

○ 전년도 재정운영현황 보고 및 연차사업 등 주요사업실적 분석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사업과 일반 경상 사업을 분류하

여 예산 편성지침을 수립하고 있음

○ 1,000만원 이상 규모의 모든 사업은 기획처의 원안통제를 거쳐 집행하도록 시스

템을 개선하였음. 사업별 추진과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실적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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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감사

○ 우리 대학의 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로 구분되며, 필요 

시 감사반을 구성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학 법무감사팀 내 변호사를 채용하였

으며, 외부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자문 내용을 감사결과에 반영하

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자체감사 및 법인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제도의 개선, 사업계획

의 변경, 업무시정 및 인사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충실히 활용하

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감사 실시 후 관련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개선 조치계획을 징

구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는 관련 법령(사립학교법)에 의거 대학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하여 대학경영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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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우리 대학은 대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8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편성규정과 학문적 성격에 따라 KU인성·기초

교양·심화교양·실무소양·계열핵심으로 구분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7학년도 편성 교양 이수학점은 38~41학점(간호학과 26)은 졸업학점 

124~132학점(간호학과 140) 기준 최저이수학점 비율 30.6%임

○ 전임교원의 교양과목 강의담당 비율 (2017학년도)

교육이념 8대 핵심역량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목표 교양교육 목표

성(誠)
인성역량 KU인성 윤리적 가치관 함양

-교육이념에 따른 
8대 핵심역량 균형
적 배양

-성찰능력을 바탕으
로 한 지적·정서적 
성장 및 전인격적 
성숙

의사소통역량
기초교양 대학 교육 이수 위한 학

문적 기초 배양

신(信)

글로벌역량
종합적사고력

창의역량
심화교양 학문적 균형·융합적 사

고력, 지성·정서 조화 정보활용역량

지식탐구역량 계열핵심 전공교육 기초 및 전공
선택 안내

의(義) 리더십역량 실무소양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
치관 확립

총 
개설
영역 
수

총 개설
과목학

점

교양 필수 교양선택

계(D=
A+B+C)

필수
교양
교과

총 이수
학점(A)

선택필수
총 

이수
영역 
수

총 
이수
학점
(C)

비율(%)
((C/Dx1

00)
총 이수
영역 수

총 이수
학점(B)

비율(%)
((A+B)/D

x100)

5 509 18~21 4 12 78.9
~80.4% 1 8 19.5~

21%
38~41

(간호 26)

구분
전임교원 교양과목 

강의담당 학점
(A)

교양과목 총 개설 
강의학점

(B)

전임교원의 교양과목 
강의담당 비율(%)
(C=(A/B)*100)

1학기

기초 227 365 62.2
실무 49 61 80.3
인성 7 9 77.8
심화 286 440 65
핵심 162 165 98.2

2학기

기초 212 285 74.4
실무 51 71 71.8
인성 8 10 80
심화 292 438 66.7
핵심 117 12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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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우리 대학은 각 전공별 전공교육과정개발보고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

고 있으며, 전공 적응 및 전공 선택 광역화를 위한 학부 단위 공통교과목을 운영

함. 융합형실무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과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수요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 편성체계 (2017학년도)

○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 (2017학년도)

구 분
교양
학점
(A)

전공학점
자유선택
학점(C)

졸업이수학점
(D=A+B+C)단일전공

(B) 복수전공 부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제외) 38 66 40 24 20 124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38 66 40 24 36 140

디자인대학 38 66 40 24 28 132

국제비즈니스대학(경영학전공 제외) 38 66 40 24 20 124

국제비즈니스대학(경영학전공) 38 66 45 24 20 124

공공인재대학(유아교육과 제외) 38 66 40 24 20 124

공공인재대학(유아교육과) 38 66 - - 36 140

과학기술대학(나노전자기계공학,
의학공학,컴퓨터공학전공 제외) 38 66 40 24 28 132

과학기술대학(나노전자기계공학,
의학공학,컴퓨터공학전공) 41 66 40 24 25 132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제외) 41 66 40 24 25 132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26 113 - - 1 140

구 분
전공필수 이수 학점 비율 전공선택 이수 학점 비율 단일전공

이수 시
전공이수

학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제외) 18.2 68.2 31.8 81.8 66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72.7 72.7 27.3 27.3 66

디자인대학 18.2 87.9 12.1 81.8 66

국제비즈니스대학 - 54.5 45.5 100 66

공공인재대학(유아교육과 제외) 18.2 40.9 59.1 81.8 66

공공인재대학(유아교육과) 36.4 36.4 63.6 63.6 66

과학기술대학 - 54.5 45.5 100 66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제외) 22.7 72.7 27.3 77.3 66

의료생명대학(간호학과) 91.2 91.2 8.8 8.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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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실험·실습·실기 과목 개설 현황 (2017학년도)

구 분

이론 이론+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 전체 개설
과목수

(D=A+B+C)과목수(A)
비율(%)

(A/D×100)
과목수(B)

비율(%)
(B/D×100)

과목수(C)
비율(%)

(C/D×100)

인문사회계열 279 63.7 131 29.91 28 6.39 438

자연과학계열 136 62.39 55 25.23 27 12.39 218

공학계열 53 54.08 36 36.73 9 9.18 98

예체능계열 45 12.1 162 43.55 165 44.35 372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 교육과정 개선체제

○ 우리 대학은 산업체 수요, 요구, 만족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부(과) 교육과정 편

성·운영 내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각 전공에서 취·창업 및 캡스톤디자인(종

합설계), 현장실습 등 실무형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2.2

교수․학습

2.2.1 수업

○ 우리 대학은 수업기간 준수 및 학생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음

Ÿ 학기 개시 전 : 지침안내 및 교원 교육, 강의계획서 입력

Ÿ 학기 중 :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휴‧보강 계획 입력, 수업기간 준수 및 

출석점수의 정기적 안내

Ÿ 학기 종료 후 : 강의평가 실시, 미준수 교원 제재

○ 명확한 공결 범위의 규정화, 공결 시 반드시 사후 보강 시행, 휴·보강 시 사전 공

지를 통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 휴·보강 계획 미등록 시 교원업적평가 점수 감점 

및 강의평가 반영 등 엄정한 휴·보강 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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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성적관리

○ 우리 대학은 합리적인 성적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성적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Ÿ 교과목별 상대/상대(35%)/절대/PN평가를 운영하여 학문적 특성 반영

Ÿ 학생의 교원강의평가를 통한 상호평가 시행

Ÿ 성적이의신청기간을 학기별 2회 운영하여 성적평가의 합리성 확보

○ 재수강 시 A+를 부여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 시 [W]표기를 하여 학점이력을 관리

하며, 취득학점포기 횟수를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하여 성적의 거품을 제거하고

자 함

○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Ÿ Cogito대학교육혁신원, 학생상담센터, 교양대학과 공동으로 다양한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업상담 및 학습전략지원)

Ÿ 2018년 이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사경고 예방프로그램 운영 예정

2.2.3 교수 ․ 학습 지원과 개선 

○ 우리 대학은 2015년 기존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대학교육혁신원으로 개편하고 

2017년 Cogito대학교육혁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인 조직 및 인프라 확

대를 통해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교육목표 달성과 Cogito人(생각하는 실천인)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

고, 교수-학습의 체계적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음

○ 교수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지원-교수개선-교수확산>의 3단계 모델을 통해 ‘가르

치는 방법’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체계적인 교수 지원을 하고 있음

○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Learning Up-Learning Jump-Learning Focus-Learning 

Top-Self Learning Vision> 의 5단계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단계별 프로그램 구

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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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교직원

평가부문 자체평가 내용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 우리 대학은 담당 역할 및 평가 범위에 따라 전임교원이 구분되고, 매년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에 의거 직종별 전임교원을 채용(공개․특별)하고 있음. 공개채용 방

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함

➊학과 수요조사 실시→➋교수충원계획 수립→➌교수충원계획 총장 품의 및 법인 

승인→➍교수초빙공고(주요 신문 및 인터넷)→➎심사소위원회A,B구성→➏1차심사

(서류심사와 전공적합성심사)→❼2차심사(연구실적심사 및 공개발표)→❽인성검사→

❾3차심사(최종면접, 교수로서의 자질 심사)→❿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 승인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현황(2017.4.1.자)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소계
일반전임

일반전임 외 
비정년 트랙

인원 187 101 145 433

비율 43.2% 23.3% 33.5% 100%

○ 교수업적평가 운영 현황 및 결과 활용 실적

Ÿ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교수 승급 심사에 적용 시행

하고 있음. 평가 대상 교원은 대학의 업적 평가 기준과 소속대학(원) 및 학과(전

공)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Ÿ 교수업적평가의 평가 항목은 각 학문 분야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영역과 교

육 및 봉사영역 별로 나누어 지표를 정량화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Ÿ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Ÿ 교수업적평가의 수행 절차는 ➊업적보고서 제출 ➋평가소위원회 심의 ➌교원인

사위원회 심의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Ÿ 평가 결과는 재임용, 승진, 호봉승급 시 활용되고 있음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 우리 대학 교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연구전

임교원의 임금 수준은 전국 대학 평균 이상 수준임

○ 부속병원 이용 시 진료비 할인, 교육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조사 지원, 

박사과정 지원, 해외기관 및 대학 파견 제도 시행,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도 시간강사 강의료는 51,922원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43,500원)

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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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산출값 기준값

총 강의시간수의 총합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총강의시간수 의 총합

51,922원 43,500원

○ 시간강사 대상 단과대학별 교강사실 운영, 강의우수 시간강사 표창, 원어강의 강사 

인센티브 지원, 사회보험 지원,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 등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

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우리 대학은 교원에 대한 우수논문 게재 격려금, Nature급 논문저자 지원, 논문 

게재료, KU학술연구비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을 시행하

여 국내외 연구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 교원의 교수법 향상을 위해 우리 대학은 명교수 자격증, 교수 워크숍 등의 ‘교수

법 지원’, 강의촬영 및 컨설팅, 교수연구회 등의 ‘교수법 개선’, 우수 강의 교원 시

상, 우수 강의 컨텐츠 개발 등의 ‘교수법 확산’ 과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3개년도 평균 2,315.63천원으로 기준값을 충족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 기준값 결과

교내연구비(천원) 2,361.8 1,766.3 2,818.8 2,315.63 1,000 충족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학생수 평균은 53.5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

준값(70명 이하)을 충족함

학년도 재학생수(A) 직원수(B)
직원 1인당 
학생수(A/B)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2015 8,381 141 59.4

70명 이하
2016 8,196 157 52.2

2017 7,721 158 48.9

평균 53.5

○ 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4단계 전형으로 공개채용 절차로 진

행하며, 승진, 승급, 명예퇴직 등 직원인사제도는 직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합리적

으로 결정됨

○ 비정규직 임용 비율 3년 평균은 54.2% 비율임

○ 직원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 포상, 해외파견, 연구

년 등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와 이의 신청 절차가 

있음

○ 직원 인사제도는 매년 개선하고 있어 적절히 수정·보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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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 우리 대학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

○ 부속병원 이용 시 진료비 할인, 교육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조사 지원, 

박사과정 지원, 해외기관 및 대학 파견 제도 시행,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후생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2.3 직원 전문성 개발

○ 우리 대학은 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을 교내교육과 교외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

Ÿ 교내: 연 1회 이상 교육주간 선정 후 집체교육 실시

Ÿ 교외: 직무별 각종 협의회, 대교협, 사학진흥재단 등 유관 기관 교육 수료

○ 직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자격증 취득시 자격증 취득비 지

원, 해외파견 및 연구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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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학생지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평가부문 자체평가 내용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 우리 대학은 멀티미디어 강의실 117개, 일반강의실 27개, 총 14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의실 총 면적은 14,592㎡로 재학생 1인당 면적은 1.77㎡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1.2㎡)를 충족함

○ 실험․실습실 총 면적은 22,119㎡로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3.13㎡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2.5㎡)를 충족함

○ 우리 대학은 연구실 자체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2017년 1월 안전

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음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제외 계

연구실 수 14 72 11 0 0 5 102

    ※ 등급제외 : 공사로 인하여 점검이 불가능한 연구실

○ 2017학년도에는 각 실험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시설안전

팀에서 총괄 관리가 가능한 교내 안전점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4.1.2 학생 복지시설

○ 2017. 2학기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8.7%로 기준값(11%)를 상회하여 충족함

   학부 정원내외  대학원 주간 재학생수 명
수용가능인원 명

×   

○ 기숙사의 경우 2016년 헬스장 소형TV 8대 설치, 심장 자동제세동기 및 자동혈압

측정기 설치 등에 이어 2017년 기숙사 내 로비 LED 등 교체, 기숙사 소방시설 

보수, 복도 CCTV 추가 설치, 샤워실 칸막이 교체 등 욕실 환경 개선 공사, 이중

창호 설치, 강의실 장비 교체, 독서실 열람대 교체 등 기숙사 관생들의 주거, 학

습, 복지를 위해 주기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학생들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해 학생회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 하고 학생 요구에 

따라 메뉴를 다양화 하고 중원도서관 1층 대형 카페를 오픈하였음. 2017년에는 

통학생들의 등하교,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하여 학생회관 내 통학생 쉼터를 마련함

○ 재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국체육관 내 체육시설 무료개방, 피트니스센터 운영, 

GLOCAL STADIUM 야간 조명 점등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2017년에는 인조잔

디구장 보수, 소운동장 가로등 설치 및 진입 계단 안전봉 설치 등 시설보수 및 안

전설비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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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도서관

○ 우리 대학 도서관의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연평균 114,000원

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54,000원)을 상회함

○ 도서관 직원 수의 3년 평균은 학생 1,000명당 1.16명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

준값(1명)을 충족함

○ 2017. 12월 기준 소장도서는 383,953종 643,625책으로 재학생 1인당 78.27

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비도서자료 15,068점, 전자자료 23패키지 

34,019종을 소장하고 있음

○ 도서관 열람실 좌석수는 2016년 219석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1,503석을 갖추

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도서관 시스템 개선 등 정보화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2018년 사용 목표로 모바일 시스템과 RFID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음

○ 재학생들의 독서역량 증진을 위한 ‘글로컬 권장도서 200선 소개 전자책 발간’, 독

후감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기록물공모전, 전자정보박

람회와 작은음악회, 무비데이, 파자마데이, 캠퍼스사진공모전 등 문화행사와 도서

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제안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음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유학생센터, 보건실, 생

활관, 양성평등상담소의 6분과에서 10명의 전문상담원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

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개선하고 있음

○ 진로상담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전문상담사 3명이 학년별 진로상담을 

비롯하여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하며, 환류체계를 통해 매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

○ 기존 학생복지처 조직을 ‘취·창업전략처’로 확대 개편하여 취업, 창업,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학생지원 및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설명회, 해외 인턴십, K-MOVE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기준 35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 우리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자치기구 의견 수렴, 학생․교수․직원 위원이 참

여하는 쇄신위원회, 대학본부-학생 간 소통행사인 화통(和通) 등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대학 내부행사의 경우 시설안전팀의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행사의 경우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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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는 동절기 외부 안전사고 가능성으로 ‘동기

유발참여형 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내에서 1주일간 시행하여 신입생

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가이드 제공과 함께 학습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함

○ 우리 대학은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정보보안 내규 등을 제정·운영하여 정보보안과 

학생, 교직원 및 본교와 관련된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2017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진단 결과를 얻었음

구 분
정보보호 수준진단 등급

종합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2015 보통 보통 보통
2016 보통 보통 우수
2017 우수 보통 우수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교수·학습 지원, 도우

미 제도 운영, 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장애학생 진로설

정 집단상담(트리플A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비장애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

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유학생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어 연수부터 학부 졸업까

지 유학 전 과정을 관리하며 심층적인 면담지도 및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하고 

있음 멘토링 제도, 국제도우미 프로그램, 기숙사 유학생 우선선발, 유학생 대상 교

양과정(ISEP)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관광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골프강좌, 축구

교실, 시장셔틀버스 운행 등 복지향상 프로그램, 유학생 대상 국내취업 교육

(Korea Dreams)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장학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학생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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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내용

5.1

대학성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평균(A)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값

(B)

기준값 
대비 실적
(C=A/B)

실적
합계

대학기관
평가인증 

충족 
여부

등재지 논문(건) 0.362 0.366 0.417 0.38 0.35 1.1

14.4 충족
SCI급 논문(건) 0.446 0.497 0.425 0.46 0.05 8.6

저역서 실적(건) 0.042 0.052 0.077 0.06 0.07 0.9

교외연구비(천원) 35,585.1 38,974.4 40,124.2 38,227.90 10,000 3.8

5.1.1 연구성과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SCI급 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교외연구비 

실적 중 3개 개별 지표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이상이며, 각 지표의 기준값 대

비 실적의 합이 14.4로 기준값 4를 상회하여 연구성과 관련 지표값이 최종 충족됨

○ 2016년 저역서 발간 지원 사업, 등재지 논문확대 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저역서 

및 등재지 논문 실적이 향상됨

5.1.2 교육성과

○ 취업현황

Ÿ 3년 평균 졸업생 취업률은 62.9%로 기준값 55%를 상회

Ÿ 취업현황(2015~2017)                                     (단위: 명)

구 분 기준일 졸업자 수 취업대상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15 2014.12.31.기준 1,681 1,532 953 62.2%
2016 2015.12.31.기준 2,124 1,951 1,214 62.2%
2017 2016.12.31.기준 2,081 1,913 1,228 64.2%

3년 평균 5,886 5,396 3,395 62.9%

○ 졸업생의 진학현황

Ÿ 3년 평균 진학률은 6.1%이며, 이공계의 진학률이 인문사회계보다 높음

Ÿ 졸업생의 진학현황(2015~2017)                             (단위: 명)

구 분 기준일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진학률
2015 2014.12.31.기준 1,681 121 7.2%
2016 2015.12.31.기준 2,124 113 5.3%
2017 2016.12.31.기준 2,081 125 6.0%

3년 평균 5,886 359 6.1%

○ 졸업생의 창업현황(2015~2017)                               (단위: 명)

구 분 기준일 졸업자 수 1인(창)사업자 수 비율
2015 2014.12.31.기준 1,681 8 0.5%
2016 2015.12.31.기준 2,124 22 1.0%
2017 2016.12.31.기준 2,081 13 0.6%

3년 평균 5,886 4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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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육만족도

○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졸업생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재학생 학부모 대학교육 인식도 조사, 산업체 맞춤

형 인재 수요 조사, 고등학생 인식도 조사, 교수 및 교직원 관련 만족도 조사, 지

역사회 협력·기여활동을 위한 지역수요도 조사로 구성된 7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 및 환류를 위한 대학 전체 차원의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연 2회 학기별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에 다른 신속한 대응 및 개선이 가능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의 현 수준 파악 및 개선을 위해 7가지 평가를 결합한 다면평가체계를 구성

하고, 교내 대상별 만족도 조사와 전국단위 교외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

학의 우위 및 열위요인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환류하고 있음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추진방향은 대학의 인재상인 합리적인 소통인과 핵심역량인 

인성 및 의사소통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간 공유될 수 있도

록 운영되고 있음

○ 봉사활동은 참여 구성원 및 주관부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봉사 프로

그램별 주요 운영계획, 예산, 참여인원 등은 [건국대학교 사회봉사단]을 통해 심

의·추진되고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되며 봉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음

교과목명 연도 및 학기 참여인원 전담교원

사회봉사
2017. 1학기 78

1명
2017. 2학기 81

5.2.2 사회봉사 실적

○ 학생봉사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및 학과/전공 단위의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사회봉사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주변하천 정

화작업, 소외계층 연탄 나눔 등의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연계 봉사활동

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 성신의 해외봉사단, 3개 대학 연합 해외봉사단, 의학전문대학원

의 의료봉사, 2017 전국 및 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지역사회 수해지역 봉사, 농촌 

봉사활동, 마을 벽화그리기, 사랑의 집짓기, 지역사회 교직원 봉사 등 학생 및 교

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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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우리 대학은 지역 소재 대학으로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 지자체와의 지역 

발전 방안 연구, 미래지식교육원 평생교육 강좌 제공, 시립도서관 및 유치원 현장

실습 인력 지원, 2017 전국체전 지역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 등 지역행사 

후원 및 인력 지원 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

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기술교육지원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사업화센터–전담특허법인–기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및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교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 취업 및 산업 활성화 기여, 지역 전통시장 및 기업체 활성

화 지원 프로그램 진행, 가족회사 제도 운영 및 기업초청 설명회 또는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 지역 전통 제조산업 발전 및 지역기업 경영·기술 애로사항 지원

을 위한 지역산업연구소 설립, K-lab 연계 1,6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캠프를 

시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의 이전·확산 및 사회 환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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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 대학이념 및 경영

평가결과 요약 

○ 대학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목적-목표-인재상-핵심역량으로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체화 하

였으며, 역량측정도구 개발 및 측정을 통해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있는 과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

단됨

○ 성(誠)·신(信)·의(義) 바탕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Cogito人(생각하는 실천인)이라는 글로컬캠

퍼스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상을 정립함.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정의 또한 교육목적과 

목표에 부합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추진, 성과관리 과정은 적절하게 설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국제화 

영역의 핵심지표 추진 성과가 목표 대비 달성 수준 간 Gap이 큰 것은 문제로 성과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적극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및 과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한 자

체평가를 시행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으며, 교육수요자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문단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대학발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효율적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모두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충족함

○ 우리 대학은 법령 및 사학기관 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

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감사를 수검하는 등 예산통제 및 집행을 

엄정히 하고 있음

○ 건국대학교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법무감사팀이 감사기관으로서 본교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 및 재산, 규정에 따른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업무,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고 있음

강점 및 개선점 

○ 교육이념 실현에 필요한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추진 중인 교육정책수

립 및 교육과정설계, 교육방법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핵심역량의 수준이 전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강점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Cogito人(생각하는 실천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음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Cogito人으로서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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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역량을 이음교육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대학의 가치사슬체계에 맞추어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력 향상

을 위해 성과점검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강점이라 판단되

나 국제화 영역 핵심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이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함

○ 교내 특성화 사업단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 하고 평가하여 환류시킴으로써 사업단별 사업 추진 방

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 학문단위 평가의 경우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특정 학과(전공)에게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교원 개인평가의 경우 각종 사업 및 평가 대비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 대한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

공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직원 개인평가의 경우 대학 근무환경에 적합한 평

가지표를 개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

○ 2017년 LINC+ 사업, 2016년 CK-I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되어 추가 재정을 확보함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원안통제를 시행하고 사업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업별 

추진과제 집행예산의 실시간·주기적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한 재정운영 환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사

업별 실적을 차년도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투자 효율성을 증대함

○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계약 체결하

는 등의 노력이 우수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 접수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발전 방향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관련하여 측정된 핵심역량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대

학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영역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핵심역량 수준 측정과 경력 통합관리를 위해 개발된 이음교육시스템의 교내 확산 및 활성화 정책

이 필요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경우 글로컬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에 적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

는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 학문단위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인센티브/페널티 등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지표를 정비하여 새 학년도 개시 전 평가방안을 각 학과(전공)에 안내할 계획임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 및 특성화계획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중간실적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음. 추후에는 중간평가 과정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환류를 시

행하고자 함

○ 직원 개인평가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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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진행되고 있으며, 도출된 평가 안을 노동조합과 직원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새로운 평가방안

을 확정할 계획임

○ 대학 입학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 중도이탈율 상승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특별회계 

전입금 확충, 대학발전기금 유치 등 등록금수입 이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2. 교육

평가결과 요약

○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적 성격에 따라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 교과목은 교

육적·학문적 고려와 함께 대학이념과 인재상, 8대 핵심역량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편성원칙에 의거 편성하고 교양이수학점은 학과별 38~41학점으로 졸업학점 124학점 기준 

최저 교양이수학점 비율은 30.6%로 적절하게 편성함

○ 우리 대학은 학부 단위 공통교과목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재상 및 전공

역량과 연계한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창의-융합실무형인재를 양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

성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함

○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체계 수립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개발보고서’를 도출 완료하고, 학과(전공)

별 전공교육과정 개편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규정화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수-학습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지원 전담 조직 체계를 강화함

○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학습지원을 위해 5단

계 학습모형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학습사례를 발굴하고 종합적 학습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함

강점 및 개선점 

○ 교양이수학점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이는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 배양, 융합적 

사고력 제고, 지성과 정서의 조화,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진 민주시민 양성 등을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KU인성과 실무소양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성을 갖추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융합적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과목군이 부족하고 융합적 교육을 위한 교

과목의 지속적 개발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함

○ 우리 대학은 개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 공통교과목 운영,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또는 

전공역량과 연계한 교육과정운영, 수요자 기반의 현장중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학문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전공핵심역량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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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전공 교과목 설계, 역량 중심 전공교육과정 체계 구축, 융합·산학연계형 전공교육과정 운

영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실질적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PBL(문제중심학습), TBL(팀 기반 학습), 플립러닝, 캡스톤디자인 교

과목 등 다양한 교수방법에 지원을 하고 확산에 기여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8대 핵심역량 진단 

및 K-CESA 진단 분석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선의 토

대를 마련함

○ 교수-학습 연계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계열화하여 설계하고, 워크숍 등의 일회성 프

로그램을 축소하고 교과목 개발, 캡스톤 경진대회 등 6개월~1년 단위의 장기 프로그램 지원을 확

대함

발전 방향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육 강화

를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는 교양 교과목 개발이 필요함

○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산학연계 

및 융합형 전공개발을 통한 교과목 신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전공교과-비교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명교수 자격증제 기반의 8대 교수법, 학습자 중심 교수법 등을 적용하여 실제 교과목 개발 및 운

영을 통한 교수활동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 신입생, 편입생, 학사경고자 등 재학생 유형별 학습 지원을 위해 일회성 워크숍을 축소, 교내 비교

과 프로그램 운영부서별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협력학습 기반의 장기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

3. 교직원

평가결과 요약 

○ 교원 신규임용 시 채용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

으며, 특별채용 보다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연구실적 등 경쟁력 있는 교원을 선발하고 있음

○ 교수업적평가는 각 학분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영역과 교육 ․ 봉사영역으로 나누어 정량화된 

지표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 대학 교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고 있으며, 연구전임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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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전국 대학 평균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교원 대상 의료, 교육, 경조사, 교통 등 직

원 복지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 시간강사 강의료 수준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충족하며, 시간강사 대상 교강사실 제공, 사회

보험 지원, 우수 강의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부속병원 진료비 감면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교원의 논문 게재 격려금, Nature급 논문저자 지원금 지급,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학

술대회 개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

수법 지원→개선→확산] 과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내연구비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직원 1인당 학생수는 최근 3년 평균값이 53.5명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70명 

이하)를 충족하며,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연 1회 직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제도를 

매년 개선하고 있음

○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 교육, 경조사, 교통 

등 직원 복지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내·교외 교육은 물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 및 해외파견, 연구년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임

강점 및 개선점 

○ 우리 대학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에 의거하여 우수교원 확보 노력을 통해 최근 3년간 전임교

원 확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대학본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원 공개채용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에는 연구실적 

평가에 IF(Impact Factor) 및 논문 피인용 횟수를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였고, 공개발표 배

점을 폐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 교수업적평가를 연구영역과 교육․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두어 해당 교원

의 전 영역에 걸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에는 산학협력활동 실적 평

가가 추가되어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의지가 반영됨

○ 우리 대학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교원과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

하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교원의 교수법 지원, 교수법 개선, 교수법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강

의촬영 및 1:1 컨설팅, 우수 강의 이러닝 컨텐츠 제작 배포 등 강의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 

하고 있음

○ 해외파견 및 연구년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함.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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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발전 방향 

○ 대학의 교육서비스 제고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교원 

공개채용 절차 및 기준을 수시로 검토하여 공정성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예정임

○ 학사구조개선, 정원조정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원 확보 및 인력 운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업적평가 시 교육 ․ 봉사영역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기존 대비 다양한 영역으로 교원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대학의 역량 수준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직원의 경우 정규직 비율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 금지, 처우 및 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평가결과 요약 

○ 우리 대학은 총 14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재학생 1인당 실

험․실습실 면적,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모두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상회하

며, 재학생들의 수업 및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각 연구실별로 자체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

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17학년도에는 연구실 자체 안점점검 강

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안전점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복지, 편의, 체력증진을 위해 식당, 카페, 문구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

으며, 대학본부-학생대표 간 회의 시 건의사항 또는 학생 민원을 반영하여 각종 복지 및 편의시설

에 대한 신설 및 유지보수를 꾸준히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8.7%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 11%를 크게 상회하며, 매년 

냉·난방, 위생, 각종 학습·체력단련·복지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2017

년 만족도 조사 결과 재입사 희망률은 1학기에는 91.8%, 2학기에는 83.3%로 높은 수치를 보였

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학기의 경우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는 것은 졸업/군휴학/편입이 원인

인 것으로 보임

○ 우리 대학 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와 재학생 1,000명 도서관 직원수는 1.3명으

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값을 상회하며, 매년 도서관 시설 정비 및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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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유학생센터, 보건실, 생활관, 양성평등

상담소의 6분과에서 10명의 전문상담원이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전인상담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전인상담은 진로, 취업, 학습, 학생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하며 전문상담

은 심리, 취업, 건강, 양성평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함

○ CUM(Career-Up Mecca) 모델을 중심으로 진로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선

택하고 필요역량 중심으로 취업준비를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단, 디자인대학 및 

의료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전공 기반 취업교육 모델의 다양화가 필

요함

○ 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정보보안 분야 보통, 개인정

보 보호 분야 우수,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음

○ 우리 대학은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정기 회의, 구성원 소통 행사 등

을 통해 학생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교육, 외부 행사 매뉴얼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지원 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1 멘토링, 외국인·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장학지원, 취창업 지원 등

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본 학습권 보장, 대학생

활 적응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강점 및 개선점 

○ 기숙사 수용률이 2015년 26.5%, 2016년 27%, 2017년 28.7%로 매년 상승 중이며, 강의실 

장비 도입으로 생활관생 대상 기숙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다만, 1984년부터 

2002년에 걸쳐 건축 또는 증축된 모시래학사의 경우 노후로 인한 지속적인 리모델링 관련 예산

투입이 불가피 한 상황임

○ 교내 안전점검시스템 개발․도입으로 자체 점검과 중앙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및 대학 구

성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우리 대학 도서관 직원의 53% 이상이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학생 1,000명 도서관 직원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환경개선에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대폭 늘

어남에 따라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향상됨.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개인적 선호로 인한 신규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다수 

운영과 소규모 모둠토의식 진행은 개선사항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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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 대표로 구성된 쇄신위원회, 대학본부-학생 간 소통을 위한 화통(和通) 행

사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외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교내에서 개최하는 ‘동기유발 참여형 학기제’ 프

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생활에 대한 지침과 함께 학습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였음

○ 최근 3년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개선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진단의 평가등급은 향상

되었지만, 이는 진단 지표에 국한된 수치이며 전반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

과 각종 보안장비 도입 등 다양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장애학생지원센터, 유학생센터를 운영하여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통합 관리를 실시하고 멘토링 및 

도우미 제도, 심리상담, 기숙사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우선선발 등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실

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음

○ 다양한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구축으로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을 구축하였으나, 전공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여 입학 후 학업지원에 대한 강화

가 필요함.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실적이 늘어나 만족도가 향상되고 유학

생 간 소통하며 자신감을 향상한 것이 강점인 반면,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인 

재학생과 함께 활동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함

발전 방향 

○ 노후 강의실 및 실험실, 학생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 및 안전점검, 구성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수업 및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숙사 만족도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에 반영하고, 생활관 건물 

노후로 인해 냉난방기 장비를 전면 교체할 예정임. 기숙사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로 생활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임

○ 상담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고도화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생상담센터 프로

그램을 접하고 부서 간의 연계상담도 활발해질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주제 및 대상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임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공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분야 취업정보 제

공 또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 및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대학 주관의 관례적인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생/교수/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양과정을 발전시켜 학과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전공수업을 강화하고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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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사 관리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장애학생 해외탐방 지원과 같이 차별화된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시행된 장애학생을 위한 야외간담회, 취업박람회 등과 같이 장애학생들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코자 함

○ 소수집단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업에 집중하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018년 장애학생 지

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임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평가결과 요약 

○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재지 논문, SCI급 논문, 교외연구비의 3년 평균 실적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값을 충족하고 저역서 실적은 0.06으로 기준값 0.07에 못미침. 교외연구비 

및 SCI급 논문 실적의 실적이 우수하고 등재지 논문 및 저역서에 대한 교내 지원사업 시행으로 4

가지 연구실적의 기준값 대비 실적의 합이 14.4로 기준값 4를 상회하여 최종 충족함

○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2016년 공시 62.2%에서 2017년 공시 64.2%로 증가하고 있음. 3년 평

균 진학률은 6.1%이며, 이공계 학과 졸업생의 진학률이 인문사회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재학생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는 담당부서, 부서별 조사내용의 검토, 평가, 종합분석 후 

위원회 보고와 제도 개선 요청을 하는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대학 전체 차원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우리 대학은 자유학기제 지원, 평생교육 강좌 제공, 다양한 지역행사 후원 및 개최, 지역기관과의 

업무·학술연구 MOU 체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학생․교직원들의 지역사회 봉사, 의료 및 디자인과 같은 전공

을 활용한 봉사, 동아리별 봉사, 해외봉사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기술교육 지원 및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그룹 조성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활

성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한 연구력 및 기술인프라를 지역기업체와 전통시장에 제공하

여 풀뿌리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지역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지역기업 애로

사항 지원 및 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및 산업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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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및 개선점 

○ 우리 대학의 SCI급 논문 실적과 교외연구비 실적은 우수하지만, 등재지 논문 및 저역서 실적은 상

향할 필요가 있음

○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환

류체계 강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 됨. 유지취업률 또한 상승 하

고 있는데 학문단위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확대에 따른 취업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줌

○ 졸업생 창업현황은 2016년 공시 대비 1.0% 2017년 공시 결과가 0.6%로 하락하여 교내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창업 관련 지원이 실제 졸업생 창업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총 4개 영역의 부서별 29개 

개선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 독려를 위하여 다드림 포인트(장학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대학이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수행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업체와의 상생 및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

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음

○ 자유학기제 지원, 지역행사 후원 등을 지역기관 및 초중등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대학 보유 우수 연구력, 기술 및 인적자원을 지원

하는 등 풀뿌리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

성하였음.

○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의 운영기준과 절차를 체계화 하고, 교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한 

재산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발전 방향 

○ 2016년 등재지 논문 및 저역서 실적 향상을 위한 교내 지원사업 실시로 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지

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실적 향상이 필요함

○ 취업률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지원시스템 고도화가 달

성되어야 함

○ 교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창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 내역이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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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및 비교과 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평가와 사전-사후 조사를 정착화 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만족도 변화 측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만족도 조사 방법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대학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수요 및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 대상 기관과 MOU를 다수 체결하였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

화하고자 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함

○ 지역 내 관·학·연이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상

생하는 대학 이미지를 창출하고,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 수행 확대, 개방형 플랫폼 CRO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및 기술교육지원을 통한 우수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지역 기업체 수

요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대학 학생과의 매칭을 확대하고, 지역민, 소상

공인 및 소규모 지역기업에 All-Set형 창업지원을 통하여 조기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