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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국고지원금(원) 비율(%)

① 기초역량

강화사업

밀착형 듀얼 멘토링
211,380,000 14.8%

기초과학역량강화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54,900,000 10.9%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③ 글로벌역량강화 사업 212,800,000 15%

④ 취업역량강화 사업 420,300,000 29.5%

⑤ 교육환경 개선 사업 418,520,000 29.4%

⑥ 사업 관리 및 운영 5,000,000 0.4%

합 계 1,422,900,000 100%

자율

성과지표

지표명 단위 기준값 2013년
달성목표값

①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

(특성화)
% 22.5 21.6

②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

(특성화)
% 16.7 17.5

③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9

④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24.2 25.5

⑤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18.2 19.4

⑥ Life Vision 설정 지수 % 45.1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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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배경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ʻ실사구시ʼ 이념과 ʻ융복합 학문ʼ 을 중시하는 아주대학교의 교육 전통에 의거,

실용학문 기반의 EMBI (Engineering, Medical, Business, International)를 주축

으로 하는 특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융합학문 기반의 

교육특성화로 확대함

2008년,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으로 발전하기 위한 ʻ아주비전 

2023ʼ 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 18개 핵심과제를 도출함

- 국내 최초로 금융공학부(2010) 및 문화콘텐츠학전공(2010) 신설 등 융복합 

학문분야의 발전을 선도

- IT집중과정, 삼성정보통신트랙, GM대우트랙 등 트랙형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 교양교육 책무성 강화 및 전공 진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초교육대학 설립

2012년, ʻ아주비전 2023ʼ 의 중단기적 목표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을 거쳐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함. 이를 통해 10대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함

- 10대 중점추진사업 및 39개 세부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

발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든 예산은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관리 운영되고 

있음

대학발전계획 수립

우리대학은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학습자의 교육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전문 컨설

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보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실사구시 교육을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을 1983년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립 추진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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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발전계획의 실사구시 교육 모델

<표 1> 단계별 발전계획 주요내용

발 전 계 획 주  요  내  용

1983
10개년 종합계획

1983년, 종합대학으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백화점식이 아닌 실용중심 단과대학 및 학과체계 수립

1993
5개년 발전계획

1993년, 실용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발전계획 수립

1996
장단기발전계획

1996년, 학생 중심 대학과 무경계 실용교육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선포

  - 전과, 전공 선택 기회 제한 없는 교육 선택권 100% 보장
  - 국내 최초로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 도입
  - 2011년 2월 현재, 총 58개국 206개교와 학점교류 협정 체결
  - 국내 ʻ최초ʼ로 학부제(1996), 교수업적평가제(1995), 강의평가제(1996) 도입

1990년대 후반, 다변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대학원 융합과학 기술 분야 BK21 사업단(분자과학기술 사업단, 에너지시스템 사업단) 발족

2008
아주비전 2023

2008년, ʻ아주비전2023ʼ 을 선포하여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 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 제시

2012
아주비전 액션플랜

2012년, ʻ아주비전 2023ʼ 의 실천을 위한 액션플랜ʼ을 선포하여 ʻ다산형인재ʼ 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여건 및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 제시

대학발전계획의 개요

개교 5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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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학발전계획(아주비전 2023) 개요

아주비전 2023 수립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

- 국내 Top10 재진입이라는 아주비전 2023의 1단계(2008~2015) 목표달성을 위하여 대학

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우리대학의 대내외 환경을 재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함

[그림 3] 아주비전2023 액션플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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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우리대학의 발전계획은 대학의 패러다임 분석과 학교의 대내외 환경분석(SWOT분석)을 

통해 교내외 교육여건 및 시대적 요구는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우리대학은 발전계획에서 설정한 대학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표 2>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

SWOT 분석 의견수렴 과정

발전계획의 실행계획은 매년 세부 액션플랜과 대학운영방침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매년 액션플랜 점검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발전계획의 주요성과

발전전략 1 : 학문적 수월성 제고

주요 사업 사업 성과

교육의 수월성
확 보

11개 공학전공 인증 획득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학 문 단 위 의
경 쟁 력  향 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금융공학부, 문화콘텐츠학, 지식재산보안, 의생명과학 등 미래 학문 분야 개발
약학대학 신설

기초교육 강화
교양학부를 기초교육대학으로 개편
의사소통센터, 글쓰기센터 운영 (전담교원 확충, 전임교원 교양교육담당 확대)

연구역량 강화
대형연구센터 경쟁 유치 
(WCU사업, ERC사업, TLO, 서울어코드사업, SRC사업,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유치 등)

취 업 률 제 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집중 개발
취업률 향상 2007년(62.7%)대  2011년(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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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 2 : 글로벌 캠퍼스 실현

주요 사업 사업 성과

외국인교수 확충 비전임 외국인 강의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대체 (2012년 11명)

외국인학생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자매대학 수 2007년(111개)  2011년 (234개)
영어강의 확대(강의비율) : 2007년(6.32%)    2011년 (27.86%)

발전전략 3 : 혁신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 사업 성과

혁신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교수 승진제도 개선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AIMS2)
기숙사, 신학생회관, 종합관 신축
대학운영컨설팅 실시(조직, 인사제도, 재정건전성 분야)

발전전략 4 : 긍지와 활력의 아주문화 확산

주요 사업 사업 성과

긍지와 활력의
아주문화

확산

대학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 교수와 총장과의 간담회, 학과장워크숍, 직원간담회, 소통워크숍, 총장과 학생과의 대화, 

학교와 의료원과의 정례적 워크숍 등
잔디 축구장 확보 :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우리대학은 초기부터 실용학문기반의 EMBI(Engineering, Medical, Business, International)

분야 특성화를 추진하여 왔음

현재는 기존 특성화 정책을 융합학문 기반의 교육 특성화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그림 4] 특성화 추진 정책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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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계별 특성화 개요 및 추진실적

구 분 목  표 추 진 실 적

1단계
(1983~1994)

기술실용 중심 교육
종합대학 승격 후 실용위주의 학문단위 구성
대우그룹과 산학연 협력
기술교육지원을 위한 전자계산소 설립

2단계
(1995~1996)

EMBI 분야 특성화

공대 17개학과를 5개학부로 개편, 고등기술연구원과의 공동연계구축, 
영상표시연구소 설립
부속병원, NRL, SRC 설립
경영대 e-비즈니스학부 설립, 사이버 MBA 설립
국제대학원, 국제학부 설립, 국제협력 강화

3단계
(1997~2003)

IT분야 중심 EMBI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BK21에 의한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공과대학 전자공학부와 정보통신대학 통합

4단계
(2004~2008)

산학협력 중심 EMBI
산학협력단 설립 및 산학협력 교육체제 구축
공학교육 인증

5단계
(2008~현재)

융합학문 기반의 
교육특성화로 확대

에너지시스템학과, 분자과학기술학과 : BK21선정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국내 대학 최초
미디어학과 : 기술+실무로 그래픽스 선도
금융공학과 : 경제+수학+컴퓨팅 융합 차별화
e-비즈니스학과 : 경영+IT 융합
문화콘텐츠학과 : 인문학+콘텐츠 실무형 융합

아주비전 2023의 목표인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을 달성하기 위해 실용

학문을 추구함과 동시에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학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함

융합학문 기반의 교육특성화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4> 교육특성화 추진실적

구  분 주 요 실 적

융복합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대학 설립

기초교육 전담 교원 증원 2008년(16명)  2012년(36명)
신입생 전원 고강도 글쓰기 교육 의무실시(의사소통역량 강화)
전공 진입 전 기초학습역량 강화(수준별 교육, 전공진입제도)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운영

2011년 전체학생 대비 27.6%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2009 대비 40% 상승)
2011년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구 분 전공 및 트랙 참여 학과(전공)
전 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트 랙

자 동 차･IT 융 복 합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감성비주얼커뮤니케이션 인문대학 전학과, 미디어학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불어불문학과, 정치외교학전공

경제학전공, 국제통상전공

실천적 창의 역량 배양을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GM트랙, 삼성정보통신트랙, LG트랙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트랙 운영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11년 기준 147개 기업, 20개 전공 총 1,894명 참여)
산학연교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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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대학의 건학이념인 ʻ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ʼ 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ʻ전문인,

창조인, 협동인, 세계인, 문화인ʼ을 양성하는 5가지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대학 인재상을 ʻ실사구시의 융복합 창조인ʼ 을 의미하는 

ʻ다산(茶山)형 인재ʼ로 설정 

다산형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ʻ융복합 사고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ʼ 을 선정

우리대학 대학이념 및 교육목표

1973년, ʻ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ʼ이라는 설립 취지 하에 

대학 이념을 ʻ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ʼ로 설정

대학이념을 반영하는 교육목표로서 ̒전문인, 창조인, 협동인, 세계인, 문화인ʼ 양성을 선포

[그림 5] 우리대학의 대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체계도

아주 인재상 : 다산(茶山)형 인재 =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해 대학의 인재상을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을 의미

하는 ʻ다산형 인재ʼ로 설정

다산(茶山)형 인재란?

- 한가지 특정 지식에 국한된 전문가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에 바탕을 둔 ̒실용적, 창조적 

21세기 인재ʼ
-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해 육성되는 ʻ융합형 인재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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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도입한 다산교양교육, 전공 내 계열화와 집중화를 지향하는 

융복합 전공트랙 등을 통해 육성되는 ʻ현장적응력을 갖춘 융복합 사고능력의 인재ʼ

왜, 다산(茶山)형 인재인가?

인문적 통찰력과 영역을 넘나들며 소통한 실사구시 지식인

- 목민심서 를 저술한 철학자, 화성(華城)을 설계한 건축가,

거중기를 발명한 과학자,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한 이용후생의 실천가

선천적 능력보다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중시한 교육자

- 21세기 융복합 시대 아주대학생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우리

대학의 이념과 교육목표에 완벽히 부합

[그림 6] 아주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인재상에 대한 자체 진단

대학 비전과의 부합성

- 우리대학의 비전은 ̒융합 학문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ʼ으로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인 ʻ다산형 인재ʼ는 대학 비전에 부합함

사회적 요구와의 적합성

- 미래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인재, 창의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재를 요구함

[그림 7] 다산형 인재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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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인재의 4대 핵심역량

아주 인재상의 핵심역량으로 ̒융복합 사고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ʼ 을 설정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연계한 주요 노력은 다음과 같음

<표 5> 다산형 인재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노력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주요 노력

전 문 인

창 조 인

협 동 인

세 계 인

문 화 인

다산(茶山)형
인 재

∥

실사구시의
융복합
창조인

융복합
사고역량

융복합 교양/전공 교육과정의 구축
타 전공분야 이해능력 증진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강화

실천적
창의역량

창의적 사고를 위한 수준별 기초과학교육 강화
산학협력 교육과정체제 확립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실시
학생참가형(액션러닝) 수업 확대
자기표현 능력 강화

글로벌
역량

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전공별 글로벌 커리큘럼의 확대 운영
다양한 비교과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표 6> 교육목표 달성 관련 주요성과

구   분 주요 성과

교육성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8~201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선정 (2011)
일자리창출 지원기관 대통령표창 (2011)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연차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2012)
정보공시기준 취업률 3위(2,000~2,999명 규모 대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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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학부교육의 현황 

우리대학은 중규모의 종합대학으로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여건과 주변 환경여건도 매우 우수함

<표 7> 학부교육의 현황

구    분 현    황

환 경 적  여 건
지역사회의 비약적 성장(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 등 융합기술개발단지 인접)
지역산업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대 학 의  여 건

학부교육 중심대학: 학부재학생 비율 86.8%

전국단위 대학: 학생 지역분포가 수도권 66.2%, 지방 33.8%

중규모 대학: 재학생수 만명 미만

교 육 과 정

융복합 사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 미디어학부, 금융공학부 등 융복합 전공 및 연계 전공 운영

실천적 창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 삼성정보통신트랙, LG전자트랙, GM대우트랙 등 운영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글쓰기 필수지정, 심화글쓰기, 발표와 토론, 심화 발표와 토론 등 운영
  - ʻ아주고전ʼ과 ʻAjou Debateʼ 운영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향 교육과정
  -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 화상강의 개발 등

교육지원
체   제

학 생 선 발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및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지정

학사제도 및
학 생 지 도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운영 
지도교수제,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지도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총괄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 구성

  -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센터,산학연교육센터
자동녹화강의, 화상강의시스템, LMS 등 인프라 구축 완료

교 육 의  질
관 리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교수 업적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
2006년 대학교육혁신원내 교육평가인증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2010년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 학생에게 전면 100% 공개
학습부진자 지원을 위한 상담제도 및 멘토(튜터)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K-CESA(대학생핵심역량진단) 실시를 통한 선순환 환류체계구축
(2011부터 시행)
본교 자체 조사센터 의뢰 ʻ대학교육만족도 조사ʼ매년 실시(2009부터 실시), 교육 과정 및 
지원시스템 개선에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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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90년대 중반부터 앞선 교육개혁을 실시하여 타 대학에 새로운 교육모델 

확산을 주도해 왔음

- 국내 최초 학부제 전면 도입(1996), 전과 전공 선택 기회 무제한(1996)의 무경계 교육

모델 확산

- 국내 최초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 도입(1996년) 등 국제화 지향 교육모델 확산

- 국내 최초 미디어학부(1998), 국제학부(1998), e-비즈니스학부(2001), 금융공학부(2010),

문화콘텐츠학전공(2010) 신설 등 융복합 학문분야 개발 모델 확산

- 국내 최초 강의평가제(1996), 교수업적평가제 도입(1995)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모델 확산

- 국내 최초 One-stop 서비스센터(1996년)를 통한 학생중심의 학생서비스 모델 확산

[그림 8] 아주대학교의 교육개혁 확산 모델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ʻ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을 양성하고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결과,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실적 우수대학, 2010년 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 최우수 대학, 2011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실적 우수대학으로 인정

지속적으로 실사구시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실천해온 결과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2011년도에는 ʻʻ잘 가르치는 대학ʼʼ의 상징인「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차년째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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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사구시를 충실히 실천해 온 아주대학교의 성과

2011년도에는 ʻ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ʼ, ʻ유전체불안정성 제어 선도연구센터ʼ 이공학분

야(SRC), ʻ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 선도 연구센터ʼ 이공학분야(ERC) 선정

2012년도에는 ʻ글로벌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다산형 공학인재 양성ʼ을 목표로 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

<표 8> 특성화된 교육과정 현황

기초교양교육

2008년 기초교육대학 설립
기초교육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및 특임교원의 수 증원

  - 2008년 16명  2011년 30명으로 대폭 증원
의사소통센터 설립, 글쓰기 교수 9명 임용 신입생 모두에게 고강도 글쓰기교육을 실시, 
기본 의사소통 역량을 대폭 강화
2012년 K-CESA진단 결과, 의사소통역량 중 ʻ글쓰기 역량ʼ이 가장 높음
2012년부터 ʻ전공진입제도ʼ시행을 통한 전공진입 전 기초역량 강화 제고

융복합지향 교육과정
전체학생 대비 19% 이상의 학생이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융복합 학문에 대한 수요 및 학생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공 필수과목을 전공 이
수학점 대비 5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제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GM대우트랙, 삼성정보통신트랙, LG전자트랙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트랙 운영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010년 기준 129개의 기업, 110개 강좌 개설, 총 1,759명 참여)
자동차융복합 IT트랙, 프랑스어권아프리카트랙, 감성비주얼커뮤니케이션트랙,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등 운영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종합설계 프로젝트, 발표와 토의, 경영의사 전달 등 팀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전달 능력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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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지향 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 국제경영학 교육인증 등 국제적 기준의 교육과정 운영
케임브리지대학, 드렉셀대학 등과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교육과정 운영
2013년 2월 기준 59개국 250개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 해외파견학생은 400명, 본교 
유치 학생은 380명이 교류 중
1996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를 도입하여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 현재
까지 약 150명 이상의 학생이 복수학위를 취득

Career-oriented 
비교과교육과정

Life Vision 설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필요역량을 탐색한 후,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진로를 보완하고,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독창적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 과정ʼ 모델을 구현
대학생용 진로설정 워크북 자체 개발 : 전 신입생의 작성 의무화(2009~)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및
교육의 질 

선진적 교수업적 평가제 운영,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좋은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강의 평가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화 시스템을 운영
신입생 학습관리, 기초교육 강화, 학업부진 학생 지원, 엄정한 학사관리, 졸업인증제 운영 
등 학습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학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시스템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교육역량강화사업 과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대교협 주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 지원사업 은 전교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사업을,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학과단위의 특성화사업이나 또는  단기적인 투입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추진함

<표 9> 학부교육의 한계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방안

구  분 영  역 한    계 해결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방향

교  육

과  정

교양교육

교양교육의 장기적 일관성 부족
다산기초교육연구소를 기반으로 거교적 
계획 추진 

의사소통 교과목의 다양성, 심화도 부족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

전공간의 경계를 넘는 융복합형 교양강의 
부족

AFL(Ajou Flagship Lecture) 개발 및
Advanced AFL과 연계

기초과학교육에서의 수준별 수업의 제한적 
효과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외국유학생을 위한 교과목 부족 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전공교육
융복합교육과정 체제의 탄력적 개설 및 
운영 필요

전공융복합 트랙제를 실시하고 지원체제로 
융복합교육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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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  역 한    계 해결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방향

교  육

과  정

전공교육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대
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해외대학 공동강좌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 개설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
적으로 낮은 참여율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

일방적 강의방식의 수업 운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식의 
혁신

비교과
과정

학생 스스로 작성한 Life Vision
설정 내용의 보완 프로세스 미흡

Life Vision 설정 내용 보완 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의 체계성 미흡
비교과 교육과정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아주블루 마일리지제 활성화

학생의 자발적 참여 부족
비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확대

교 육

지 원

시스템

학생선발
시스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수 부족
입학전형과 신입생교육연계 부족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실시
입학전형과 교육의 연계 강화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전공간 융복합화 지원을 위한 학사제도 
미흡

대학교육혁신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전공간 융복합화 지원

다면적 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 미비
학생지도, 학생상담 서비스의 허브화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교수학습
지원체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교육모델 개발 지원 체제 미흡 교과목 및 교육모델 개발

스마트러닝 기반 미흡 스마트러닝 인프라 구축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교수의 교육역량 평가 및 포상 미흡
교육역량의 공정한 평가 및 업적 반영 
강화

공학을 제외한 전공교육과정 품질 관리가 
문서화되지 않음

전교적 CQI 활동 촉진

신입생 이후, 전공 진입시기의 질 관리 
미흡

전공진입 준비도 점검을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 및 학업부진자 관리

교육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 선정

그간 운영해 온 사업의 성과점검을 시행하고 학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학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각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5년간 본 사업에 대한 

교과부 컨설팅 의견을 총체적으로 분석

이를 근거로 각 사업별로 자체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의견을 제시하고 각 사업은 ̒아주

비전 2023ʼ과 인재상, 액션플랜, 대외지표 등과 연계하여  2013년도 사업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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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08년

①
핵심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0.452

목표 및 주요성과

 - 핵심역량의 설정 및 개념 정립
 - 사전 연구 개관

 - 기본역량의 종류 및 분류

 - 5가지 역량 범주 추출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모의 과제 개발
 - 과제별 교육안 작성

 - 과제별 실제 수업을 위한 PPT 제작

 - 수업(교육)을 위한 계획 정립

②
강의실환경
개선 사업

191.250

목표

첨단강의실 구축(자동녹화시스템체제 구축) 및 강의실 

환경개선을 통한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학습의욕 고취 
및 교원의 강의의욕 고취

주요성과

 - 수업환경 개선
   ․ 강의실 1개소 전면 리모델링

   ․ 강의실 4개소 부분적 리모델링

 - 첨단강의실(자동녹화 시스템 체계) 10개 구축

③ 도서구입사업 221.300

목표 및 주요성과

 - 1인당 장서보유 현황 목표값 초과 달성: 99권→105.8권 

 (848,898+9,836+8,573) /8,199명(2008.10.1 기준)
=105.8권

④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170.000

학생 1인당 

교육비
(천원)

목표

 - 새로운 장학 신설 및 운영을 통한 장학 지표 개선
 - 저소득층·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저소득층 장학운영사업
 - 성적향상 격려장학 운영사업

주요 실적 및 성과

 - 장학금 수혜확대로 인해 등록생 1인당 장학금액,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을 비롯한 장학지표 향상

 - 성적향상 격려 장학금 신설: 50명, 5,000만원 지급

 - 저소득층 및 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가계곤란
장학 수혜율 향상 : 109명, 1억2천만원

⑤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사업
70.950

e-learning 

교수학습 

및 매체개발
(건)

목표
 - 취업 시 어학능력 공인성적의 필수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인어학시험 응시율 증대

 - 공인어학시험 미응시자 및 성적미달자에 대한 단기집
중 토익교육 및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공인

센터 설치를 통한 공인어학시험 점수 향상

4.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총괄표 (ʼ08~ʼ12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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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08년

주요내용

 - 토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토익 ATC(토익 말하기 능력 공인테스트 센터) 설치 및 

운영

주요성과
 - 토익역량강화반(114명), 토익스피킹반(23명), 영어면접

캠프(29명) 수료

 - 본교에서 TOEIC Speaking &  Writing 시험 실시
→학생편의 제공

⑥
대학 e-learning

고도화 사업
110.000  개발건수 

목표

 - 이러닝 활성화를 통한 교유방법 다변화 및 고강도 교육 
주요내용

 - 이러닝 콘텐츠 3개 과목 제작

 - 이러닝센터 장비 확충
주요 실적 및 성과

 - 3개과목 콘텐츠 제작 

   ․ 민법기초이론
   ․ 수학 1

   ․ 생명과학

 - 본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초역량 강화
 - 온-오프 병행하는 블렌디드러닝 수업 진행

⑦

교육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사업

(재학생,졸업생,
기업인사담당자)

48.000

목표

 -교육제공자 관점의 일방적 교육구성에서 벗어나, 교육 
수혜자(학생, 졸업생, 기업)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개선

 - 대학교육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만족도 진단을 통해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평

가와 개선

주요내용
 - 재학생 만족도 평가

 - 졸업생 만족도 평가

 - 기업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요구 조사
성과

 - 전체대학 및 단과대학별 교육역량 진단

 - 본교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파악

소 계 841.952

ʼ09년 ①
고강도(+α)

교육과정 운영
597.950

학문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α) 
교육과정 운영 

참여 학생 비율

및 만족도

목표

 -기초교육과정(영어 포함) 및 전공별 학과에 대한 고강도

(+α) 교육과정 운영
주요 내용/성과

 - AIWS(Ajou International Winter School)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구사능력 향상 집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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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09년

 - IT전공 집중교육

 - 웹기반 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이공계열)
고강도 수업 운영

 - 전공역량강화 어학집중교육

 - 이러닝 콘텐츠 활용을 통한 고강도 교육과정 운영
 - 재학생대비 참여비율 : 54.2%

 - 만족도 : 3.7

②
진로 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및

제도운영

134.82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공별 

진로 특성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학생
비율 및 만족도

목표
 - 전공별 진로 특성화･맞춤형교육과정 운영 확대

 - 학부(전공)단위별 교육과정의 지속적 내부인증 평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성과

 - 자동차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494명)

 - 지식재산권 실습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199명)
 - 경영학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255명)

 - 학부(전공)단위별 교육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연구
 - 재학생 대비 참여비율 : 11.5%

 - 만족도 : 4.29

③
신입생 교육역량

강화 사업
455.268

목표

 - 신입생의 말하기, 글쓰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역량 
집중 및 교양교육과정의 적극적 지원

주요내용

 - 신입생 세미나 49반 운영
 - 대학원 상담멘토 79명, 학부생 피어멘토 220명 운영

 - 글쓰기 전담 특임교원 7명 임용, 글쓰기 수업 지도

 - Freshman Academic Choice 제작을 통한 신입생 대상 
가이드 

주요 실적 및 성과

 - 글쓰기 수업  82반의 수업평가 측정, 기준치 3.5이상
→실제 4.05/5.0

 - 상담 멘토 상담 만족도 평균 4.51/5.0

 - 신입생 세미나 수업만족도 3.79 /5.0
 - Freshman Academic Choice 활용, 신입생 대학생활

설계 지원

④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216.500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

목표

장학금 환원율 제고

주요 내용
 - Aim High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지원

주요 실적 및 성과
 - 집행실적

   ․ Aim High S-1 장학 : 45명×1인당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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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09년

= 22,500,000원

   ․ Aim High S-2 장학: 50명×1인당 1,000,000 원
= 50,000,000원

   ․ 교육역량강화 저소득층 지원장학: 144명x1인당 1,000,000원

= 144,000,000원
 - 주요 성과

등록금대비 장학금 지급률 제고 : 15.49→16.0%

⑤
취업역량

강화사업
411.847

커리어로드맵 

작성자 비율

(%,입학정원
기준)

목표: 저학년부터 핵심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력 개발 
역량 강화

주요내용

 - 신(편)입생 진로캠프
 - 글로벌 인턴십

 - 학생경력관리체계 전산망 구축

 - 영어 능력 졸업 인증제 연계 온오프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주요성과

 - 커리어로드맵 작성 밀착 지도: 320명
 - 글로벌 인턴십 수행: 15명

 - 2010학년도부터 이용 가능한 학생 경력 관리 전산망 

구축: 전체 학부생 약 8,000명 적용
 - 외국어 성적 향상 과정 참여 및 장학 수혜: 409명

 - 커리어로드맵작성자비율 : 16.3%

⑥
국제화역량

강화사업
279.968

외국인 학생수

(명)

목표

 - 국제적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 영어전용강좌 비율증가
 - 외국인 학생수 증가

주요내용

 - 우수 외국인학생 장학지원
 - 캠퍼스 내 한국어-영어 병용

 - 글로벌 교육라운지 구축

 - 해외대학과 화상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커리큘럼 
개발

주요 실적 및 성과

 - 우수외국인학생 장학 지급 증가:
34,726,400 (2008년) →78,361,000원(2009년)

 - 캠퍼스 내 주요 공지, 안내, 웹사이트, 행정문서 등

한국어-영어병용 실시(총338건/6개월)
 - 글로벌교육라운지 구축: 신학생회관 202

 - 외국인학생 증가: 492→543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미국 드렉셀 대학간 화상강의 및
공동커리큘럼 개발(2개 전공과목 운영)

 - 영어강의비율 증가 2008: 8.95%→20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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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09년

⑦
교수-학습지원

사업
77.770

․ 건  수
․ 참여율

․ 만족도

목표

 - 교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주요내용

 - 교수법 지원사업

  ․ 교수학습특강 및 워크샵 등 개최 
  ․ 수업분석 클리닉

  ․ 교수자 영어학습 지원

 - 학습법 지원사업 
  ․ 학습법 특강 

  ․ 학습스타일 연구 및 진단지 제작

  ․ 학습법 가이드북 제작 등 
주요 실적 및 성과

 - 특강 및 워크샵 30여회 이상 진행, 900여명 이상 참여, 

4.0이상의 만족도(5점만점) 
 - 학습모델 연구 보고서 발간

 - 학습스타일 진단지 제작

 - 학습법 가이드북 제작

⑧

교육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사업

(재학생, 졸업생,

기업)

64.050

교육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점수)
(재학생,졸업생,

기업체)

목표

 - 2008년 개발된 ʻ단과대학 자율경영 성과지표ʼ의 타당화를 

통해 품질보증
 - 본교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평가도구 개발

주요내용

 - 교육만족척도 타당화
 - 기업의 교육만족척도 개발

 - 재학생 만족도 평가

 - 졸업생 만족도 평가
 - 기업의 만족도 평가

성과

 - 전체대학 및 단과대학별 교육역량 진단 및 전년대비 
교육역량변동내역 확인

 - 단과대학의 교육운영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 반영

 - 본교출신 재직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함
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적 개선사항 

파악 반영 

⑨
사업 관리 및

운영 
44.503

목표

 -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 아이디어 도출, 성과 관리 
 - 교수학습 및 이러닝 관련 연구 및 주요 사업 기획

주요 내용

 - 박사급 연구교수(비전임) 1인 채용
 - 석사급 연구원 1인 채용

(현재 인력구성: 직원 3, 조교 1, 총 4)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소 계 2,28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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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0년

①
고강도(+α)

교육과정 운영
459.804

고강도(+α)

교육과정 

참여학생 비율 
및 만족도

목표 
 - 기초교육과정(영어 포함) 및 전공별 학습에 대한 고강도

(+α) 교육과정 운영

주요 내용
 - IT전공 집중교육

 - 웹기반 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이공계열)

고강도 수업 운영
 - 전공역량강화 어학집중교육

 - 이러닝 콘텐츠 활용을 통한 고강도 교육과정 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재학생 대비 참여비율: 79.4%이상

 - 만족도 : 4.01점(5점 만점)  

②

진로 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및
제도운영

60.000

진로 

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참여학생비율 

및 만족도

목표

 - 전공별 진로 특성화･맞춤형교육과정 운영 확대

주요 내용
 - 자동차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권 실습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재학생 대비 참여비율: 15.2%

 - 만족도: 4.52점(5점 만점)  

③
학부주도적

발전체제 구축 
147.82  - 

목표

 - 학부단위 자발적인 교육역량강화방안 모색 

 - 학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성과지표 관리 
주요 내용

 - 학부발전체제 구축 정책연구 진행

 - 총20개 학부 교육혁신 과제 도출

④
신입생교육역량

사업
647.058

목표

 - 신입생대상 교과, 비교과, 상담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신입생 역량 제고

주요내용

 - 신입생 대상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운영:
 ·의사소통능력개발을 위한 글쓰기 수업 전담 특임 교원 

임용

 ·ʻ아주고전ʼ프로그램 개발
 ·교수와의 밀착 수업을 위한 ʻ신입생세미나ʼ 운영

 - 신입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ʻ신입생 집중교육 ̓운영
 ·대학생활 적응 및 적극지도를 위한 ʻ아주멘토ʼ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신입생 대상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운영:
 ·의사소통능력개발을 위한 글쓰기 수업 전담 특임 교원

(7명)활용 필수교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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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0년

 ·ʻ아주고전ʼ문제은행 및 해제개발, 온라인 토론 사이트 구축 
 ·신입생세미나: 49반개설, 2,313명 수강

 - 신입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집중교육: 38명 소단위 집중교육, 3.8/5점 만점 
만족도

 ·신입생 멘토링 사업을 통한 대학생활적응력 제고

⑤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533.000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목표

 - 장학 신설을 통한 교내외 장학지표 개선

 - 저소득층･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 지원확대
주요내용

 - Aim High 장학사업

 - 저소득층 장학지원
주요 실적 및 성과

 - 집행실적

  ․ Aim High S-1 장학 : 113명→50,000,000원
  ․ Aim High S-2 장학

   : 50명×1인당 1,000,000원= 50,000,000원

  ․ 교육역량강화 저소득층 지원장학
   : 364명→433,000,000원

⑥
취업역량

강화사업
216.725

커리어로드맵 
작성자 비율

(%, 입학정원

기준), 
어학 능력 평가 

1인 1회 이상 

응시 비율
(%, 입학정원

기준)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사업]
목표: 진로 목표 설정 및 어학역량 계발

주요내용: 커리어로드맵 작성, 어학 능력 일정 수준 달성

을 통한 체계적 진로 설정 지도
주요 실적 및 성과: 커리어로드맵 2,945명 작성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사업]
목표: 편입생 진로 목표 설정

주요 내용: 편입생 입학전 커리어로드맵 작성

주요 실적 및 성과: 
192명 전원 커리어로드맵 작성

[글로벌 경력계발 역량강화]
목표: 글로벌 경력 관리

주요내용: 글로벌 인턴십, 영어 캠프

주요 실적 및 성과
 - 글로벌 인턴십: 15명

 - 영어 캠프: 219명

[취업준비 의식 및 준비 현황 조사]

목표: 취업 지도 정책 기초 자료 분석

주요내용: 취업 준비 의식 및 준비 현황 설문 조사, 분석
주요 실적 및 성과:

취업 준비 의식 2,089명  조사

[ONE STOP 취업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목표: 취업홈페이지 편의성 증대를 통한 이용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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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0년

주요내용: 실이용률과 콘텐츠 사용도를 고려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주요 실적 및 성과: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⑦
국제화역량강화

사업
212.330

외국인
학생수

(명)

[해외대학공동커리큘럼개발사업]

목표: 해외대학 공동 커리큘럼개발 

주요내용: 
  - 미국 드렉셀 대학 및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연계하여 

화상강의 수행

  -외국유명석학초청 세미나 실시
주요 실적 및 성과

  -국제화 지표향상

  -총 4과목 232명 수강
  -만족도 : 4.2/5점

[국제화역량강화사업]

목표: 국제화 인프라 강화 및 외국인학생 지원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캠퍼스 한영 병용

  - 교환학생 어학교육 장학
  - 글로벌특성화트랙

  - 교환학생 파견 전 교육

주요 실적 및 성과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 320명(2009. 1학기)

→391명(2010. 2학기)

  - 글로벌 특성화 트랙 (Global IT 트랙) 신설 연구결과 
보고서 (특성화교과과정 마련)

  - Global Exchange Scholarship: 저소득 우수 교환학생 

파견자 19명 수혜
  - 교환학생 파견 전 교육: 여름, 겨울방학 총 2회실시. 

교육생 60명 참가

  - 캠퍼스 한-영 병용: 520건 병용화. 영문요람 제작.
외국인학생전용 영문가이드북 제작 

⑧
교수학습 지원

사업
251.086

․ 건  수
․ 참여율

․ 만족도

목표 
 - 교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주요 내용

 - 교수법 지원 사업
  ․ 티칭스타 프로그램 및 특강 등 교수역량 강화 지원 

  ․ 교수법 가이드북 제작 등 정보 제공  

 - 학습법 지원 사업 
 ․ 학습법 특강 및 공모전 등 학습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튜터, 가이드북 제공 등 자기주도 학습 역량 제고

주요 실적 및 성과
 - 특강 및 워크샵 16회 진행, 1,670여명 이상 참여, 4.44의 

만족도 



2013년『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24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0년

 - 교과목 컨텐츠 개발: 9개 교과목 개발
 - 교수법, 학습법 가이드북 및 학습스타일 가이드북 제작

 - 티칭스타 운영, 교수법 연구모임 67명  참여

 - 온라인튜터: 593명 참여

⑨

교육역량강화
만족도 조사사업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기업)

64.010

목표 

 - 본교의 교육에 대한 재학생, 졸업생, 기업의 교육만족
수준을 파악

 - 본교 교육만족도의 변화추이 파악

 - 대학 졸업이후의 상위과정 진학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파악

 -학문역량 진단을 통해 강화가 요구되는 교육역량 부분을 

파악
주요 내용

 - 교육만족도 조사 (재학생, 졸업생, 기업)

 - 학업역량 진단 요구조사 및 평가
성과

 - 대학교육 수혜자(재학생, 졸업생, 기업)의 교육만족도 

점수
 - 본교의 교육역량 수준 진단 점수 

⑩ 사업 관리 및 운영 5.834

소 계 2,59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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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1년

①

학문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ʻ고강도(+α)
교육과정ʼ 운영

181.835
고강도(+α)
교육과정

참여지수

목표

 - 기초과목 및 전공별 학습에 대한 고강
   도 (+α)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 웹기반 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
   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 IT 프로그래밍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전공역량강화 어학집중교육
주요 실적 및 성과

 - 웹기반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업향

   상 도움 기여 체감도 3.6(5점만점)
 - 웹과제 참여율과 강의 지필고사 성취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 형성

 - 온라인 영작문 첨삭지도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공교육의 효율적 피드백 제공 

 - 전공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전공 분야

   의 핵심역량 강화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공별 

진로특성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59.716

진로특성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목표

 - 전공별 진로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
주요내용

 - 자동차특화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 집중교육 프로그램
주요 실적 및 성과

 - 자동차특화 교육과정 이수자 GMK 실제 취업으로 연결

: 2011년 15명
 - 특허출원 및 명세서 작성 학생 증가

: 10년 88명→11년 95명

 - 특허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참여 학생 수 증가로 
지식재산 집중교육 강화: 13개 프로그램 667명 참여

 -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확대

③
신입생

역량강화 사업
402.384

목표

 -신입생 대상 교과, 비교과, 상담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신입생 역량 제고

주요내용

 - 신입생 세미나 교과과정 운영
 - 신입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으로 ʻ신입생집중교육ʼ 운영

 - 대학생활 적응 및 상담 프로그램인 ʻ아주 멘토ʼ 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신입생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100% 전 임교원 강좌 담당

 -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 본교의 의사소통역량 중

ʻ쓰기ʼ 영역 점수 평균 상위
 - 신입생 세미나 수업평가 결과 상승(77.2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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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1년

 - 멘토 선발 기준을 높여 맞춤형 학사 서비스 제공

 - 멘토링을 통한 선후배간 유대감 강화  및 대학생할
적응력 제고

④
학생 장학금

지원
200.221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목표

 - 교내외 장학확대를 통한 장학지표 개선
 - 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학비부담 경감

주요내용

 - 저소득층 및 가계곤란 대상자 장학금 지원
주요 실적 및 성과

 - 지원 학생 수 : 가계곤란 학생 99명

 - 지원 내용 : 수업료의 50%

⑤
취업역량 
강화사업

413.787

-Life Vision

설정지수

-어학시험
기준 점수

달성 비율

(입학정원대비)

목표
 - 진로 설정을 통한 목표의식 고취

 - 어학역량 및 취업기초역량 계발을 통해 자신감 함양 및 

취업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재학생 진로설정 프로그램 및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운영
 - 영어 사이버강좌, 어학능력평가 실시, 영어면접캠프, 토

익사관학교 운영

 - 취업준비의식 및 준비현황 조사
 - 실질적 직무교육, 컨설팅 중심의 체험식 밀착지도 실시

 - 인문대학 Opic 프로그램 시행

주요 실적 및 성과
 - 2011년 Life Vision 설정 지표 달성

: 커리어로드맵 설정 누적인원 5,342명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1,002명,
  목표값 26.3%를 상위한 28.2% 달성

 - 토익사관학교 1,290명 참가 및 공인 어학 성적 향상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
 - Opic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76명 참가 레벨 향상도 

83.3% 향상, 교육 만족도 4.33(5점기준)

 - 직무교육 및 취업캠프 126명 참가, 맞춤형 컨설팅 및 
직무체험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⑥
국제화역량 

강화사업
114.587

국제화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
 - 외국어와 국제 감각을 겸비한 국제적 인력 양성

 - 학부교육의 실질적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 교육의

내실화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 국제 공동 화상강의 운영 및 해외 유명교수 초빙 세미나 

개최
 - 캠퍼스 한영 병용, 교환학생 어학교육장학 및 캠퍼스 

다문화 지원행사를 통해 글로벌 캠퍼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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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1년

 - 글로벌 특성화 트랙 개발 연구

주요 실적 및 성과
 - 국제공동 화상강의 확대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향상

 - 글로벌 IT 트랙 교육과정 신설
 - 외국인학생전용 영문 가이드북, 영문요람 제작

 - 교환학생 튜터링 및 다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재학생과 

유학생의 연계 체제강화,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 전환 유도 

⑦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사업

186.359

교수학습
 콘텐츠개발

 및 OCW 

활성화
비율(%)

목표

 - 교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주요내용
 -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제작 지원, 자동 녹화강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지원

 - 학습법 특강 및 공모전, 온라인 튜터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인프라 구축

주요 실적 및 성과

 - OCW를 통한 이러닝 콘텐츠 활성화
 - 블렌디드 러닝 지원을 통한 학습 만족도 향상

 - 자동녹화강의시스템 운영 지원을 통한 강의형태의 다

양화, 온라인튜터 활용
 - 학습법 관련 공모전 시행 : 188편 참가 16편의 우수 사례 

발굴, 홍보 확산

 - 클리닉 및 역량진단을 위한 전용컨설팅룸 인프라 구축

⑧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31.178

목표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

 - 전공지식과 실무 연관성을 체득하여 학습동기 부여 및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Incubating 프로

   그램 및 융합형 창업캠프 운영
 - 인문교육 콘텐츠 개발 산학협력 프로젝트, IT산업체 인턴십 

수행

 - 가치혁신교육 및 현장견학
 - 약학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산업현장 인턴 파견

주요 실적 및 성과

 - 1회 아주창업캠프를 통해 창업인재 배출: 참여 팀 중
2팀의 창업 아이디어 정부유사사업에 선정, 정부지원금

확정

 -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학대
 - 학생들의 현장 파견 확대를 통해 현장력을 갖춘 실천적

창의 역량 강화

 - 산업체화의 협약 체결 확대로 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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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1년

⑨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역량

평가사업

41.300

목표
 - 본교 교육에 대한 교육만족수준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

 - 본교 교육만족도 변화추이 파악

 - 학문역량 진단을 통해 강화가 요구되는 교육역량 부분 파악
주요내용

 - 교육만족도 조사(재학생, 졸업생, 기업)

 - 학업역량 진단 요구조사 및 평가
주요 실적 및 성과

 - 재학생 교육만족도 증가(2.95→2.97)

 - 졸업생 교육만족도 증가(3.14→3.28)
 - 기업의 본교생에 대한 3가지 역량 만족도 모두 증가

⑩
교육인프라

확충사업
14.699

목표
 - 학습소외계층 학생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학습력 제고

 - 첨단강의실(국제화상강의실) 인프라 보완으로 선진기술 

동향 및 정보 습득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주요내용

 - 청각장애학생 수강 원격지원

 - 장애인 전용 강의용 책상, 학습공간 프린터, 사물함 등
 - 국제 화상강의실 교육 기자재 구입

주요 실적 및 성과

 - 학습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 국제공동 화상강의실 교육 인프라 보완을 통한 국제공동 

강의 활용도 상승

⑪ 사업 관리 및 운영 6.002

소 계 1,752.068

ʼ12년
①

기초역량
강화사업

229.863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

1학년 평점평균
1.75 미만자

비율

목표
 - 교과, 비교과영역의 밀착형 지도를 통한 신입생 역량 제고

 - 기초과목 역량강화

주요내용
 - 밀착형 듀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신입생세미나 교과

과정, 아주멘토 프로그램)

 -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신입생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교양과목 전임교원 담당 

원칙 유지
 - 신입생 세미나 총 40개 개설, 850명 수강, 수업평가 

4.0 (5점 만점)

 - 멘토링을 통한 다각적인 학생지도체제 구축, 효과적인 
신입생 관리

 - 기초과목 역량강화를 위한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해 

과목별 약 10% 이상의 기초과목 학업능력 향상, 수강생 
만족도 향상 (3.1→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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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2년

②

현장 맞춤형

전공교육
운영

135.632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지수

목표
 - 전공지식과 전문 산업분야 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주요내용
 -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전공별 산학연계 현장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실적 및 성과
 - 제2회 아주창업캠프 개최, 대상 수상팀이 중소기업진흥원 

주최 ʻ청년창업사관학교ʼ에 선정(창업지원금 약 9천만원 

수탁), 창업 준비(업체명:마루더함)
 - 인문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인문학 산업경쟁력 확보

   ·영어콘텐츠 개발 성과를 통한 ㈜태성 바인텍 업체와

협약 체결, 아동영어 콘텐츠 개발 산학기금 2년간 지원
   ·학교기업 설립 컨설팅 진행

   ·지적재산원 등록 및 교과연계 콘텐츠 사업 다각화

 - 자동차 관련 업체 현장실습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학 
전 분야 현장실습 확대

 - 약학 산업현장 연계교육을 통해 전문기업체와의 교류

협력 추진 강화(2012년 총 4개 기관과 MOU)

③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262.163

아주 글로벌

파견 비율

목표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 구축
주요내용

 - Ajou Study Abroad

 - 해외 단기 파견 및 연수 프로그램
 -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SIT 프로그램

주요 실적 및 성과
 -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파견 기회의 확대로 파견학생 비율 

상승(11년 400명, 4.1%→12년 532명, 5.5%)

 -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본교생 및 교환학생의 
참여와 관심 증대

 - 학점인정이 가능한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평가 

지표개선에 기여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환학생 파견 : 11년 33위→12년 9위)

④
취업역량

강화사업
355.245

Life Vision

설정 지수

목표
 - 취업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

취업률 향상

주요내용
 -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 실용어학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취업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주요 실적 및 성과

 - 2012년 Life Vision설정 누적인원 8,104명, 커리어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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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번 세부사업명
국고

지원금
관련

성과지표
내   용 비고

ʼ12년

 누적인원 1,940명으로 약 130% 이상의 목표치 달성
 - 아주진로개발 정책연구를 통해 진로설정 교육을 위한 

체제 구축

 - 토익사관학교 1,724명 참가 및 공인 어학성적 향상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  

 - 직무교육 및 취업캠프 130명 참가, 맞춤형 컨설팅 및

직무체험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⑤
ʻ스마트러닝ʼ

교수학습 지원
135.000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지수

목표

 - 교수자,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지식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지식공유 콘텐츠 플랫폼 구축
주요 실적 및 성과

 - 고품질 콘텐츠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교과목 콘텐츠 개발 확대
(11년 14과목→12년 16과목)

⑥
교육환경

개선사업
163.304

목표
 - 학습환경 개선을 통해 학업률 상승 및 연구활동 지원

주요내용

 -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 OCW 활성화를 위한 강의환경 개선

주요 실적 및 성과

 -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환경 개선을 통해
만족도 제고

 - 선진화된 강의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지원체제 강화

⑦ 사업 관리 및 운영 7.770

소 계 1,288.977

합   계 8,7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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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계획 총괄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목적

6년째 추진 중인 ʻ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ʼ과 2011년도에 선정된 ʻ학부교육선진화 선도

대학 지원사업ʼ을 전략적으로 연계, 학부역량강화를 위해 기초역량강화사업, 전공역량

강화사업, 글로벌역량강화사업, 취업역량강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프로

그램을 시행

이를 통해 아주비전 2023의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적인 변화 및 발전 체제를 구축

필요성

대학 1학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입생에 대한 교수와 선배 및 동료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긍정적 대학생활 동기 부여 프로그램 필요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ʻ전공진입평가제도ʼ와 전공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초

학문능력 함양 필요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된 전공지식과 실무역량, 시장 응용 능력을 압축적

이고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필요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무·실습 집중교육을 통해 전공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심화

능력 계발 필요

글로벌 캠퍼스 구현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기반 교육 

프로그램 필요

Career-oriented된 맞춤형 취업 전략에 따른 다양한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필요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2013년도 사업추진 방향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사업의 연계 차별화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이를 위해 2013년도에는 사업총괄부서인 대학교육혁신원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에 대한 공모를 전교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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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78개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각 분과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함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각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개선,

통폐합 등 환류 절차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구축함

또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를 위하여 그간 본 사업의 컨설팅 결과를 

종합하여 부서별로 사업검토의견서를 송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체노력을 기

울임

교육역량강화사업

-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해 온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

- 취업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적 실무형 인재 양성

- 단과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의한 학부생 교육역량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및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통 폐합

- 우수사업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유도

ACE사업

- 학부교육 체질개선 체계 구축 사업

- 교육역량강화사업보다 장기적 차원, 단과대학 차원에서 시행하여 학부선진화 모델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 기초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학사제도 지원체계 선진화에 초점 등

2. 사업내용 총괄

사업추진개요

아주대학교는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이념 및 목표, 인재상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교육부

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전략 및 방향을 수립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교과와 비교과영역에서 신입생 대상 밀착형 듀얼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과학 과목의 

역량을 강화하는 웹과제 시스템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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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이어 전공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현장 실무역량이 강화된

전공 특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학생들의 영역별 역량 비교 조사 및 학습성과 분석 지표 등을 통해 ʻ글로벌 역량ʼ 강화

를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주력함

취업역량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영어능력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실질적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함

수요자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하여 선진화된 

학습환경 제공

낙후된 도서관 환경 및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향상과 학습역량 강화

2013 교육역량강화 주요 사업과 핵심역량과의 연계

주 요 사 업 세 부 사 업 핵 심 역 량

기초역량강화사업
신입생 밀착형 듀얼 멘토링 융복합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기초과학 고강도 수업 운영

전공역량강화사업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융복합 사고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아주 글로벌 프로젝트
글로벌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취업역량 강화사업 잡아주(JOB AJOU) 프로젝트
실천적 창의 역량

글로벌 역량

교육환경 개선 사업
도서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천적 창의 역량 

[그림 10] 2013 교육역량강화 주요사업과 4대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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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역량강화 주요 사업과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

[그림 11] 교육역량강화와 아주비전 2023

사업추진 논리모델

기초역량강화사업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ies) → 산출
(output) → 성과

(outcome)

듀얼밀착멘토링 운영
 - 연간 40명의 본교교원

 - 90명의 재학생 멘토

 - 예산171,080,000원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 웹과제 기반

시스템 Maple T.A 
 - 서버운영지원

 - 예산: 40,300,000원

듀얼밀착멘토링 운영
 - 본교교원에 의한 ʻ신입생

세미나ʼ 정규 교과목 운영

 - 교수를 통한 밀착 지도
 - 75명의 멘토와 2,300명의

신입생 멘티간 멘토링 운영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 웹과제 시스템 활용 수업 운영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

총괄지원

듀얼밀착멘토링 운영
 - 다양한 학문, 주제에

대한 탐색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1학년 평점평균

1.75미만자 비율 감소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 신입생 및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듀얼밀착멘토링 운영
 - 대학생활 조기 설계에

따른 효과적인 대학

생활 정착
 - 학부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향상

 - 교수･선배･동료와의
유대감 강화로

아주문화정착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 기초과목 학업능력

향상과 학업동기 유발

 -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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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강화사업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ies) → 산출
(output) → 성과

(outcome)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전문가, 창업

교육전문가 및 멘토링
 - 공모전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배양

 - 진로탐색 및 멘토링
 - 예산:82,200,000원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전문가 및 멘토링

 - 인턴십 파견

 - 지도교수 취업 심화지도
 - 예산:72,700,000원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창업집중교육캠프

 - 공모전 실기 캠프

 - 맞춤형 미래설계&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인턴십 파견
 - 산업현장 연계 교육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참여자수 

및 만족도 향상
 - 특허출원자 배출

 - 참여기업 및 멘토지원 

확대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자수

증대 및 만족도 향상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배출
 - 전공 진로 전문분야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육과정 성공모델 구축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 산학연계를 통한
실천적 창의역량 배양

 - 전공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성을 결합한 대학
교육모델 창출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AJOU GLOBAL PROJECT)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ies) → 산출
(output) → 성과

(outcome)

해외 단기 파견/연수

 - 자매대학간 하계․동계
계절수업 활용한

단기 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인정 

 - 예산 : 200,000,000원

유학생 적응 지원

 - 유학생 전공 도우미 지원

 - 학사안내 가이드북
제작

 - 예산 : 12,800,000원

해외 단기 파견/연수

 - 자매대학 우수 단기 프로그램
(하계, 동계 방학 이용)우수

프로그램 이수

 -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유학생 적응 지원 

 - 유학생 가이드북 발간, 배부
 - 유학생 간담회 실시

 - 학교 적응지도 프로그램

해외단기 파견/연수

 - 자매대학간 단기
우수프로그램수,

참여자수

 - 자매대학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교환학생 파견 증가

유학생 적응 지원

 - 유학생 만족도, 

적응력 향상

해외 단기 파견/연수

 - 다양한 파견 프로그램
의 질적 수준 제고

 - 글로벌 역량 함양

 - 선진교육환경에서
전공분야의 심화과정

이수 기회제공

유학생 적응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본교 수학 만족도
제고 및 유학생 증가

 - 교내 구성원과 외국인 

학생간의 문화 교류 증진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 본교 자체 대응으로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영어강의, 어학인증, 교환학생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과정 요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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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역량 강화 사업 ( ʻJob Ajouʼ 프로젝트 )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ies) → 산출
(output) → 성과

(outcome)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 진로설정 전문가

: 사이버강의 제작
 - 진로설정 워크 시트

관리를 위한 종합

전산망
 - 예산:62,800,000원

취업어학능력
강화프로그램

 - 취업어학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
 - 예산:180,000,000원

 

취업실전대비
프로그램

 - 다양한 직무능력 양성 

프로그램
 - 실전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예산:127,500,000원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분석시스템 개발

 - 예산:50,000,000원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 진로설정 로드맵 입력

 - 진로설정 커리어 코칭 

 - 실용영어사이버 강좌 
 - 준공인 토익 시험 실시

취업어학능력 강화프로그램
 - 공인어학시험 응시

 - 공인어학능력 향상도 측정

 - 우수 수료학생, 우수성적취득
학생 지원

취업기초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집중 

프로그램 
 - 다양한 실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 취업스터디 지원
 - 6시그마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 취업률 항목별 분석

 - 입사형태에 따른 취업현황

분석 자료

진로설정과 어학
역량계발

 - 진로설정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 콘텐츠 수 
 - 진로설정워크북

 - 진로설정워크시트

작성자 수
 - 커리어코칭 참가자수

취업어학능력 강화
프로그램

 - 공인어학시험

응시자수
 - 공인어학시험 점수

향상도

 - 우수 수료자, 우수
성적 취득자수

취업실전대비 프로그램
 -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실전 취업역량강화

참여자 수
 -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 취업률 개선
 - 취업관련 제도 개선

진로설정과 어학
역량계발

 - 조기 진로설정을

통한 체계화된
자기관리 능력 함양 

 - 구직활동 준비도

및 적극성 제고로
취업률 상승

 -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학풍 조성으로 사회
에서 인정받는 인재 

배출 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

취업어학능력 강화

프로그램
 - 취업 시 요구되는

수준의 어학 역량 함양

 - 취업준비도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 활성화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운영

 - 직무별 취업역량 강화

 - 채용 전형의 형태별 
실전 취업역량 제고로

취업률 향상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 학생경력개발 관리

기반 조성
 -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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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 사업

투입
(input) → 과정/활동

(process/activities) → 산출
(output) → 성과

(outcome)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 시스템 냉난방 시설
구축 

 - 예산:340,000,000원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율곡관151호)
 - 멀티미디어 장비,

집기 교체

 - 공간리모델링
 - 예산 : 78,520,000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 수요자 중심의  학술 정보 서비스 

 -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환경 첨단화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 안정적인 최신 학술

정보 제공

 - 학술정보 열람 환경
개선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최적의 강의환경 구축

 - 고품질의 강의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서관 학습 환경 개선
 - 학부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

 - 선진화된 교육환경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학부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 선진화된 교육환경
제공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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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계획 총괄표

연번 세부사업명 내 용
관련 

성과지표
단위

기대효과
비 고

사업 전 사업 후

①
기초역량 
강화사업

목표 
 - 교과,비교과영역의 밀착형 지도를

통한 신입생 역량 제고
 - 기초과목 역량강화

주요 내용
 - 밀착형 듀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세미나 교과과정, 아주멘토
프로그램)

 -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9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목표 
 - 전공지식과 전문 산업 분야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내용

 -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24.2 

/
18.2

25.5
/

19.4

③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목표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 구축 
주요 내용

 - 해외 단기 파견/연수 프로그램
 -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④
취업역량
강화사업

목표 
 - 취업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 취업률 향상
주요 내용

 - 진로설정 프로그램
 - 취업어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 취업률분석 시스템 구축

Life Vision
설정지수 % 45.1 53.2

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목표 
 - 학습환경 개선을 통해 학업률 상승

및 연구활동 지원
주요 내용

 -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 학습 환경 개선사업

⑥
사업 관리 
및 운영

목표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자체평가기능 강화

주요 내용
 - 회의 및 사업관리 운영
 -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의 통폐합 및

환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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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명
해당(유사)사업

주요 내용
연도 교비 교비외재원 합계 비고 

①
기초역량
강화 사업

사업명 : 고강도(+α) 교육과정 운영

목표
 - 고강도수업 운영
 - 기초학습역량 강화

주요성과 
 - IT프로그래밍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웹기반 과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 전공별 어학집중교육을 통한

전공학습 역량 강화

2010 - 459,083,550 459,083,550

2011 - 181,834,400 181,834,400

2012 - 41,150,000 41,150,000

소계 - 682,067,950 682,067,950

사업명 : 신입생 역량강화 사업

목표 
 - 신입생 기초 학습역량 강화
 - 대학생활 적응력 제고

주요성과 
 - 신입생 세미나 교과과정 운영

으로 교수 밀착형 지도
 - 글쓰기 수업 전담 교원 활용을 

통해 의사 소통능력 향상
 - ʻ아주고전ʼ 온라인 토론 사이트 구축
 - 신입생 집중교육을 통한 비교과

교육 활성화
 - 멘토링 사업을 통한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2010 - 647,058,276 647,058,276

2011 - 402,383,395 402,383,395

2012 269,830,000 188,712,735 458,542,735

소계 269,830,000 1,238,154,406 1,507,984,406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사업명 : 진로 특성화 교육과정

목표
 - 맞춤형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주요성과 

 - 자동차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전공심화 및 실무역량 강화로
실질 취업과 연계함

 - 지식재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출원 및 명세서
작성 학생 증가

2010 - 59,972,186 59,972,186

2011 - 60,000,000 60,000,000

2012 148,186,000 49,957,800 198,143,800

소계 148,186,000 169,929,986 318,115,986

4. 최근 3년간 해당(또는 유사)사업 투자현황표
(단위 :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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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명
해당(유사)사업

주요 내용
연도 교비 교비외재원 합계 비고 

사업명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목표 
 - 전공지식과 현장 지향적 직무

역량 함양
주요성과 

 - 창업캠프 통한 창업 인재 배출
 - 산학 전문가 초빙 특강, 세미나 증가
 - 산업현장 학생 인턴  파견

프로그램 진행
 -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

2010 - - -

2011 - 131,200,000 131,200,000

2012 - 85,674,500 85,674,500

소계 - 216,874,500 216,874,500

③
 글로벌역량
강화 사업

사업명 :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목표 
 - 국제화역량 강화 및 글로벌

캠퍼스 구축
주요성과

 - 캠퍼스 한영병용
 - 글로벌 특성화 트랙 개발
 - 교내 다문화 인식 확산
 - 교환학생 파견 등

재학생 국제화역량 강화

2010 - 212,440,000 212,440,000

2011 - 114,620,598 114,620,598

2012 674,970,000 262,163,000 937,133,000

소계 674,970,000 589,223,598 1,264,193,598

④
취업역량
강화 사업

사업명 : 취업역량강화 사업

목표
- 취업준비역량 배양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주요성과

- 진로설정 참여 학생인원 증가
-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를 통해

대학적응력 및 학업성취도 향상
- 영어면접캠프, 어학시험, 토익

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

- 취업준비도 파악

2010 152,086,250 198,725,000 350,811,250

2011 - 413,788,000 413,788,000

2012 235,860,000 355,244,500 591,104,500

소계 387,946,250 967,757,500 1,355,703,750

⑤
교육환경

개선

사업명 :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

목표 
- 교육 인프라 구축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주요성과 

 - 국제화상강의실 인프라 장비 보완

2010 - - -

2011 - 14,699,300 14,699,300

2012 130,600,000 163,303,800 293,903,800

소계 130,600,000 178,003,100 308,6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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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사업별 계획 

1. 기초역량강화 사업

[그림 12] 기초역량강화 사업 체계도

1-1. 밀착형 듀얼 멘토링

 목표 및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 1학년 생활의 중요성 강조

교수와 선배 및 동료 학생과의 유대감 통한 긍정적 대학생활 동기 부여 필요

본교 인재상(다산형 인재)에 부합한 교내외 교육활동 적극 참여 유도

 주요 추진 내용

사업 내용

[교과영역]
신입생 세미나 

1학년 대상 교양필수(3학점) 교과목으로 운영
담당교수가 선정한 주제에 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세미나강의로 진행
교수와의 지적토론과 활동을 통한 학문적 비전 제시 
교수-학생 간 유대감을 통한 학생지도 강화
전체 신입생 대상, 교양필수과목(1학점)으로 운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본교 교원 수업 배정 원칙과 교수 관심분야 주제 선정 원칙
연간 약 40반 운영(1반당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
SIC(Student Initiated Course) 및 AAFL(Advanced Ajou Flagship Lecture) 운영방식
시뮬레이션
P/F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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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영역]
아주멘토 프로그램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정착 및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전체 신입생(입학정원 1,968명)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멘토링 활동 보장 및
구체적인 밀착관리 시스템 구축
멘티(신입생)대상 멘토링 영역

  - 수업 및 학사, 장학금 등 학생복지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 교내외 프로그램(경시대회, 공모전, 프로젝트 등)참여 유도
  - 대학생활 및 진로 설계 지원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한 멘토 선발(연간 약 90명)과 멘토 매뉴얼 및 멘토링 활동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상시 교육(연 7회)
활동실적관리 및 우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멘토링 성과 관리

[그림 13] 아주멘토 프로그램 운영 절차

세부 추진계획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신입생 

세미나 운영

신입생 대상 필수 교과목
본교 교원 배정원칙
소규모단위 강좌
다양한 수업방법

강의료지원(책임시수불인정) :
1,252,000*40명= 50,080,000
특별활동비 지원: 
400,000*40(반)= 16,000,000

2013.03
~

2014.02
40반  66,080,000

②
아주멘토

프로그램 운영

희망 신입생 대상
희망 멘토 배정
멘토교육 강화
멘토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멘토장학금: 72,000,000
(90명*8개월*100,000원)
활동비 및 성과급 지원
90명*200,000+40명*150,000
= 24,000,000
회의비 및 운영비 9,000,000

2013.03
~

2014.02

1,000명
 이상

105,000,000

합    계 171,08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ʻ신입생 세미나ʼ 교육과정 운영 강화

세미나 주제의 다양성 확보

교과목에 대한 홍보 강화(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홍보 및 리플릿 제작)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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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기초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체 강좌를 본교 소속 교원이 담당

강의 결과보고서 및 강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교수자의 의견 수렴과 강의평가를 

통한 학습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목 운영 개선 방안 도출 및 반영(개선방안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상정 검토)

- 아주멘토 프로그램 멘토링 활성화 노력

멘토의 활동계획서 공개 후 멘토-멘티 연결, 멘토교육 체계화를 통해 멘티의 자발성 

확보와 멘토교육 강화

기본 멘토링 영역 중 멘토별 특화 멘토링 분야 확보

멘토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방법 등 주요 운영기준을 대표 멘토 회의에서 결정, 멘토의 

자발성 및 멘티와의 밀착성 강화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신입생세미나 교과목
약 40개 반 개설 
90여명의 멘토
예산 171,080,000원

신입생세미나 수업만족도 
향상
멘토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대학생활 조기 설계에 따른 
효과적인 대학생활 정착
학부생의 대학교육만족도 
향상 

교수, 선배, 동료와의 유대감 
강화로 아주문화정착
수요지향적 교육활동 모델 
구축

 기대효과

신입생 세미나

교수-학생 간 친밀도 강화로 소속감 및 유대 강화,
대학적응력 강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를 통해 적극적인
학습능력 강화
세미나 수업을 통해 정보수집 및 활용, 발표 능력 향상

아주 멘토

선배-후배 간 유대감 강화로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수요지향적 상담지원으로 상담효과 극대화
학생상담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 극복
학생상담･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및 선후배 
공동체의식을 통한 아주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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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성과

- 신입생 세미나 

신입생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본교 소속 교원 담당 원칙 유지

지적 호기심 유발 및 전공학문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소속 교수 전담 밀착지도

수업 내용 및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수업 만족도 상승

<표 10> 3년간 개설 강좌 수 대비 본교 소속 교원 강좌 수 비율

구 분 전체 강좌 수 본교교원 담당반수(비율) 시간강사 담당반수 비 고

2010학년도 49 49(100%) 0
100% 본교 교원

담당 강좌
2011학년도 50 50(100%) 0

2012학년도 40 40(100%) 0

<표 11> 2012년도 신입생 세미나 개설 현황 및 수업평가 결과

학 기 2012-1학기 2012-2학기 총 계

반  수 30 10 40개

수 강 인 원 659명 191명 850명

평 균 인 원 22명 19명 21명

수업평가(평균) 3.8 4.1 4.0

3년간 신입생 세미나 수업평가 결과 추이

2010년도 3.9 / 2011년도 4.0 / 2012년도 4.0

수강생 주요의견

이론만이 아닌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입학 때 막연하였지만 내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교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전공과목에 대해 흥미를 심어주었던 점이 좋았다.
진로 및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아주 멘토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 및 진로지도를 통한 대학적응력 강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멘토의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사 서비스 제공

다각적인 학생지도체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신입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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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멘티들의 소극적 멘토링 참여로 전체 멘토링 운영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발 멘티 확대 방안 모색

2011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3.39에서 2012년도에는 4.62로 대폭 상승

[그림 14] 신입생들의 멘토 프로그램 만족도

한계 및 개선 방안

- 신입생 세미나  

한 반당 수강 인원이 많아 학생들과 의사소통 및 집중도 향상 필요

: 한 반당 수강 인원(20명)을 10명 내외로 강좌 수강 인원의 적정화

P/F 성적 평가로 인한 수업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음

: Grading system으로 성적 평가 방법을 전환하여 수업집중도 및 과제수행을 통한

성취감 제고

수강생들의 세미나 주제 인지 강화를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 통한 강좌 홍보

대학생활 적응과 담당 교수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강의실 교육 외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시

- 아주 멘토

프로그램 가동 시기 조정 필요

: 멘토 선발 및 교육 등 2월 중 완료,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 가동

멘티 배정 인원 과다 및 소극적 멘티에 대한 멘토링 어려움 

: 멘토 1인당 배정 멘티 수 축소 (멘토 1인당 15명 내외), 멘토 매뉴얼 제작 

멘토 운영시스템 정비

: 대표멘토 시스템 도입으로 멘토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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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과학역량강화(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목표 및 필요성

신입생들의 이공계열 기초과목 이수 수준 편차가 다양하여 전공 진입 이전 기초과목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

기초과목 교과 내용의 표준화를 달성하여 학업능력을 증진시키고, 조기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성과를 높이고자 함

웹기반 과제 시스템 활용으로 오프라인 학습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과목 교육의 필수 

요소인 과제물 부과 및 채점의 효율화를 추구

 주요 추진 내용

사업내용

- 과목별 TA를 통하여 문제입력 및 매주 1회 정보별 웹과제 문제풀이 및 실시간 질의 응답

- 한 주의 수업내용을 웹과제로 제공, 각 문제는 변수 등을 사용하여 학생 개개인마다 

유사한 수준의 다른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

- 과목마다 tutor(온라인, 오프라인 병행)를 배정하여 웹과제 문제풀이반 운영, 학습효과 증대

세부 추진계획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웹과제
운영

웹과제 시스템 총괄
운영 및 지도(교수)

웹과제 문제 출제 및
입력, 풀이를 위한
TA 운영

1, 2학기 및 계절수업
 - 운영비 등

웹과제 총괄 교수
1명*500,000*2학기

문제 제작비
 - 8명*950,000=7,600,000

시스템운영 TA 지원비
 - 11명*250,000*4개월*2
 - 5명*250,000*2회

문제입력 TA 지원비
10명*350,000*2학기

회의비 및 운영비
:200,000

2013.03
~

2014.02
46 40,300,000

합    계 40,300,000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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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전임 및 강의교수 참여, 학기별 성과분석 결과 피드백

- 설문조사 문항 및 방식 수정, e-class와의 연계

- 웹메일 및 웹 카페를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AIMS2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

- 과목별 지정 장소에서 주1회 문제풀이 시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총괄교수 1명
웹과제 기반 시스템
Maple TA지원
문제제작,재정비
예산 40,300,000

개설 강좌수 증가
참여 학생 만족도
학업성취도 향상

기초과목 상위권 학생수
증가 및 하위권 학생수 감소
평균점수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
기초과목 학업능력 향상 및
기초과목 내실화

 기대효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

매주 실시간 웹과제 평가를 통해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조기 피드백 가능

교육성과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상도 평가 척도로 활용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총인원의 약 80%가 웹과제에 참여하여 과목별 약 10% 이상의 기초과목 학업능력 향상 

<표 12> 수강생 학업향상 만족도(5점 만점)

구 분 2010 2011 2012

기초과목 만족도 (학기 평균 3,993명) 3.0 3.1 3.2

기초과목 교육강화로 전공 수업의 진입 시 심도있는 수업 운영 기반 조성

웹과제 참여를 통해 강의 지필고사 성취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체제 

검토 필요

웹과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공지 확인 유도 필요



2013년『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48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2. 전공역량강화 사업

[그림 15] 전공역량강화 사업 체계도

2-1.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목표 및 필요성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실천적 창의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무 실습 집중교육을 통해 전공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학습

심화능력 계발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 맞춤 프로그램 필요

 주요 추진 내용

주요 추진 내용 

세부사업 사업 내용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

커리어 개발

인문대학 재학 중인 취업대상자(졸업예정자)의 커리어 경쟁력 향상
커리어 비전 수립부터 사회진출 기본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집중 지원
강의, 실습, 코칭이 결합된 실전위주의 맞춤형 커리어 개발 & 취업 준비 프로그램

  - 12회 강의, 개인상담 2회, 팀코칭 4회, Network Meeting 1회
  - 온라인 코칭(자소서 첨삭, 프로젝트 모니터링, 수시상담 등)

전문가와의 팀별, 개인별 코칭을 통한 맞춤형 교육
인문학 전공자의 진로에 맞는 직무 Case Study & Project

인문학 공모전 실기 캠프
방학 중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 class로 구성
포토샵 및 프리미어(영상편집) 교육
실무형 교육 방식을 통해 영상 언어 습득 및 공모전 대비 프로그램

아주 창업캠프

참가 학생들이 창업과 사업개발에 대해 학습하고 팀별 Proposal을 작성하여 오디션에서 발표
본교 교수진과 기업 CEO, 창업전문가 등이 Mentoring과 Sponsoring 진행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하여 시상 및 창업 지원
경영대학 주관으로 창업캠프 코디네이터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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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 
커리어 개발

커리어 비전 수립
취업역량 강화
전문가를 통한
팀별, 개인별 코칭
Case Study &
Project

강의료 : 17,400,000
(전체 87시간 기준)
코칭비 : 9,600,000
(전체 64시간 기준, 동문할인 50% 적용)
온라인코칭 : 4.500.000
(전체 85시간 기준, 동문할인 50% 적용)
기타 운영비 : 3,000,000

2013.06 
~ 

2013.08
40 34,500,000

②
공모전 

실기 캠프

포토샵 및 프리미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중 교육
실기 공모전 대비

외부강사료 4,000,000
: 50,000원*4시간*5일*4개반
인건비(조교) 400,000
: 5,000원*4시간*5일*4개반
포스터 제작비 400,000
소모품비 200,000
회의비 700,000

2013.06
~

2014.02
70 5,700,000

③
아주

창업캠프

오디션 형식의
창업캠프
소양교육 워크숍
1~3차 오디션
창업지원제도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
시상 및 창업지원

창업캠프 홍보 : 132,000
소양교육 워크숍(연수원): 8,492,420
오디션 진행 및 참가팀 
활동비 지원 : 11,776,000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진행비 : 3,099,580
시상 및 강평 : 15,000,000
창업지원 전문가 자문료
: 1명*2,000,000*1회
코디네이터 운영비
: 1명*5,000*300시간

2013.09
~

2014.02
50 42,000,000

합    계 82,20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기본에서 실전까지 체계적인 사전준비 구성

- 집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학생 수 제한 운영

- 특허 실습교육 추진 위원회와 전담 지도교수 배정

- 관련 분야 전문가 연계 및 기업 간담회를 통한 기업의 요구와 추세 반영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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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커리어 강화를 위한 전문가 
코칭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창업캠프 운영
취업 프로센스 전반에 대한 
사전준비
예산 82,200,000원

참여학생 만족도
취업률 향상도
관계자 피드백
창업캠프 참여 인원과 창업 
아이디어 제안 수

전공에 맞는 진로 설정
재학생 비전 및 목표 수립
사회기초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
재학생 만족도 향상
자기표현 능력 향상

실질적인 취업률 증가
자기주도적 실무형 인재
양성
전공학문 및 대학 브랜드 
강화
전공 학문과 산업 분야간 
교육과정 성공모델 제시

 기대효과

전공별 재학생 진로설정, 비전 및 목표 수립

현장적응력 높은 기술인력 양성에 따른 전공분야 개발의 선도적 지위 확보

전공과 전문 산업분야 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혁신적 지원시스템 구축

맞춤형 기업수요를 고려한 체계적 현장실습팀 구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 산업분야 간 연계 인턴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산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아주창업캠프를 통한 창업인재 배출 

- 1회 아주창업캠프 대상 수상팀인 ʻ스킨리본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ʻʻG 창업 

프로젝트ʼʼ 공모전에 참여하여 선정(사업지원금 최대 15,000천원 유치)

- 제1회 아주창업캠프 우수상 수상팀(Smart Blackbox)의 팀장 강재민 학생은 2012 중소

기업진흥공단 ʻʻ청년창업사관학교ʼʼ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80,000천원 유치,

2013년 1월 창업(회사명 : 볼콘)에 성공하여 시제춤 출시 단계

- 제2회 아주창업캠프 대상 수상팀이 중소기업진흥원 주최 ̒청년창업사관학교ʼ에 선정되어

(창업지원금 약 9천만원 수탁) 창업 준비 중(업체명 : 마루더함)

아주창업캠프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창업 및 각종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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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창업캠프 참여 현황

구 분 제1회 창업캠프(2011년) 제2회 창업캠프(2012년) 대비 실적

참여 학생 49명 58명 118.4%

만족도 3.96 / 5점 4.12 / 5점 104%

인문학 전공 특성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대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 사회계열 전공생 대상 기존 취업 프로그램의 한계

가 지적되고 있으며, 전공에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대두

2-2.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목표 및 필요성

다양한 전공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된 전공지식과 실무역량, 시장 응용능력을 압축

적이고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 교수진, 기업인, 관련 네트워크 등의 역량 및 아이디어 융합을 통한 선진적 산학

협력 모델 개발을 유도

[그림 16] 대학, 산업체, 학생의 연계 체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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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주요 추진 내용 

세부사업 사업 내용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대학과 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교수, 해당 기업 전문가(멘토), 현장실습 참여 학생으로 구성
  - 학습기간 및 근무조건 : 4~6주간 / 주 5일 / 일 8시간 근무
  - 학습 파견 기준 : 1개 기업에 2~5인 1조로 실습수업을 진행

현장 실습 평가를 통한 선순환 구조 유도
  - 학생과 기업체 입장에서의 현장 실습 운영 결과 평가
  - 평가결과 검토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2011-2012학년도 자동차 관련 업체 현장실습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학 전분야로
현장실습 확대

참여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기업의 요구와 추세 지속적 반영

인문산학협력
프로젝트

시장조사, 기획, 스토리보드 작성, 콘텐츠 제작 등 이론과 활용방법 교육
  - 다양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교육
  - 스토리보드, 포트폴리오, 보고서 작성 등 실무교육
  - 통합적 스토리텔링 방법론과 응용 체계, 스토리 분석 방법론 멘토링
  - 인터액티브 CD롬 등 멀티미디어 코스 콘텐츠 기획
  - 출판기획 등의 출판 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출판 과정 실습

교육, 콘텐츠개발, 인턴십 등의 과정을 TBL 방식으로 운영

학생과 교수자로 이루어진 교육 콘텐츠 산학팀과 콘텐츠 개발업체 협업
  - 산학팀 : 콘텐츠 기획 및 콘텐츠 스토리보드 설계, 실습과 현장학습
  - 콘텐츠 개발업체 :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약학 
산업현장
연계교육

실무교육 연계를 위한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ʻ약사와 사회ʼ 교과목(0학점) 또는 세미나
형태로 운영)

  - 보건산업 관련 기업 CEO 초청 강의
  - 기업실무 전문가 초청 강의

산업약학 실무실습 preceptor 및 실무실습 사이트 확보,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협약체결 강화 및 현장실습 교육 지원
  - 산업약학 현장 방문 지원, 산업현장 인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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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회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턴 파견)
기업 전문가 멘토링
참여기업 CEO 간담회
현장실습 평가

현장실습 인턴 지원비
36명*600,000 = 21,600,000
참여기업 지도위원 지도비
100,000*36명 = 3,600,000
프로그램 운영회의
100,000*10회 = 1,000,000
프로그램 기타 운영비 1,500,000

2013.11
~

2014.02
36 27,700,000

②
인문산학협력

프로젝트

언어문화 콘텐츠
기획 개발
산학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캠프 전문가
특강

콘텐츠 전문가 특강 2,000,000
: 200,000*2시간*5회
실습 프로그램 : 38,000,000

  - 위탁교육비 1,600,000
  - 멘토링, 심사, 교육지원

50,000*2시간*20회
= 2,000,000

  - 콘텐츠제작비 20,800,000
  - 교재개발비 4,000,000
  - 인턴십지원: 4,600,000

5명*4,600*10시간*10주*2회
  - 회의비 및 행사비 5,000,000

2013.06
~

2014.12
60 40,000,000

③
약학

산업현장
연계교육

실무자 초청 특강
및 간담회
산업현장 견학
실무실습 및
프로그램 개발
산업현장 인턴지원

특강 강사료 : 3,000,000
산업현장 견학 지원
300,000*2회 = 600,000
학생 산업현장 인턴 지원
: 2명*200,000 = 400,000
프로그램 개발 및 회의비
200,000*5회 = 1,000,000

2013.05
~

2014.02
50 5,000,000

합    계 72,70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산학협력 대학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교육 지원

- 관련 산업전문 기업체와의 산학연계 교류협력 추진

- 중견기업, 공기업 등 학생 선호도 높은 현장실습 기업체 상시교류 체계 확립

- 단과대학 단위의 운영 지원과 전공분야 학생들의 현장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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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산업체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
취업 지도교수 배정,
심화지도 및 상담
기업체와의 협약체결
산업체 인턴십 지원 및
현장교육 참여
예산 : 85,675,000원

특강 및 전문교육 참여
인원 및 만족도
특강 교육 횟수
산학협력 협약체결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인턴십 파견, 현장교육
참여 인원

참여기업과 관련분야로의
취업 확대
지속가능한 현장실습
기업체 Pool 확보
전공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취업역량 개발
산학연계를 통해 실천적
창의역량 배양
중장기적 지속협력 실습
업체 발굴

전공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성을 결합한 대학
교육 모델 창출
시장 지향형 기술연계
강화
대학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기대효과

전공의 특성화된 지식과 산업현장이 결합된 수업모델 창출

기업의 R&D 투자 절감 기회비용을 대학교육 재투자로 선회하는 협력모델 구축

언어·문화와 연계된 교육시장에서 요구되는 기획·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장 응용 능력 

등 전문역량을 함양하여 졸업생의 진로 지원

기업의 실무직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무역량을 배양한 인력 배출로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취업 경쟁력 증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대학과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최근 3년간 한국지엠(주)과의 산학협력 트랙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매년 프로그램 이수

우수학생 인턴십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실적 달성

자동차 관련 업체 현장실습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학 전 분야(자동차 및 반도체, 고속

철도, 조선, 바이오공학, 플랜트, 항공우주공학 등)로 현장실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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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인문학 산업경쟁력 확보

- 프로그램 참여 현황

세부 프로그램 건 수 참여 인원 수 비고

콘텐츠 제작 9건 39명
수업을 통해 실제 사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전시회 개최

특강 및 실습교육 19건 698명

공모전 참가 4팀 12명
권위 있는 공모전 장려상 수상 등

(ʻʻLH광고 공모전ʼʼ - 당신을 위한 행복의 손길 LH)

국어국문학과 콘텐츠 결과물(5개 팀) 영어영문학과 콘텐츠 결과물(4개 팀)

[그림 17] 콘텐츠 성과물 교재 표지

- 인문대학 학생들의 진로 적합형 교육모델 구축(교육과정 개편 성과)

학년도 개 편 내 용 운영 교육과정 수

2012학년도
산학협력 전공실습 교육과정 신설 : 3학점 4시간
3개 학과 개설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총 5과목
(5개 전공 

각 1과목 신설)

2013학년도

산학협력 전공실습 교육과정 확대 신설
  - 산학협력 전공실습 1(3학점/4시간)
  - 산학협력 전공실습 2(3학점/4시간)

전체 학과 교육과정 신설

총 10과목
5개 전공 

각 2과목 신설

- 영어콘텐츠 개발 성과를 통한 업체 협약 체결

협약 업체 : ㈜ 태성 바인텍

협약 내용 : 아동영어 콘텐츠 개발 산학기금 2년간 지원

-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으로 학교기업 설립 컨설팅 진행 중

- 교과연계 콘텐츠 사업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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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산업현장 연계교육을 통해 전문기업체와의 교류협력 추진 강화

협 약 일 시 협 약 기 관 협 약 내 용

2012.  4. 12 경기바이오센터 MOU

교육 및 연구 협력
2012.  9. 26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MOU 

2012. 11.  1 수원시 약사회 MOU

2013.  1. 11 약사공론 MOU

3. 글로벌 역량 강화(AJOU GLOBAL PROJECT) 사업

[그림 18]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체계도

 목표 및 필요성

본교 건학이념 중 하나인 ʻ세계 일가ʼ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직․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리더로서 성장 동력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본교 외국 유학생들의 학업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ʻ아주비전2023ʼ의 4대 핵심역량 중 하나인 글로벌 캠퍼스 구현을 위해 전교적으로 

ʻAjou Global Projectʼ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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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ʻ아주비전 2023ʼ4대 핵심전략 중 글로벌 캠퍼스 구축 전략

 주요 추진 내용

사업내용

【해외단기 아카데믹 프로그램】 (Summer/Winter School)

시행 시기 사업 내용

하계방학

해외자매대학 유럽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 기존의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아카데믹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해외자매대학 국제여름학교를 선별하여 학생 파견 지원
  - 파견 프로그램: 프랑스(IESEG School of Management), 미국(Towson University),

일본(Sapporo Gakuin University) 
  - 파견기간: 4주 
  - 주요 일정

   

주요 일정 진 행 일 정

2013.4~5 해외 자매대학 우수 프로그램 자료 수집 및 파견대학 선정

2013.5월
파견자 선발

합격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2013.6월 파견관련 사전 행정사항 진행

2013.7월 해외 자매대 단기파견 학생 파견 

동계방학

외국어 집중교육 습득 및 자매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회 제공
  - 파견(예정) 지역 : 아시아권1, 영미권 1
  - 파견 기간 : 1개월

문화 및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매대학과 기획하여 본교와의 다양한 
교류활동 활성화

외국문화에 경험이 적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제적 사고방식을 함양하게 하여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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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적응 지원시스템】

유학생들의 교내 정착을 위한 친교적 분위기 조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서적 

유대 환경 및 지원시스템 구축

유학생 전공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유학생들의 교내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가이드 북 제작

[그림 20] 유학생 적응 지원 시스템 –유학생 가이드북

세부 추진계획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해외단기
아카데믹
프로그램

해외 자매대학 
국제여름학교 파견
동계방학 언어‧문화
연수

해외 자매대학 국제여름학교 파견
파견학생 지원 :  

  - 영미권 28명*2,500,000
= 70,000,000

  - 아시아권 8명*1,500,000
= 12,000,000

2013.
여름
학기

36 82,000,000

동계방학 언어‧문화연수 파견학생 지원
  - 아시아권 

12명*1,500,000 = 18,000,000
  - 영미권

40명*2,500,000 = 100,000,000

2013.
겨울
학기

52 118,000,000

②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가이드북
유학생 전공도우
미 지원

유학생가이드북 제작
1,000권*8,000 = 8,000,000
유학생 전공도우미 지원
8명*300,000*2회 = 4,800,000

2013.
1,2학기

400 12,800,000

합 계 488 212,800,000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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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교내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 보완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해외대학 파견 지원을 위해 각 지원자들의 역량을 비롯하여 진로 및 목표 달성을 최대

한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해당 학문 및 지역별 전문 심사위원 도입

- 해외연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중점적으로 파견 유도

- 파견 프로그램 이수 학생의 학점 인정을 위한 학칙제도 보완

- 유학생 지도·관리를 위한 유학생 지원시스템 구축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파견 프로그램 학점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해외대학 학생파견
유학생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역량강화 예산
: 212,800,000원

해외대학 학생 파견 수
글로벌교육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
유학생 지원시스템 만족도
교내 재학생 글로벌 역량
지수

외국인 유학생의 본교
수학 만족도 제고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실력 향상
학부생에게 다양한 해외
문화 및 학습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 글로벌 역량
함양
지속적인 해외 파견제도
구축
교내 구성원과 외국인 학생 
간의 문화 교류 증진

 기대효과

기존에 교환 TO 확보가 자유롭지 못한 영미권 및 우수 대학 위주로 파견 가능

학생 개개인의 역량 평가를 통해 개인의 진로를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파견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많은 학생들이 파견 기회를 얻도록 개인별 역량 성장의 동력 제공

일회성 연수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아카데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언어, 문화,

전공 등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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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사업 성과

- 최근 급속도로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파견 기회의 확대로 해외파견학생 비율이 매년 

상승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참여 학생 349명 400명 532명

재학생 수(평균) 9,416명 9,694명 9,759명

파견 비율 3.7% 4.1% 5.5%

-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본교생 및 교환학생의 참여와 관심 증대 

- 학점인정이 가능한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평가 지표개선에 기여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환학생 파견 2011년 33위 ‣ 2012년 19위)

사업의 한계 및 개선

- 급격히 증가하는 파견 학생 선발의 기준 정립 필요

: 일정 기준의 교내 및 어학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개인의 목표에 따른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

- K-CESA 시행 결과, 전체 재학생의 글로벌역량 수준은 51.7점으로 2011년도(51.6점)와 

유사하나, 1학년의 글로벌역량 점수 평균(48.5)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1] K-CESA 학년별 글로벌역량 T점수 평균 비교

: 외국문화를 접한 기회가 적은 저학년 때부터 해외대학 파견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습

성취도 및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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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역량강화 사업 ( ʻJob Ajouʼ 프로젝트)

[그림 22] 취업역량강화 사업 체계도

 목표 및 필요성

학생들의 진로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대학생활의 내실을 기함

고학년 중심의 취업스킬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진로설정 지도

취업역량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어능력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취

업 및 포괄적 진로 선택의 기회와 자신감 향상

취업 기초역량강화를 비롯한 실전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

학생들의 교과, 비교과 활동 중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SWOT 분석 및 취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마인드 개선



2013년『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62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주요 추진 내용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시행 항목 사  업  내  용

진 로 설 정

학기별「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1,2」 교과목 운영
진로설정 워크북을 활용한 진로설정 기법에 대한 사이버 강의 제작 및 제공
커리어 로드맵 작성을 통해 진로목표의 체계적 수립
종합전산망을 활용한 진로설정 워크시트 입력 및 평가
워크시트 온라인 입력사항 검토 후 취업 지원관을 통한 진로상담 

어학역량계발
토익 등 지정 내용의 사이버 어학 강좌 구매 및 제공
어학 능력 평가(모의토익, ʻ준공인 토익ʼ) 실시 : 연간 10회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어학역량 계발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확보

【취업어학역량 강화】

구  분 사  업  내  용

기 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총 4회 운영)

교 육 내 용 토익, 토익스피킹, OPIc등 취업의 필수 요건인 공인 어학 성적 수준별 특강

강 의 시 간
학기중 9주간(수업후 시간 활용 (총 54시간) )

방학중 5주간(토익: 100시간 / 토익스피킹, OPIc: 50시간)

운 영 방 법
어학강좌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장학금(수료장학) 지원
수료장학 대상자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상위 등급의 장학금(성적 우수 장학)을 지원

장 학 금

지 급

장학생 추천 기준
  - 수료자: 출석률 80% 이상
  - 성적우수자: 수료자 선발 기준을 만족하고 분반별 제시 기준을 만족한 자

    

강좌 구분 수료 장학 성적 우수 장학

토익스피킹, OPIc, (방학 중) 토익 100,000원 200,000원

(학기 중) 토익  50,000원 100,000원

    ※참여 인원수와 예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 금액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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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세부 항목 사  업  내  용

직무교육

직무 탐색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정
  - 과정명 : 직무아카데미
  - 개설 취지 : 전공 지식 외 취업을 위해 해당 직무의 현장 실무 내용 숙지가 일정 수준 요구되는 

분야(영업, 무역, 금융, 유통,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전 직무 탐색 및 초청 전문가와의 네트
워크 형성 기회 제공

  - 개설 시기 : 하계 및 동계 방학중 
  - 대상 인원 : 280명 내외 (각 과정별 40명 내외)
  - 구성 내용 

    

번호 내  용 방  법

1 유통 직무아카데미 유통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험 대비 과정

2 금융 직무아카데미 금융권 취업에 대비한 전문가 초청 과정

3
무역실무 

직무아카데미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전문가 초청

4
영업마케팅 

직무아카데미
영업 및 마케팅 직무 취업을 위한 현업 전문가 초청 

5
S (소프트웨어) 

직군 아카데미
전공교수진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직군 채용 전형 맞춤형 직무 교육

취업캠프

취업캠프를 통한 집중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실전 취업 역량 강화
  - 과정명 : 취업캠프
  - 개설 취지 : 채용 전형의 단계별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 개설 시기 : 1학기 및 2학기 (교내 무박2일 과정), 

하계 및 동계 방학(교외 기업체 연수원 합숙 교육과정)
  - 대상 인원 : 190명 내외 (교내 과정 50명*2회, 교외 과정 90명*1회)
  - 구성 내용 : 전·현직 인사담당자 초청 면접 코칭,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입사지원서 컨설팅, 

심층 진로 상담 등

취업스터디
그룹 컨설팅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구직 활동의 방향 제시 및 취업스터디그룹 운영방법 지도 등의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시행 시기 :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각 1회씩, 총 2회
시행 내용

  - 과정명 : Job Navigation
  - 개설 취지 : 장기(약 3주) 컨설팅을 통한 학생 구직활동 자생력 강화
  - 대상 인원 : 120명 내외 (각 과정별 60명 내외)
  - 구성 내용 : 진로설계 및 계열(전공)별 취업 준비 방법 전수, 취업스터디그룹 형성 및 활동

(기업정보 분석 및 토론 등), 성과물 공유 및 우수 학생 시상
  - 외부 초청 강사 45시간 내외 투입

6시그마
자격증 과정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120명 대상으로 각 회차별 5일 과정으로 진행
프로그램 구성 : 목표지향적 취업전략 수립, 기업분석, 기업 및 직군별 맞춤형 취업스킬, 직무수행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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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커리어로드맵 작성용 
사이버강의 
진로설정 워크북 제작
진로설정 워크시트
작성 및 평가

커리어로드맵 작성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

  100,000*7강*2학기
= 1,400,000
진로설정 워크북 제작
5,400*3,000부=16,200,000

2013.
1,2학기

17,600,000

영어사이버 강좌
어학능력평가

영어 사이버강좌 구입
: 28,200,000
어학능력평가 진행
: 17,000,000
  (4,300명*응시료3,500)

   +(65명명*감독비30,000원)

2013.
1,2학기

연간 10회
4,300 45,200,000

②
취업어학역량
강화프로그램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위한 수준별 실용
어학 강의 운영

어학강좌 성실 수료자, 성적
우수자 지원 
: 40명*50,000 + 600명
  *100,000 + 590명
  *200,000 = 180,000,000

연간 4회 
(하계방학, 
동계방학)

1,230 180,000,000

③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개설
실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
취업 스터디그룹
컨설팅
6시그마 자격증과정

직무 아카데미 강사료
200,000*25시간*6회
= 30,000,000
취업캠프(교내) 25,500,000

 - 강의 5명*150,000*30시간
 - 진행비 1,500,000*2회

취업캠프(교외) 34,000,000
 - 강의 8명*150,000*25시간

2013.03
~

2014.02
520 127,500,000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시행 항목 사업 내용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학교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취업자료와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 기존의 엑셀 수작업 분석의 한계 극복
  - 시계열적으로 각종요인이 분석 가능한 기능 개발
  - 각 학과의 교수들이 실시간으로 취업률 분석결과 조회 가능

취업률 분석 내용
  - 대상년도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취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2010년 이후 4년 간의 취업

자료 분석
  - 각 학과의 연도별 변화 추이 조회 가능
  - 분석사항 : 본교 취업률 전체현황, 본교 취업률 항목별 분석, 

입사기업 기준 취업현황 분석, 주요대학 취업률 비교 

세부 추진계획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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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③

 - 진행비 2,500,000*1회
운영비 1,500,000*1회

취업스터디그룹 컨설팅 
20,000,000

 - 강사료 200,000*45시간*2회
 - 진행비 1,000,000*2회

6시그마자격증 과정
18,000,000

 - 강사료 200,000*32시간*2회
 - 자격인증 60명*20,000*2회
 - 교재비 60명*20,000*2회
 - 진행비 200,000*2회

④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외부 용역
2013.09

~2014.01
2 50,000,000

합 계 420,30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진로설정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및 사이버 강의 콘텐츠의 독자적인 구축

- 영어 준공인 토익 시험 교내 개최 및 교내 인력을 시험감독관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 체계 효율화

- 어학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에게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을 장학금으로 운영

- 취업 실전에 대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련 전문가 연계

- 본교 종합관리시스템(AIMS2)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중앙전산원 전문가 투입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진로설정 전문가:사이버
강의 제작
진로설정 워크시트 입력관리 
종합전산망
어학파트 사이버 강좌
교내 준공인 토익 시험 실시
취업어학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실전대비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전문가 투입
취업률분석 시스템 개발
예산 420,300,000원

진로설정 워크시트 입력자 수
공인/준공인 토익 시험
응시생 수
취업어학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실,우수 수료자 수
실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수료자 수
본교 취업률 현황 분석
및 입사기업 기준 취업현황, 
주요대학 취업률 분석

진로설정 활동을 통한 대학
생활 목표 및 계획 수립
취업 시 요구되는 어학 역량
보유
직무별 취업역량의 강화
채용 전형의 형태별

  실전 취업역량제고
취업역량의 각종 요소 분석을
통해 취업률 개선

구직 활동 준비도 및 적극성
제고로 취업률 상승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학풍
조성으로 사회 인재 배출
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
교육과정 변화를 통한 취업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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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체계적인 진로설정을 통하여 신입생 때부터 자기주도적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역동적인 학풍 조성

Life Vision에 기반한 취업 유도를 통하여 취업의 질적 개선 추구

저학년 시기부터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의 기본기 확보하여 취업 및 진로 준비 시 선택의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

연간 상시 개설되는 외국어 공인시험 대비 특강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에 있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인재 양성

직무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도하고, 채용 전형의 설전에 대비한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단편적인 취업 준비과정을 보완하여 목표지향적인 취업 설계와 장기적 컨설팅, 실전 

훈련과 피드백 제공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생경력개발 관리의 기반 조성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진로설정워크북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실적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인원

2010 1781 367 355 442 2,945

2011 973 453 493 478 2,397

2012 449 1433 458 422 2,762

- 대단위 학생의 참여로 인하여 개인별 컨설팅 운영 한계 개선 필요

취업어학역량 강화프로그램의 관심 및 참여도 향상

구  분 토익 토익스피킹 OPic 합계

인원

2010  997 174 - 1,171

2011 1,072 200 28 1,300

2012 1,501 177 4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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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아카데미 운영 현황

학년도 실시시기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

2011

하계방학
유통 직무아카데미 52
영업마케팅 직무아카데미 61
무역실무 직무아카데미 47

동계방학

금융 직무아카데미 50
영업마케팅 직무아카데미 28
무역실무 직무아카데미 32
S(소프트웨어)직군 직무아카데미 30

2012

하계방학

유통 직무아카데미 45
금융 직무아카데미 36
영업마케팅 직무아카데미 35
무역실무 직무아카데미 32

동계방학
금융 직무아카데미 19
영업마케팅 직무아카데미 47
무역실무 직무아카데미 23

-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므로 분야별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 요구

실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취업캠프) 운영 실적

학년도 실시시기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

2011

하계방학

공과대학 취업캠프 65
정보통신대학 취업캠프 38
경영대학 취업캠프 50
단과대 통합 취업캠프 32
진로설정캠프 37

동계방학
이공계열 취업캠프 60
인문상경계열 취업캠프 21
편입생 진로설정캠프 188

2012

하계방학 하계취업캠프(1차) 51

동계방학
하계취업캠프(2차) 100
동계취업캠프(1차) 100
동계취업캠프(2차) 189

- 보다 다양한 전공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강화

기존의 취업률 분석 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 본교 종합관리시스템에서의 취업 관련자료 추출 및 엑셀 분석의 시간 소모 

- 실시간 취업 성과 조회의 어려움, 취업률 분석 내용 미흡

: 본교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취업 자료와 취업성과를 실시간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2013년『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68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5. 교육환경 개선 사업

5-1.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그림 23]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개요

 목표 및 필요성

이용자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현

다국어 검색(유니코드) 시스템 구현을 통한 글로벌 도서관 지향

세계표준화 기술을 적용한 서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미래지향적 학술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습 환경 조성

 주요 추진 내용(세부 집행계획 포함)

사업 내용

- 전자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 수서, 목록, 대출, 멀티미디어, 연속간행물 등

- 유니코드 기반 검색엔진 및 통계제공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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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문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개발

세부사업 사업 내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수서, 기증, 목록, 대출/반납 시스템
이용자 관리, 상호대차,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시스템
시스템관리 및 출력물 통합관리
DLi CMS 사용기관 연동
KERIS 등 외부기관 데이터 반입 및 소장관리
컨텐츠 간 상호연동 기능
메타데이터 반입 및 반출
목차, 해제, 초록, 딸림 자료 입력 기능

이용자 웹 포털
시스템 구축

자료유형별 정확한 자료 검색 결과 구현
다양한 검색 화면 제공(간략/상세/분류/ABC/Collection)
신착자료 및 히스토리 검색 지원
고급 이용자를 위한 연산자 및 제한 기능 제공
유니코드 검색 지원(다국어 입력기 등)
상세 화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연계기능 제공
Mash up 기능, Facet 검색 및 Open API 지원

강의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의지원 데이터 반입/강의자료 신청 및 조회
강의계획서 조회

주제조사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학부별 주제조사 페이지 구성 및 선택 기능 구성
사서에게 물어보기/새소식/저널 & 정보원 탑재
주제별 참고 정보원 사이트 게시
강의지원서비스 시스템 연동

멀티미디어 관리
시스템 구축

비도서 및 이용자 DB 연동
관리자용 대출 반납 기능(비도서 및 좌석)
각종 통계 및 출력기능(이용자/자료별 등)

그룹 스터디 룸 예약
시스템 구축

그룹 스터디룸 이용신청 및 관리

희망도서 신청
시스템 구축

온라인 서점의 데이터 검색 기능  
온라인 서점의 책표지 이미지, 목차, 해제 등 데이터 반입 기능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파일관리자 : Digitizing 및 Digitized File 관리
원문(Fulltext) 통합관리

전자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학술 DB 및 전자자료의 업체별 관리
학술 DB 및 전자자료의 메타데이터별 관리

모바일 및 SMS 발송 시스템 구축
도서관 시스템의 모바일 구현
일괄, 개별, 선택별 문자전송 기능

세부 추진계획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유니코드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신규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및 보완

유니코드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1건*190,000,000

2013.09
~

2014.02
190,000,000

합 계 190,000,000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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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교비대응: 시스템 구축 소요비용 중 용역개발비 및 하드웨어 구입비(1억원)

- 효율적인 업무 및 이용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역별 업무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실시

- 유니코드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대비한 웹서버, 이미지 서버, 검색 서버 보강

- 타대학 시스템별 벤치마킹 실시

- 신규 홈페이지 개편 준비를 위한 메뉴별 컨텐츠 보강 및 영문화 작업 실시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web2.0기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설계
library 2.0 기반 업무 시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시스템 설계
유니코드 기반 통합   검색
시스템 설계
예산 190,000,000원(국고)

100,000,000원(교비)

안정적인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Unicode 4.0 및 MARCXML)
150여 개 이상 사용자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시스템 유지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최신 학술정보 제공
학술정보 온라인 열람 환경
개선
학술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도 
향상
교내 주요 학생 대상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교육여건 및 연구역량 강화
연구역량 강화에 따른 대학
평가 지표경쟁력 확보
대학 핵심전략에 연계한
부속기관으로의 핵심역할
확보

 기대효과 

도서관 소장자료 및 국내외 학술자료의 OPEN API 방식 검색 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교내 연구 및 교육환경 기반 마련

My Library 정보, 블로그 RSS 구독 정보의 위젯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업무 접근 권한 제어 세분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모듈을 제공하여 안정된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맞춤형 메뉴 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 용어채택 및 개인별 정의기능 제공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세계적인 웹 표준을 준수하여 Explorer, Firefox, Chrome 등 다양한 Web Browser에서의 

정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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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검색엔진의 낙후로 자료 검색의 재현율 및 정확도가 떨어짐

-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검색할 경우 시스템 다운 발생

전자자료 관리시스템 기능 미흡

- 웹 DB 및 전자저널 관리 기능이 없어 수동으로 DB 수정 및 등록을 해야 함

- 학부생들에게 실시간 최신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참여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유 및 활용 지원 체제 마련

체계적인 도서관 통계 관리의 어려움

- 통계 추출 및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접근의 어려움으로 통계 자료 기반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의 어려움

5-2.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목표 및 필요성

학습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낙후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내 면학분위기 

향상과 학습역량 강화

노후화된 강의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교육의 선진화된 교

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도모

 주요 추진 내용

사업 내용

- 낙후된 도서관 냉난방 시설 개선

-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영상강의실(율곡관151호)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강의를 위한 노후화된 집기 및 기기 교체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

최적의 강의환경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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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연번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도서관 냉난방 시설 구축
영상강의실(율곡관151호)
집기 교체
영상강의실 멀티미디어
장비 교체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 구축 150,000,000원
강의실 집기 40,000,000원
멀티미디어 장비 교체
20,000,000원
리모델링 공사 : 18,520,000원

2013.03
~

2014.02
228,520,000

합 계 228,520,000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노력

- 교비대응 : 5~6억

-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고 및 교비 지원

예산 확보

- 최적화된 강의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활용 

투입-산출-성과 체계

투입
(input)

산출
(output)

성과(outcome)

중･단기성과 장기성과

도서관 냉난방 시설
영상강의실 멀티미디어
장비 및 기기 교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예산 228,520,000원

도서관 냉난방 인프라
구축
영상강의실 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지원환경 첨단화

최적의 학습 환경 지원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
고품질의 교육환경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학부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선진화된 교육환경 구축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기대효과

강의실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최적 환경 구축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수 및 학습 수요자 만족도 향상

선진화된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육지원체제 강화

 최근 3년간 세부사업 관련 성과 및 한계

강의실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자동녹화 시스템 지원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필요

낙후된 강의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강의 환경 필요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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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관리 및 운영

 목표 및 필요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사업

추진체계 총괄 운영

사업 진행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성과지표 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학습수요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의 지속 및 통폐합으로 연계

 주요 추진 내용(세부 집행계획 포함)

주요 추진 내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회의비, 교통비 및 사업진행 관련 보고서 제작 

등을 지원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중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및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한 관리 진행

- 사업성과확산을 위한 학생 공모전 시행 및 사례집 발간 

세부 추진 계획

연번 세부 항목 주요내용 세부 집행계획 추진시기 인원 금액

① 사업관리 및 운영

사업추진 회의비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확산 진행비
사업관련 운영비

사업추진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비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분석
계획서, 보고서 인쇄 등
기타 운영비
교육역량강화사업 확산을
위한 학생 공모전

연중 5,000,000

합 계 5,000,000

 기대효과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중간 점검, 사후 평가 등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

(단위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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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집행 계획

1. 세부사업비 총괄표

연번 세부사업명 항  목
2013년 투자계획

세 부 내 역
국고지원금 비율

①
기초역량
강화사업

밀착형 듀얼 멘토링 171,080,000 12.0

 1) 밀착형 듀얼 멘토링
 - 신입생 세미나 강의료 지원
   40명*1,252,000원 = 50,080,000원
 - 신입생 세미나 특별활동비 지원
   40반*400,000원 = 16,000,000원
 - 아주멘토 장학금 지원
   90명*8개월*100,000원 = 72,000,000원 
 - 아주멘토 활동비 지원
   90명*200,000원+40명*150,000원 = 24,000,000원
 - 아주멘토 회의비 및 운영비 9,000,000원

 2) 기초과학역량강화
 - 웹과제 총괄 교수 인건비 
   1명*2학기*500,000원 = 1,000,000원
 - 웹과제 문제 제작비 지원
   8명*950,000원 = 7,600,000원
 - 시스템 운영TA 지원
   11명*4개월*2회*250,000원 = 22,000,000원
   5명*2회*250,000원 = 2,500,000원
 - 웹과제 문제입력 TA 지원
   10명*2학기*350,000원 = 7,000,000원
 - 회의비 및 운영비 200,000원

기초과학역량강화 40,300,000 2.8

소 계 211,380,000 14.8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82,200,000 5.8

 1)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커리어 개발]
 -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강의료 지원
   87시간*200,000원 = 17,400,000원
 -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코칭비
   64시간*150,000원 = 9,600,000원
 -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온라인 코칭
   85시간*약 53,000원 = 4,500,000원
 - 기타운영비 3,000,000원

[공모전 실기 캠프]
 - 외부 강사료 지원
   4시간*5일*4개반*50,000원=4,000,000원
 - 공모전 실기 캠프 조교 인건비
   1명*4시간*5일*4개반*5,000원=400,000원
 - 포스터 제작 400,000원
 - 소모품 및 회의비 900,000원

[창업캠프]
 - 창업캠프 홍보비 132,000원
 - 소양교육 워크숍(연수원) 8,492,420원
 - 오디션 진행 및 팀활동비 11,776,000원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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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명 항목
2013년 투자계획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비율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3,099,580원
 - 시상 및 강평회 15,000,000원
 - 창업지원 전문가 자문료 지원
   1명*2,000,000원 = 2,000,000원
 - 코디네이터 운영비
   1명*300시간*5,000원 = 1,500,000원

 2)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 현장실습 인턴 지원비
   36명*600,000원 = 21,600,000원
 - 참여기업 지도위원 지도비
   학생1인당 100,000원*36명 = 3,600,000원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회의비
   10회*100,000원 = 1,000,000원
 - 프로그램 기타 운영비 1,500,000원

[인문산학협력 프로젝트]
 - 콘텐츠 전문가 특강 지원
   2시간*5회*200,000원 = 2,000,000원
 - 실습 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600,000원
 - 멘토링, 심사, 교육지원비
   2시간*20회*50,000원 = 2,000,000원
 - 콘텐츠 제작비 20,800,000원
 - 교재 개발비 4,000,000원
 - 인턴십 지원
   5명*10시간*10주*2회*4,600원=4,600,000원
 - 회의비 및 행사비 5,000,000원

[ 약학 산업현장 연계교육]
 - 전문가 특강 강사료 3,000,000원
 - 산업현장 견학 지원
   2회*300,000원 = 600,000원
 - 학생 산업현장 인턴 지원
   2명*200,000원 = 400,000원
 - 프로그램 개발 회의비
   5회*200,000원 = 1,000,000원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72,700,000 5.1

소 계 154,900,000 10.9

③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아주 글로벌
프로젝트

212,800,000 15

[해외단기 아카데믹 프로그램]
 - 해외 자매대학 국제여름학교 파견 지원
   영미권 28명*2,500,000원=70,000,000원
   아시아권 8명*1,500,000원=12,000,000원
 - 동계방학 언어,문화연수 파견학생 지원
   아시아권 12명*1,500,000원=18,000,000원
   영미권 40명*2,500,000원=100,000,000원

[유학생 적응 지원 시스템]
 - 유학생 가이드북 제작
   1,000권*8,000원 = 8,000,000원
 - 유학생 전공도우미 지원
   8명*2회*300,000원 = 4,800,000원소 계 212,800,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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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사업명 항목
2013년 투자계획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비율

④
취업역량
강화사업

Job 아주 프로젝트 420,300,000 29.5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 커리어로드맵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
   7강*2학기*100,000원 = 1,400,000원
 - 진로설정 워크북 제작 
   3,000부*5,400원 = 16,200,000원
 - 영어 사이버강좌 구입 28,200,000원
 - 어학능력평가 진행비 
   4,300명*응시료 3,500원 = 15,050,000원
   65명*감독비 30,000원 = 1,950,000원

[취업어학역량강화 프로그램]
 - 어학강좌 성실수료자 및 성적우수자 지원
   40명*50,000원 + 600명*100,000원 + 
   590명*200,000원 = 180,000,000원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 직무 아카데미 강사료 지원
   25시간*6회*200,000원 = 30,000,000원
 - 취업캠프(교내) 강의료 지원
   5명*30시간*150,000원 = 22,500,000원
 - 취업캠프(교내) 2회 진행비 3,000,000원
 - 취업캠프(교외) 강의료 지원
   8명*25시간*150,000원 = 30,000,000원
 - 취업캠프(교외) 1회 진행비 2,500,000원
 - 취업캠프 운영비 1,500,000원
 - 취업스터디그룹 컨설팅 강사료
   45시간*2회*200,000원 = 18,000,000원
 - 취업스터디그룹 컨설팅 진행비
   2회*1,000,000원 = 2,000,000원
 - 6시그마자격증 과정 강사료 
   32시간*2회*200,000원 = 12,800,000원
 - 6시그마 자격인증 지원
   60명*2회*20,000원 = 2,400,000원
 - 6시그마자격증과정 교재비 지원
   60명*2회*20,000원 = 2,400,000원
 - 6시그마자격증과정 진행비 400,000원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비 
   5개월*2명*5,000,000원 = 50,000,000원소 계 420,300,000 29.5

⑤
교육환경
개선사업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190,000,000 13.3

 -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1건*190,000,000원 = 190,000,000원
 - 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 
   1ea*150,000,000원 = 150,000,000원
 - 영상강의실(율곡관151호) 집기 교체 40,000,000원
   멀티미디어 장비 개선 20,000,000원
   리모델링 공사 18,520,000원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228,520,000 16.1

소 계 418,520,000 29.4

⑥
사업관리 

운영

관리 및 운영 5,000,000 0.4  - 사업추진관련 위원회 회의비 2,000,000원
 - 사업성과 확산 공모전 및 운영비 3,000,000원소 계 5,000,000 0.4

합    계 1,422,9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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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

연번 항목 주요내용 재정집행 계획 국고지원금 비고

①
취업활동

지원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커리어개발

34,500,000 34,500,000

아주 창업캠프 42,000,000 42,000,000

인문 산학협력 
프로젝트

40,000,000 40,000,000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27,700,000 27,700,000

약학 산업현장 
연계 교육

5,000,000 5,000,000

진로설정 프로그램 17,600,000 17,600,000

취업어학역량강화 180,000,000 180,000,000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127,500,000 127,500,000

취업률분석 시스템 50,000,000 50,000,000

소 계 524,300,000

②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정규, 비교과

과정)

신입생 세미나 운영 66,080,000 66,080,000

기초과학 역량강화
(웹과제기반 시스템

 활용을 통한 수업운영)
40,300,000 40,300,000

어학역량계발 45,200,000 45,200,000

소 계 151,580,000

③
학습력 제고

지원

아주멘토 프로그램 105,000,000 105,000,000

인문학 공모전
실기 캠프

5,700,000 5,700,000

해외단기 아카데믹
프로그램

200,000,000 200,000,000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12,800,000 12,800,000

소 계 323,500,000

④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

유니코드 기반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190,000,000 190,000,000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228,520,000 228,520,000

소 계 418,520,000

⑤
사업 관리 
및 운영비

사업관리 운영 경비 5,000,000 5,000,000

소 계 5,000,000

합    계 1,422,900,0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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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비 비교표

연번 세부사업명

2013년 투자계획
합  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교비 교비외재원

국고지원금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①
기초역량
강화사업

211,380,000 43 284,918,000 57 496,298,000 100

②
전공역량
강화사업

154,900,000 40 234,928,000 60 389,828,000 100

③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212,800,000 28 543,746,000 72 756,546,000 100

④
취업역량
강화사업

420,300,000 59 293,649,000 41 713,949,000 100

⑤
교육환경
개선사업

418,520,000 41 600,000,000 59
1,018,520,00

0
100

⑥
사업관리
및 운영

5,000,000 100 0 0 5,000,000 100

4.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 분야 사업비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2013년 투자계획

국고지원금 비율

전공역량
강화사업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인문대 맞춤형 미래설계 & 커리어 개발

82,200,000 5.8 인문학 공모전 실기 캠프

 아주 창업캠프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72,700,000 5.1 인문 산학협력 프로젝트

 약학 산업현장 연계 교육

취업역량
강화사업

Job 아주 
프로젝트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420,300,000 29.5
 취업어학역량강화

 취업 실전대비 프로그램

 취업률 분석 시스템 개발

합    계 575,200,000 40.4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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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관리 계획

1. 사업 운영 및 관리

1-1.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연계를 통한 성공적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ʻ대학교육혁신원ʼ을 사업전담부서로 가동, 두 개의 사업을 총괄 수행

교양교육은 기초교육대학에서, 전공교육은 교무처에서, 비교과교육은 종합인력개발원

에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핵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

센터, 산학연교육센터 3개의 센터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 도모 

ʻ학부교육역량강화 및 선진화 모델ʼ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

위원, 유관부서장 및 학 산 관련 교외전문가를 영입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 학교의 인

재상, 핵심역량 및 비전에 입각한 각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각 분과별 단위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총 4개의 ̒분과위원회ʼ를 구성 

: ①교양교육 ②전공교육 학사제도 ③비교과교육 ④교육지원 질관리 

사업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 교육역량강화 자체평가위원회ʼ를 

구성하여 각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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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

2013년의 다양한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 대상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ʼ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학생평가단, 참여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각 학부(전공, 학과) 및 단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절차를 수행

- 2012. 11월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2012. 11월 : 자체평가를 위한 워크숍 및 자체평가 시행

- 2012. 12월 : 2013년도 사업제안을 위한 RFP배부 및 사업접수(78개 사업 41억 예산 신청)

- 2012. 12월 : 제2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2013. 01월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운영

- 2013. 1월 : 2013년도 사업 선정 및 자체평가, 사업 컨설팅 의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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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개 사업 신청, 선정심사를 통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사업으로 배정

각 영역별 핵심사업,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거시적 관점에서의 성과 도출 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사업 심사 실시

사업 총괄 부서인 대학교육혁신원 1차 조정,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걸쳐  

2013년도 지원 사업선정 

- 2013. 2월 : 보직교수 세미나-대학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설명회

- 2013. 2월 :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과 기능

조 직 역 할 적 정 성 전 문 성

대학교육
혁신원

사업총괄 기획･조정
사업진행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관리

교무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이 본 사업
의 사업단장 수행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대학교육혁신원 
기구를 독립

본 사업의 집중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장인
교무부처장 임명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운영 및
인력배치(직원8, 전문연구원2)

사업추진
위원회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기획
전반적인 사업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위원장(총장), 사업단장 및 교무
위원(주요부서장, 단과대학학장), 
외부전문위원(산･연 관련- KT네
트웍스대표이사, 한국교육개발
원 본부장,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으로 구성

대학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교무위원으로 구성
학교의 발전정책에 따른 본 사
업의 추진방향 설정 가능

자체평가
위원회

사업성과관리,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위원장(사업단장),각 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 사업에 대한 객관적
인 견지가 가능한 교원으로 구성

각 분과위원장과 정책과 행정의 
객관적･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내부평가위원 위촉

4개의
분과위원회

각 분과별 단위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각 영역별 
사업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정･보완

본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
본 사업의 추진취지와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확보 

사업계획 수립의 진정성
및 전문성 확보에 주력

연구위원회

각 분과별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기구
각 분과별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차년도 계획에 입안

각 분과위원장 및 해당 분과위
원 2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2개년도 사업성과와 한계를
분석, 3차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집중연구

각 분과별 위원장 및 각 분과의
주요사업 책임교수 2명씩 4개분과 
구성(총12명)
사업단장 및 교무부처장의
총괄, 집중적 사업성과 점검 및 
계획수립을 위한 모델 발굴

학생평가단

학생 수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선 및 아이디어 
제시

본 사업 실사에 참여했던
학생면접평가단 학생과 교육
역량강화사업 참여수기 
우수상 수상자로 구성

교내 교육프로그램 다수를
참여했던 학생으로 구성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안 도출(해당부서 피드백) 



2013년『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82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위원장 안재환 아주대학교 총장 교내

위원 박영동 교무처 교무처장(겸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내

위원 김민구 기획처 기획처장 교내

위원 한  호 입학처 입학처장 교내

위원 최윤호 기계공학과 공과대학장 교내

위원 김영길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대학장 교내

위원 이형천 수학과 자연과학대학장 교내

위원 한봉희 경영학과 경영대학장 교내

위원 조재형 영어영문학과 인문대학장 교내

위원 김호섭 행정학과 사회대학장 교내

위원 임기영 의과대학 의과대학장 교내

위원 박지원 간호학과 간호대학장 교내

위원 이범진 약학과 약학대학장 교내

위원 송현호 국어국문학과 종합인력개발원장 교내

위원 김현정 기계공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내

위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교외

위원 김영환 KT네트웍스 대표이사 교외

위원 임규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교외

간사 윤영화 대학교육혁신원 과장 교내

총 19명

사업추진위원회 역할 및 기능

사업추진 총괄책임자인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 주요부서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등 교내 인사 및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산업체기관인 KT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연산 연계 추진체제 구축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학부교육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추진 정책방향 설정,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간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총5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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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 관리조직

대학교육혁신원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무부처장을 임명하여 사업전반의 총괄 운영

학부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의 

지원기구를 개편 및 신설(2011.8 신설)

사업 전담관리 조직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직위(급) 담당업무 사무실전화 이동전화 E-mail 비고

사업단장 박영동
대학교육
혁신원장

(겸 교무처장)

사업
총괄

031-219-2010 010-4504-2604 ydpark@ajou.ac.kr

실무
책임자

 윤영화 책임담당 실무총괄 031-219-3379 010-2993-8551 yhyoon@ajou.ac.kr

실무자

강필승 팀원 실무관리 031-219-3380 010-6360-2049 kps@ajou.ac.kr

유남경 팀원 전공역량 031-219-2015    010-7313-7577  pretty@ajou.ac.kr

송준엽 팀원 기초역량 031-219-2863 010-8363-6763 jysong@ajou.ac.kr

이윤정 팀원 글로벌역량 031-219-2926 016-687-2609 yjlee@ajou.ac.kr

양일렬 팀원 취업촉진 031-219-2041 016-457-0380 sam123@ajou.ac.kr

정흥락 팀원 교육환경 031-219-2125 010-4522-0709 jhr@ajou.ac.kr

허수진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2 010-2303-1028 sjinsula@ajou.ac.kr

황명선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3 010-4101-9816 ms35ks@ajou.ac.kr

강성현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1 010-2030-9108 pabian0306@ajou.ac.kr

총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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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담당업무

총괄책임자 김민구 기획처 기획처장 총괄책임

실무책임자 조경숙 예산팀 팀장 예산 관리

실무자 홍지예 예산팀 팀원 예산 통제･관리

실무책임자 윤영화 대학교육혁신원 과장 사업비 집행 관리

실무자 강필승 대학교육혁신원 팀원 사업비 집행

실무책임자 안영찬 경리팀 팀장 자금 출납 관리

실무자 김지혜 경리팀 팀원 자금 출납

총  7명

주요역할 

-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제규정 정비 

아주대학교 본예산 및 예산운용 기준

* 우리 대학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사례는 ̒한국사학진흥재단ʼ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되어 

2011년부터 총 3회 사립대학 예산관리자와 실무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 바 있음 

- 아주대학교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세부 기준 및 업무 매뉴얼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정책연구비, 교재개발비, 인건비 책정, 회의비, 물품구매규칙,

여비지급규칙 등 주요사항에 대한 기준 수록

- 해당 사업 시행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 사업전담조직인 대학교육혁

신원에서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관련 기준 적용의 적절성 점검

- 사업 시행부서의 지출관련 서류는 기획처 예산팀의 예산통제를 거친 후, 적용 기준과 

상이한 경우 보완 요청

- 예산팀의 통제 통과 후 지출집행부서에서 2차로 점검 집행

[그림 25]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1-2.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관한 기준, 연구비 사용 

및 관리 지침,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 및 정비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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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훈령, 사업비 집행 지침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본교의 사업관련 제 규정에 반영함

각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 각 세부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화를

위하여 학사 전반에 걸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함

<표 14>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내용

규정명 규 정 내 용 비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구성, 위원회 등에 대한 기준과 역할 명시

제정(2011.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사용 지침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통해 목적에 부합한 
예산 사용 도모

제정(2011.9)

연구비 집행 기준
사업관련 정책연구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기준 제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개정(2011.9)

교재개발비 집행 기준
사업관련 교재개발 등 교재개발비 사용에 대한 기준 제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개정(2011.9)

예산항목별 세부 사용 지침

사업추진시 필요한 예산항목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합리적 추진 도모
 - 예산 계정별 예산집행 및 운용 기준 
 - 예산집행 및 지출 증빙 처리 기준
 - 예산 집행 프로세스

개정(2012.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업무매뉴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 제시를 통한 
체계적 업무 추진 도모

개정(2012.4
2013.2)

아주대학교 예산 및 회계 규정
우리 대학 예산 및 회계의 실무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 
도모

개정(2012.5
2013.2)

아주대학교 여비지급 규칙
공무로 출장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개정(2011.10
2013.2)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세부기준, 각 위원회의 역할, 사업비 관리 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인건비성 경비 책정 원칙, 대상별 사업비 집행 가능 용도, 정책연구 진행 절차와 기준 

등과 함께 사업비 집행 유형별 문제점 사례를 ʻ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업무 메뉴얼ʼ에 

수록 제시하여 사업 집행의 합목적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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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세부기준

1) 예산집행 절차

- 사업전체추진 기안 및 결재(사업별 집행에 대한 품의서 작성 및 결재)

-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40조 준수)

- 예산통제(예산집행기준 및 사업적절성 확인; 부적절한 경우 결의서 반려)

: 결의서 작성부서 대학교육혁신원 예산팀

2) 예산집행 세부기준

① 국고 계좌 관리 :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국고 계좌 

별도로 관리함 

②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성 경비 및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로 집행을 원칙으로 함

③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 집행기준

-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는 최대 예산절감 노력 요구

<표 15> 아주대학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업무 메뉴얼 구성

규정명 구 성 내 용 비고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세부 기준

사업추진절차

2011.10 최초 제작,
이후 변경사항
반영하여 보급

사업계획변경 원칙

각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 점검 등 관리에 관한 기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사용 지침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본교 사업비 집행 세부기준

예산집행절차 및 세부기준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 집행기준 및 회의록 양식

연구비 집행 기준 및 양식

교재개발비 집행 기준 및 양식

수업방식혁신(PBL, TBL등) 수업개발비 집행 기준

행사비 집행 기준 및 양식

인건비성 경비 책정 기준

사업비 집행 유형별 문제점 사례(대교협 제시)

기타

사업운영 FAQ

사업관리 및 운영 규정
(교육역량강화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외 사업관련 규정류)

주요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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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식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 기준 적용

•회의비 :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음료, 간식, 자료비-복사비 등, 식대 포함)

•식대성 경비 : 연구비, 행사비, 학생지원비, 홍보비, 기타교육지원비, 기타운영비 등의  계정으로 지출

하는 식대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양식) 제출

•식대성 경비 집행 시 ̒식대성 경비 집행내역서̓(양식) 제출(2012.6.개정)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1회 1인당 소요 경비 원칙 

- 교내에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12,000원 이하

- 교외에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25,000원 이하

- 학생만으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10,000원 이하(교내외 동일)

※단,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 및 조찬회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④ 연구비 집행 기준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책정기준

• 단일 전공이 전공발전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5,000천원

• 2개 전공 이상 또는 전공 융합체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10,000천원

• 단과대학 발전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15,000천원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연구가 요구되는 과제수행은 별도로 정함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연구비는 본교 ʻ연구비 관리규칙ʼ을 참고하여 집행하며, 해당

관리부서는 연구비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연구과제별로 사전에 접수하여 관리함.

• 연구 종료 후 해당 관리부서는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철저히 관리·보관하며 결산 

완료 시 연구결과개요 및 연구결과물을 기획처(예산팀)에 제출.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연구비 예산은 연구인건비, 연구활동비, 물품구입비, 인쇄제본

비로 구분하여 집행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함

-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 연구인건비

· 교직원 인건비: 교직원의 연구 참여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30%~60% 범위 이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보조원 연구 참여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재학생), 석·박사 과정생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이 초과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학사과정생: 월 30만원 이내 / 1인당,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내 / 1인당,박사

과정생: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범용성 사무용 

기기(복사기, Fax 등)는 구입 불가

• 기자재구입은 본교 물품구매규칙을 준수하여 구매관재팀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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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재개발비 집행 기준

- 교재개발비 집행은 신규 교과목을 개발할 경우와 기존교과목 교재를 대폭 수정을 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교과목 : 새로 개설되었거나 당해 연도에 개설 예정인 과목.

이미 개설되었던 과목이라도 교재가 없는 과목(교재개발 계획서에 해당 교재가 없음을 명기)

• 기존교과목 : 기존에 개설되었던 과목이고 교재도 있지만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목

(교재개발 계획서에 기존 교재의 개요를 적고 새로 개발할 교재와의 차이점을 밝혀야 함)

[※강의노트 등은 교재 인정 불가]

⑦ 행사비 집행 기준

- 국고사업비로 집행하는 행사성 경비는 최대 예산절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고, 행사진행 시에는 사전 내부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결재에는 반드시 상세예산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함. 행사비 집행 시에는 사전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함.

⑧ 기타 집행 기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 인건비성경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중 주류 구매 및 유흥주점(노래방 등) 출입 불가

-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 본교 근거리에서 집행. 단,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경우와 행사 장소가 외부인 경우에는 제외

- 본교 교직원은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외부 위원인 경우 자문 및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구  분 시 행 내 용

행정적 지원 부문

아주비전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 10대 핵심과제와 ACE사업간 연계
  - 아주비전 2023의 1단계 목표 조기 실현 및 2단계 목표 실현 기반 구축을 목표로 ACE사업 

수행기간(2011.3~2015.2) 및 신임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 교육부문 중점 추진과제명 : 교육여건 및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결과 평가 우수부서 선정 
  - 대학교육혁신원, 경영대학(2개 부서)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irst-Year Experience 참가 예정
(경비 일체 교비집행)

2. 대학의 자체 노력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체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표 16> 대학의 자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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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행 내 용

  - 사업추진 위원 2명 및 실무 관리자
2013 학과평가 실시 준비
통계자료 활용 지표분석 시스템 도입

교육부문(학사관리,
교수 평가제도관련 등)

지원 부문

강의평가 도구 개선
  - 강의평가 문항 수 조절 및 수업 형태 및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형 문항 삽입
  - 전산 시스템 개발 및 2013-1학기 강의평가 시 적용

학업 부진자 대상 종합 지원시스템 도입
  - 학사경고자 학습법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한 ʻ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ʼ 개정 및 사전 

예고 강화
  -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습전략 검사 및 상담 시행
  - 학과장 및 소속교수의 밀착 지도 및 상담 진행(학습 계획서 작성)

등록제도 개선
  - 등록금 납부 사전 예고 강화
  - 미등록 제적 조기 경보 및 안정적 등록제도 운영
  - 등록금 환불 제도 간소화

교원신규임용 제도 개선
  - 조기임용 확정제 실시 및 심사양식 정비
  - 공모제에 의한 경쟁 및 전공의 역량 평가를 통한 배정
  - 학과(전공) 우수교수 초빙 자체방안 도입
  -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교원 유치

신임교원 관심 연구분야 발표 및 토론 세미나 및 전체교수 세미나 실시
  - 교원의 연구분야 공유 및 연대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 및 교육 활성화 도모

교원 인사관련 규정류 개정
  - 윤리 위반(교육, 연구 등)에 따른 인사 제한 기준 수립
  - 교원 신규임용규칙 제명 및 복무사항 개정
  - 고등교육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교원의 직무 다양화
  - 시간강사 폐지 및 강사 교원 지위부여 조치 예정

인프라 구축 부문

교양기초교육강화를 위한 기초교육대학 전용건물 및 관련 기관 강화
  - 성호관(구 법전원)건물을 교양기초교육강화를 위하여 ʻ기초교육대학ʼ 건물로 지정

종합관 개관 : 강의, 연구공간 및 학사지원시설 확보
국제학사 신축 추진: 외국학생 및 교원 수용을 위한 전용 기숙사 신축 승인 완료
(현재 실시 설계 진행중)
인조잔디구장 조성: 수원시의 지원. 다양한 비교과활동, 평생취미마중물 사업과 연계 가능
AFL등 대단위 강의를 위한 다산관 강당 시설 전면 개보수

재정적 지원 부문

글로벌 프론티어 장학, 자기개발 장학, 해외현장연구, 해외사회봉사 등 글로벌의식 함양을 
위한 학부생 프로그램 지원
국제여름학교 운영
e- class운영, 학부학사서비스 스마트 환경 구축 지원
수업지원 TA운영 등
장학 지원 확대

  - 가계곤란장학 사업 운영 활성화
  - 신생 교외장학재단 유치를 통한 재학생 장학 수혜 확대
  - 장애학생 등 신규장학 대상자 발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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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계획

평가개요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사업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를 통하여 영역별 선진화된 교육 모델 확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략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세부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성과와 한계를 자체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으로 환류하여 사업간 유기적 체계

로 학부교육선진화 모델을 완성하는 데에 집중함

평가기준 및 방법

- 자체평가는 사업 최종 목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목표값 달성여부 점검,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

정량평가 사업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예산 집행율,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등

정성평가
사업추진 성과, 사업추진과정의 모니터링, 체계적인 예산집행 절차,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보완 체제 등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 개발된 자체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 사업실

적 및 성과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경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운

영 체계를 개선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실질적인 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학부교육선진화를 위한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성과 확산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우수 사업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

<표 17>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전공/소속 성명 직급 비고
위원장 화학 박영동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

위  원

철학 송하석 교수
화학공학 박은덕 교수
산업공학 임석철 교수
영문학 한  호 교수
사학 김태승 교수

e-비즈니스학 강민철 교수
간  사 대학교육혁신원 윤영화 과장

계 총 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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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자체평가 실시 항목 및 기준

구  분 항목(점수) 평 가 기 준

평가위원
평가항목

사업의 적합성
(30)

세부사업이 상위사업(ACE/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세부사업이 학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가
기대효과가 충분히 큰가

사업운영체계의 효율성(30)
담당부서와 사업 책임자가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했나
계획과 운영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나

학생수혜범위(20)
예산대비 정량적 성과 (수혜자 수 등)
예산대비 정성적 성과 (만족도, 기여도 등)
향후 확산･발전 가능성

대학교육혁신원
평가항목
(총2개)

자율(핵심)성과지표와의 
연관성(10)

자율(핵심)성과지표와의 연관성 정도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10)

사업비 집행내역과 집행 현황이 사업목적 및 추진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비 집행 규정을 잘 준수했는가

평가결과 환류계획

- 사업 운영 기간 내내 상시 모니터링 진행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활용

- 사업추진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 수행관리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시행 

- 중간평가 시행을 통한 운영 체계 개선, 사업 내용 보완

- 최종평가를 통한 우수 사업성과 확산,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그림 26]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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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과관리 계획

1. 자율성과지표

자율 성과 지표명 단위 기준값
2013년

달성목표값

 ①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특성화) % 22.5 21.6

 ②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특성화) % 16.7 17.5

 ③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9

 ④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24.2 25.5

 ⑤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18.2 19.4

 ⑥ Life Vision 설정 지수 % 45.1 53.2

2. 자율성과지표 세부내용

■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 지표 설정 배경

1. 아주비전2023 액션플랜 개요

-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단계별 목표의 주요성공요소

(CSF), 대내외 환경변화(위기와 기회), 우리대학의 강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장기적으로는 2023년 세계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으로서 우수 연구집단 및 우수 

교육집단을 육성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 중기적으로 아시아50위 대학평가 및 세계100대 대학평가에 반영되는 핵심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 단기적으로는 국내 Top10 진입의 주요성공요소(CSF)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중점추

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

과제 1 : 교육여건 및 학부교육 선진화

과제 2 : 연구성과 제고

과제 3 : 산학협력 기반강화

과제 4 : 글로벌 캠퍼스 실현

과제 5 : 인사제도 개선

과제 6 : 재정의 건전성 확보 

과제 7 :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과제 8 : 대외 홍보강화

과제 9 : 편리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과제10 : 소통을 중시하는 대학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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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아주비전2023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 지표 설정 배경

2. 10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39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성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 중 10대 중점과제 중 ʻ교육여건 및 학부교육 선진화ʼ, ʻ재정의 건전성 확보ʼ를 위한 

세부사업 중 2가지를 택하여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특성화 지표로 설정함

자율성과지표 1(특성화) :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자율성과지표 2(특성화)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자율성과지표 1(특성화) :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지표 설정 근거

- 교수당 학생 수는 국내대학 평가, 아시아대학 평가, 세계대학 평가에서 교육여건 또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준거로 ̒교수 당 학생 수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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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 지표 산출

교원수 : 매년 4월 1일자 전임교원

* 대학알리미 통계 산출 근거와 동일 

재학생수 : 매년 4월 1일자 학부+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재학생수임(환원인이 아님)

산출식 :
재학생수교원수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 설정 근거

2013년도 교수당 학생 수 : 22.5명 (재학생 수 14,519명, 교원수 644명)

- 2014년 목표값(2014.4.1.기준) : 21.6명

2013년도에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 노력으로 전임교원수를 확대하여 4%

감소된 21.6명으로 교수당 학생 수를 줄일 계획임 

- 향후 교원 확보 및 재학생 관리 등을 통해 교수 당 학생 수를 2015년까지 20.5명으로 

낮춰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달성 계획 및 전략

- 전임교원의 지속적 확보 노력 및 실행

- 전임교원의 역할 특성화를 통한 연구 성과 제고, 교육의 질적 강화, 산학협력 강화 추진

- 전임교원 트랙 다양화를 통한 임용 인원 증가 및 관련 제도 개발

- 엄정하면서도 각 특성에 맞는 수요지향형 학적관리를 통한 재학생수 관리 

자율성과지표 2(특성화)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지표 설정 근거

- 재정지표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일차적인 

교육여건인 장학금 지급률 증대를 꾀함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지표의 지속적인 관리 추구

❏ 조사 대상 : 학부생 전체 등록금, 수혜 장학금

❏ 지표 산출

학부생 전체 등록금 수입(결산기준)

학부생 수혜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만 해당) (결산기준)

산출식 :
학부재학생 장학금 수혜금액학부재학생 등록금 수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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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2012학년도 장학금 지급률이 16.7%임(2012학년도 결산기준)

- 대외지표 중 다른 지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지표로

설정함

- 주요 대학 장학금 지급률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을 

전년대비 5%이상으로 상향하고,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함

- 2013학년도 장학금 지급률 목표값: 17.5%

달성 계획 및 전략

- 장학금 확보 : 단과대학(학생행사비 절감) 및 본부 예산 절감(완료 및 취소 사업 예산 

반납)을 통한 장학금 예산 확보

-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규칙 등에 명문화

하여 합리적 집행  

자율성과지표 3 :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지표 설정 근거

- 본 사업의 대상들의 참여 프로그램 만족 정도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기초역량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신입생 세미나 만족도(Q1), 아주멘토 만족도(Q2), 웹과제 프로그램 수행 만족도(Q3)

- 신입생 세미나 만족도: 강의평가, 아주멘토 만족도: 설문 측정, 웹과제 프로그램 수행 만족도: 설문 측정

산출식 : ( Q1+Q2+Q3 ) / 3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은 본 지표의 최초 설정 근거를 기준값으로 함(2012년도부터 본 지표 설정)

신입생 세미나 수업 만족도(Q1) : 4.13

아주멘토 프로그램 만족도(Q2) : 3.39

웹과제 프로그램 수행 만족도(Q3) : 3.1

∴ Qt = (Q1+Q2+Q3)/3 = 3.5

- 세가지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신입생이며, 매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기준값을 본 지표의 최초 

설정 근거로 함.

- 기준값 대비 10%향상을 목표로 목표값을 3.9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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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표는 기초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내고자 2012년도에 신규 지표로 설정되었고, 지표 설정 당시의 목표값을 기준값의 

10% 상승한 값으로 설정한 바 있음)

달성 계획 및 전략

- 신입생세미나

수업 간 담당(지도)교수의 면대면 상담 진행

수업 주제 관련 답사 및 방문 등 다양한 강의 방법 도입

소규모 토론식 강의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및 논리성 배양

- 아주멘토 프로그램

3년간 멘토프로그램 운영 결과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한 전제 중 하나가 멘티들의 니즈

이므로 멘토링을 희망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함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신입생들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멘토링 

홍보의 시기와 방법으로 시행

형태적으로는 그룹식ㆍ1:1 상담, 방법적으로는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상담 및 

오프라인 직접 상담을 통한 다각적 멘토링 실현

효과적인 멘토링 위해 활동기간 내 정기적인 교육 실시

멘토 학생들의 의욕 고취를 위한 멘토 다면평가제(자기평가, 동료평가, 관리자 평가 등)

시행을 통한 성과급 지급

- 웹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초과목 고강도 수업 운영

웹 메일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웹 카페를 통한 질의응답 등 AIMS2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

과목별 오프라인 문제풀이 운영, 출제문제 유형 및 문제 Pool 확대

설문조사 문항 및 방식 수정 e-class와 연계

자율성과지표 4 :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지표 설정 근거

-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무·실습 집중교육을 통해 전공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학습 

심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평가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지수」를 

지표로 설정함

정량적 성과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참여 학생 비율, 가중치 70%

정성적 성과 : 참여 학생의 만족도, 가중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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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참여 학생 비율(70%), 참여 학생의 만족도(30%)

산출식 : 참여비율*0.7 + 만족도*0.3

- 참여 학생 비율 :
1,2학기진로맞춤형 교육과정참여학생수재학생수(1,2학기재학생수평균)

*100

- 참여 학생의 만족도 : 각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100점 환산값 평균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ʻ인문대학 맞춤형 미래

설계&커리어개발사업, 공모전실기캠프사업, 아주창업캠프사업ʼ의 학생참여 및 만족도 

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3개 사업 중 기존 사업인 ̒아주창업캠프사업(3차년도 사업 시행 중)ʼ의 

1차년도 실적 24.2점을 기준값으로 설정

　 세부 프로그램
아주창업캠프 1차년도 성과 비고

참여학생 수 만족도 사업 대상 재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인문대학 맞춤형 미래설계& 
커리어개발사업

신규 신규 전체 재학생수(평균) :
 9,694명

* 기준값 설정 당해(2011년도)의
재학생 수 평균임

공모전실기캠프사업 신규 신규

아주창업캠프사업 49 79.2

합계(평균) 49 79.2

기준 지수값
0.4 23.8

참여율*0.7+만족도*0.3
24.2

- 목표값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예상치를  

산정하여 25.5점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참여 전공 확대 및 참여 

학생 비율을 제고할 계획임

　 세부 프로그램
달성값 비고

참여인원 만족도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지수　

인문대학 맞춤형 
미래설계&커리어개발사업

40 80점

전체 재학생수 : 9,759명
공모전실기캠프사업 70 80점

아주창업캠프사업 60 83점

계 170 81점

참여비율 및 만족도 1.7 81점

지수 값
1.2 24.3

참여율*0.7+만족도*0.3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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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계획 및 전략

- 기본에서 실전까지 체계적인 사전준비 구성

- 집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학생 수 제한 운영

- 특허 실습교육 추진 위원회와 전담 지도교수 배정

- 관련 분야 전문가 연계 및 기업 간담회를 통한 기업의 요구와 추세 반영

자율성과지표 5 :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지표 설정 근거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지수는 전공별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집중개발 

및 운영을 통해 특성화된 전공지식과 실무역량, 시장 적응능력 및 사회진출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성과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참여지수를 산출

- 프로그램 대상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수와 참여 학생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참여 지수를 

편성

❏ 조사 대상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학생

a~d의 참여학생 수와 만족도 평균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참여 학생 비율(80%), 참여 학생의 만족도(20%)

산출식 : 참여 학생 비율*0.8 + 만족도*0.2

- 참여 학생 비율 :
1,2학기산학연계전공특성화교육과정참여학생수재학생수(1,2학기재학생수평균)

*100

- 만족도 : 각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의 100점 환산값 평균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기준값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ʻ기계공학 현장 실습 

인턴십, 인문학산학협력 프로젝트, 약학산업현장 연계교육ʼ의 학생참여 및 만족도 

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3개 사업 중 기존 사업인 ʻ인문학산학협력 프로젝트, 약학산업

현장 연계교육ʼ의 2012학년도 실적 18.2점을 기준값으로 설정함.

  

　 세부 프로그램
2012학년도 비고

참여학생수 만족도 사업 대상 재학생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지수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신규 신규
전체 재학생수 : 9,759명

 * 기준값 설정 당해(2012년도)의
재학생 수 평균임

인문학산학협력 프로젝트 74 77.8

약학산업현장 연계교육 208 81.4

합계(평균) 282 79.6

학생참여율 및 만족도 2.9 79.6

지수 산출값
2.3 15.9

참여비율*0.8 + 만족도*0.2 
18.2



Ⅵ. 성과관리 계획

아주대학교 99

- 목표값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예상치를 

산정하여 19.4점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참여 전공 확대 및 참여 

학생 비율을 제고할 계획임

　 세부 프로그램
2013학년도 비고

참여학생 수 만족도 사업 대상 재학생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지수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36 83.0

전체 재학생수 : 9,759명

인문학산학협력 프로젝트 76 80.0

약학산업현장 연계교육 250 83.0

합계(평균) 362 82.0

학생참여율 및 만족도 3.7 82.0

지수 산출값
3.0 16.4

참여비율*0.8 + 만족도*0.2 
19.4

달성 계획 및 전략

- 산학협력 대학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교육 지원

- 관련 산업 전문 기업체와의 산학연계 교류협력 추진

- 중견기업, 공기업 등 학생 선호도 높은 현장실습 기업체 상시교류 체계 확립

- 단과대학 단위의 운영 지원과 전공분야 학생들의 현장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자율성과지표 6 : Life Vision 설정 지수

지표 설정 근거

- 취업역량강화사업은 학생 자신이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한 후 필요 역량을 자기주도

적으로 계발해 가는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ʼ 모델을 기반으로 함

- 학생의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로드맵ʼ 작성은 취업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고, 학부생이 대학생활을 계획적으로 하게 하는 핵심요소로써 학교 전체 

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필수 지표임 

❏ 조사 대상 : 전체 재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Life Vision 설정 누적인원 수,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수

성과 산출 :
(0.4×LifeVision설정누적인원수)+(0.6×커리어코칭누적인원수)

재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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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 구체성

커리어로드맵 : 진로 설정 활동의 실제적 결과물로서 커리어로드맵 작성 및 제출

커리어코칭 : 사회진출센터 소속 취업지원관의 커리어코칭 실시 및 실적 입력

- 측정가능성

커리어로드맵 :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커리어로드맵 통계 산출

커리어코칭 :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커리어코칭 통계 산출 및 내용 확인

- 달성가능성 : 해당 교육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교과목) 이수 조건으로 커리어

로드맵 작성 및 커리어코칭 참가를 설정, 2012년도  달성값  45.1%를 기준값으로 유지

하고 2013년 달성 목표값으로 53.2%를 설정함(본 교과목을 PASS한 학생만 산출)

학년도 2010 2011 2012 2013

Life Vision 설정 누적인원 2,945 5,342 (2,821) 8,104(2,762) 9,300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206 1,002 (796) 1,940 (938) 2,500

재학생 수 평균 9,693 9,694 9,759 9,810

Life Vision 설정 지수 13.4% 28.2% 45.1% 53.2%

* (  )의 숫자는 해당 년도의 이수자임

- 목적부합성

커리어로드맵 : 자기 분석, 진로 탐색, 진로 설정 등의 과정을 시각화한 자료로써 전산 

입력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

커리어코칭 : 자율적으로 실시한 진로 설정 활동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토하여 조언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코칭 내용을 전산 입력함으로써 지속적인 진로 지도 관리 

체계를 구축

- 시간제약

커리어로드맵 : 1인당 1학기 1건 작성을 목표로 함

커리어코칭 : 1인당 1학기 1회 이상 실시를 목표로 함  

달성 계획 및 전략

- Life Vision 작성 및 커리어 코칭은 교양필수 과목인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이수를 

위해 필수임

- 커리어로드맵 작성을 위한 강좌(6강 분량) 수강 의무화 : 학점제 운영

- 커리어로드맵 작성 및 제출(전산 등록) 의무화 : 학점제 운영

- 커리어 코칭 의무화 : 학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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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사업 전담 관리조직 연락처

구  분 성  명 직위(급) 담당업무 사무실전화 이동전화 E-mail 비고

사업단장 박영동
대학교육
혁신원장

(겸 교무처장)

사업
총괄

031-219-2010 010-4504-2604 ydpark@ajou.ac.kr

실무
책임자

 윤영화 책임담당 실무총괄 031-219-3379 010-2993-8551 yhyoon@ajou.ac.kr

실무자

강필승 팀원 실무관리 031-219-3380 010-6360-2049 kps@ajou.ac.kr

유남경 팀원 전공역량 031-219-2015 010-7313-7577 pretty@ajou.ac.kr

송준엽 팀원 기초역량 031-219-2863 010-8363-6763 jysong@ajou.ac.kr

이윤정 팀원 글로벌역량 031-219-2926 016-687-2609 yjlee@ajou.ac.kr

양일렬 팀원 취업촉진 031-219-2041 016-457-0380 sam123@ajou.ac.kr

정흥락 팀원 교육환경 031-219-2125 010-4522-0709 jhr@ajou.ac.kr

허수진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2 010-2303-1028 sjinsula@ajou.ac.kr

황명선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3 010-4101-9816 ms35ks@ajou.ac.kr

강성현 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031-219-3381 010-2030-9108 pabian0306@ajou.ac.kr

총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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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자율성과지표 세부산출 근거 자료

자율 성과 지표명 단위 기준값
2013년

달성목표값

 ①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특성화) % 22.5 21.6

 ②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특성화) % 16.7 17.5

 ③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9

 ④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24.2 25.5

 ⑤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18.2 19.4

 ⑥ Life Vision 설정 지수 % 45.1 53.2

1.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특성화)

기준값 산출근거

구   분 2013.4.1. 기준 비  고

교수당 학생 수  22.54명

재학생 수 14,519명
학  부 재학생 : 10,171명 
대학원 재학생 :  4,348명

전임교원   644명

❏ 조사 대상 : 전임교원 수, 재학생 수  

❏ 지표 산출

교원수 : 매년 4월 1일자 전임교원

* 대학알리미 통계 산출 근거와 동일   

재학생수 : 매년 4월 1일자 학부+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재학생수임(환원인이 아님)

산출식 :
재학생수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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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특성화)

기준값 산출근거

구   분 2012학년도 결산기준 비  고

학부생 전체 등록금 수입 78,585,876천원

장학금

교내 장학금 11,248,437천원

교외장학금 중 
사설 및 기타

1,873,926천원

계 13,122,363천원

❏ 조사 대상 : 학부생 전체 등록금, 수혜 장학금

❏ 지표 산출

학부생 전체 등록금 수입(결산기준)

학부생 수혜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만 해당) (결산기준)

산출식 :
학부재학생 장학금 수혜금액학부재학생 등록금 수입 *100

3.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세부사업명 만족도 비고

밀착형 듀얼 
멘토링

신입생 세미나 : 4.13

2012년도 기준값 설정근거와
동일

아주멘토 프로그램 : 3.39

웹과제 프로그램 3.4

❏ 조사 대상 : 기초역량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신입생 세미나 만족도(Q1), 아주멘토 만족도(Q2), 웹과제 프로그램 수행 만족도(Q3)

산출식 : ( Q1+Q2+Q3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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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기준값 산출근거

세부 프로그램
아주창업캠프 1차년도 성과 비고

참여학생 수 만족도 사업 대상 재학생

인문대학 맞춤형 미래설계
& 커리어개발사업

신규 신규
전체 재학생수(평균) :  9,694명

* 기준값 설정 당해(2011년도)의
재학생 수 평균임

공모전실기캠프사업 신규 신규

아주창업캠프사업 49 79.2

합계(평균) 49 79.2

기준 지수값
0.4 23.8

참여율*0.7 + 만족도*0.3
24.2

❏ 조사 대상 :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참여 학생 비율(70%), 참여 학생의 만족도(30%)

산출식 : 참여비율*0.7 + 만족도*0.3

- 참여 학생 비율 :
1,2학기진로맞춤형 교육과정참여학생수재학생수(1,2학기재학생수평균)

*100

- 참여 학생의 만족도 : 각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100점 환산값 평균  

5.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기준값 산출근거

세부 프로그램
2012학년도 비고

참여학생수 만족도 사업 대상 재학생

기계공학 현장실습 인턴십 신규 신규

전체 재학생수 : 9,759명

 * 기준값 설정 당해(2012년도)의 
재학생 수 평균임

인문학산학협력 프로젝트 74 77.8

약학산업현장 연계교육 208 81.4

합계(평균) 282 79.6

학생참여율 및 만족도 2.9 79.6

지수 산출값
2.3 15.9

참여비율*0.8 + 만족도*0.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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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학생 

a~d의 참여학생 수와 만족도 평균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참여 학생 비율(80%), 참여 학생의 만족도(20%)

성과 산출 : 참여 학생 비율*0.8 + 만족도*0.2

- 참여학생 비율 :
1,2학기산학연계전공특성화교육과정참여학생수재학생수(1,2학기재학생수평균)

*100

- 만족도 : 각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의 100점 환산값 평균 

6. Life Vision 설정 지수

학년도 2010 2011 2012

Life Vision 설정 누적인원 2,945 5,342 (2,821) 8,104(2,762)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206 1,002 (796) 1,940 (938)

재학생 수 평균 9,693 9,694 9,759

Life Vision 설정 지수 13.4% 28.2% 45.1%

❏ 조사 대상 : 전체 재학생

❏ 성과 산출

성과 지표  : Life Vision 설정 누적인원 수,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수

성과 산출 :
(0.4×LifeVision설정누적인원수)+(0.6×커리어코칭누적인원수)

재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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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ʻ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사업비 집행 원칙

사업비 집행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법령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우리대학의「예산운용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집행 불가

학생 대상별 사업비 집행 가능 용도

학생 대상은 우리대학의 학부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입학 전 신입생을 포함하며 취업관

련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졸업생의 경우도 가능. 단, 사업취지와 무관한 대학원생에게는 

지원 불가

대상별 집행 불가 항목 

- 재 학 생: 장학금 수령 후 휴학할 경우 환수

- 휴 학 생: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지원 불가

- 대학원생: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단,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가능하며, 이런 경우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기준은 본교「예산 운용 

기준」을 적용  

- 입학 전 신입생: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지원 불가

교직원 인건비 관련 지급 가능 범위

인건비 관련 지급 가능 범위

-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수당 포함)

-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심사비, 자문료, 교육과정개발비, 원고료 등)

단, 구체적인 성과물이 존재하여야 하며 집행기준은 우리대학「예산 운용 기준」을 적용

- 동 사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초빙한 해외 교원의 급여(인건비), 체재비, 항공료

인건비 관련 집행 불가 항목

- 전임 교직원 급여 지급 불가

- 동 사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초빙한 해외 교원의 경우 급여, 체재비, 항공료 외에 

문화탐방비 등은 지급 불가

- 교직원 교육비(연수비, 국내외 문화탐방비 포함)

- 연구를 위한 학회 참석 또는 해외 연수 경비(단, 학생 인솔의 경우 제외)

- 교직원 수당(야근수당, 격려금 등)

- 회의 수당(식비 성격의 회의비는 가능하나 회의 참여 수당은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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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와 관련된 사업비 집행 범위

사업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환경 개선비의 시설투자는 집행 가능

- 기존 건물의 강의실, 실험 실습실의 내부시설, 냉난방 시설, 인테리어 등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사업비 집행 불가

교수 연구실 확충 시설 투자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시설 투자 집행 불가

3천만원~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 시, 범부처적인 R&D 관리체계를 담은 

ʻ공동관리규정ʻ에 따라 본교의 장비심의위원회(구매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승인 필요

기타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선정절차,

지급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시행

동 사업을 위한 홍보비 집행은 가능하나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

(신문, 방송광고, 현수막) 집행은 불가

사업수행은 확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추진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 금지

사업비 집행 세부 기준

1) 예산집행 절차

- 사업전체추진 기안 및 결재(사업별 집행에 대한 품의서 작성 및 결재)

-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40조 준수)

- 예산통제(예산집행기준 및 사업적절성 확인; 부적절한 경우 결의서 반려)

: 결의서 작성부서 대학교육혁신원 예산팀

- 지급 명령 (학교의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장임)

- 지급 (자금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 경리팀

2) 예산집행 세부기준

① 국고 계좌 관리 :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국고 계좌는 

별도로 관리함 

②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성 경비 및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로 집행을 원칙으로 함

③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 집행기준

-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는 최대 예산절감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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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집행기준 제정 목적

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제고

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및 책무성 확보

다.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명확성 제고 

2.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책정기준

가. 단일 전공이 전공발전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5,000천원

나. 2개 전공 이상 또는 전공 융합체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10,000천원

다. 단과대학 발전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15,000천원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연구가 요구되는 과제수행은 별도로 정함

3.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

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연구비는 본교 ʻ연구비 관리규칙ʼ을 참고하여 집행하며,

해당관리부서는 연구비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연구과제별로 사전에 접수

하여 관리함.

나. 연구 종료 후 해당 관리부서는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을 철저히 관리·보관하며 

결산 완료 시 연구결과개요 및 연구결과물을 기획처(예산팀)에 제출. 또한 교내

연구 대외기관 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내부관리 기준에 따라 연구비 통계가 누락

되지 않도록 아래 양식에 의거 연구비를 집행·관리함

- 부득이 식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 기준 적용

•회의비 :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음료, 간식, 자료비-복사비 등, 식대 포함)

•식대성 경비 : 연구비, 행사비, 학생지원비, 홍보비, 기타교육지원비, 기타운영비 등의 계정으로

지출하는 식대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양식) 제출

•식대성 경비 집행 시 ̒식대성 경비 집행내역서̓(양식) 제출(2012.6.개정)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1회 1인당 소요 경비 원칙 

- 교내에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12,000원 이하

- 교외에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25,000원 이하

- 학생만으로 진행되는 회의비: 1인당 10,000원 이하(교내외 동일)

※단,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 및 조찬회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④ 연구비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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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인적사항
연구
과제명

연구비 지원
기관
구분

지원
기관명

지원
사업명

연구기간
시작년월

연구기간
종료년월

공동연
구원수

연구
조원수학과 전공 성명

출생
년도

성별
총

연구비
간접비

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연구비 예산은 연구인건비, 연구활동비, 물품구입비,

인쇄제본비로 구분하여 집행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함

4. 세부항목 및 집행기준

가. 연구인건비

1) 교직원 인건비: 교직원의 연구 참여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30%~60% 범위 이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구보조원 연구 참여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재학생), 석·박사 과정생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이 초과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학사과정생: 월 30만원 이내 / 1인당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내 / 1인당

- 박사과정생: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나. 연구활동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1) 연구회의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회의 시 필요한 경비

- 본 사업 회의비 경비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종은 일반음식점에 한함(유흥음식점 등은 불인정)

2) 여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출장비

- 여비 지급은 본 대학 여비지급규칙을 적용하여 지급

3) 조사연구비: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위한 경비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실험)비, 기타조사비용 등)

-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다. 물품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경비

1) 기계·기구 매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 포함) 구입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불가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범용성 

사무용 기기(복사기, Fax 등)는 구입 불가

- 기자재구입은 본교 물품구매규칙을 준수하여 구매관재팀을 통하여 구매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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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시약, 기구, 부품 등의 구입 및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3) 소모품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

- 본 대학 물품 구매 규칙에 맞추어 1회 거래 품목단가와 1회 구매총금액에 

대한 제한금액이 충족될 경우에만 자체적으로 구매 가능 

라. 인쇄제본비 : 연구 수행과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복사비 자료 인쇄,

슬라이드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⑤ 교재개발비 집행 기준

- 교재개발비 집행은 신규 교과목을 개발할 경우와 기존교과목 교재를 대폭 수정을 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신규 교과목 : 새로 개설되었거나 당해 연도에 개설 예정인 과목. 
   이미 개설되었던 과목이라도 교재가 없는 과목(교재개발 계획서에 해당 교재가 

없음을 명기)

2) 기존교과목 : 기존에 개설되었던 과목이고 교재도 있지만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목 (교재개발 계획서에 기존 교재의 개요를 적고 새로 개발할 교재와의 차이점을 
밝혀야 함)

[※강의노트 등은 교재 인정 불가]

· 교재개발비는 과목당 신규교과목은 2,000천원, 기존교과목 개정은 1,000천원을 지급하며,

책자개발 중 아이에스비엔(ISBN)를 획득한 교재인 경우 1,000천원 추가 지급

· 본 사업비로 과목당 교재개발비는 년 1회로 제한함

⑥ 수업방식혁신(PBL, TBL 등) 수업개발비 집행 기준

- 수업방식 혁신 개발 교과목은 수업개발비로 2,000천원 지급 가능

- 수업설계와 강의노트 등 성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비로 과목당 개발비는 최초 1회로 제한함

⑦ 행사비 집행 기준

- 국고사업비로 집행하는 행사성 경비는 최대 예산절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고, 행사진행 시에는 사전 내부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결재에는 반드시 상세예산계

획서가 포함되어야 함. 행사비 집행 시에는 사전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함.

⑧ 사업집행 시 내부 품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집행 전 :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사업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과목표, 기대효과 등,

예산 운용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유사 항목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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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행하고자 할 때 해당 기준을 예산 산출근거에 명시

- 사업집행 후 :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사업예산(전체 예산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목적 대비 

결과, 사업내용- 계획대비 결과, 성과 관리표, 기대효과 등

⑨ 기타 집행 기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 인건비성경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계획을 수립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중 주류 구매 및 유흥주점(노래방 등) 출입 불가

- 상품권 구입 거래 불가. 단, 부득이 구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팀과 사전 협의

-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 본교 근거리에서 집행. 단,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경우와 

행사 장소가 외부인 경우에는 제외

- 본교 교직원은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외부 위원인 경우 자문 및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 휴일 또는 공휴일 식대 지출 불가. 단, 행사가 휴일, 공휴일인 경우 제외

- 교통비는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유류비(주유) 집행 불가

- 노임은 본교 기준(1일 8시간 39,000원/2013학년도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 본 사업과 무관한 도서구입 및 고가의 문구류(만년필 등) 구입 불가

- 예산집행가이드 및 예산집행세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총괄부서(대학

교육혁신원) 문의 후 집행

- 본 사업비와 관련된 모든 결의서와 증빙자료는 별도로 복사한 후 보관

- 본 사업 예산집행 완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총괄부서와 예산팀에 해당 내용을

전달

- 본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환수처리(교과부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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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자율성과지표 변경 사유 자료

2012년 2013년 수정

지표명 단위 기준값 목표값 달성값 지표명 단위 기준값 목표값

신설 지표 (특성화 지표)

①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 22.5 21.6

②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 16.7 17.5

①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6 4.0
③ 기초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3.5 3.9

② 1학년 학점 평균
1.75 미만자 비율

% 100 95 95.8 지표에서 제외 - - -

③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점수 34.9 35.1 37.5
④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지수
점수 24.2 25.5

④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 참여지수

점수 16.4 16.8 19.5
⑤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지수
점수 18.2 19.4

⑤ 아주 글로벌 파견
비율

% 100 103.4 132.2 지표에서 제외 - - -

⑥ Life Vision 설정
지수

% 28.2 34.5 45.1
⑥ Life Vision 

설정 지수
% 45.1 53.2

⑦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지수

% 100 110 114.3 지표에서 제외 - - -

지표 변경 사유

- 2013년도 특성화 지표 추가 

특성화 지표 설정 배경

교원 1인당 학생 비율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 지표 설정에 근거하여, 아주
비전 2023 액션플랜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에서 ʻ교육여건 및 학부교육 선진화ʼ와 
ʻ재정의 건전성 확보ʼ를 위한 세부사업 중 2가지를 택하여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특성화 지표로 설정함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 세부 지표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진로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지수

전공별 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집중 및 
개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지표로 
세부 사업들의 일부 변경에 따른 사업명의 수정
과 연관된 지표명의 변경일 뿐, 기본 지표설정의 
목표와 산출과정은 동일함

산학연계 전공특성화 
교육 참여지수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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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제외된 지표

·1학년 학점 평균 1.75미만자 비율 : 신입생 대상 기초역량 프로그램인 신입생 대상 듀

얼 멘토링의 만족도 및 웹과제 시스템을 통한 기초과학역량강화 만족도를 통해 신입

생의 기초과목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지표를 제외함

·아주 글로벌 파견 비율 : 해당 지표는 ACE사업에서 ʻ글로벌 역량지수ʼ로서 교환학생 

유치, 파견 비율 등 전교적인 글로벌 캠퍼스 구현을 위한 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지수 :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2013년도 ACE사업의 교수학습 지원

체계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함에 따라 본 지표를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