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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평가의 목적

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의미와 목적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임
❍ 인증의 획득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
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경영
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지속적 질개선
-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
-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
- 대학교육의 국제성, 통용성 확보

나.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우리 대학은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을 종합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
으로써 대학발전을 도모하였고,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금번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준거의 최소요구
수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평가하여 대학비
전 및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한 대학 역량 자체 점검 및 발전 동력 모색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수․학습 체계 점검
- 대학 구성원의 처우개선과 교육․연구역량 강화
- 교육․연구 활동 지원 인프라 및 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체계 점검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수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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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우리 대학은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진단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대학경영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분, 30개의 평가
준거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1 대학경영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 대학이념 및 경영

1.2.1 대학재정 확보
1.2 대학재정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 교육과정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2. 교육

2.2.1 수업
2.2 교수·학습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3.1.1 교원 인사제도

3.1 교수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 교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3.2 직원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 개발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4.1 교육시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도서관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4.2 학생지원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5.1.1 연구성과

5.1 대학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5.2 사회적 책무

5.2.2 사회봉사 실적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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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평가의 절차

가. 자체진단평가 절차
❍ 우리 대학은 자체진단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① 평가 준비 → ② 조직 구성 → ③
평가 실시 → ④ 보고 및 결과활용 단계에 따라 평가 실시

나. 자체진단평가 준비
❍ 자체진단평가 추진을 위해 평가준거와 대내외 평가 관련 주요사항 분석
❍ 학사보고회, 교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독려
❍ 정량, 정성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이를 종합하여 자체진단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다. 조직 구성 및 운영
❍ 우리 대학은 평가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연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 기획위원회는 대학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보직교수(8명)로 구성하
였으며, 평가진행 지원과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에 대한 역할 수행
- 연구위원회는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별 역
할을 분담하여 자료 취합 및 분석에 대한 역할 수행
- 실무위원회는 평가항목과 관련된 실무책임자(25명)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위원회와 유기
적인 협력을 통해 자체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 대학평의원회와 건양人포럼(주요보직자 및 학생․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
여하는 정례회의)은 자체평가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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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체진단평가 실시
❍ 자체진단평가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지침에 따라 주요 점검사항 위주로 구체
적으로 실시
❍ 연구위원과 실무위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 진행
❍ 이를 바탕으로 평가준거별 작성 지침에 의거 객관적 수준의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기

간

2018.11~12

2019.1

주요 내용
·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분석 및 사전 지표 점검

·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제출 (필수평가준거 점검)
· 자체진단평가 기본계획 수립

2019.3

· 자체진단평가위원회 구성
· 한국대학평가원 보고서작성 워크숍 참여
· 평가 방향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2019.3~5

· 정량지표 산출 및 시뮬레이션
·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자체진단 결과 초안 작성 및 대학구성원 공유

2019.6~7

· 영역별 개선 방향 제안 및 관련부서 협의
· 자문사항 반영 및 보고서 수정 보완

2019.8

2019.9

2019.9.18

· 보고서 최종 검토
· 대학구성원 자체진단 내용 공유 (개강 학사보고회)
·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 최종 심의 및 확정
· 총장 보고 및 확정

· 한국대학평가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마. 보고 및 결과활용
❍ 자체진단 결과는 대학 주요보직자로 구성된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
게 보고하는 절차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를 한국대학평가원에 제출
❍ 영역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강점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아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비전 및 교육
목표 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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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설립 목적 및 교육목표

❍ 우리 대학은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역사를 창조하며, 인류에 봉사하
는 인재 육성”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으며,“인간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
육혁신대학”으로 대학 비전 설정
❍ 건학이념에 기반하여“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적응능력을 갖추며 국가와 지
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창의와 도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인
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인 비전을 세우고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창의형 전문인”, “글로벌 도전인”, “나눔의 교양인”의 인재
상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대학의 6대 핵심역량“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자원활용역
량”, “리더십역량”, “자기관리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과 공감역량”과
연계되어 있음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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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건양대학교 개교 (1991.3, 논산)

(1991년 ~ 2000년)
일반 종합사립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신설 인가 (1994.9)
⦁대학원 신설 인가 (1994.10)
⦁건양대학교 병원 개원 (2000.1)
⦁산학협력단, 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2003.7)
⦁취업매직센터 개관 (2004.9)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선정 (2006.5)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인가 (2006.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5 ~ 2013)

(2001년 ~ 2010년)
취업명문대학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7.3)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2010.2)
⦁보건의료계열 전국 수석 배출
- 2008년 임상병리사 / 2009년 의사 / 2010, 2011년 안경사
- 2012년 치과위생사 / 2013년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최상위권 취업률 유지
- 2012년 75.8% 다그룹 2위 / 2013년 73.9% 다그룹 3위
- 2014년 74.5% 다그룹 1위 / 2015년 81.9% / 2016년 80.2% / 2017년 78.1%
⦁전국 최초 동기유발학기 운영 (2011.3)
⦁창의융합대학 신설 (2013.3)
⦁2013 ~ 2020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3.8)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3.12)
⦁기초교양교육대학 신설 (2014.3)
⦁취・창업 동기유발학기 운영 (2015.9)
⦁의과대학 2015 의학교육평가인증 최우수등급 '6년 인증' 획득 (2016.1)
⦁산학협력 EXPO 인력양성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6.10)
⦁교육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2016.12)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2017.2)
⦁창의융합대학 재학생 IF디자인어워드 대상 수상 (2017.3)

(2011년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선정 (2017.4)

교육명문대학

⦁현장형 이공계 인재양성사업 선정 (2017.5)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2017.6)
⦁교육기부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2017.6)
⦁진로 취・창업 우수대학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2017.12)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5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 (2018.2)
⦁간호학과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8.6)
⦁이공분야 공공안전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2018.6)
⦁창의융합대학 재학생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 (2018.9)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6년 연속 100% 합격 (2019.2)
⦁HUMAN 2025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9.3)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제약생명공학과, 의공학부 최우수 획득 (2019.4)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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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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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자(교무위원) 현황
연번

8

보직명

성명

소속
-

1

총장

이원묵

2

교무처장

강재구

의학과

3

기획처장

이규환

재난안전소방학과

4

입학처장

윤여진

해외건설플랜트학과

5

학생처장

최은규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6

산학협력단장 겸 취업처장

홍영기

의료신소재학과

7

총무처장

장승국

총무처

8

대학원장

안상윤

병원경영학과

9

의과대학장

박창교

의학과

10

간호대학장

정선영

간호학과

11

의과학대학장

유영빈

임상병리학과

12

의료공과대학장

송기창

의료신소재학과

13

PRIME창의융합대학장

양계탁

사이버보안공학과

14

재활복지교육대학장

류철호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15

글로벌경영대학장

이응권

글로벌경영학과

16

군사경찰대학장

이세영

국방경찰행정학부

17

휴머니티칼리지학장

김형곤

휴머니티칼리지

18

평생교육대학장

노영희

글로벌의료뷰티학과

19

교육혁신원장

김재신

리버럴아츠학부

20

국제교육원장

이걸재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1

정보통신원장

김두연

융합IT학과

22

명곡도서관장

전희준

글로벌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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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원․학생 현황 (2019.4.1)

가. 교수 현황

(단위 :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초빙

겸임

강사

기타

소계

151

115

133

399

62

46

117

19

244

총계
643

※의학과 임상교원 포함

나. 직원 현황

(단위 : 명)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총계

99

21

114

234

다.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부

대학원

총계

재학생

휴학생

소계

재학생

휴학생

소계

재학생

휴학생

소계

7,347

1,737

9,084

567

80

647

7,914

1,817

9,731

6

주요 시설 현황 (2019.4.1)

가. 교지 현황

(단위 : ㎡, %)

구분

기준면적
(입학정원 기준)

보유면적

교지확보율
(입학정원 기준)

논산캠퍼스

102,920

206,093

200.2

대전캠퍼스

134,176

170,327

126.9

총계

237,096

376,420

158.8

나. 교사 현황

(단위 : ㎡, %)
보유면적

구분

기준면적
(입학정원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

교사확보율
(입학정원 기준)

논산캠퍼스

51,460

90,253

30,791

411

121,455

236.0

대전캠퍼스

67,088

65,500

28,138

1,039

94,677

141.1

총계

118,548

155,753

58,929

1,450

216,13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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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8학년도
결산액

2019학년도
예산액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55,701,934

56,228,687

전입 및 기부수입

48,219,762

41,363,833

교육부대수입

4,647,996

4,629,698

교육외수입

5,384,322

5,631,735

자산 및 부채수입

1,256,798

6,372,6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463,865

13,860,000

계

133,674,678

128,086,553

보수

59,967,958

60,449,360

관리운영비

11,818,092

11,261,717

연구학생경비

37,040,519

35,328,367

2,063,386

2,163,015

구분

수입부문

지출부문

교육외비용
예비비

-

자산 및 부채지출

8

90,000

6,253,346

4,934,095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6,531,376

13,860,000

계

133,674,678

128,086,553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가.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 2010학년도부터 학문중심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 개편 추진
❍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Active Learning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
며, 교육 질 관리 및 학습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학부 교육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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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 중핵교과목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를 중핵교양(기초핵심) → 중점교양(순수인문)
→ 선택교양(인문융복합)으로 개편
❍ 교양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해 대학의 6대 핵심역량과 연계된
12개의 교양 세부역량을 설정하고, 역량매트릭스 구성 완료
❍ 동기유발학기 제도를 운영하여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트레이닝 교과목 운영

다.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 현재 42개 모든 학(부)과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완료
-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대학핵심역량과 전공핵심역량의 역량매핑 완료

9

대학 기능분화의 유형 : 교육중심대학

❍ 1991년도에 개교한 우리 대학은 충남 서남부 지역 논산시에 본교를 두고 있으며, 지역적
여건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연구중심보다는 교육중심대학 지향
❍ 이에 학부중심 취업명문대학을 목표로 특성화, 차별화, 연계화 전략을 추진해온 바 있으
며 전국 최상위 취업률, 각종 국고사업 선정 등의 성과 달성
❍ 또한 양대캠퍼스 특성화(논산 창의융합교육, 대전 메디컬분야)추진을 통해 교육명문대학
으로 위상 구축
❍ 현재 우리 대학은 대학 기능분화 측면에서 교육중심대학으로 평가되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기여와 산학협력에 많은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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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이념 및 경영
구분

내용

❍ 건학이념에 입각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합리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대학 경영 및 교육 전 영역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요약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중 등록금, 기부금, 법인전입금 비율이 우수하고,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건전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위해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강점]
❍ 기존의 발전계획을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계승・발전시켜 새롭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한 실천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 각종 재정 지표가 전국 사립대학 최상위 수준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탁월함
강점 및
문제점

❍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문제점]
❍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도별 실천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체제와 기능이 미흡하였음
❍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재원별 확보 추이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대학성과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발전계획과 특성
발전방향

화계획의 이행 점검 및 환류 체계를 잘 구동하여 대학발전에 기여
❍ 감소하고 있는 재원별 확보 추이를 유지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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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분

내용

❍ 학문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량중심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양선택 이수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전공과정의
기초, 필수, 선택 등의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고 있음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학문적
평가결과
요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업운영 절차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유형별로 수업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연구개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 및 만족도 조사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강점]
❍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근거하여 교양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캡스톤디자인 및
AL적용 수업의 운영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함
강점 및
문제점

❍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학사경고자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실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 수업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수업운영비, 실습조교의 지원이 미흡하고 학부생
ACE LEADER 의존 비중이 높음
❍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의 도입 노력이 상대적
으로 미흡함

❍ 사회적・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강화하고, 캡스톤
디자인 및 AL적용 수업의 질적 제고 추진
발전방향

❍ 교수학습 환류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개선 방안 도출 및 이행 관리의 효과성
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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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구분

내용
❍ 교원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기초 심사, 전공 심사,
면접 심사, 최종 면접의 단계별 채용 전형으로 교원을 임용하고 있고, 교원업
적평가 등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원 승진 및 재임용이 이루어지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인사 제도와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교원업적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
고 있으며 의료, 자녀, 문화, 교육, 일반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제도를

평가결과
요약

운영하고 있음
❍ 시간강사 강사료 및 편의 제공, 교수의 전문성 개발 및 수업과 연구를 위하여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학생수가
40.0명으로 충분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 직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와 보수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강점]
❍ 비정년트랙 교수 대비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비율이 100%로 우수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등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직원 확보율이 우수하고,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의
강점 및
문제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제점]
❍ 교내연구비, 연구년 제도 참여 교원의 비율, 교원의 수업과 연구 지원 등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직원의 역량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요구도를 반영하
여 2018학년도부터 사이버강의 등 상시체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자율교육의 한계가 나타남

❍ 교내연구비 증액, 연구년제 참여 교수 확대, 수업 조교 증원 등 교수의 교육
발전방향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직원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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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보고서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구분

내용
❍ 수업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고,
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기숙사와 학생 복지시설, 정보화 환경이 잘 구축된 도서관을 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학생상담센터와 취업처는 규정, 조직 및 체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

평가결과
요약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환류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
❍ 학생활동 지원과 학교안전관리, 정보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행사 및 집단연수 안전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정보침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소수집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강점]
❍ 수업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공간, 기숙사와 학생복시설, 도서관 등 학생시설
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학생상담센터는 전문상담인력 확보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강점 및

❍ 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원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문제점

운영하고 있으며, S-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진로 및 취업역량을 관리함
[문제점]
❍ 교육시설과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고도화
된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입학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체제 구축 필요

❍ 복지시설에 대한 학생 이용만족도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만족도 증진
발전방향

❍ 학교부적응, 자살위기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전문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행복 심리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게이트키퍼 역량을
제고시켜 학교의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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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종합 및 논의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구분

내용
❍ 전임교원 연구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취업, 진학, 창업 등 교육성
과를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배출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를 위한 규정, 조직, 인력, 예산 및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평가결과
요약

고 있으며, 학칙 및 제 규정에 사회봉사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학기 담당교수를 배정하여 사회봉사활동
IㆍII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사회봉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KOCW, 비영리기관 수탁・ 운영에 따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진로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고 기술이전,
특허 등록 및 출원, 산업체ㆍ지자체 연계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 환원하고 있음
[강점]
❍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정규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양과 질적 취업 성과를 유지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 및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봉사 수요와 봉사활동 참여자의 역량을 매칭하여 봉사활동 프로

강점 및

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봉사활동 참여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문제점

를 실시하여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문제점]
❍ 전임교원의 연구성과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저역서 실적이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고, 연구 중심대학과 비교하여 연구 지표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재학생의 사회봉사 참여 실적은 우수한 수준이지만 교직원의 참여율이 저조
하고 특히, 교직원이 봉사단을 조직하여 전개한 봉사활동 실적이 미흡함
❍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연구지원 예산을 확대하

발전방향

고 제도를 정비하여 학문발전을 위한 대학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
❍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기술이전, 특허 등록 및 출원, 산업체ㆍ지자체
연계 연구사업 등에 대한 교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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