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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지원 구분 수도권 대학 규모 중소형

사 업 명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의 선진화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박영동 소속 및 직위 교무처장

사업기간 2011. 5. 1 ~ 2015. 2. 28 (4년)

연차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합 계

사업비
(예정액)

2,980 3,000 3,000 3,000 12,000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사업목적

다산(茶山)형 인재(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양성을 통한 학부교육 선진화

—4대핵심 역량: 융복합 사고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배양

◦고강도 맞춤형 기초 교양교육 모델 구현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강화

◦첨단 교육환경 구축과 특성화된 교육모델 개발을 통한 학부교육 선진화

주요내용

기초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다산(茶山) 교양교육 실현 

—Power CoBSM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의사소통 교육체제) 모델 구현

—학제 간 연계가 강화된 융복합 교양교육과정(AFL 등) 구성과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전용 교양 교과목 트랙 구축

산업수요지향의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운영

—트랙, 전공, 학부 단위의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산학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혁신적인 교수방식 구현을 통한 전공수업 방식의 개선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ʻCareer-orientedʼ 비교과 교육과정 구축 

—진로설정과 커리어코칭을 통한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개발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글로벌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통합적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학부교육기능의 최적화 도모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아성찰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동료 교수간 수업 peer review를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

—전교적 CQI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품질 관리

신입생과 졸업생 질 관리

—전형별 추수관리를 통한 입학제도 보완 및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신입생 진단평가,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평가를 통한 학습성과 관리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1차년도 세부사업 국고신청액(백만원) 비율(%)

① 교양 교육과정 선진화 875 29.3

②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 509 17.1

③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615 20.6

④ 학생 선발 선진화 60 2.0

⑤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210 7.0

⑥ 교수-학습 지원 체계 선진화 430 14.5

⑦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선진화 224 7.5

⑧ 사업 관리 및 운영 57 1.9

합    계 2,980 100.0

학부교육 

선도대학

성과지표

핵심 

성과

지표

지표명(단위) 기준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①융복합 교육과정 지수 0.8 0.8 2.5 3.15 3.8

②의사소통역량 지수 3.15 3.65 5.65 7.07 8.50

자율

성과

지표

①전임교원 교양교육과정
참여율(강의 교수 포함)

58.4 60.0 61.5 63.0 65.0

②Life Vision 설정 지수 0.14 0.26 0.39 0.52 0.65

③공동체 활동 지수 0.29 0.32 0.35 0.39 0.43

④글로벌 역량 지수 0.170 0.177 0.184 0.192 0.200

⑤입학사정관제 적용 신입생 
선발 비율

17.7 23.6 29.8 40 40

⑥ 학생상담 
참여지수

학생상담
센터 이용률

1.0 1.5 2.5 3.5 5.0

지도교수 
면담 비율

3.5 4.5 6.0 10.0 20.0

상담 프로 
그램 참여 
교수 비율

N/A 10 20 25 30

⑦ 교수-학습 프로그램 참여 
지수

750 450 950 1,050 1,150

⑧ 교수역량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및 
컨설팅
참여율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N/A
(신규)

0 2 4 5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N/A
(신규)

0 2 4 5

⑨ 핵심역량 
향상도

K-CESA
지수

N/A
(신규)

1차 측정값
1차 측정값 

+ 목표 
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 
기대점수

3차 측정값 
+ 목표 
기대점수

‘아주 
핵심적인 
역량‘ 지수

N/A
(신규)

진단시스
템 개발 

1차 측정
1차 측정값 

+ 목표 
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 
기대점수







아주대학교 1

Ⅰ. 대학의 목표 및 비전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ʻ실사구시ʼ 이념과 ʻ융복합 학문ʼ 을 중시하는 아주대학교의 교육 전통

1996년, ʻ학생중심대학ʼ 을 선언하고, 무경계 실용교육을 핵심 교육목표로 설정

—국내 최초로 학부제 전면 도입, 제한 없이 전과 전공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무경계교육 실현

—다변화 사회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운영

2008년,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 으로 발전하기 위한 ̒아주비전 2023ʼ 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 18개 핵심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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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구시의 이념과 융복합 학문을 중시해 온 아주 교육

<그림 1-1> 대학발전계획의 실사구시 교육 모델

1973년, 한불학술교류협력으로 ʻ아주공과대학ʼ 설립 

—설립 당시, ʻ실사구시ʼ 이념을 바탕으로 한 ʻ기술실용교육ʼ 표방 

1983년, 10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실용중심교육의 확산 및 다변화

1996년, 학생중심대학과 무경계 실용교육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선포

—전과, 전공 선택 기회 제한없는 교육 선택권 100% 보장(1996년~현재)

—국내 최초로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 도입(1996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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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현재, 총 58개국 206개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

(연간 250명의 학생이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

—국내 ʻ최초ʼ로 학부제(1996), 교수업적평가제(1995), 강의평가제(1996) 도입

1999년대 후반, 다변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국내 최초로 미디어학부(1998), e-비즈니스학부(2001), 문화콘텐츠학전공(2010), 금융공학부(2010) 신설

대학원 융합과학 기술 분야 Bk21 사업단(분자과학기술 사업단, 에너지시스템 사업단) 발족

2008년, ʻ아주비전2023ʼ을 선포하여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 제시

—ʻ아주비전2023ʼ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학부, 그린반도체디스플레이 전공, IT마케팅 

전공 등 미래사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ʻ트랙형 융합전공ʼ의 신설 계획  

ʻ아주비전2023ʼ 의 내용 및 체계  

비전 :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 

전략 및 과제 : 실사구시 이념의 구현과 융복합 학문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8개 핵심과제

<그림 1-2> 아주비전2023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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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전문인, 창조인,

협동인, 세계인, 문화인ʼ을 양성하는 5가지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대학 인재상을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을 의미하는 

ʻ다산(茶山)형 인재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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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역량ʼ 을 선정 

교육목표

1973년, ʻ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ʼ 이라는 설립 취지 하에 대학 

이념을 ʻ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ʼ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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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아주대학교의 대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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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해 대학의 인재상을 ʻ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을 의미하는 

ʻ다산형 인재ʼ 로 설정

ʻ다산형 인재ʼ 란?

—한가지의 특정 지식에 국한된 전문인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에 바탕을 둔 ʻ실용적·창조적 

자질의 21세기형 인재ʼ
—아주대학교는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이공 계열과 도전적인 인문, 경영, 문화 영역 

과의 연계전공을 통해 ʻ기술적 노하우를 행복한 삶과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ʼ
—ʻ학제 간 연계성ʼ을 획기적으로 도입한 다산교양교육, 전공 내 계열화와 집중화를 지향하는 

융복합 전공트랙 등을 통해 ʻ현장 적응력을 갖춘 융복합 사고 능력의 소유자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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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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이념과 교육목표에 완벽히 부합

<그림 1-4> 아주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인재상에 대한 자체 진단

대학 비전과의 부합성

—우리대학의 비전은 ̒융합 학문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ʼ으로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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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산형 인재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의 연계

아주 인재의 4대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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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ʼ 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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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다산형 인재의 핵심역량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핵심역량 강화 방안

전문인
창조인
협동인
세계인
문화인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
다산(茶山)형 

인재

융복합

사고역량

∙융복합 교양/전공 교육과정의 구축

∙타 전공분야 이해능력 증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천적

창의역량

∙창의적 사고를 위한 수준별 기초과학교육

∙산학협력 교육과정체제 확립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전공수업방식 혁신

∙공동체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글로벌

역량

∙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전공 글로벌 커리큘럼의 확대 운영

∙다양한 비교와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그림 1-6>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아주대학교(동아일보,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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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 ʻ다산(茶山)형 인재ʼ를 

양성하고자 ①기초학습역량 증진 교양 교육 ②융복합 사고역량 배양을 위한 융복합 

지향 교육 ③실천적 창의역량 배양을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 ④의사소통 역량 배양을 

위한 학생 참여형 교육 ⑤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향 교육 ⑥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 ⑦선도적 입학사정관제 도입 ⑧선진화된 교수학습 역량 증진 및 교육의 

질 관리시스템 ⑨단과대학(학부)별 책임경영제 등 특성화된 교육 및 교육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부교육은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 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대학의 비전과 부합하며, 학부교육을 투입과정성과로 진단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교육여건 및 교과과정이 개선되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기초 학습 역량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가 

요구됨

학부교육의 현황 

개요 : 교육개혁을 선도해 온 아주대학교

우리대학은 중규모 종합대학으로서 학부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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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환경적 여건
∙지역사회의 비약적 성장(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 등 융합기술개발단지 인접)
∙지역산업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대학의 여건

∙학부교육 중심대학: 학부재학생 비율 86.8%

∙전국단위 대학: 학생 지역분포가 수도권 66.2%, 지방 33.8%

∙중규모 대학: 재학생수 9,693명

교육과정

∙1996년 국내 최초 학부제 전면 도입
∙융복합 사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예: 미디어학부, 금융공학부 등 융복합 전공 및 연계 전공 신설)
∙실천적 창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예: 삼성정보통신트랙, LG전자트랙 등 운영)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예: 종합설계프로젝트, 경영의사전달, 발표와 토의 등)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향 교육과정
  (예: 해외대학복수학위제,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 화상강의 개발 등)

교육지원
체  제

학생선발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및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지도교수제,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지도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 구성

(예: 대학교육혁신원 설치)
∙자동녹화강의, 화상강의시스템, LMS 등 인프라 구축 완료

교육의 
질 관리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교수 업적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
∙2006년 대학교육혁신원내 교육평가인증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2010년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 학생에게 전면 100% 공개  

우리대학은 1996년부터 선진적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타 대학에 ʻ학부교육의 개혁 

모델ʼ 로 확산을 주도해 왔음

—국내 최초 학부제 전면 도입(1996), 전과·전공 선택 기회 무제한(1996)의 무경계 교육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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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미디어 학부(1998), 국제학부(1998), e-비즈니스학부(2001), 금융공학부(2010), 문

화콘텐츠학 전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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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서비스센터(1996년)를 통한 학생서비스 모델 확산

—국내 최초 단과대학 책임경영 도입(2003년)을 통한 학부교육 특성화 유도 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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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아주대학교의 교육개혁 확산 모델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을 양성하고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결과,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교육역량강화 사업실적 

우수대학, 2010년 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받는 바 있음

지속적으로 실사구시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실천해온 결과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음

<그림 1-8> 실사구시를 충실히 실천해 온 아주대학교의 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현황

① 타 전공과의 소통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초교육대학 설립

2008년 기초교육대학 설립 이후 기초교육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및 특임교원의 

수가 2008년 16명에서 2010년 30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음

기초교육대학 출범 이후 교양교육의 정체성, 방향성 및 책무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의사 

소통센터에 글쓰기 교수 9명을 임용하여 신입생 모두에게 고강도 글쓰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 의사소통 역량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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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2008 2009 2010

개설 강좌수 1,175 1,214 1,257

전임/특임교원수 1/15 2/23 5/25

전임교원 수업담당률 56.0 60.5 62.8

강좌당 평균 수강인원 41.1 40.4 42.1

강의평가 3.92 3.91 3.93

② 융복합 사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운영

2009년 전체학생 대비 19.8%가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융복합 학문에 대한 수요 및 학생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공 필수과목을 전공 이

수학점 대비 5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제정

③ 실천적 창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GM대우트랙, 삼성정보통신트랙, LG전자트랙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트랙 운영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010년 기준 129개의 기업, 110개 강좌 개설, 총 1,759명 참여)

일리노이공대(IIT) 해외인턴제 등 해외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IT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집중 교육과정 운영: 2010년까지 281명 이수

<그림 1-9> IT집중교육 교육과정 구성 현황 

④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종합설계 프로젝트, 발표와 토의, 경영의사 전달 등 팀 기반의 수업모델과 발표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전달 능력 향상을 도모

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향 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 국제경영학 교육인증 등 국제적 기준의 교육과정 운영

캠브리지대학, 드렉셀대학 등과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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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기준 58개국 206개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외파견학생은 264명,

본교 유치 학생은 296명이 교류 중

1996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를 도입하여 미국 일리노이공대, 뉴욕주립 

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147명의 학생이 복수학위를 취득

<그림 1-10> 텍사스주립대 교수 윤현정 동문 인터뷰(조선일보, 2008. 5. 30)

⑥ 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Life Vision 설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필요역량을 탐색한 후,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진로를 보완하고,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독창적 ʻ
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 과정ʼ 모델을 구현

∙대학생용 진로설정 워크북 자체 개발 : 전 신입생의 작성 의무화(2009)

∙Life Vision 설정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Life Vision 설정 전문가 양성 및 온라인 특강 콘텐츠 개발

<그림 1-11>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ʼ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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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선도적 도입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사정관들의 전문성 및 사회적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실무능력 강화 워크숍, 심층면접도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속적인 연수 및 양성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사회적 인프라 확산을 위해 노력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2009년 177명(8.2%), 2010년 329명(15.1%), 2011년 379명(17.3%)으로 확대

⑧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및 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선진적 교수업적 평가제 운영,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좋은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강의 평가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화 시스템을 운영함

<그림 1-12>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운영

신입생 학습관리, 기초교육 강화, 학업부진 학생 지원, 엄정한 학사관리, 졸업인증제 운영 

등 학습활동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림 1-13>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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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책임경영 및 성과 기반의 혁신적 교육지원 체제 구축

중앙집권식의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단과대학(학부)별 자발적 특성화 모델을 설정하여 학

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2003년,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단과대학에 배분하여 학장주도의 책임경영 실시

—2007년, 교육연구의 핵심성과지표(36개)와 학부별 특성화 전략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그림 1-14> 단과대학 책임경영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도

교육부문 성과지표로는 전공과목의 전임교원강의 담당비율, 강의평가, 수요자중심 교육활동 실적 

(인턴십/견학/현장실습/취업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 적절성 등 22개 항목 선정

단대(학부)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대학에서는 국제화 교육을, 공과대학에서는 실험실습 교육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

<그림 1-15> 단과대학 책임경영 및 성과 기반의 혁신적 교육지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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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우리대학의 비전은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ʼ이며 ʻ학문적 수월성 제고ʼ,
ʻ글로벌 캠퍼스 실현ʼ, ʻ혁신지향적인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ʼ, ʻ긍지와 활력의 아주문화 

확산ʼ을 전략으로 혁신적인 학부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표 1-2> 대학발전계획과 학부교육과의 연계

아주비전 2023
4대 발전전략

연  계 학부교육의 현황

학문적 수월성 제고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 운영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기회 무제한 제공

∙고강도 교육(전공심화과정 이수 의무화 등)
∙자기주도학습 강화: 진로맞춤형 커리어로드맵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기초교육대학 설립
∙신입생 진로설정 커리어로드맵 작성 의무화

∙신입생 대상 수준별 보습교육 실시

글로벌 캠퍼스 실현

∙해외대학 공동 강좌 개설 확대

∙해외하계대학 프로그램

∙해외탐방 연구조사
∙교환학생 문화 교류 지원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혁신지향적인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대학교육혁신원, 종합인력개발원 등 지원 강화
∙강의평가 전면 공개

∙단과대학 책임경영을 통한 학문적 특성화 유도

∙교수업적평가 강화(강의평가 3.5미만 승진제한)
∙교육우수 교원 포상(전임교원/시간강사 구분)

∙시간강사 질 강화(공개 채용)

∙첨단 학습환경 구축(자동녹화강의시스템)

긍지와 활력의
아주 문화 확산

∙의사소통센터 기능 확대

∙소학회 동아리 활동지원 및 시상
∙해외봉사활동 지원

∙ʻAjou Debateʼ 토론 커뮤니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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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를 통한 진단

대학교육여건 및 성과를 대표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에 따라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교육여건 개선 및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 학생당 교육비가 11,654천원 

(2008)에서 15,988천원(2010)으로 증가, 전임교원확보율이 81.4%(2008)에서 90.1%(2010)로 증가,

자동녹화가 가능한 첨단강의시설은 10개(2008)에서 21개(2010)로 확충되었음

—과정요소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60%(2009)에서 60.3%(2010)로 증가, 특히 교양과목 

전임교원 담당비율이 50.9%(2008)에서 58.4%(2010)로 증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과목이  

7개(2008)에서 46개(2010)로 대폭 증가하였음

—성과요소 중 건강보험 DB확인에 따른 취업률이 62.7%(2008)에서 64.3%(2010)로 증가하였음

투
입

과
정

전국 대학 취업률 순위

성
과

<그림 1-16> 학부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요소 진단

우리대학과 유사규모 대학(중규모 49개 대학)과의 비교(대학알리미 참조)

—투입요소인 학생당 교육비, 교수확보율은 제일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과정요소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양호한 편이나 소규모강좌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성과요소인 취업률은 규모가 유사한 대학과 비교하면 4위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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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을 통한 교육적 성취,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강점 약점 분석

교육적 성취

신입생 대상 글쓰기 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한 결과, 글쓰기 능력이 진단 시행전의 

3.8점/10점에서 6.8점/10점으로 약 1.8배 향상

학  부 최초진단 교육이수 후 향상점수

기  계 3.3 6.5 +3.2

전  자 3.9 6.8 +2.9

사  회 4.2 7.0 +2.8

평  균 3.8 6.8 +3.0 

<그림 1-17> 신입생 글쓰기 능력 향상도

공모전 입선 실적 향상

—전공교육과 연계된 소학회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

<표 1-3> 2008~2010년 공모전 수상실적 현황

연  도
참가현황

수상실적
참가건수 참가인원 참가교수

2008 32 206 50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학생설계 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외 23건

2009 46 201 39 ∙2009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 외 27건

2010 34 221 33 ∙제6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외 24건

교육의 사회적 적실성(취업 전공 일치도) 확보

—전공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실성이 제고되어 취업자의 80%가 전공분야로 진출

—ʻ산업수요지향적 융복합 교육체제ʼ 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전공교육의 수월성 입증

<그림 1-18> 전공교육의 사회적 적실성(취업 전공 일치도) 현황(2009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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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의 목표 및 비전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강･약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강·약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자기진단 결과, 전국 대학생의 평균 점수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어 능력은 2.85점/5점으로 낮게 나타나 외국어 교육 확대

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출처:「신입직원의 핵심역량 평가」(2006), 직업능력개발원/「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교육만족도 조사」(2008), 아주대학교 사회조사센터

<그림 1-19> 핵심역량에 대한 아주대 재학생의 자기진단 결과

졸업생이 일하고 있는 직장 기업인 대상 기초직무능력 조사 결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은 뛰어나나 리더십, 외국어, 창의성 부문의 개선이 시급

—우리대학 졸업생의 인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출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교육만족도 조사」(2010), 아주대학교 사회조사센터

<그림 1-20> 기업체 대상 아주대학교 졸업생의 기초직무능력 평가 결과

우리대학 졸업예정자의 자기평가결과와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역량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 이해력, 책임감, 협동성 등은 

상대적으로 강점인 반면에

—창의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 중점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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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대비 재학생, 졸업생의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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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의 목표 및 비전

대학, 교직원, 학생의 관점에서 본 학부 교육의 문제점 분석

대학 및 교직원의 자체진단에 따른 학부교육의 영역별 한계

구  분 영  역 한    계 해결 선진화 사업

교육
과정

교양교육

∙교양교육의 장기적 일관성 부족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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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학부 설립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해외대학 공동강좌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 개설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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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자발적 참여 부족
∙비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확대

교육
지원

시스템

학생선발
시스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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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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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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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관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외국어 교육, 인성교육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 기회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교수의 수업준비, 열의, 자료제공은 좋으나 교수와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

재  학  생 졸  업  생

※ 출처 :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교육만족도 조사｣(2010), 아주대사회조사센터

<그림 1-22> 2010 재학생 및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학부 교육의 선진화 로드맵

대학의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 내부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양과 전공, 비교과 영역에서 각각 Power CoBSM, Power Convergence, Power Visioning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구현

<그림 1-23> 학부교육 선진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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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교육여건 및 성과

취업률(2010년 기준)【첨부 2-1】참조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

대상자(A)

건보DB확인 취업자

해외취업자
(E)

취업률

F = 0.8×{( 


)/A) + 


}

+ 0.2×( 공통확인


)

6월
(B)

9월
(C)

12월
(D)

1,747 1,385 875 917 954 0 0.7088

※ ʻ-ʼ 표시된 란은 교과부 내부자료 활용 예정

재학생 충원율(2010년 기준)【첨부 2-2】참조

편제정원(C)

재학생 수 재학생충원율 지수

(D = 0.6× 


+ 0.4× 


)  계(A) 정원내(B) 정원외

7,994 9,693 8,861 832 1.1709

국제화(2010년 기준)【첨부 2-3】참조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외국인 졸업생 현황
국제화 수준

(E = 0.7×


+ 0.3×


)
외국인 전임교원

전체전임
교 원(B)

외국인
유학생
(C)

전체
졸업자

(D)계(A)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10 6 2 2 0 611 6 1,803 0.0125

전임교원 확보율(2010년 기준)【첨부 2-4】참조

【일반대학 및 산업대】

학생현황 교원법정정원
교원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학부 대학원 계 학부 대학원 계 전임
교원
(C)

편제정원 
기준

(D=C/A)

재학생 
기준

(E=C/B)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A)
재학생

(B)

7,874 9,515 5,382 5,862 13,256 15,377 368 443 240 263 606 704 433 0.7145 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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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첨부 2-5】참조

【학점관리 현황(2009년 기준)】

구분 연인원

점수구간별 학생수 및 비율 학점관리 현황
E = 1- {0.4×A'
+ 0.4 ×(A'+B')

+ 0.2 × (A'+B'+C')}

학생수 비율(%)

A B C D F A B C D F

전공 59,258 19,911 24,226 11,663 2,130 1,328 0.3360 0.4088 0.1968 0.0359 0.0224

0.3855
교양 44,842 14,613 17,667 9,417 1,619 1,526 0.3259 0.3940 0.2100 0.0361 0.0340

교직 465 288 140 35 0 2 0.6194 0.3011 0.0753 0.0000 0.0043

합계 104,565 34,812 42,033 21,115 3,749 2,856 0.3329 0.4020 0.2019 0.0359 0.0273

【소규모 강좌 비율(2010년 기준)】

총 강좌수(B) 20명 미만 강좌(A) 소규모 강좌 비율(C = 


)

3,116 667 0.214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2010년 기준)】

총 개설 강의학점(B)

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A) 비율 (C = 


)

8,233 4,965 0.6031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2010년 기준)】

총 인원(C)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현황

강의료 지급 단가
(A)

단가별 인원수
(B) 단가 (D =

 ×


)

206

53,000 8

45.3107

45,000 198

※ 군사학 담당 시간강사(2명)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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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률(2009년 결산기준)【첨부 2-6】참조

장학금 지급액

교   외(A) 교   내
장학금 총계
(C = A+B)

사설 및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제외)
소  계(B) 학비 감면

내  부
장학금

근  로
장학금

2,034,175 23,628,273 13,853,809 7,684,278 2,090,186 25,662,448

【사립대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운영수입의 등록금 수입(E)】

입학금(A) 수업료(B) 학비감면액(C) 기성회비(D)
등록금 수입액

(E = A+B+C+D)

3,668,485 106,102,315 109,770,800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총계(C) 등록금 수입액(E) 장학금 지급률 (F = C/E)

25,662,448 109,770,800 0.2338

학생 1인당 교육비(2009년 결산 기준)【첨부 2-7】참조

【사립대】 (단위 : 천원)

교  육  비
재학생수(B)

학생1인당교육비

(C =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소  계(A)

157,497,737 53,032,297 210,530,034 13,168 15,988.0038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2010년 기준)【첨부 2-8】참조

재학생 수 학부생 비율

(D = 


)학부 재학생 수(A) 일반대학원 재학생수(B) 계(C = A+B)

9,693 1,481 11,174 0.8675

대입전형(2010년 기준)【첨부 2-9】참조

재학생 수 대입 전형 현황

{D = 0.5× 


+ 0.5×(
 ×


)}

정원 내 
전형수(A)

전체 
모집인원(B)

논술포함 전형별
모집인원(C)

논술 반영 
비율(D)

9 2,126
346 0.4

0.5228
5 0.16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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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2-1.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2-1-1. 교양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현황

대학의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대학의 인재상･특성화 전략과 교양교육과정의 연계성

우리대학은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특성화 4대 전략을 수립

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2-1> 인재상,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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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현황

교양교육과정 구성

우리대학은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이라는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핵심교양, 기초교양, 열린교양, 일반교양 영역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핵심역량과 교양교육과정 구성현황

<표 2-1> 핵심역량과 교양교육과정 구성현황【첨부 2-10】참조

교

양

교

육

과

정

영  역 이수분야(과목) 핵심역량

핵심교양
(대학필수)

영어1, 2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글쓰기

영 역 별
교   양

인문학 1(역사, 철학)

융복합 사고 역량
인문학 2(문학,예술)

사회과학(사회, 이념)

자연과학(자연, 환경)

대학생활과 진로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신입생 세미나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1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2

기초교양
(학부필수)

인문사회과학
융복합 사고 역량

자연과학

열린교양 아주강좌, 사회봉사 의사소통 역량

일반교양 영어, 외국어, IT, 예체능, Bridge Course, 교직, 기타
실천적 창의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교양교육과정 운영현황

대학생활설계 및 대학적응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우리대학에서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다양한 사고력 향상을 위해 신입생 세미나를 신설하

였으며, 대학생활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통한 진로탐색 및 설계와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1,2를 필수교과목으로 신설【첨부 2-11~13】참조

전공진입 전 학습능력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우리대학에서는 대학입학 전 수시합격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예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영어, 기초과학(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대학입학 후 전공진입을 위해 필요한 핵심교양과 기초교양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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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공진입을 위한 핵심/기초교양 교육과정

영  역 과목명
공과
대학

정보통신
대학

자연과학
대학

경영
대학

인문
대학

사회과학
대학

의과
대학

간호
대학

핵  심
교  양

(대학필수)

영어1,2 6 6 6 6 6 6 6 6

글쓰기 3 3 3 3 3 3 3 3

영역별교양 9 9 9 12 12 12 12 12

대학생활과진로1/
신입생세미나

대학생활과 진로1 또는 신입생 세미나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2
2

(전자
제외)

2 2 2 - - 2

총 교양필수학점 20~21 19~20 23 23 23 21~22 21 24

기  초
교  양

(학부필수)

기초인문사회과학

단과 대학별 특성에 따라 구성

기초자연과학

※ 기초과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

전임교원의 교양 강의현황 및 학생의 핵심소양 교과 참여현황

전임교원의 교양강의 참여현황

우리대학은 교양강의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임교원(강의교수 포함)의 

강의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전임교원(강의교수 포함)의 기초교양 

교육 참여율은 전체 평균 58.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첨부 2-14】참조

<표 2-3>전임교원의 교양강의 참여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전임교원(강의교수 포함) 598 50.9 663 54.7 734 58.4

특임교원 70 6.0 92 7.5 55 4.4

시간강사 507 43.1 458 37.8 468 37.2

전    체 1,175 100.0 1,213 100.0 1,257 100.0

전임교원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노력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교양교과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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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교양교육과정의 전임교원 참여확대 및 교육강화【첨부 2-15】참조

글쓰기 전담 
교원 임용

∙대학 핵심교양인 글쓰기 과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담 강의교원 임용
∙2005년 기준 2명 2010년 기준 9명(교육역량강화사업 일환)
∙전임교원 코디네이터 체제
∙강의교안의 표준화
∙실습 및 피드백 횟수, 읽기 과제 부여 방식, 수업 진도, 시험 방식 등을 공유

전공과목의
핵심교양

(영역별 교양)
공동개설 

∙학문의 시야를 조감할 수 있는 개괄적인 과목을 영역별 교양으로 제공 
∙각론 성격의 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
∙강의 개설 비율: 2008년 20% 2010년 23%로 증가
∙수강생 증가 비율: 2008년 1,475명 2010년 1,745명으로 18% 증가

영어 전담
교원 임용

∙영어1(Speaking, Writing)의 경우 100% 전담강의교원 강의
∙영어2(Listening, Reading)의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여 강의 표준화

기초과목 운영의
내실화

∙기초교육대학 내 기초과학운영위원회 운영 및 성적 부진자 보습체제
  - MSC･BSM과목 운영/신입생 배치고사 문제 출제 및 결과 분석
∙기초과목별 주임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지정, 강의표준화
∙실습과목의 경우 100% 전임교원, 실습과목의 내실화 

강의지원체제
구축

∙블렌디드러닝 강의, 대단위강의, 실험실습강의, 기초과목 보습강의, 글쓰기 강의 등 
수업형태별 맞춤형 지원체제 운영

학생의 핵심소양 교과 참여 현황

우리대학 핵심소양으로써의 대학필수 영역

—융복합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실천적 창의 역량, 글로벌 역량을 위한 핵심교양 영역의 

충실한 운영

—글쓰기/영어1,2/신입생세미나 등 핵심교양은 우리대학의 4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목 전체 수강인원의 43.1%(2010)가 참여

<표 2-5> 최근 3년간 교양과목 수강인원 현황

영역 이수분야(과목)
2008 2009 2010

수강인원 비율 수강인원 비율 수강인원 비율

핵심교양
(대학필수)

글쓰기 1,941 4.0 2,393 4.9 2,313 4.4

영어1,2 4,410 9.1 4,484 9.2 4,432 8.4

신입생세미나 2009년 신설 969 2.0 816 1.5

대학생활과 진로1 1,858 3.8 996 2.0 1,254 2.4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2010년 신설 3,903 7.4

영역별교양

인문학1 3,437 7.1 3,293 6.7 2,828 5.3

인문학2 2,798 5.8 2,471 5.0 2,256 4.3

사회과학 3,907 8.1 3,732 7.6 3,142 5.9

자연과학 1,903 3.9 1,972 4.0 1,862 3.5
기초교양
(학부필수) 기초과학,계열기초 18,576 38.4 19,148 39.1 20,844 39.3

일반교양 외국어,IT,사회봉사,체육 등 8,593 17.8 8,540 17.4 8,462 16.0

열린교양 아주강좌1,2 928 1.9 964 2.0 869 1.6

계 48,351 100.0 48,962 100.0 52,9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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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책연구를 통한 교양교육과정 체제 개편

우리대학은 교양교육 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함

<그림 2-2> 교양과목 정책연구 현황

기초교육대학 설립(2008)을 통한 교양교육의 내실화

우리대학은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2008년도에 

기초교육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양교육의 특성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

<그림 2-3> 특성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교양교육과정

특성화전략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글쓰기 교육과정 개편 및 강의교수 9명 채용,

진단평가를 통한 수준별 연습반 운영, 전공진입 전 학습수준 향상을 위해 웹과제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신입생세미나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 2 신설, 가치지향적 교양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아주강좌, 사회봉사운영,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영어교육, 제 2외국어교육을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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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을 위한 도구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자기주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21세기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체제 마련

교양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초교육대학을 설립하였고, 의사소통센터를 통한 English Writing

Clinic, 글쓰기교실, 아주명저, 학생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교육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양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사지도교수 및 멘토를 통한 면대면 학생교육관리를 진행

<그림 2-4> 교양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교양과목 개폐의 유연성

우리대학에서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양교육의 질 제고 및 교과목 개편을 위하여 1년 

주기로 교육과정을 점검 개편하고 있으며, 과목의 표준화, 교육과정 내실화, 학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음

—사회적 요구 반영 교과목 신설(예시): 글쓰기, 신입생세미나,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교양과목 개편절차: 기초교육대학 운영위원회 심의 학사과정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확정

<표 2-6> 교양과목 개편실적

구  분 신  설 변  경 폐  지 계

2008 6 13 9 28

2009 37 10 3 50

2010 87 13 6 106

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규모 강좌 증대

2010년 기준 533개 반중에서 30명 이하의 강좌가 총 298개 강좌로 56%이며, 40명이하의 강좌는 

총 454개 강좌로 85.17%임

과목특성별 적정규모 운영을 위해 수용인원 및 분반기준을 ʻ수업운영에 관한 지침ʼ으로 

제정하여 운영관리【첨부 2-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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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교양과목 소규모 현황

구  분 반편성기준 교양과목 운영현황

반 편 성

∙신입생세미나 : 20명이내

∙영어 1,2 : 30명이내

∙글 쓰 기 : 30명이내

∙실험실습 : 20명내외

∙이    론 : 40명내외

기초교양과목 학습수준 관리 강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양과목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첨부 2-17】참조

—2005년부터 영어 및 기초과목(수학,물리,화학,생물)에 대한 신입생 대상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준별 교육 시행

진단평가를 통해 수학능력 평가 후, 수준미달 학생에게 연습시간 의무 부과

—영어연습: 영어1(주당 1시간), 영어2(주당 1시간 30분)

—수학연습: 기초수학, 수학1(주당 1시간)(2010학년도부터 수학연습을 대체하여 웹과제 전면실시)

<그림 2-5> 영어, 수학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체계도

<표 2-8> 영어 연습시간 참여 현황

과 목 명
2008 2009 2010

참여인원 수강인원 참여비율 참여인원 수강인원 참여비율 참여인원 수강인원 참여비율

영어 1 215 2,213 9.7 214 2,244 9.5 149 2,252 6.6

영어 2 212 2,197 9.6 214 2,240 9.6 206 2,180 9.4

계 427 4,410 9.7 428 4,484 9.5 355 4,432 8.0

* 1. 영어연습: 2008-1학기부터 신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함
2. 2009-2학기이후: 영어2 연습시간 1시간 30분씩 운영함(30분 추가 운영)

기초과학의 학습수준 향상을 위한 웹과제 전면 실시(2008)

—대상과목: 수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대상과목에 대한 웹과제를 매주 부과하여 성적과 연계시켜 학생의 기초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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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수학 연습시간 + 웹과제 운영 현황

과 목 명
2007 2008 2009

반수 수강인원 반수 수강인원 반수 수강인원

기초수학 운영하지 않음  8  328 운영하지 않음

수학 1 23 1,231 23 1,358 21 1,183 

수학 2 운영하지 않음 20  928　

계 23 1,231 31 1,686 41 2,111

* 2009년 이전 연습과목운영, 이후 웹과제 운영【첨부 2-18】참조

학습자 중심의 교양 프로그램【첨부 2-19】참조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2002년부터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대학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대학 운영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한 예비교육을 2008년부터는 오프라인 강의인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표 2-10> 수시합격자 교육 참여인원/수시합격생 현황

2008 2009 2010

참여인원 합격자수 비율

211 948 22.3

참여인원 합격자수 비율

290 669 43.3

참여인원 합격자수 비율

252 743 33.9

군복무자 학점취득 제도

—2010학년도부터 우리대학의 군복무자가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2학기에 1학기 대비 51% 증대【첨부 2-20】참조

<표 2-11> 군복무자 수강인원 현황

영    역 과 목 명 2010-1학기 2010-2학기

영 역 별
교    양

논리적사고 20 30
예술과철학  9 -
성의철학 - 14

계 29 44

개방형 온라인 강좌 개설

—온라인 강좌는 우리대학 학생은 물론 본교와 협약 중인 ̒한국지역대학연합ʼ (8개대학) 소속 학생

등에게 개방하여 활발히 교류

—2010년 기준 총 19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우리대학 1,895명, 타 대학 교류학생 177명 

수강【첨부 2-21】참조

<표 2-12> 사이버 강좌수와 수강인원

구  분
2008 2009 2010

강좌수 본교
수강인원

타대학
교류인원 강좌수 본교

수강인원
타대학

교류인원 강좌수 본교
수강인원

타대학
교류인원

교 양 13 1,882 230 12 1,880 265 9 1,254 177

전 공 11 787 0 10 780 1 10 641 0

전 체 24 2,669 230 22 2,660 266 19 1,89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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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과정 개발과 개편

글쓰기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2009년 국어작문을 글쓰기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우리대학 특성에 맞는 글쓰기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신입생의 1:1대면 첨삭지도를 위해 글쓰기 강의교수 9명 채용

글쓰기 교과목에 대한 평가영역별 기말평가, 학기 초에 비해 학기말에 큰 폭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음

<표 2-13> 2010-2학기 3개 전공의 진단평가 대비 기말평가결과(10점만점)

평가영역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사회과학부

학기초 학기말 학기초 학기말 학기초 학기말

문장영역 3.4 6.2 1.8 6.2 3.4 6.2

단락영역 4.6 6.0 4.5 5.6 4.8 6.5

요약영역 3.8 8.2 3.5 7.6 4.5 8.2 

평균 3.9 6.8 3.3 6.5 4.2 7.0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 개발

특정 주제에 대한 전공 전임교원이 개설하는 신입생세미나는 학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강 

해야 하는 과목으로 2009년 처음 신설되었으며, 학생과 교수 간의 토론수업, 현장답사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첨부 2-22】참조

2009-1학기 수업평가 평균 3.75점(5점 만점)에서 2010-2학기에는 4.00점(5점 만점)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 또한 매우 높음

<표 2-14> 신입생 세미나 개설 현황 및 수업평가 결과

학    기 2009-1 2009-2 2010-1 2010-2

반    수 33 16 36 13

수강인원 705 273 618 198

평균인원 21 17  16  15

수업평가(평균) 3.75 3.86 3.75 4.00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1,2 교과목 개발

2010년에 신입생 의무수강으로 개설된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1,2 교과목은 온라인 강의로써 

진로설정 부분과 토익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활을 통한 진로탐색, 설계와 영어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임 

<표 2-15>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수강현황(재학생포함)

과 목 명 2010-1 2010-2 계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1 1,636명 1,621명 3,257명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 2 미개설  646명  646명

합 계 1,636명 2,267명 3,9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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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아주고전ʼ과 ʻAjou Debateʼ 시범운영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주고전ʼ과 ̒Ajou Debateʼ 를 시범 운영했으며 앞으로 

전면 실시한 계획임【첨부 2-23】참조

<그림 2-6> 'Ajou Debate' 운영 현황

교양 교육과정 운영성과 및 한계

교양 교육과정 운영성과

전임교원 교양과목 담당비율 향상을 통한 교양교육의 내실화

우리대학은 고강도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임교원의 교양강의 담당비율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첨부 2-24】참조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3년간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평가 만족도는 평균 이상을 유지

<그림 2-7> 최근 3년간 전임(강의교수포함) 강의담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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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교양과목 강의평가 만족도

연  도 핵심역량 기초과학 일반교양 전체평균

2008 3.94 3.89 3.94 3.92

2009 3.99 3.77 3.96 3.91

2010 3.98 3.87 3.93 3.93

전체평균 3.97 3.84 3.94 3.92

* 1. 핵심역량(영어, 글쓰기, 영역별교양)
2. 기초과학: 수학,물리(실험포함), 화학(실험포함), 생물학(실험포함)
3. 일반교양: 교양선택과목

기초교양과목 학습수준 관리를 통한 전공진입 능력강화

신입생 진단평가를 입학 전 실시하여, 기초교양(영어,수학,물리,화학,생물)에 대한 학습 수준을 

검증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습반 운영을 통하여 전공진입능력을 강화

영어연습의 경우 신입생의 약 10%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학연습의 경우 2009년 웹과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 인원이 증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웹과제를 통해 2,111명이 참여

<그림 2-8> 영어‒수학연습 참여율 및 웹과제 참여현황

신입생 세미나,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과목을 신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2009년 신입생세미나, 2010년 진로설정과 어학역량 계발을 신설하여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학부별로 선택하여 운영)

신입생 전원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교과목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설계, 진로설계,

어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17> 최근 2년간 자기주도교육과정 참여현황

과목명
2008 2009 2010

강좌수 수강인원 평균
수강인원 강좌수 수강인원 평균

수강인원 강좌수 수강인원 평균
수강인원

신입생세미나 2009년 신설　 49 969 19.8 49 816 16.7 

대학생활과진로1 12 1,858 154.8 6 996 166.0 7 1,254 179.1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2010년 신설 16 3903 243.9 

합    계 12 1,858 154.8 55 1,965 35.7 72 5,973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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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지향적 교양교육 체제 구축

우리대학은 가치지향적 특성화 전략을 위해 아주강좌 및 사회봉사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8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이 참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치교육과 사회봉사를 체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

<표 2-18> 가치지향적 교양교육 참여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강좌수 수강인원 강좌수 수강인원 강좌수 수강인원

사회봉사 10 897 10 975 10 789

아주강좌 2 928 2 964 2 869

합    계 12 1,825 12 1,939 12 1,658

외국어 교육강화

우리대학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을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강좌 개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English Cafe, Cafe Français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교양 교육과정의 한계

<표 2-19> 교양 교육과정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    계 개선방향 선진화 계획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부족 및 
성과 관리 시스템 미흡 

∙의사소통 교과목 다양화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 
(Power Co) 및 운영시스템 강화

∙기초과학과목 수강생의 전반적인 
학습능력 저하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 시스템 미흡

∙기초과학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 보강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Power BSM) 

∙다변화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 사고 능력 교육의 부족

∙교양 교육과정에 융복합 사고 
능력 관련 교과목 보강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AFL-AAFL, SIC)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영어강의 개설 교양 
교과목 현저히 부족

∙외국인 유학생 증가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영어강의 편성 

∙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장기적 교양교육사업 
기획-연구-평가 체제 미흡

∙교양교육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관리 체제 구축

∙다산(茶山)기초교육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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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현황

대학 인재상·특성화전략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전공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대학 인재상･특성화전략･발전목표와 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성

우리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은 ̒융복합교육 지향 교육과정ʼ, ʻ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ʼ, ʻ학생 

참여형 교육과정ʼ, ʻ국제화 지향 교육과정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수요 지향적 

융복합 교육체제ʼ를 구현하고자 함

<그림 2-9> 인재상, 대학발전계획, 특성화전략에 부합하는 전공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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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의 구성

학사 조직현황

—우리대학은 11개 단과대학에 20개 학부와 1개의 모집단위가 없는 특수학부, 35개 전공과 

복수 부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한 4개의 연계전공(특수학부 포함)을 개설

전공 이수과정

—심화(인증) 과정과 융복합 전공 과정의 두 축으로 구성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전공 이수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

—2004년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복수(부)전공 또는 심화(인증)과정 이수 의무화

<표 2-20> 전공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개요

전공이수구분 해당 전공 전공 이수 학점

인증과정 운영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소속 전공, 건축학전공, 

간호학전공

∙졸업이수학점의 50%(64학점)이상 전공 
학점을 이수

∙인증요건 미충족시 졸업 불가

심화과정 운영
∙미디어학전공, 경영학전공, e-비즈니스학 

전공, 금융공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인문대학 모든 전공

∙졸업학점의 54학점 이상 전공 학점을 
이수

∙심화과정 미충족시 졸업 불가

연계전공 운영
∙국제통상전공, 지역연구(중국, 일본)전공,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전공, 기초의과학전공
∙복수, 부전공으로 이수
∙제1전공과 상호교차인정과목 수강을 허용

전공 교육과정의 주요 운영 현황

융복합교육 지향 교육과정 운영

국내 최초로 미디어학부(1998), 국제학부(2000), e-비즈니스학부(2001), 문화학 전공(2005),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전공(2006), 기초의과학전공(2009), 문화콘텐츠학 전공(2010), 금융공학부(2010) 운영

다양한 전공이수기회 100% 보장을 통한 융복합 교육 토대 마련【첨부 2-25】참조

—최소 전공 학점제 시행을 통한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기회 100% 보장

—전공에서 36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 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전공필수가 편성교과목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 폭 확대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학제간 융복합 전공 이수율 매년 20% 수준 달성

<표 2-21> 졸업생 전공 이수 현황

구  분 졸업생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비율(%)
심화과정 비율(%) 공학인증 비율(%) 일반과정 비율(%)

2008 1,957 269 13.7   0 - 1,688 86.3 404 20.6

2009 1,806 299 16.6 140  7.7 1,367 75.7 360 19.9

2010 1,860 281 15.1 366 19.7 1,213 65.2 367 19.7

주) 심화과정 이수제도: 2004년 도입, 공학인증과정 이수제도: 2005년 도입 



Ⅱ.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36 아주대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트랙 운영

—삼성정보통신트랙, GM대우트랙, LG전자트랙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공트랙 교육과정을 운영

—5개 학부 주관 3개 트랙 교육과정 개설, 최근 3년간 1,079명 이수

<표 2-22> 산업체 맞춤형 트랙 전공 교육과정(실례)

주관학부 상세내용

GM대우트랙 기계공학

∙GM 대우가 요구하는 자동차 제어시스템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최근 3년간 85명 이수, GM대우 취업

삼성정보통신트랙

전자공학 ∙삼성전자가 제안하는 산업체 필요 기술을 

학부 교과과정에 반영, 운영함
∙최근 3년간 852명 이수

정보컴퓨터공학

미디어학

LG전자트랙 전자공학

∙LG전자 현장 인턴십, 산업체 겸임

교수 강의 및 가산점 부여 등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

∙2009년까지 142명 이수

산학협력형 인턴십 프로그램

—공학인턴십, 미디어현장실습, 정보컴퓨터현장실습과목 등 산학협력형 인턴십프로그램을 운

영한 결과, 2010년 22개 전공, 129개 기업 참여, 110강좌 개설, 최근 3년간 총 3,567명 이수

—일리노이공대(IIT) 해외인턴제 등 해외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표 2-23> 해외현장실습(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운영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실습지역 호주, 중국 중국 호주

대표적 참여기업 
(기관)

우리투자증권
(상해사무소)
티맥스소프트

GM대우(중국)
Tomato-Sofe

Austech Instrum
Command Systems

※참여인원 : 수강신청인원 기준

<그림 2-10>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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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집중교육 과정

—2003년 대학특성화사업으로 IT 집중교육 과정이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특성화사업 최우

수사업단ʼ으로 선정

—최근 3년간 281명의 학생이 유수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IT관련 산업체로 진출

<그림 2-11> IT 집중교육 교육과정 구성 현황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토론식 수업, 세미나, 종합설계프로젝트, PBL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웹과제 온라인 튜터 등을 운영【첨부 2-26~27】참조

종합설계프로젝트 수업은 주어진 문제 이해 방안 모색 실행을 위한 설계로 진행

—2010학년도의 경우 12개 전공에서 총 35반을 개설하여 569명이 이수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여 총 46팀(46과제), 179명이 참가하였고, 입상작

중 4건이 특허 출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온라인튜터 프로그램은 주요과목에 대한 보습체계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개발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학습보조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010년 시범적으로 10개 과목 14개 분반 593명의 학생이 수강

<표 2-24> 종합설계 프로젝트 경진대회 운영성과【첨부 2-28】참조

경진대회 과제명 참가자 특허출원

제1회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

Informatics 분석
및 진단모델연구

외 26개

27팀 
97명

∙ISM Band WLAN용 LNA설계(전자공학, CMOS LNA팀)
∙자동차 앞유리 투명 열선(신소재공학, 투명열선팀)
∙속도제어기 설계(전자공학 매트릭스컨버터팀)

제2회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

러닝머신 흡진기
(진동감쇠기) 외

18개

19팀 
82명

∙Smart Window를 이용하여 소비전력을 낮춘 영업용 Show-
Case Door 설계(신소재공학, MSE Design Team)

국제화 지향 교육과정 운영

공학교육인증(ABEEK), 국제경영학교육인증(AACSB), 건축학교육인증, 간호학교육인증 획득을 

통한 전공 교육의 국제적 수준 확보 

—2010년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학생이 366명으로 총 19.7%에 달함

화상강의시스템 및 방문특강 등을 통해 해외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함 (3개국 4개 대학, 4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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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해외대학간 공동커리큘럼 개발

해당과목명 교류대학 및 교수 비    고

지식서비스 융합 기술경영 영국 캠브리지대 Dr. David Probert 외 2인 화상강의 및 세미나

자동화시스템 및 실습 외 미국 드렉셀대 Dr. Richard Chiou 외 화상강의 및 세미나

지속적으로 영어강의 교재개발을 지원해 온 결과, 2007년 교과부 지원 ̒영어전용강좌 지원사업ʼ에 

선정되었고, 영어강의 비율은 2008년 전체강좌 대비 7.62%에서 2010년에는 17.56%로 상승함

—신임교원 임용 시 영어강의 개설 의무화(연간 2과목)

※ 영어강의 비율은 중앙일보 평가기준에 의함

<그림 2-12> 영어강의 교재개발 재정지원 현황

지속적으로 학점교류 대학의 수를 늘리는 노력 결과, 2011년 58개국 206개교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매년 약 250명의 학생이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첨부 2-29】참조

<그림 2-13> 해외대학 학점교류 협정체결 대학 및 교류 현황

해외 우수대학과의 복수학위제(2+2) 운영

—1996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대학 복수학위제(2+2)를 도입

—미국 일리노이공대(IIT)를 시작으로 뉴욕주립대학(SUNY)과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

—현재까지 147명의 학생이 양교의 학위 취득, 해당 전공의 전문분야로 진출

<표 2-26> 복수학위 프로그램 현황

구    분 복수학위
협정체결년도

상대교 학위취득자
(2010 기준)

상대교 파견자 누계
(2010 기준)

일리노이공대(IIT) 1996 63명 82명

뉴욕주립대(SUNY) 2003 78명 121명

썬샤인코스트(USC) 2007 6명 7명

합    계 147명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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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교육과정 개폐의 유연성 확보 노력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공별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공 

필수과목을 전공 이수학점 대비 5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유연한 교육과정 개폐 

체계를 갖추고 있음【첨부 2-30】참조

—학부(전공)별 교육과정 이수 내실화를 위한 교과목 이수체계 확립 

—3년간 미개설되거나 수강신청 10명 미만 시 폐지

—이론과목은 40명 기준으로 개설하고, 50% 초과 시 분반 가능

사회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졸업생, 기업체, 재학생 대상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시행 

전공CQI, 기초과목CQI 등 교수의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림 2-14> 교육과정 개폐의 유연성 확보 체계도

현장 적합성 제고 노력

전공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위한 현장실습 실시

—학생들이 전공 관련 현장수업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

정 기간 동안 협력 기업체 현장업무 수행, 학점 부여

—현장 실습 교과목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화【첨부 2-31】참조

<그림 2-15> 전공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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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결과 전면 공개 등 교육 중시 노력

강의평가 전면 공개 및 평가결과 인사 반영

—2010년부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강의평가를 전면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교원 및 시간강사

인사에 반영(교원: 평가점수 3.5점 미만 시 승급 제한)

—강의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참여율을 높인 결과 62.1%(2006)에서 89.5%(2010)로 증가

수업계획서, 강의노트 이클래스 공개 의무화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학습계획·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강신청 전 일정기간에 

모든 개설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사전 공개 및 강의노트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전임교원은 승급 불가,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 시간강사는 재위촉 제한

시간강사 공개채용【첨부 2-32~33】참조

—2009년부터 시간강사를 공개 채용함으로써 우수한 교원 확보

—강의평가 점수가 최근 3년 평균 3.92점 유지(평가점수 3.5점 미만 시 재위촉 제한)

교육우수교수 포상 제도를 통한 우수교육사례 확산 노력

전임 및 비전임, 시간강사의 강의 및 교수법 개선, 교육혁신사례 등 교원의 교육성과에 대한  

전반적 심사를 통하여 교육우수교수 포상

교육우수교수 대상 수상자의 경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교수법 전파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우수모델 확산 노력

2001년부터 10년간 지속적 시행, 총 67명의 교원에게 포상 (대상의 경우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표 2-27> 교육 우수교수 포상 지원

구    분 2008 이전 2009 2010 계

전임교원 43 3 3 49

비전임교원 12 1 1 14

시간강사  2 1 1  4

계 57 5 5 67

<그림 2-16> 강의평가 전면공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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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학부) 책임경영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노력

단과대학(학부)별 자발적 특성화 모델을 설정,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2003년 단과대학(학부) 예산 책임경영 실시

—2007년, 교육 및 연구 부문의 총 36개 지표와 단과대학(학부)별 특성화 전략 지표를 설정,

성과 관리(교육부분 22개 지표, 연구부문 14개 지표)

—목표 대비 지표별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학부에 표상(추가 배분예산) 지급

<그림 2-17> 단과대학(학부) 책임경영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도

교수충원, 강좌규모, 학사제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

전공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수를 충원

구    분 2008 2009 2010

전임교원(명) 349 364 374
특임교원(명) 204 207 245

충분한 수강정보 시 제공을 통한 수강 선택권 제고

—학습계획·준비에 유용한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 일정기간에 사전 공개 의무화

—학생들의 복습활동을 통한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강의노트 이클래스 공개 의무화

강좌별 인센티브 지원 체제 정비

—대단위강좌, 영어강의, 우수강의 등의 강좌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교육의 안정적 질 관리 체제 운영

수업단위 규모의 적절성 확보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폐강 및 분반 기준 설정

∙분반 기준: 이론과목 40명 기준, 기준인원의 50% 초과 시 분반 가능

∙폐지 기준: 수강신청 인원 10명 미만시, 3년간 미개설 시 폐지

융복합 학문에 대한 수요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편성비율 지침 제정

—심화과정 또는 인증제 운영 전공: 전공이수학점 대비 1.5~2배 이내

—일반과정 운영 전공: 전공 이수학점 대비 1.5~3배 이내

—전공 필수과목: 전공 이수학점 대비 50% 이내

지속적인 교수-학습 역량 증진 노력

2009년부터 전공에 적합한 교수법 연구 및 교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을 실시하고, 연구모임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회 등을 지원

—신임교원들은 임용 1년 안에 전문가의 수업분석 클리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첨부 2-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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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임교원 21명, 2010년 1학기 신임교원 7명 100% 컨설팅 완료

고강도 교과목 개발 지원

—새로운 교수법 적용, 블렌디드러닝 수업지원을 통해 전공수업의 고강도 교육 실현

—2010년부터 시작하여 9개 교과목에 연구비와 기술지원 실시

최근 교육과정 개발과 개편 실적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실적

학생들의 세부 전공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위하여 전공과목이 다양하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4년을 전체 단위로 교육과정 구조 개편을 하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고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학년도 단위로 교과목을 개편

—전체 전공과목 대비 3년 평균 약 16.6%의 개편 실적을 보임

<표 2-28>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교육과정 개발 실적(건) 76 148 174

교육과정 
개편 실적(건)

변 경 51 124 109

폐 지 86 109 73

계 213 381 306
전체 전공과목수 1,845 1,859 2,004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비율 11.5% 20.5% 17.8%

영어강의과목을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전공 영어강의 확대【첨부 2-35】참조

전공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한계

전공 교육과정 운영 

학생 역량 강화의 효과

전공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실성이 제고되어 취업자의 80%가 전공분야로 진출

—전공 교육의 목표인 ̒산업수요지향적 융복합 교육체제ʼ 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전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객관성 확보

<그림 2-18> 전공교육의 사회적 적실성(취업 전공 일치도) 현황(2009 대학알리미)



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아주대학교 43

공모전 입선 실적 향상

—전공교육과 연계된 소학회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

<표 2-29> 2008~2010년 공모전 수상실적 현황【첨부 2-36】참조

연 도
참가현황

수 상 실 적
참가건수 참가인원 참가교수

2008 32 206 50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학생설계 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외 23건

2009 46 201 39 ∙2009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 외 27건

2010 34 221 33 ∙제6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외 24건

특성화된 전공 교육과정 운영 충실도와 학생, 교수의 참여정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ʻ전공 영어강좌ʼ 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수의 참여도 높음

—전공 영어강좌비율 : 8.14%(2008) 17.56%(2010)

—참여 교수(명) : 93(2008) 201(2010)

—참여 학생(명) : 5,776(2008) 11,828(2010)

<그림 2-19> 전공 영어강좌 비율 및 참여정도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전공 교육, 실험실습교육, 현장실습·인턴십, 연구프로젝트 참여기회 등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산업체 수요지향 교육체제를 운영해 온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0>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전공 교육과정 만족도 향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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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의 탄력적 개설 및 운영 필요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영역이나 과목들의 체계적인 연결을 통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

학생들의 현장지향적 직무역량의 제고를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일방적 강의 방식이 우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전공 수업방식의 적용이 요구됨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적 감각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협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표 2-30> 전공과정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    계 개선방향 선진화 계획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의 
탄력적 개설 및 운영 필요

∙전공 융복합트랙제를 실시하고 
융복합 학부 설립

∙융복합교육센터 개설
∙융복합 중복배속교수제도 시행
∙융복합전공 내실화
∙융복합전공 신설
∙전공 융복합트랙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

∙산학연센터 개설
∙산업협력형 인턴교육 체계 구축
∙산학협력형 대학 체계 개편
∙현장밀착형, 산업체 맞춤 교육 정착
∙산업 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및 전공과정 추진

∙일방적 강의 방식이 우세
∙전공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혁신

∙발표/토의 위주 팀프로젝트 수업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확대 실시
∙문제해결형(PBL)+팀기반학습(TBL)
∙졸업논문/작품 공동작업 성과 공모 포상제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해외대학 공동강좌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 
개설

∙국제공동 화상강의 운영
∙해외 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교육
∙전공과목의 영어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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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비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현황

대학의 인재상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대학의 인재상･특성화 전략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우리대학의 인재상, 대학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의 핵심 개념인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을 양성하기 위하여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ʼ 모델 구현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ʼ 체계의 진행 프로세스

① Life Vision 설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필요역량을 탐색하는 과정(Career Design)

②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비전을 점검 보완하는 과정

(Career Test)

③ 필요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과정(Career Focus)

—특히 핵심 요소인 ̒Life Vision 설정 툴ʼ은 지난 2년에 걸쳐 우리대학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적용

<그림 2-21> ʻ진로지향 체험적 학습체계ʼ 모델 기반의 비교과 교육과정 구성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6년에 교무위원급 교수를 원장으로 하는 종합인력 

개발원을 신설, 하부 조직으로 4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기초교육대학, 각 단과대학, 학생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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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조직 현황

구     분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주요 사업

종합인력개발원

사회진출센터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 프로그램 운영, 직장체험, 스터디그룹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대생에게 특화된 진로 및 취업 지원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대인관계형성, 자기개발, 학업성취), 심리검사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활동 지원, 결식아동돕기

기초교육대학 의사소통센터 신입생 의사소통(글쓰기, 읽기, 말하기) 능력 배양

단과대학
단대 소속 소학회 지원, 자기개발해외연수,
국가고시준비반 지원, 발표･토론대회 개최,
자격증 취득 지원, 공인외국어시험 지원

학생처 대학문화팀 동아리･소학회･공모전 지원, 대학축제

교수와 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현황

교수 및 학생의 참여 현황

학생활동에 참여하는 교수인원은 2010년에 전체 교수의 70.3%인 263명 정도임

2010년, 사회진출센터가 주관한 취업프로그램에는 7,594명의 학생이 참여 비교과 교육과정별 

학생 참여 실적은 각 과정별 실적표에 제시【첨부 2-37】참조

<표 2-32> 프로그램별 참여 교수 현황【첨부 2-38】참조

연  도
소학회

활동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전
지원

국내
봉사활동

국외
봉사활동

계
(비율)

2008
127

(48.3)
85

(32.3)
49

(18.6)
1

(0.4)
1

(0.4)
263

(100.0)

2009
134

(50.7)
90

(34.1)
38

(14.4)
1

(0.4)
1

(0.4)
264

(100.0)

2010
135

(51.3)
90

(34.2)
32

(12.2)
1

(0.4)
5

(1.9)
263

(70.3)

주) 연인원 기준, 비율은 연도별 전체 교원수 대비 비율임

교수 및 학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비교과 교육과정은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과 다양성, 학생들의 참여율에 의해 성패가 결정됨

우리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 업적평가점수 부여, 활동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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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교수와 학생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    분 지  원  제  도

교수 지원

∙인센티브 지급
  - 동아리･소학회 지도교수비 지급
  - 콘테스트 결과 우수 동아리･소학회 지도교수 인센티브 지급
∙교수업적평가 시 가산점 부여
  - 동아리･소학회 지도, 학생활동 관련 위원회 활동, 학생상담, 취업지도, 인턴십지도
  - 비교과 교육과정 특강 강의비 지급

학생활동 지원

∙콘테스트 결과 우수 동아리･소학회 상금 지급
∙동아리･소학회 활동성과에 따른 활동비 차등 지급: 회원수, 현황, 활동실적,

수상내역 평가
∙동아리 행사지원금 지급
∙공모전 참가 지원금 지급 및 수상 인센티브 지급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창의적 공학설계 경진대회 등 각종 대회 시상

자격증 취득 지원
∙경영학, IT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FE(미국 기술사), 지식재산능력시험 

응시료(장학금) 지급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지원

취업활동 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가 시 참가비 전액 지원
∙취업 대비 전형 과정별 전문 컨설턴트 1:1 지도비 전액 지원
∙각종 (직업)심리검사비 지원

글로벌 역량 지원
∙실용영어 특별 프로그램 참가 시 수업료 50~100% 지원
∙공인 외국어 시험비용 학생 1인당 연 1~2회 지원
∙연간 10회의 모의토익고사비 전액 지원

비교과 교육과정 중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배양

Life Vision 설정을 통한 자기관리역량 강화【첨부 2-39】참조

Life Vision 설정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2009년부터 2년 동안 3억 3,8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에 필요한 우리대학의 독창적인 인프라

구축

∙대학생용 진로설정 워크북 자체 개발

∙진로설정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진로설정 전문가 양성

∙온라인 특강 콘텐츠 개발

2009~2010 기간 동안 총 3,645명의 학생이 진로

설정 워크북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첨부 2-40】참조

<그림 2-22> Life Vision 설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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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실적

시  기 내     용 소요예산(천원) 진로설정 인원

2009

∙성취1.2 콘테스트(2009년 5월)
∙신입생 진로설정 캠프(2009년 7월)

∙커리어로드맵 콘테스트(2009년 10월)

 ※ 2009년 교육역량강화 우수사업으로 선정

217,000 700

2010
∙진로설정 워크북 발간(2010년 2월)

∙Life Vision 입력 시스템 개발(2010년 4월)

∙진로설정 워크북 콘테스트(2010년 11월)

121,750 2,945

합       계 338,750 3,645

—진로설정 사업의 목표는 학부생 전원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ʻ자기 주도적으로 핵심역량을 계발하는 역동적 학풍ʼ의 조성

Life Vision 설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Life Vision 설정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Life Vision 설정 

장학ʼ 사업 추진

—2009년, ʻ롤모델 선배 멘토링ʼ 사업 진행: 진로설정 우수학생 50명을 선발하여 학생의

진로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는 선배 멘토 소개【첨부 2-41~42】참조

<표 2-35> Life Vision 설정 우수 장학금 수여 실적

학년도 내  용 수여 학생수 수여 금액(천원) 

2009-2학기
아주사랑 릴레이 장학  50 50,000

AIM HIGH S-1 장학  45 22,500

2010-2학기 AIM HIGH S-1 장학 114 50,100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표 2-36> 편입생 대상 진로설정 캠프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학년도 참가인원 또는 실적
소요예산
(천원)

편 입 생
진로설정
캠    프

∙진로설정워크북 작성

∙대학생활계획 수립

∙커리어로드맵 작성
∙아주인으로의 소속감과 긍지 함양

∙2박 3일 과정

2009
139

(편입생 174명의 80%)
40,000

2010
192

(편입생 223명의 86%)
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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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기초학습역량 계발

<표 2-37>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 역량 배양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학년도 참가인원 또는 실적
소요예산
(천원)

멘    토
프로그램

∙학사 및 진로에 대한 체계적 상담

(학기중 1회 이상 상담)

∙학업과 대학생활 전반 자문

∙대학생활 경험자인 상급생 및 대학원생을 

멘토로 활용

∙멘토-멘티의 날 2회

∙멘토 특별강연 15회

2009

∙대학원생 멘토 83명

∙학부생 멘토 209명

∙신입생 2,160명

190,086

2010

∙대학원생 멘토 83명

∙학부생 멘토 157명

∙신입생 2,160명

182,540

신 입 생
집중교육

∙1학년 하계방학 중 110시간 집중교육 실시

∙7Habits: 진로선택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비전 구축

∙신입생의 자기개발 필요역량 탐색

∙진로설정 캠프(2박 3일) 

∙영어집중교육, 학습법, 글로벌소양 교육,

의사소통

2009 ∙신입생 173명 참가 161,052

2010 ∙신입생 38명 참가 30,755

나.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동아리, 소학회 활동 지원

2004년부터 1인 1동아리 1소학회 가입 캠페인 추진, 2010년도에는 연인원 8,347명의 학생이 

동아리 및 소학회 활동에 참가

<표 2-38> 동아리･소학회 운영 현황

구    분
운  영  실  적

학년도 개수 학생수 교수수 소요예산(천원)

전  공 
소학회

2008 108 3,657 107 65,112

2009 117 4,139 116 68,682

2010 118 4,198 116 91,548

동아리

2008 119 4,021 73 93,768

2009 119 3,964 77 91,716

2010 119 4,149 77 101,927

공모전
지원금

2008 32회 111 49 10,587

2009 46회 201 38 11,386

2010 38회 180 32 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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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소학회 활동 수준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콘테스트 진행

—동아리, 소학회 활동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동아리, 소학회

활동의 창조적, 자발적 활성화 도모

—동아리, 소학회 활동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공유 기회 확대

—전공 소학회의 확대 및 질 향상을 통한 학문연계 강화

—교수들의 동아리, 소학회 활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콘테스트 수상팀의 지도교수들에

게 특별 지도비 지급

<표 2-39> 동아리, 소학회 콘테스트 진행 실적

학년도 구  분 시상팀수 지도교수 소요금액 (천원)

2008
동아리 20 12 3,000 
소학회 〃 20 3,000 

2009
동아리 〃 13 3,000 
소학회 〃 18 3,000 

2010
동아리 〃 13 6,700 
소학회 〃 19 6,700 

공모전 지원 및 수상실적

<표 2-40> 공모전 지원, 수상실적

구  분
운  영  실  적

학년도 횟  수 학생 수 교수 수 소요예산(천원)

지 원 금

2008 32 111 49 10,587

2009 46 201 38 11,386

2010 38 180 32 12,865

수상실적

학년도 참가건수 참가인원 참가교수 수상실적

2008 32 206 50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 학생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외 23건

2009 46 201 39 2009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 외 27건

2010 34 221 33 제6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외 24건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회적 존재로서의 덕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표 2-41> 사회봉사활동 지원 실적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학년도
참가인원 소요예산

(천원)학생 교수(직원)

국

내

∙야곱의 집,한사랑마을,아주 아름다운 기증전, 해비타트봉사단
∙아주대-삼성생명 연합봉사단: 농촌봉사활동
∙봉사 동아리 이데알레: 효도관광 지원 외 다수

2008 445 1 18,450
2009 438 1 15,000
2010 467 1 16,200

국

외

∙네팔 해외봉사단
  -호스텔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교육, 보건위생 및 환경개선 등

2008  14
1
(1)

35,857

∙태국 해외봉사단
  -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교류 등

2009
~2010

28
2
(3)

78,980

∙탄자니아 의료 봉사
  - 캄보디아 프놈펜 
  - 내용: 초중등 학생 대상 신체검사, 보건교육

2010  18 4 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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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역량 함양 

국제화 역량 개발 프로그램

<표 2-42> 국제화 역량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학년도 참가인원 소요예산(천원)

국제여름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국제여름학교

:일반 수업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2008 98 107,898

2009 68 97,476

2010 86 102,325

International 
Day

∙외국인 학생 주관: 국가별 문화 및
음식 소개 부스 운영

2008 350 24,000

2009 450 41,000

2010 590 35,000

파견 교환학생 ∙자매대 학점인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2008 239 4,400

2009 243 7,019

2010 264 4,850

파견 복수학위 ∙아주대 및 자매대 복수 학위취득 프로그램

2008 61 1,000

2009 56 1,000

2010 58 1,000

파견 전 영어교육∙교환학생 예정학생 교육 프로그램 2010 30 35,440

외국인 교환학생
∙필드트립 운영
∙버디 프로그램 운영
∙사회/경제/문화 체험 행사 운영

2008 236 170,832

2009 240 182,933

2010 296 340,681

영어역량강화 ∙토익사관학교, 영어캠프

2008 711 52,031

2009 1,417 147,066

2010 1,393 150,068

글로벌인턴 ∙글로벌 인턴십 파견

2008 12 21,855

2009 15 39,252

2010 15 41,223

자기개발 해외연수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개인역량과 팀 활동계획을 

평가하여 선발(외국어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 부여)

—파견지역 : 일본, 중국, 유럽 등

<표 2-43> 단과대학별 자기개발 해외연수 실적

학년도 공대 정보통신대 자연과학대 경영대 인문대 사회과학대 계

2008 367 - 34 56 48 91 596

2009 231 78 64 87 48 52 560

2010 183 108 40 79 47 56 513

계 781 186 138 222 143 199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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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업경쟁력 강화

취업지원부서의 위상 강화

진로설정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인력개발원과 그 하부조직에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상담센터 설치

2010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취업역량강화TF 구성

—궁극적으로 4학년 중심의 단기적 취업대책 보다는 1~3학년의 취업 기초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모색

—각 단과대학이 직접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모색

2008학년도부터 취업 프로그램 대폭 강화 

2008학년도부터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ʼ 과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ʼ
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 총 9억 4,406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개선하여 왔음

<표 2-44> 2008년 ~ 2010년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149,100 160,620 160,620 470,34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22,620 113,440 237,660 473,720

합    계 271,720 274,060 398,280 944,060

학부별 전공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부별 취업캠프, 자연대 프리젠테이션 스쿨, 전자공학부 성공진로 특강, 단과대학별 교수 

대상 취업 특강 등

<표 2-45> 학부별 취업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학년도 참가인원 소요예산
(천원)

직무아카데미
∙영업마케팅, 무역실무, 광고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 유통, 금융, 항공승무직 등

2008 200 23,600
2009 271 32,000
2010 160 30,000

취업 스타트업 
(워크숍)

∙CDP-C, CAP+, 취업 Start-up 등
2008 101 18,400
2009 165 26,020
2010 170 23,600

취업캠프 ∙취업캠프, 면접특화캠프, 인턴십 캠프
2008 674 191,757
2009 821 180,470
2010 542 139,735

취업스터디
그룹

∙대기업 직무별 스터디그룹, 기업별 스터디그룹,
금융 스터디그룹 등

2008 204 14,919
2009 420 37,938
2010 285 11,391

취업스킬
향상과정

∙채용단계별 지도(입사지원서-직무적성검사-
모의면접 및 컨설팅)

∙핵심역량 지도(토론, 발표, 커뮤니케이션)
∙기타 경력 개발 활동 지도(직업심리검사 워크숍, 

공모전 참여기법, 인턴 파견자 사전 교육 등)

2008 1,218 82,917

2009 1,283 77,068

2010 1,329 88,681



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아주대학교 53

직장체험을 통한 전공 현장 적응성 탐구

다양한 직업 선택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

각 전공에서 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연수 관리 등 실시

<표 2-46> 직장체험 추진 실적

학년도
실시
기관

연수생 인원수
집행 예산(천원)2개월

미만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6개월
과정

계

2008 47 2 79 - 6 0 87 89,915

2009 44 2 69 - 16 3 90 108,159

2010 53 27 101 18 0 0 146 129,800

계 144 31 249 18 22 3 323 327,874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회계사, 세무사, 기술고시, 변리사 등)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가고시지원위원회 조직 및 각 국가고시반 운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국가고시반 홍보

—하계·동계방학에 국가고시반 집중교육 실시

—정기적으로 국가고시 합격 졸업생 특강·간담회 진행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국가고시준비반 학생을 선발

—경영학 관련 전문자격시험 1, 2차 합격자에 장학금 지급

<표 2-47> 국가자격증 취득 실적

구  분 내  용
운영 실적

학년도 인  원 소요예산(천원)

양현재 사법시험

2008 32 72,000

2009 32 48,000

2010 34 47,000

아현재 행정고시

2008 18  7,740

2009 18  7,740

2010 18 27,000

송지현
기술고시
변리사

2008 22 8,000

2009 19 8,000

2010 21 8,000

양지현
공인회계사

세무사

2008 33 12,000

2009 61 26,000

2010 64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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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경영학 전문자격장학 운영 실적

구    분 내 용 학년도 인원
소요예산
(천원)

경  영  대
전 문 자 격
장 학 제 도

∙1, 2차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격증: CPA, CFA, AICPA, 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인, 노무사,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정보처리기사, SAP Certificate

2008 15 7,500

2009 16 8,000

2010 22 11,000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및 한계점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 

2010학년도에 재학생의 2,945명(30.4%)이 Life Vision 설정

자신의 Life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생활 계획표를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핵심역량 개발 학풍 조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취업률 개선 기반 조성

취업률 향상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과대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취업역량강화 TFʼ를 운영하고, 2008년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3~4억원의 지원을 받아 취업지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림 2-23> 취업률 향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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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지속적 상승

<표 2-49> 우리대학 졸업생의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기업체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2008 2009
만족도

변화율(%) 

기
초
직
무
능
력

컴퓨터 사용 능력(워드, 엑셀, PPT 등) 3.88 4.06 4.64 

프리젠테이션 능력 3.38 3.87 14.50 

외국어 능력 3.13 3.64 16.29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 3.13 3.84 22.68 

업무 파악 능력 3.50 4.22 20.57 

Multi-Tasking(다중업무 처리 능력) 3.13 3.87 23.64 

창의적 사고 능력 3.25 3.84 18.15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3.50 3.96 13.14 

변화 대처 및 적응 능력 3.50 3.95 12.86 

리더십 3.38 3.63 7.40 

대인관계능력 4.00 4.10 2.50 

효율적인 팀 작업능력 3.88 4.05 4.38 

핵
심
역
량

직무관련 전공 지식 3.75 3.89 3.73 

직무관련 자격증 3.38 3.66 8.28 

기초교양지식 3.38 3.94 16.57 

이해력 3.63 4.19 15.43 

판단력 3.25 4.10 26.15 

분석력 및 문제해결능력 3.50 4.06 16.00 

의사소통능력 3.63 3.98 9.64 

학습능력 4.00 4.07 1.75 

기획 및 조직력 3.25 3.76 15.69 

협상력 3.38 3.71 9.76 

설득 및 영업력 3.50 3.73 6.57 

사내 혁신활동 3.25 3.70 13.85 

조직에 대한 이해 3.75 3.87 3.20 

인
성
/
성
격

공정성 3.63 4.02 10.74 

책임감 4.50 4.29 -4.67 

적극성 3.75 4.03 7.47 

협조성 4.00 4.12 3.00 

자주성 3.88 4.02 3.61 

정직성 4.13 4.27 3.39 

봉사정신 3.63 3.87 6.61 

스트레스 관리 능력 3.88 3.63 -6.44 

※ 출처: ｢교육역량강화사업 만족도 조사 연구결과보고서｣(2009) 아주대 사회조사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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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학생 스스로 작성한 진로설정 내용의 보완 프로세스 미흡

연간 3,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스스로 Life Vision을 설정하고 있는데 Career Advisor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Vision 설정 사항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각 전공의 교수들이 학생상담을 할 때 Vision 설정 사항을 조회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의 체계성 미흡

단과대학 자율경영의 영향을 받아 유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단과대학별 질적 수준의 차이 발생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수행 결과를 피드백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미흡함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별로 효율성과 효과를 관리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차등화 하여 

조정할 수 있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학생의 자발적 참여 부족

우리대학은 학교의 제도 변화나 특별 프로그램을 공지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별, 학년별,

신분별로 구분하여 이메일 SMS 발송, 홈페이지별 게시 기능 등을 통해 매우 쉽게 공지할 수 

있는 ʻ토탈공지 시스템ʼ을 구현해서 사용 중에 있음

—이러한 공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연간 3,000만원 이상의 SMS 발송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립한 진로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각종 장학금 수여,

해외 파견 사업 등에서 참여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2-50> 비교과 교육과정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    계 개선방향 선진화 계획

학생이 스스로 작성한 
Life Vision 설정 내용의 보완 
프로세스 미흡

∙Life Vision 설정 사항을 학생 
스스로 보완하도록 유도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구축
∙우리대학 고유의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ʼ 모델 완성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의 체계
성 미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대학 전체 차원에서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과 효과 제고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학생의 자발적 참여 부족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반영

∙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도입

∙핵심역량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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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성화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2-2-1. 학생 선발

학생 선발제도 현황

대학이념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제도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를 대학이념으로 추구해 왔으며, 대학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형 방법과 선발 절차의 선진화를 추구

모집단위 변화(자유전공, 금융공학부 신설 등)와 선발 평가요소 다양화로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의 새로운 모델 제시

선도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을 지양하고 대학이념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선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

<그림 2-24> 대학이념과 선발전형의 주요내용

입학전형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

입학사정관전형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모집단위의 특성 및 지원자의 진로 계획을 고려한 잠재력 있는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및 면접 절차의 다양화를 통해 전형 목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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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최근 2년간(2010~2011)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및 지원인원 현황    

심층면접도구 ACE(Ajou Competency-based Exercise)를 개발하여 입학사정관전형에 적용함 

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하여 우리대학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사용하기 

위한 면접도구를 개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대학 심리학전공 연구팀과 입학사정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

였으며,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선발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학생의 현재 역량을 토대로 평가

전형방법 및 평가요소의 특성화 

우리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형방법 및 평가요소를 특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축소(2010학년도 797명 2011학년도 

479명 2012학년도 351명)하고,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 선발인원을 

확대(2010학년도 85명 2011학년도 416명)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일부 전형 및 학부 제외)하여 상당수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문제 해결 노력 

우리대학의 2011학년도 학생 선발 전형의 유형과 전형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총 2,185명 (정원내 

1,960명, 정원외 225명) 선발【첨부 2-43】참조

<표 2-51> 2011학년도 학생 선발 전형유형 및 요소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요소

수 시 1 차 

∙일반전형1 ∙학생부 50+논술 50∙학생부우수자전형1 ∙학생부 100∙경기도우수인재전형 ∙학생부 30+논술 70∙외국어우수자전형 ∙외국어성적 80+심층면접 20∙의학･과학영재전형 ∙심층면접 50+서류평가 50∙러프다이아몬드전형 ∙1단계:서류평가 100
∙2단계:심층면접 80+1단계점수 20

∙아주리더십전형∙커리어로드맵전형∙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학생부 100(교과90+비교과10)∙국가유공자및사회기여자전형∙체육특기자전형 ∙실적평가 50+심층면접 50
수 시 2 차 ∙학생부우수자전형2 ∙학생부 100

정 시

∙일반전형2(가군) ∙학생부 30+수능 70

∙기회균형선발전형(가군)
∙1단계:서류평가 100, 
∙2단계:심층면접 80+1단계점수 20∙일반전형3(다군) ∙수능 100∙농어촌학생특별전형(다군) ∙수능 90+서류평가 10

∙전문계고교졸업자특별과정(다군)
∙1단계:서류평가 100
∙2단계:심층면접 80+1단계점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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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아주 특별한 강의' 관련 기사 

학생 선발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

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하고, 고교생활의 충실성을 평가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사회적 신뢰성 강화를 통해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을 추구

우리대학은 입학사정관 모의전형 및 고교-대학 연계활동 강화, 입시관련 홍보 책자 

배포, 홈페이지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노력

입학전형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대학 적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성 대두

학생 선발제도 운영 성과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및 공정성, 신뢰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입학사정관전형 확대를 통해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을 지양하고, 우리대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 및 양성 추구

<표 2-52>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및 입학 사정관 수 현황【첨부 2-44】참조

구    분 2009 2010 2011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수 177(8.2%) 329(15.1%) 379(17.7%)

전임입학사정관 수 6  7  9

위촉사정관 수 - 34 57

입학사정관 및 위촉사정관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사정관들의 전문성 및 사회적 신뢰성 강화  

입학사정관전형의 사회적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속적인 연수 및 양성 교육 실시 

입학정보의 적극적인 사전 공개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지원자 만족도 증가 

고교대학 연계 활동을 통한 정보 교류

활성화

—중·고교로 찾아가는 ʻ아주 특별한 강의ʼ
(중·고교 학생 대상 진로지도 강의): 우리

대학 교수진/위촉사정관이 학교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 진행하는 맞춤형 강의로,

2009년에는 총 19개교 6,800여명, 2010년

에는 총 25개교 8,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

【첨부 2-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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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연계 간담회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2010년 4월~7월):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입학사정관제ʼ와 고교생 대상 ̒커리어로드맵ʼ 설계에 대한 정보 제공【첨부 2-46】참조

—입학사정관 모의전형 실시: 우리대학 입학사정관 모의전형을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참여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예비 아주인을 양성하고 관련 고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학생 선발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    계 개선 방향 선진화 계획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 및 사회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보의 

대외적 공유 기회 마련 필요 

∙입학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에 대한 교육 강화

∙고교-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과의 

신뢰성 확보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평가방법 및 면접도구 등 관련 연구)를 

통한 선진형 입학사정관 모델을 개발 및 확산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내용과 전형방법을  

연계한 평가요소 필요

∙전형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전형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 개발

∙입학전형별 평가요소 및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전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현재의 전형별 특성에 

따른 인재 선발 방식에 

모집단위별 특성 반영 

필요

∙기존의 전형별 특성에 따라 선발하던 방식에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 또는 

전공별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

∙입학사정관전형 전공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요소를 도입(예 : 커리어로드맵전형)하여 

입학과 진로를 연계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학생 추수지도 노력 

필요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추적조사 및 상담 강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ʻ아주끌림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직접 추수지도에 참여

∙입학생 추수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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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학생 중심, 융복합 학문 지향, 교육 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학부제 전면도입(1996), 전공 선택이 유연한 ʻ학부제ʼ 유지

—융복합 학부(전공) 신설: 금융공학부 외 4개 학부(전공), 5개 연계전공 

—기초교육 강화 조직 신설: 기초교육대학(2008), 의사소통센터(2009)

—교육 진로 지원 조직 신설: 대학교육혁신원(2006), 종합인력개발원(2006)

수요자중심 학사제도·운영을 통한 교육개혁 선도

—전공선택권 보장(100%), 전과 자율성 보장

—국내 최초 강의평가제(1996), 교수업적평가제(1995) 시행, 타 대학 확산

—강의평가결과 전면 공개, 수업계획서·강의노트 공개 의무제, 연습시간(3+1)제도 등

학생 지도 및 상담

—최근 3년간 학생상담 연평균 재학생 1인당 1.9회 실시

조기 진로설정 체제 구축(2010년 신입생부터 진로설정 의무화)

수요자 중심의 학사조직 개편과 전공 선택의 유연성 

수요자 중심의 학사조직 개편 현황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학생 중심의 학사조직 개편 

우리대학은 1996년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학부) 내에서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학생 중심의 학부제 편제를 현재까지 유지

—대학발전계획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9개 학부 증설  

1996년 
11개 학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환경도시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자연과학부, 경영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법학부, 의학부

2011년 현재 
20개 학부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화공･신소재공학부. 응용화학생명 공학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건축학부, 전자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부, 미디어학부, 
자연과학부,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부, 금융공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스포츠레저학부, 법학부, 의학부, 간호학부, 약학부

<그림 2-27>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따른 학생중심의 학사조직 개편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따른 학사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행(1995∼2010)

—융합 학문 지향, 기초교육 강화, 교육개혁 및 인력개발 지원 조직 강화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 현황 

사회적 수요 반영에 따른 조직 개편 결과 2010년 현재 입학정원 140명 감소(1999년 대비)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학부 정원 감축

2011년 현재 편제정원이 7,957명인 중규모 대학으로서 학부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적정한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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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7 2010

2,100 2,051 2,029 2,007 1,997 1,960

학생 전공 선택 지원 체계 현황

전공 선택의 유연성 

우리대학은 1996년 학부제 시행시점부터 현재까지 학생의 전공(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완전 100% 보장

—정원, 변경 시기, 이수기간 제한 없이 전공 선택

—계열, 학부 간 장벽 없이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무제한 허용(단, 의학약학계열 제외)

학생의 진로 계획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 

—심화과정, 인증과정, 다중전공(일반전공+복수전공/일반전공+연계전공)

전과 자율성 최대한 보장: 정원 무제한 허용, 신청 자격요건 최저 기준 적용【첨부 2-47】참조

—전과 신청 조건: 학기당 14학점 이수, 평점 2.5점 이상

<표 2-54> 학생중심의 전공 선택 제도 운영  

자연과학부 전공선택 현황은 우리대학의 학생 전공선택 자율성 보장 체제를 잘 나타내고 있음

<표 2-55> 학생 전공 선택 현황(예시)

모집단위(학부) 전  공 인  원 비  율 비    고

자연과학부

수학 36 23.7

∙2008학년도 입학생
물리학 18 11.8

화학 41 30.0

생명과학 57 37.5

계 152 100
  

주) 전공은 졸업예정학기까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 

<표 2-56> 최근 3년간 전과 현황

학 년 도 신청인원 전과인원 비율 계열 교차 전과인원 비율

2008 240 178 74.2 26 14.6

2009 230 181 78.7 31 17.1

2010 297 203 68.4 40 19.7

평  균 256 187 73.1 3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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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심화(인증) 과정과 융복합 전공 과정의 두 축으로 전공 이수 과정이 구축되어 

있어 학생은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전공 이수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

—복수전공·부전공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

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  

—학제간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융복합 분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된 연계전공 운영으로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 확대

∙연계전공: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기초의과학, 국제통상, 지역연구(일본), 지역연구(중국)

<그림 2-28> 전공교육과정 이수체계

최근 3년간 졸업생 전공 이수 현황에서와 같이 학생은 본인의 진로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공과정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전공을 이수

—심화과정 및 공학인증 등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매년 약 10% 증가 추세

—2008년 13.7% 2009년 24.4% 2010년 34.2%

—복수·부전공은 매년 약 20% 이수

<표 2-57> 최근 3년간 졸업생 전공 이수 현황 

학년도 졸업생
제1전공 복수

(연계)
전공

비율 부전공 비율
심화과정 비율 공학인증 비율 일반과정 비율

2008 1,957 269 13.7 - - 1,688 86.3 303 15.5 101 5.2

2009 1,806 299 16.6 140 7.8 1,367 75.7 264 14.6 96 5.3

2010 1,860 281 15.1 366 19.7 1,213 65.2 269 14.5 98 5.3

주) 심화과정 이수제도 2004년 도입,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제도 2005년 도입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첨부 2-48】참조

—학사과정의 심화학습과 대학원 진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학·석사과정을 연계

—총 5년 이수 과정으로 2개 학기 단축 운영(학사과정 3.5년+석사과정 1.5년)

—학사과정의 대학원 과목 선 수강 제도 운영

전공 선택 지원 체계 

학생의 진로 및 전공 선택 지원을 위한 교과·비교과 운영과 지도교수제 등을 통하여 전공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 도출

—2010년 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학생 수: 3,645명(재학생 대비 38%)

—1학년(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교과목 의무 수강) 2학년(전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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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전공 선택 지원 체계 

학생이 가상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과정 이수에 대한 졸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전공선택 전 교육과정 자가진단을 통한 이수조건 사전 점검

❶

❷

❸

❹ ❺

❻

<그림 2-30> 전공 교육과정 이수 시뮬레이션 화면

교육 강화를 위한 엄정한 학사제도 및 학사운영

강의평가 결과 100% 전면 공개를 통한 교수의 질 관리 기반 구축

—학생의 학습권 확대: 수강신청과목 선택 전 교과목 강의평가결과 조회

—교수의 자가진단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문항별 점수·의견, 교과목 특성 분류별 평균 점수

(교과구분, 강의형태, 강의규모, 수강학년, 영어강의), 타 교원의 점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진단 도구로써 적극 활용

엄격한 성적평가 제도 및 평가【첨부 2-49】참조

—재수강시 취득 가능 성적을 A0로 제한

—엄격한 성적 상대평가 제도 및 운영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1개 대학 중 22번째(졸업

생 평점평균 3.35점)로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출처: 2009 대학정

보공시(대학알리미), 동아일보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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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보강(공휴일 의무 보강) 관리 제도【첨부 2-50】참조

—2007년부터 학기 중 공휴일 보강을 의무로 하고 학사일정에 보강일 지정

—전자출석부에 보강일을 지정하는 실질적인 보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정한 수업관리 

2005년부터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3+1) 운영

—대상과목: 영어(전 신입생), 기초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자연계 신입생)

—신입생 반 배치고사 실시 후 수준별 교육(기초/일반/고급)

∙기초반 및 일반반 학생의 약 10%는 연습반을 통한 보습교육 실시 

—기초과학 과목 웹과제 문제풀이 의무(주별 지정문제) 성적평가에 반영

—학습성취도 관리를 위한 과목단위 수업운영 표준화(수업방법, 시험문제 등)

100%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전 강의실에 수강생 사진촬영 전자출결 단말기 설치를 통한 전자출결 환경 구축

—출석부의 사진 원본과 출석 시 촬영된 사진을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엄정한 출석관리 시스템 구축

—전자출결 결과는 성적평가와 연동하여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제도, 운영, 시스템 현황

우리대학의 학생지도 및 상담은 학생의 진로/취업, 학사/장학,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상담을 비롯한 전문 상담기관 및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

<그림 2-31> 학생 지도 및 상담 체계 



Ⅱ.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66 아주대학교

지원 체계

학습, 진로, 취업, 대학생활의 총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무처, 학생처, 학부사무실, 사회진출센터,

학생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밀착형 학생 지도 및 상담 실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지도교수를 통한 학생상담 의무제도: 학기당 1회 이상 학생 상담 및 지도

—상담형식: 오프라인(면대면), 온라인(이메일, 웹, 기타)

—상담횟수: 지도교수와 학기당 1회 상담 필수 

—공학교육인증 과정 학생 중 상담 미실시자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생 지도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시행

—「단과대학 책임경영」 교육 지표에 학생상담 실적 반영, 연도별 평가【첨부 2-51】참조

—교수업적평가 교육부문의 평가영역에 ʻ학생상담 및 지도 실적ʼ 반영

대상 맞춤형 집중 학생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편입생/복학생/외국인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멘토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1:1멘토 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교수님과의 산책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 도우미 

∙기타

ʻ아주 멘토ʼ 프로그램: 신입생의 대학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첨부 2-52】참조

피어 멘토 (Peer Mentor) 대학원생 상담 멘토 (General Counseling Mentor) 

∙대학생활 적응 멘토링
  - 홈페이지 ID/PW 만들기, 학생증 발급 안내 
  - 전공별 소학회 및 중앙동아리 안내 
  - 교내외 문화･편의시설 안내 
  - 교수와의 상담 연결 
  - 해당부서 안내 

∙전공 관련 학업 및 진로 상담 멘토링 
  - 주요 학사 및 장학 관련 안내 
  -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 전공별로 적합한 학습 방법 지도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와 상담 
  - 진로 관련 심리 검사, 진로계획표 작성 관련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 전공에 대해 교수와의 상담 연결 

진로 지도 및 상담: 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조기 작성 의무화 

—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교과목 신설, 2010년부터 신입생 전원 의무 이수 

—재학생은 ʻ진로설정 콘테스트ʼ 를 통한 참여: 2009년 700여명 참가

<그림 2-32> Life Vision 설정 및 보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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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학생상담 전산시스템 화면

전문 상담 지원: 학생상담센터, 아주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가의 상담 및 지도

개인 심리 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 상담, 다양한 워크숍과 특강 등을 통해 학습 

및 진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정보 제공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표 2-58> 전문상담기관 조직 현황

구    분 위원회 구성 상담 전문가 행정 직원

학생상담센터 위원장 1, 위원 8 전문상담자 4 팀장 1, 조교 3

아주심리상담센터 위원장 1, 위원 4 실장 1, 전문상담자 15

2008년 학생상담 전산시스템을 구현하여 

상담예약, 상담결과 기록 관리 등을 통하여 

연계적인 학생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상담 영역: 진로, 취업, 학업, 대인관계,

생활, 군 입대, 수강지도, 기타 

—풍부한 학생 정보 제공: 학생정보(신상·학적·

성적 등), 학생경력, 대학생활로드맵, 졸업

예비사정, 상담내역

—상담자에게 이전 상담 결과를 제공하여

연속성 보장과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 

최근 3년간 학생상담 실적은 연 평균 17,619건으로 재학생 1인당 약 1.9회 상담 진행

—그 외「외국인학생 멘토 프로그램」,「교수와의 산책」,「졸업생 멘토 프로그램」등의 다양한 

상담 진행【첨부 2-53】참조

<표 2-59> 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현황【첨부 2-54】참조 단위 : 명

구    분 상담 내용 2008 2009 2010 비  고

지도교수 상담 학습, 진로, 생활, 취업 등 5,688 6,695 9,532

전문가 상담

개인상담
∙개인상담
∙열린 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

2,828 3,442 2,166

집단상담

∙MBTI 실시 및 해석
∙Strong, CTI 등

4,580 4,638 6,541
∙발표불안감해소
∙대화훈련
∙이성관계증진
∙긍정심리개입
∙대인관계향상 등

사회진출센터 진로 심층 상담 105 259 206

기초교육대학 신입생 멘토 학습, 진로, 생활 상담 - 2,542 3,636 2009부터 시행

계 13,201 17,576 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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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성과 및 한계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성과

학생 중심/융복합 학문 지향/교육･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학부제 전면도입(1996), 전공 선택이 유연한 ʻ학부제ʼ 체제 유지: 20개 학부

국내 최초 원스톱 ʻ학생서비스센터ʼ 설립, 110개 대학 확산

융복합 학문 특성화 기반 구축: e-비즈니스학부, 미디어학부, 국제학부, 금융공학부, 문화 

콘텐츠 전공 외 5개 연계전공 신설

기초교육 강화 기반 구축: 기초교육대학(2008), 의사소통센터(2009) 신설

교육·진로 지원 강화 기반 구축: 대학교육혁신원(2006), 종합인력개발원(2006)

수요자중심 학사제도·운영을 통한 학부 교육개혁 선도

전공선택권 100% 보장, 전과 자율성 보장  

국내 최초 강의평가제(1996), 교수업적평가제(1995) 시행, 타 대학 확산

국내 최초 해외 대학복수학위제(2+2) 도입, 타 대학 확산

강의평가결과 100% 공개를 통한 학생 학습권 확대 및 질 관리 기반 구축

수업계획서·강의노트 공개 의무화, 연습시간(3+1)제도 등을 통한 교육 강화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 전공과정 선택 자율성 보장 등에 따른 전공교육 만족도 향상

전공 이수 과정: 전문과정(심화/인증), 융복합 교육과정(제1전공+복수/부전공/연계)

<표 2-60> 전공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5점척도)

구  분 2008 2009 2010

재학생 3.29 3.40 3.40

졸업생 3.36 3.56 3.56

기  업 3.75 3.89 3.91

※ 출처: 2009∼2010, 교육역량강화만족도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아주대 사회조사연구센터

체계적이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상담 및 지도를 통한 학생 만족도 향상

<표 2-61> 학생상담 및 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2008 2009 2010

지도교수 상담 3.11 3.25 3.3

학생상담 센터 3.26 3.3 3.34

진로지도 3.34 3.27 3.44

※ 출처: 2009∼2010, 교육역량강화만족도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아주대 사회조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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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정 조기 정착, 진로 적합 전공 선택 및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향상

1학년 진로설정 교과목 의무 이수제도 도입(2010)

2009년부터 신입생이 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을 작성하고 전공 선택

조기 진로설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진로(취업 등) 준비 기반 마련 

<표 2-62> 진로설정과 커리어로드맵 작성 현황 

2009 2010 계 비    고

700 2,945 3,645
∙2009년은 콘테스트를 통한 로드맵 작성
∙커리어로드맵 설정 비율: 38%(전체재학생 대비)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한계 및 개선방향

<표 2-63>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한계

한    계 개선방향 선진화계획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공 
교과와의 연계 및 지원체계 미흡

∙전공진입 기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융복합 학문의 수요 증대에 비해 
전공간 융복합화 촉진과 신규 
융복합 전공의 보육체계 미흡

∙융복합 전공 및 트랙 설치를 위한 
제도와 지원시스템 마련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및 
지원 조직 구축

∙비교과 교육지원의 교과 연계성이 
낮아 조직화 및 계열화되지 못함

∙전공별로 독립적 비교과 교육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지도교수 및 상담지원기구의 연계 
미흡

∙다양화하는 학생상담 요구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 체제 구축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지도교수의 학생 상담 적극적 참여 
유인체계 미흡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참여를 
제고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학생상담 실적 교수 업적평가 
반영 비중 확대 등 제도 개선

2-2-3. 교수-학습 지원 체계

교수-학습 지원 조직 및 프로그램 현황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 구축

—2001년 사이버교육센터 설립

—2003년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2006년 대학교육혁신원 설립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이러닝 센터의 기능 확대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인적 구성 확대 및 이러닝 시스템 확장 구축

—본교 교육과정 특성에 부합된 다양하고 전략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추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첨단 강의환경 구축을 통한 교수방법 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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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조직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 지원 조직   

2003년 교수-학습 활동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주  

교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대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  

2006년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과 성과중심의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대학교육혁신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4개의 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평가 인증센터)를 설치,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이러닝센터는 센터장을 겸직으로 하여 유기적 지원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정규직 행정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이러닝센터 기술인력을 

정규직으로 선발, 2009년에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연구를 시행할 연구교수와 연구원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   

<그림 2-34>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 지원 조직

교수-학습 관련 주요 조직

대학교육혁신원 외에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생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종합인력개발원, 의사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센터, 해외대학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국제협력팀, 전문적인 정보 서비스와 이러닝 자료를 지원하는 중앙도서관,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그림 2-35> 교수-학습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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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교수-학습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 

다양한 교수법 정보 제공 및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우리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교수—학습 관련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연구모임, 교과목 개발 지원사업, 전문가 수업분석 

클리닉, 첨단강의 활용 교수지원, 학습자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동영상 학습 콘텐츠 제공,

온라인 튜터 프로그램 등을 실시 

첨단강의 환경 및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수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학습력 증진을 도모

<표 2-64> 최근 3년간 주요 프로그램 현황

2010

2009

∙정교수 대상 티칭스타 프로그램∙전문가 수업분석 클리닉 ∙교과목 개발 지원∙영어강의 활성화 연구지원

2008 ∙교수법 워크숍∙교수법 연구모임  ∙신임교원 수업분석 클리닉∙수업참여도 중간설문조사∙교수자 영어학습 지원

교수법 

∙교수법 특강  ∙강의자가진단 지원∙수업참여도 중간 설문조사∙매거진 발간 

학습법 ∙학습법 특강 

∙신입생 집중교육 지원∙학습스타일 연구 ∙학습법가이드북 발간∙기초과목 동영상 학습자료 제공

∙온라인튜터 프로그램∙신입생 학습법가이드북 제공

이러닝 ∙사이버강의 운영∙매체변환 지원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제작 ∙자동녹화강의시스템 구축∙화상강의시스템 구축∙파워포인트 템플릿 제공

∙이클래스 운영∙문제은행 시스템 개발∙웹과제 운영∙파워포인트, 이러닝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 기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연도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대학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

<표 2-65> 최근 3년간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프로그램 
건수 및 인원  

교수법 7(230) 13(790) 17건324)
학습법 3(610) 8(340) 9(640)

수업분석 컨설팅  - 21건 16건
교수법 연구모임  - 8팀 32명 8팀 32명
교과목 개발 지원  - - 9팀 
티칭스타 프로그램  - - 2명

교수-학습 관련 연구지원  - 2건 1건
매거진 발간 (각 1000부)  4회 3회 3회 

가이드북 발간 - 2종 3종
온라인 튜터 프로그램 - - 10과목
이러닝 콘텐츠 제작 5과목 3과목 6과목

블렌디드러닝 콘텐츠 제작 2과목 2과목 6과목
자동녹화강의실 운영 - 33과목 411개 콘텐츠 21과목 380 콘텐츠

화상강의실 운영 - 2과목 3과목

※ 2009학년도는 특강을 통한 교수법 소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2010학년도부터는 특강에서 습득한 교수법 정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대학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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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역량 증진 주요 프로그램

교수방법 개선 및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   

2009년부터 전공에 적합한 교수법 연구 및 교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을 실시하고 연구모임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회 등을 지원

2009학년도 8개팀 32명 / 2010학년도 8개팀 32명 지원

<표 2-66> 2009~2010 교수법 연구모임【첨부 2-55】참조

2009 2010

1 ∙대학 일반화학 교육 ∙전공영어 독해 교재개발 및 교수방안 연구모임

2 ∙기계공학 설계 ∙영미 대중문화 트렌드 연구모임

3 ∙볼 것 많은 국어학 수업 ∙Consebt I(Construction of Standards for e-business Teaching I)

4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 ∙스포츠레저학부 교수법 연구모임

5 ∙문학콘텐츠의 글쓰기 수업활용 방안 ∙신입생교육연구회

6 ∙노사국중 ∙월드베스트물류교육

7 ∙민사법 ∙일반생물학 강의를 위한 연구모임

8 ∙실용영어 교수법 ∙기교연 (기계공학교수법연구모임)

신임교수의 교수능력 향상 [수업분석 클리닉]【첨부 2-56】참조

—2009학년도에 임용된 신임교원들이 임용 1년 안에 전문가의 수업분석 클리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

—2009년 신임교원 21명, 2010년 1학기 신임교원 7명 100% 컨설팅 완료

<그림 2-36> 수업분석 컨설팅 촬영 화면 

교수-학습 특강 및 워크숍【첨부 2-57】참조

다양한 교수법 정보 제공을 통해 교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2009년에는 집중적으로 교수법 정보 제공을 위한 특강 실시

교수법 집중 워크숍을 1박 2일로 실시하여 다양한 교수방법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상호 

간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 및 벤치마킹의 기회 제공

교수법의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

<표 2-67> 최근 3년간 교수-학습 특강 건 수 

연    도 2008 2009 2010

교수법특강 건수  7 29 9
학습법특강 건수 13  7 7

※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받은 2009학년도에는 정보 제공을 위해 특강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2010학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 2008학년도에는 글쓰기 특강을 실시하였으나 기초교육대학 글쓰기 교과 신설로 2009년부터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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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 중간 설문조사

중간고사를 전후로 하여 수업참여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 및 본인의 수업운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제도【첨부 2-58】참조

<표 2-68> 최근 3년간 참여인원(연인원) 

구    분
2008 2009 201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공과대학 7,217 7,254 8,185 8,806 7,736 4,341

정보통신대학 7,171 6,870 7,407 7,725 6,381 4,501

자연과학대학 1,314 1,470 1,733 1,879 234 150

경영대학 1,876 2,349 2,631 2,617 328 120

인문대학 944 1,098 1,348 1,441 135 147

사회과학대학 2,123 2,294 2,808 2,674 305 176

법과대학 722 689 772 682 65 70

의과대학 100 92 48 66 17 　-

간호대학 245 249 309 333 25 9

기초교육대학 　 　 111 80 28 11

온라인 튜터 프로그램

주요과목에 대한 보습체계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 보조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녹화시스템을 활용하여 튜터로 지정된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학교 이클래스를 통해 서비스

2010학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시범으로 10개 과목 14분반 593명의 학생이 수강【첨부 2-59】참조

온라인 튜터 강의 목록 튜터 동영상 화면

<그림 2-37> 온라인 튜터 강의 목록 및 운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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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역량 증진 기타 프로그램 

교수-학습 기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우리대학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효과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규모 등 조절 예정 

구    분 프로그램 명 지원내용 

교 수 법 

고강도 교과목 개발지원사업 

∙전공수업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 적용, 
블렌디드러닝 수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

∙2010학년도부터 시작하여 9개 교과목에 연구비와 
기술지원을 실시【첨부 2-60】참조

티칭스타 프로그램

∙교육에 열의를 가진 정교수이상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의분석, 수업 동영상 촬영 
CD제작 등을 통해 교육방법 전파 

∙2010학년도부터 시작했으며 2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진행, 
연구비 지급 

A-CTL 매거진 발간 
∙교수법, 학습법, 이러닝 전문가의 원고를 받아 매거진을 제작
∙2008년 개간하여 각 1천부씩 10회 발행, 내부교수 및 

학생, 외부 관련 기관 배포【첨부 2-61】참조

신임교수 교수법 세미나 
∙신임교원들을 위한 교수법 특강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이클래스 및 첨단강의실사용 안내 등을 실시

영어강의 활성화 지원 
∙영어강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자 영어학습 지원을 실시, 

온라인영어학습 [TALL] 프로그램과 전화영어 지원 총 
30명의 교원에게 6개월 지원

교수-학습 연구지원 
∙우리대학 학생들의 전공별 [학습스타일 연구], 영어강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영어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첨부 2-62】참조

학 습 법 

학습법 가이드북 발간
∙전문가, 전공교수, 선배가 들려주는 학습법을 담음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점검하라], [학습스타일을 알면 A+가 
보인다] 가이드북 각 2천부 발간【첨부 2-63】참조

러닝스타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역량 계발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20명의 

학생이 센터가 발간한 교재를 가지고 학습방법을 공부. 
추후 개선하여 진행 예정 

학습관련 동영상 콘텐츠 제공
∙파워포인트 및 엑셀 동영상 교육자료, 수학1 및 생명과학 

수업보조 콘텐츠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현황

사이버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구축

자동녹화강의시스템 21개 강의실에 설치,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종합전산망과 연계된 새로운 LMS(이클래스) 구축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저작도구 및 교육매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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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이러닝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    분 품    목 사    양

스튜디오 1실 

전자 칠판 ∙스마트 보드 50인치
노트북 ∙HP 타블렛 노트북, 삼보 노트북

카메라

∙Sony DSR-PD150 2대
∙VX2000 1대
∙VX2100 1대
∙HD HVR-Z7N 1대

편집실 1실

편집 PC 
∙HP Z400 Workstation
∙MAC PRO

인코딩 PC ∙인코딩 편집카드 OSPREY 210  
VOD 서버 ∙IBM XSERIES_3650 Xeon 1.86G, HP Zeon E5430  

레코더 ∙DVCAM 레코더, HDV 레코더 등
믹서 장비 ∙오디오 믹서, AV 믹서 등

저작도구 ∙액티브튜터, 프리젠터 30copy, 실버스트림 6copy

<그림 2-38> 스튜디오 및 조정실 모습

첨단강의 지원 인프라

구    분 기자재 보유 및 활동 내역

자동녹화
강의실

∙오프라인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하여 수업종료 후 복습
∙총 21개 강의실 설치 
∙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 콘트롤러), 타블렛모니터, 교수카메라1대, 

녹화모니터, 무선마이크 음향장비, 자동녹화솔루션, 서버

수업행동
분석실

∙스튜디오 내에서 강의실 수업내용을 녹화하여 학생과 교수의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강의실 

∙전자교탁, 학생용카메라2대, 타블렛모니터, 교수카메라1대, 
원웨이미러스튜디오, 터치콘트롤러, 음향장비Rack, DVR 장비

화상강의실

∙해외대학, 국내 타대학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화상강의실 구축
∙전자교탁(프로젝터, 스크린콘트롤러), 타블렛모니터, 

교수위치추적카메라1대, 학생용카메라 1대, 녹화모니터, 
무선마이크 음향장비, 자동녹화, 화상강의 솔루션, 서버

이클래스 
∙2010년 학교 종합전산망 AIMS2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기능 업그레이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관리가 이관되어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실시 

개인응답
시스템

∙오프라인 수업 퀴즈 출제를 도와주는 클리커
∙클리커 USB HUB 수신기, 클리커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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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실적

자동녹화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수자 수업개선, 학습자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전체 21개 강의실에 

시스템을 구축함【첨부 2-64】참조

<표 2-69> 2009-2010 자동녹화강의 과목 및 생성 콘텐츠 현황

연  도
내  용

2009 201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 목 수 18 15 9 13
콘텐츠 수 209 202 219 161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교과 과정 운영을 위해 2009년에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외국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의 학문적 정보 및 

최근 동향들을 학습 

2009년부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과 ʻ지식서비스 융합기술 경영ʼ 과목,

미국 드렉셀 대학(Drexel University)과 ʻ자동화 시스템 및 실습ʼ 과목 운영 

<그림 2-39> 화상강의 시스템 및 자동녹화 강의 시스템 활용 사례

이러닝 및 블렌디드러닝 콘텐츠 제작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이버강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고강도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수업보조 자료로 활용 

<표 2-70> 이러닝 및 블렌디드러닝 콘텐츠 제작 현황

내    용 2008 2009 2010

이러닝 콘텐츠 제작 5 3 6
블렌디드러닝 콘텐츠 제작 2 2 6

아주 이클래스(LMS)

2010학년도에 학교 종합전산망 개선 작업과 병행하여 이클래스(LMS)도 새롭게 구축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운영,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모든 교원이 이클래스에 강의노트를 공개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론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에 대한 수업활동 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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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원 체계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수—학습 관련 4개의 센터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과 성과중심의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활발한 지원체계 확립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방법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였으며 2009학년도 신임교원부터는 

수업분석 클리닉을 의무화

자동녹화강의실, 화상강의실 등 첨단 강의 환경 구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수방법 혁신을 지원  

교수—학습 지원 체계 운영 성과  

교수-학습 지원 체계 운영성과 (조직, 인프라, 프로그램) 

구  분 운 영 성 과

교수-학습
조직 

∙대학교육혁신원내에 4개의 센터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과 성과중심의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활발한 지원체계 확립 

∙정규 행정직의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교수학습 전문인력 (연구교수, 연구원) 확충, 이러닝 
기술인력 정규직 선발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의 기틀 마련      

인 프 라

∙자동녹화강의실 21개실, 화상강의실, 수업행동분석실 등 첨단 강의환경을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 2009년부터 2년간 54개 과목, 791개 콘텐츠 제작

∙2010년부터 종합전산망과 연계된 새로운 이클래스(LMS) 구축, 교수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맡아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 

∙클리커, 동영상 저작도구 등 새로운 교육매체 도입 및 운영 지원 

주요
프로그램 

∙교수-학습 인식제고 및 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009년 13개이던 
프로그램 수가 2010년 17개로 증가 

∙교수법 개선 및 교과목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교수-학습 지원에서 
개발로의 역할 확대를 시도 

∙신임교원부터 교수학습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분석 클리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이러닝 및 블렌디드러닝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쉽게 학습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클래스에 서비스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도입 및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로 교수-학습관련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교수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4.3점/5점) 

교수-학습 지원체계 한계 및 개선방향

최근 증대되고 있는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전문 인력 및 재원 부족, 기초 연구 부족,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 한계가 대두

교수-학습 선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교수-학습 선진화,

전산화, 자동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역량 진단 및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아성찰과 교육모델 개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교수-학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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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개선방향 선진화 계획 

∙교수자의 요구사항(컨설팅, 맞춤형 
지원, 기술지원)에 대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 부족

∙교수역량 개발 및 교수학습 선진화를 
위한 재원 확보

∙교수역량 개발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높으나 재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컨설팅 그룹 운영 
∙교수-학습 선진화를 통한 R&D 역량 강화 

∙교과목 및 교육모델 
개발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움 

∙학습역량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습역량 개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르는 
교육환경 변화 속도 불균형

∙S/W,  H/W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자원 및 지원인력이 부족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동영상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개발

∙스마트러닝 활성화

2-2-4. 교육의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교수활동(Teaching)에 대한 질관리 체계 현황

교수활동의 질 제고를 위해 1)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전면 공개, 2) 교육성과가 반영되는 

선진적 교수업적평가제 운영, 3) 강의 자료 및 강의 공개, 4)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5) 좋은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독창적 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 노력 경주

이를 통해 ̒과정ʼ 에 대한 질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모든 교육 활동의 ̒결과ʼ 가 궁극적으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는 체제적 질 관리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및 전면 공개: 1996년 최초 도입한 이후 매 학기 중간 평가 및 학기

말 평가를 병행함으로서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강의평가체계 수립 및 업적평가 반영, 2010

년부터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평가 결과 전면 공개

—교육성과가 반영되는 선진적 교수업적평가제 운영: 1995년부터 교육, 연구, 봉사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잘 가르치는 교수자, 내용전문가로서의 연구자, 멘토로서의 지

도교수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촉진하고 결과를 업적평가에 반영

—강의 자료 및 강의 공개: 이클래스를 활용하여 수업계획서, 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온라인 

공유 필수화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인증 전공의 경우 교과목별(강의 품질 개선) CQI를 

의무화함으로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자생적 환류 체계 구축

—좋은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독창적 질 관리: 교육우수교수 포상제도 운영, 신임교

원정착연구비 및 신임교원 조기전력화를 위한 질관리 처방 제공, 새로운 교과목 개발 및 

기존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재개발비 지원, 영어강의교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활동 

진흥 도모



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아주대학교 79

<그림 2-40> 교수활동 질관리 현황 개요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전면 공개【첨부 2-65~66】참조

1996년 국내 최초로 강의평가 제도 도입, 2010년 기준 학생 89.5%가 강의평가 참여

∙강의평가 참여율은 2006학년도 

62.1%에서 2010학년도에는 

89.5%로 27.4%상승

∙2010학년도 강의평가 결과 

100% 공개로 강의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그림 2-41> 강의평가 응답률 추이

강의평가 결과 100% 전면 공개를 통한 교수활동 질 관리 기반 구축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강의평가 결과 온라인 공개

—자가진단 도구로 적극 활용: 교·강사 본인의 점수, 교과목 특성 분류별 그룹의 평균점수(교

과구분, 강의형태, 강의 규모, 수강학년, 영어강의), 타 교원의 점수 조회가능 

<그림 2-42> 과목 특성 분류별 그룹 평균과 본인 평균의 비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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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간 강의평가를 도입함으로서 형성적 피드백 제공【첨부 2-67】참조

강의평가 도구를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공함으로서 수업형태에 따른 차별화 시도

—일반 강의형, 공학인증형, 영어강의유형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강의평가 설문 제공

강의평가 결과의 교수업적평가 반영을 통한 실질적 시행

전임교원
∙강의평가 점수가 연간 평균 3.5 미만인 경우 승급에 제한
∙최근 3년간 전체 승급탈락자 중 약 15%가 강의평가결과로 인해 제한

(3.5 미만 제한 적용)

시간강사
∙다음 학기 강의 배정 제한(3.5 미만 제한 적용)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평가 3.92로 기준점수 3.5 상회

교육성과가 반영되는 선진적 교수업적평가제 운영

1995년 국내대학 최초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교수의 3대 기본 책무인 교육,

연구, 봉사 활동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국내대학 최초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

교수업적평가결과를 승진, 계약임용, 연봉산정 등에 활용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교수진의 역량 배양을 위한 실질적 지원 도구로 활용【첨부 6-26】참조

<표 2-71> 우리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제도 발전과정

구  분
도입단계 정착단계 개선단계

(1995~1997) (1998~2006) (2007~현재)

키워드
∙업적평가 제도화를 통한 

평가 실시 및 급여 반영
∙호봉제 전면 폐지 및 

연봉제 도입
∙교육영역 의무사항 성취여부 평가 및 

교육과 연구의 분리

업  적
평  가
제  도

∙교육, 연구, 봉사 3대 
기본책무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호봉표 적용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신속, 정확, 객관적인 
평가 관리

∙기초연봉 + 성과연봉의 
개념 도입

∙등급별 차등금액을 
성과연봉에 
산입(1999년도)

∙교육의무(책임시수, 강의평가, 
수업계획서, 강의노트 등)의 심사를 
통해 연봉(승급) 확정

∙교육 평가비중의 상향 조정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성과급 지급 

단과대학 자율권 부여  
∙교육과 연구영역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으로 교육성과 비중 제고

성과급 
지  급 
제  도

∙3개 평가영역(교육, 연구, 봉사)의 총합에 의한 
서열화 방식

2007~2008 2009~현재

∙단과대학별 자율권 
부여로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성과급 
지급 시행

∙실질적인 인센 
티브 지급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분리 시행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수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승진 및 재계약임용, 급여 책정을 위한 

승급 및 성과승격의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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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승급ʼ 제도 및 단대별 자율 지표 설정권 부여를 통한 교육영역 평가 강화

—2008년부터 교육 영역 핵심사항(책임시수 충족, 강의평가점수, 수업계획서 사전공개, 강의

노트 공개)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승급 제도 시행 

—교육성과가 연구성과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단과대학별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표 2-72>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영역 평가 비중 확대 현황

구    분
도입단계 정착단계 개선단계

(1995~1997) (1998~2006) (2007~현재)

평  가
항목수

∙5개 항목
(강의시간, 강의평가, 
학생지도실적, 석･박사 
배출실적)

∙8개 항목

(기존 5개 항목 외 

대단위강의, 새로운 교과목 
개발, 교재발간 항목 추가)

∙16개 항목

(기존 8개 항목 외 영어강의, 

강의노트공개, 교과목 포트 
폴리오, 학생상담, 취업지도, 

인턴십지도, 교육인프라개선, 

교육부분 특별기여 항목 추가)

평가 점수
∙교육영역- 250점(12.3%)
∙연구영역-1,555점(76.4%)
∙봉사영역- 230점(11.3%)

∙교육영역- 450점(28.0%)

∙연구영역- 960점(59.6%)

∙봉사영역- 200점(12.4%)

∙교육영역- 730점(35.8%)

∙연구영역- 940점(46.1%)

∙봉사영역- 370점(18.1%)

강의자료 및 강의 공개

이클래스를 통한 강의노트 100% 공개 및 자동녹화강의 콘텐츠 공개

—전 개설교과목에 대해 홈페이지 이클래스에 강의노트를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수시로 수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강의노트 공개 여부를 교수업적평가 승급에 반영【첨부 2-68】참조

—자동녹화강의 공개를 통한 교수자의 수업을 녹화, 모니터링

<표 2-73> 자동녹화강의실 및 강의콘텐츠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자동녹화강의실 수 10  20  21

강의콘텐츠수 16 411 380

*2008학년도 2학기 첫 시행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생적 환류 체계 구축【첨부 2-69】참조

교과목 강의품질개선서(CQI) 운영을 통한 수업 및 학습성과 질 제고

—인증제를 실시하는 단과대학의 경우 강의 목표 및 학습성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로 교과목에

대한 강의품질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를 교 강사가 대학행정정보

시스템(AIMS2)을 통해 의무적으로 작성

<표 2-74> CQI 작성 건수

구    분 2008 2009 2010

CQI 작성건수 1,179 1,16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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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강사, 학생,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강의품질개선회의, 교수자의 

동료 피드백과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 도출, 반영 

좋은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독창적 질 관리 

단과대학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2006년부터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학부교육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총장과 학장 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를 평가한 후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지급

—성과지표 : 대학본부의 핵심성과지표(KPI) + 단과대학의 특성화 전략 지표

교육우수교수 포상제도를 통한 우수교육사례 확산 및 교원인사 반영【첨부 2-70】참조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의 강의 및 교수법 개선, 교육혁신사례 등 교원의 교육 성과에 대한 

전반적 심사를 통하여 교육우수교수 포상

—교육우수교수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임 및 기타 교원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전파하도록 

촉진함으로서 우수모델 확산 노력

—2001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2010년 2학기 현재 총 67명의 교원에게 포상

(대상 수상자 300만원, 우수상 수상자 2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

<표 2-75> 교육우수교수 포상 실적

구    분 2007 이전 2008 2009 2010 계

전임교원 36 7 3 3 49

비전임교원 10 2 1 1 14

시간강사 1 1 1 1 4

계 47 10 5 5 67

신규교과목 개발 및 기존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재개발비 지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학부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하여 신규교과목 개발, 기존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교재 개발 등 교육과정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

—기존 교과목 100만원, 신규 교과목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표 2-76> 교재개발비 지원 실적 

구    분 2005학년도 이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계

지원교과목
현대인의 정신건강 

외 58 과목
생태사회과학 외 

9과목
즐거운 경제학 외 

6과목
물질의 근원 외 

17과목
94과목

지 원 금
(천원)

59,000 10,000 7,000 18,000 94,000

—2008년까지 교재개발비 지원, 2009년부터 전공에 적합한 교수법 연구 및 교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법 연구모임으로 운영 

영어강의 교재개발비 지원을 통한 영어강의 품질 관리

—2009년 이후 신임교원의 경우 영어강의를 연간 2과목 의무적으로 개설 

—1999년부터 영어강의를 위한 교재개발비를 지원

—영어강의개설비율은 2008년 전체강좌 대비 7.62%에서 2010년에는 17.56%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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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를 통한 조기 전력화 체제 구축

—임용계약서에 ʻ수업 분석 컨설팅ʼ, ʻ신임교원교수법 세미나ʼ 참석 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임용 후 1년 이내) 신임교원의 조기 전력화 도모

—신임교원 수업 분석 컨설팅을 통해 교수-학습 전문가의 조언 및 수강생의 피드백을 제공

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유도

교수—학습지원 체제 활용을 통한 교수 질 관리 제고

—지속적인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중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독려

교수활동(Teaching)에 대한 질관리 체계의 성과 및 한계

교수활동 질 관리 성과

1995년 국내대학 최초로 교수업적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전국 대학으로 확산

—교수업적평가결과를 승진 재계약임용 및 보수와 지원 등에 활용

—승진교수에 교육(강의)영역 반영 강화 

강의평가 국내 최초 도입 이후 평가 결과 전면공개 등 강의평가제도 선진화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수업의 질 제고

—강의평가 공개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One-stop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축

—강의평가 결과의 점진적 향상 추세

<표 2-77> 최근 3개년간 강의평가 점수 추이

연도/학기 강의평가점수(100점만점)

2008-1학기 80.2
2008-2학기 80.4
2009-1학기 80.0
2009-2학기 80.2
2010-1학기 80.6
2010-2학기 81.0

—강의평가 결과 3.5미만(5.0만점)인 시간강사에게는 강의 배정 제한

<표 2-78> 강의평가 3.5미만 시간강사 미배정 현황

2008-1학기 2009-1학기 2010-1학기
시간강사 담당반수 3.5미만 분반 시간강사 담당반수 3.5미만 분반 시간강사 담당반수 3.5미만 분반

397 38(9.5%) 339 25(7.3%) 334 20(5.9%)

강의평가결과의 교원인사 반영을 통한 실질적 시행

—연간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3.5 미만인 경우 승급에 제한을 두고, 승급탈락자에 대해 승진 

또한 제한하는 이중적 장치를 두어 시행 

<표 2-79> 최근 3년간 강의평가 3.5 미만 승급탈락자 현황

구    분 승급탈락자 3.5미만 승급 제한자 강의평가결과 제한 비율

2008 11 3 27.3

2009 11 1  9.1

2010 11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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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우수교수 포상제도를 통하여 교육의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 확산에 긍정적 기여

—시간강사 역시 포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강의의 23% 차지하는 시간 강사 담당 

교과목의 품질 제고 도모

교수활동의 질관리 한계 및 개선방향 

한    계 개선 방향 선진화 계획 

∙교육 성과가 교수업적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구 영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

∙현재 사용 중인 강의평가 도구는 
각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 보다는 ''참조'' 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및 역량 진단 도구의 
부재

∙강의품질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 
제도가 공학교육인증과목에 
한하여 실시됨

∙전반적인 교수-학습 품질에 대한 
형성적 측정 및 환류 미흡

∙승진대상 교수의 교육 역량에 
대한 타당한 평가방안 모색 후 
그 결과를 업적평가에 반영

∙강의평가 도구 개선을 통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교수역량에 대한 자가진단 및 
추수 지원 체제 확립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CQI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교적 
확산

∙학습자 중심 교수법 시도, 심층적 
학습 촉진 등의 여부 평가

∙교수역량 다면평가제 실시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개발

∙교수역량 진단도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교육과정 CQI 운영

∙학습경험설문 실시를 통한 
교수의 질 관리

학습활동(Learning)에 대한 질관리 체계 현황

아주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다산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 학습 관리,

기초교육 강화, 학업부진학생 지원, 엄정한 학사관리, 졸업인증제 운영

<그림 2-43> 학습활동 질관리 체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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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한 성적평가의 신뢰성 확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 전과목 상대평가 적용원칙

성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적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학사경고자 제적 강화 등 

엄격한 학사제도를 통하여 학습의 질 관리

<표 2-80>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규칙 근거

항    목 학    칙 주요 내용

상대평가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29조 1항 
∙전과목 상대 평가 원칙

평가방법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27조 1항,
제28조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 과제물부여, 
구술시험, 실험실습실시 등으로 시험 대체 가능

∙성적은 출결과 시험을 종합하여 평가함

성적부여등급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29조 1항 

구    분 평가비율

기본적용

A+~A0   0~30%
B+~B0   0~70%

(A,B 누적비율)
C+이하  30%이상

수강인원 20명미만, 
영어 및 실험실습과목, 

공동연구 및 공동
결과물 평가과목

A+~A0   0~40%
B+~B0   0~90%

(A,B 누적비율)
C+이하  10%이상

성적공시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30조 
∙교무처에 성적 제출 전 일정기간 게시

성적이의신청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30조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 

가능

재수강제한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4장 제14조 2항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이 본교 개설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허용
∙2007학번 이후부터 재수강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음

학점포기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제33조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하거나 과목 폐지 

시 학점포기 가능

학사경고제도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9장 제36조 
∙1999학년도부터 3회 연속 학사경고시 제적에서 3번째 

학사경고일 경우 제적으로 변경(학사경고제도 강화) 

조기경보시스템(Early Alert Program)을 통한 졸업생의 질 관리

어학졸업인증제를 통한 졸업의 질 제고

—2009학년도부터 모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졸업요건으로 요구

—TOEIC, TOEFL, TOEIC Speaking, OPIc 등 공인인증시험을 기준으로 함【첨부 2-71】참조

졸업이수요건 만족 여부 자가진단시스템 활용을 통한 졸업의 질 관리

—학생이 선택한 전공별로 ʻ예비졸업사정표ʼ 를 4학기 이상 이수자에게 제공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현 상태를 진단, 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졸업이수요건에 

대한 예방적 질 관리

—제1전공, 복수, 부전공 및 교직과정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첨부 2-72】참조

전공별로 특성화된 졸업 요건을 상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증 실시 전공의 경우 실습,

논문 등 다양한 졸업인증제 운영

공학교육인증의 경우 졸업인증 요건 미충족 시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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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부진학생 지원을 통한 학습의 질 관리

학사경고자 관리 : 학생상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한 학사경고자 상담 

기초과목 배치고사 결과 일정수준 미달 학생에게 보습 교육

—기초수학 등 기초단계의 기초과목 수강

—영어의 경우 고급영어와 영어로 구분하여 수강

외국인 학생, 장애인 학생 대상 멘토멘티 체결 등 특별케어시스템 운영 

자기주도학습 및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학습활동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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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열 기초과목(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 학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웹기반 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수업전후 문제풀이 의무화

글쓰기 교과목 이수 의무화 

—전체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글쓰기 수업이 일괄수강신청 졸업시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진로 설정 관련 정규 교과목 수강 의무화

—전체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온라인 강의인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진로설정+토익

강좌)이 일괄수강 신청되며 졸업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 수강 의무화

—전체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세미나(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 강의)를 의무적   

으로 이수해야 함 

졸업생 및 졸업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학부 교육 전반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교육과정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체, 연구소 등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졸업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첨부 2-73】참조

<표 2-81>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평가항목
2008 2009 2010

점수
대상별
평  균

점수
대상별
평  균

점수
대상별
평  균

재 학 생

교과과정 2.89

2.98

2.98

3.06

2.92

3.06교육활동 2.89 2.95 2.99

교수의 지도 3.15 3.24 3.29

졸 업 생

교과과정 3.34

3.26

3.46

3.35

3.48

3.37교육활동 3.08 3.10 3.13

교수의 지도 3.35 3.50 3.49

기    업

기초직무역량 3.47

3.63

3.92

3.95

3.89

3.93핵심역량 3.51 3.90 3.87

인성 3.92 4.03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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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Learning)에 대한 질 관리 체계 성과 및 한계

학습 활동 질 관리 성과

고강도의 보습체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

—이공계열 기초과목의 웹 과제 시스템 활용을 통해 학업성취도 및 학기별 평균평점에 있어서

상승세 유지

∙실제 학습 성취도 및 자기학습

시간 강화

∙웹과제 실시 이후 백분위환산

점수의 지속적 상승

(2008) 55.24점 (2010) 62.22점

<그림 2-44> 기초과목 웹과제 실시에 따른 연도별 성취도(평균평점)

—기초과목 및 영어 과목의 배치고사 시행 후, 이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기초

과목의 경우 총 12개 기초반(기초수학: 5반, 기초물리: 4반, 기초화학: 2반, 기초생물: 1반)

과 영어과목의 경우 총 6개의 연습반(영어1, 2 각 3반)을 운영중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회진출요건 충족

—어학졸업인증제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 교과목을 통해 공인영어성적을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 부여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와 코디네이터에 의한 분반강좌 과목운영의 총체적 관리를 통하여 

성적에 대한 신뢰성 및 학업성취도 제고

—학부과정의 A, B학점 비율이 2010년도 정보공시 기준으로 71.5%(교양과목 기준)로 주요 

대학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기초과목 및 분반강좌 정기시험 공동실시를 통하여 분반기준이 아니라 과목기준의 일관된 

목표 수준 도달

—재수강 제한 제도를 통하여 재수강 기회 제한, 학사경고 제적 요건 강화 

학습 활동 질 관리 한계 및 개선 방향

한    계 개선 방향 선진화 계획 

∙1~2학년 기간의 전공 진입 
과정에 대한 관리 미흡

∙영어, 기초수학 등 기초 학력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아주인재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 및 제도 미흡

∙졸업시험, 졸업논문 등 기 운영되는 

졸업인증요건이 최근 요구되는 
수행평가의 개념과 거리가 있음

∙학업부진자를 위한 보완적 

학습자료 구축 미흡

∙중도탈락의 징후를 보이는 
학습자를 조기 진단하여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 확보

∙아주인재가 보유해야 하는 

핵심역량 수준 진단 
∙성찰을 촉진하고 수행 향상을 

도모하는 학업성취 평가 방법론 

도입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공

∙학습주기에 따른 신입생 준비도, 
전공진입 준비도, 졸업 준비도 

평가 체제 구축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학습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강의자료 공개





1.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

아주대학교 89





1.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

아주대학교 89

1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

1-1.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목표 및 비전

비전

우리대학의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비전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ʻ다산형 인재̓란 우리대학의 발전 계획인 ̒아주비전 2023̓에 선언된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 이라는 비전과 ̒실사구시 인간존중 세계일가ʼ 라는 대학 이념을 반영하여 설계된 인재상임 

ʻ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의 선진화ʼ를 본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함으로써 본 

사업이 대학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비전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ʻ다산형 인재ʼ는 우리대학의 비전 및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인재상으로, 이의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 체제의 구축은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

<그림 3-1> 학부교육 선진화와 아주비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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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아주비전 2023과 학부교육 선진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

교육지원 및 평가 시스템 등 4개 부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교육영역별 목표

—교양교육 : 융복합 다산교양교육 실현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된 기초과학지식 및 감성적 문화의식을 갖추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교양교육 체계를 갖춤

—전공교육 : 산업수요지향적 융복합 교육체제 구현

∙학문적, 실용적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미래의 융복합 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교육 체계를 갖춤

—비교과교육 : 자기주도적 역량계발 체제 확립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과정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 

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비교과교육 체계를 갖춤

—교육지원 및 평가시스템 : 교육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실제 교육현장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학생 선발 체제, 효과적인 

학생지도 체제, 맞춤형 교육/학습 지원 체제, 지속적인 질관리 체제를 갖춤

학부교육 선진화 논리모델

아주비전 2023에서 제시한 대학 교육 개혁 방안에 근거하여 ʻ다산형 인재 양성ʼ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추진/논리모델 수립

<그림 3-2> 학부교육 선진화 추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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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학부교육 선진화 논리모델

영  역
아주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가치 창출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교양
교육

∙다산기초교육연구소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기초과학 보충･심화반 ∙교과목 간 융복합 
연계(AFL-AAFL)∙글로벌 교양 트랙 
프로그램

∙기초교양교육 기획, 
연구, 평가∙신입생 평가 및 
수준별 어학교육∙신입생 평가 및 
수준별 과학교육∙교과목 융복합 연계 설계∙외국학생 교과목개발

∙기초교양교육의 성과 
지표 제시∙각종 의사소통 지표 
향상∙기초과학 절대수준 통계∙AFL 교과목 수∙외국학생을 위한 
교과목 수

∙4대 핵심역량 제고∙전공진입능력 향상∙모범적 융복합 교양 
과정 구현∙다산 교양확산

전  공
교  육

∙융복합교육센터∙지역 산업체와의 
교육협력 체제∙혁신적 전공수업 방식∙글로벌커리큘럼

∙다양한 융복합 트랙/ 
전공/강좌 신설∙지역 산업체와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산업체와의 인적, 
물적 교류∙PBL+TBL강좌 운영 ∙해외대학 원격 공동 
강의 시행∙해외하계대학 
프로그램 운영∙글로벌 IT 집중과정 운영∙전공영어강의 확대

∙관련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관련 프로그램 만족도∙관련 강좌 수∙산업체 현장 인력 
교육 참여도∙해외대학 공동강좌 수∙전공영어강의 수강생 수

∙융복합 인재양성∙신융합 학문 창조∙아주교육 브랜드화∙산학연계 체제 강화∙취업률 제고∙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한 소통능력 기회 
확대∙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비교과 
교  육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非경영대학생 대상ʻMini MBAʼ∙소학회, 프로젝트팀 등
학부생 학술활동 지원 
제도∙사회봉사활동, 동아리
등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직무적성검사, 직무 
아카데미 등 취업력 
강화 프로그램∙비교과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비교과 평가체계

∙1대1 커리어코칭 진행∙非경영대학생 대상ʻMini MBAʼ과정 운영∙소학회, 프로젝트팀 등
학부생 학술활동 지원∙사회봉사활동, 동아리
지원제도 개선∙글로벌 프론티어 팀 
선발 등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취업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 학생수와
비율∙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프로그램 만족도∙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소학회, 동아리, 봉사단
가입학생수∙외부경진대회 입상수∙공인영어점수∙취업률

∙자기관리역량 함양∙취업률 향상 및 
취업의 질적개선∙융복합 인재 양성∙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공동체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  육
지  원

및

평  가 
시스템

∙입학전형방법 개발∙입학생 추수지도제도 
기초교육대학, 대학 
교육혁신원, 종합인력 
개발원 간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교수/학생 역량 진단 
도구 개발∙e-포트폴리오 시스템  ∙스마트러닝 환경구축∙학습 및 강의 설문 
도구∙전 교육과정 CQI 체제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모집단위 특성과 전형의 
연계∙입학생 멘토 프로그램 
운영∙전공연계 기초교육 
과정 개발∙전공 융복합화 지원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계열화∙역량진단프로그램 실시 ∙e-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학습자료 관리∙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학습/강의 설문조사 실시∙CQI 보고서 작성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비율∙입학생의 추수교육 
참여율∙전공연계 기초과목 수∙전공 융복합화 사례 수∙프로그램 참여율∙프로그램 만족도∙신규 콘텐츠 수∙강의평가 점수  ∙CQI 보고서 건수∙융합교육과정 수

∙잠재능력 우수학생 
선발∙입학전형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대학생활 만족도 증가∙교수/학습 역량 강화 ∙혁신적인 교수/학습 
모델 확산∙학습자 중심 교수- 
학습의 질 제고

* AFL(Ajou Flagship Lecture), AAFL(Advanced AFL),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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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재상,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과의 관계

교육목표, 인재상과 학부선진화 계획과의 연계성

우리대학은 학부교육 선진화 모델의 목표 인재상을 설정함에 있어, 대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선정하고, 다산의 이미지를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재설계한 ʻ융복합사고 역량을 갖추고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창조인ʼ이라는 

인재상을 도출하고 이를 다산형 인재라 명명함

이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4대 핵심역량과 본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의 모든 세부 목표 및

추진 계획은 내용적으로 일관된 정합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

우리대학의 ʻ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ʼ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으로 발전하고 하는 ʻ아주교육ʼ의 실현 도정(道程)에 있음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과의 연계성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계획은 2003년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 ʻ아주비전 2023ʼ의 4대 실천 

전략과 연계하여 설계함으로써 본 사업의 추진이 아주비전 2023의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 3-3> 대학발전계획과 선진화계획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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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비전 실현 역량

실사구시의 실용적 대학이념을 추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우리대학 교육에 반영하고 있음

모범적 학생선발 제도를 통하여 잠재력이 높은 신입생을 선발해옴

경쟁력이 높은 이공계열 연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기초 인문교육을 실시함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옴

미디어학부, e-비즈니스학부, 금융공학부, 문화콘텐츠학 전공 등을 신설하여 융복합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Bk21 에너지융합시스템 사업단과 나노메디션 사업단의 융합학문 운영

선진화 모델의 독창성과 수월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

—우리대학은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전문 기술자 양성에서 융복합 전문가로 인재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인문, 과학, 예술 분야를 융합한 실사구시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인재상의 모범으로 삼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시대변화와 무관하게 추구되어야 할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구체화함

—융복합 교육을 전공뿐 아니라 교양 교과목 전반에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전공과 사회진출 후 

융복합 능력의 토대를 마련

기초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교육 체제

—실용적인 전문인 교육에서 다산 융복합 전문인으로 교육과정을 전환해야 하는 대학에 적합한 

모델

—융복합 교육과정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추진과 확산의

싱크탱크로 활용

∙기초교육대학 부설 다산기초교육연구소

∙대학교육혁신원 부설 융복합교육센터와 산학연센터

—융복합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는 교수협력체제(융복합교육센터)를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교수들의

융복합 능력 자체를 제고함으로써 열의와 혼이 있는 교육과정을 창출

—융복합학부를 두어 융합 교육과정을 검토/신설/폐지/운영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교육 인센티브제 확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교육 부분의 업적급을 강화하여 연구 부분에 상응하는 규모로 확대하

여 실질적으로 교육 부문의 기여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

—교수 평가 지표에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 외에 동료자 평가(Peer Review)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시 대학교육혁신원 산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는 교수법(Teaching

Qualifying School) 상담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거나 승진을 제한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확보하도록 교육 평가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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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극복 방향

학부교육의 현황

<표 3-2> 학부교육의 현황

구  분 학부교육의 현황

교육
과정

교양교육

∙신입생 교육 및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대학 설립
∙의사소통센터 운영을 통한 글쓰기, 영어 등 의사소통능력 향상
∙보습교육 실시: 웹기반 문제풀이, 자동녹화강의, 기초과학 보습교육 등
∙신입생 대상 영어, 기초과학 배치고사를 통하여 수준별 교육 시행

전공교육

∙1996년 학부제 전면 도입을 통해 융복합 학문분야 개발 기반 마련
∙학문간 무경계 실현 :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기회 무제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삼성정보통신 트랙, GM대우 트랙, LG전자 

트랙 등
∙전공심화과정 이수 의무화, 진로트랙별 교육과정 제공

비교과과정

∙맞춤형 커리어로드맵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계발 강화
∙종합인력개발원(2006년 설립)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로상담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범기관
∙전 신입생 진로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의무화

교육
지원 

시스템

학생선발

∙입학사정관제 시행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전형제도 운영: 의학과학영재전형, 경기도우수인재전형, 러프다이아몬드 

전형, 커리어로드맵전형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전담 조직의 편제 및 제규정 완비
∙지도교수제도, 전공 TA, 학생상담지원 부속기구 설치

교수학습 
지원체계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2001년 사이버교육센터 설립
  -2003년 총장직속기구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2006년 대학교육혁신원으로 확대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이러닝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고, 추진력 강화를 위해 교무처장이 원장 겸임
∙자동녹화강의, 화상강의시스템, LMS 등 인프라 구축 완료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확대
  -교수법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4.3점
  -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실적 : 7건(2007년) ⇥ 38건(2009년) 

교육의 질
관리 체계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교수 업적평가제도를 전면 도입
  - 교수업적평가에 교육영역 반영비율 확대
∙2010년부터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 학생에게 전면 공개 
  -2010년 학생 참여율 91% 
∙대학교육혁신원 내 교육평가인증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2006년)
  -공학교육 전 과정 본인증 획득, 경영학교육 예비인증, 간호학교육 인증, 

건축학교육 인증 획득
  -비인증 전공 대상 자체인증 정책연구 수행
∙졸업생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 교수에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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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선진화 방안

<표 3-3> 학부교육의 영역별 한계와 선진화 사업 방안

구  분 영  역 한    계 해결 선진화 사업

교육
과정

교양교육

∙교양교육의 장기적 일관성 부족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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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학부 설립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해외대학 공동강좌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 개설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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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자발적 참여 부족
∙비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확대

교육
지원

시스템

학생선발
시스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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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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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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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선진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선진화 사업의 비전은 ʻ다산형 인재ʼ를 양성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함

우리대학의 선진화 사업은 2008년 ʻ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을 비전으로 

선포한 아주비전 2023 및 그 발전계획과 유기적 연계성이 있음

지속적인 성과지표 점검 결과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교육선진화 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정도

2007년도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시행

—교육여건 진단 및 교육강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2008,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시 적극 반영

—정책 연구 결과 발표(2008.2)를 통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교육강화방안에 대한 공감 

학부 교육 선진화 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보직교수 세미나 2009.8, 직원 연수 2009.6

—학부교육선진화TF 구성 (2010.7~2011.2): 단과대학별 1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 교과부 및 2010 학부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관계자 

초청 강연을 통하여 학부선진화모델에 대한 사례연구

2010년도 학부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실시 

—학부나 전공사업단위로 정책연구비 지원, 총 19개의 정책연구결과 도출

—정책연구 결과의 적절성과 확산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내 심사위원과 타

대학의 교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우수 결과를 선정

—정책연구 결과를 우리대학의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에 반영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방향 공청회를 통하여 학부교육 및 학생선발선진화에 대한 방안 모색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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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사업 추진 의지

—우리대학의 안재환 총장은 2011년 2월 10일 취임사에서 ̒복합교육 및 연구집단 육성ʼ을 대

학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

—동년 3월 2일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문학적 즐거움의 향유, 예술에 대한 이해, 철

학적 성찰, 소통 능력의 함양 등을 강조

—따라서 총장의 대학발전 전략과 교육철학은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선진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함

<그림 3-4> 안재환 신임총장을 비롯한 역대총장의 학부교육 선진화 의지

1-2. 성과 확산 및 지속 방안

선진화 모델의 확산계획

선도모델의 공유 및 타 대학으로의 확산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대학은 융복합 선도대학으로서 선진화된 조직, 제도를 완비하고,

사업체와 졸업생이 중심되는 ʻ융합교육자문위원회ʼ를 통해 외부평가 후, 타 대학 학부교육 

선진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선도 모델의 주요 공유, 확산 내용

—교양교육 : 교육내용, 혁신체계, 관리체계, 환류체계,

—전공교육 : 융복합트랙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글로벌커리큘럼, 혁신체계, 관리체계, 환류체계

—사업지원조직 : 학부교육 선진화 추진위원회,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본부, 대학교육자문 

위원회,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센터, 비교과평가인증센터

ʻ학부교육 선진화 추진위원회ʼ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선도모델 확산을 위한 기구로 재편성

—우리대학 학부선진화사업 선도 모델 성공 사례를 자문 및 강연, 자료 배포를 통하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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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리대학의 학부 선진화사업 선도모델

파급효과

우리대학은 이미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더욱 완성된 융복합 지향 교육과정의 확산모델을 확보할 것임

융복합 교육과정 및 수요지향적 교육과정 개설은 21세기 융복합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의 

많은 대학이 산업지향적 융복합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학교 내외적으로 평가되고 검증된 우리대학의 융복합교육과정은 융복합을 지향하는 대학의 

제반 실정에 맞게 새롭게 변형되어 확산될 것임

학부 선진화 사업 지속 방안

4차년도에 ̒학부선진화 사업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로 지속, 발전여부와 예산 투입을 포함한 ̒학부선진화 2단계 종합계획ʼ 수립

제도적 지원 방안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본부를 총장직속기구로 존속시키고, 본부장을 교무위원으로 임명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책임성 유지

추진본부의 자문기구로 학부교육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두어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조율 하도록 함

선진화사업을 위해 설치한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센터, 비교과교육지원 

센터를 존속 시켜 사업의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선진화사업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기반 강화

행정적 지원 방안

학장과 처장을 학부교육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대학의 기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재정적 지원 방안

사업추진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교비 추가 투입을 통하여 사업 지속성 유지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교비예산을 확보하여 인센티브 지원

산학융복합 교육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부터 모금된 발전기금을 선진화 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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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계획

2-1. 교양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아주대학교 다산(茶山)형 인재에 부합하는 융복합 다산(茶山)교양교육 실현

다산교양교육이란?

인문, 이공,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한 실사구시 지식인 다산정약용을 표상으로

삼아, 융복합과 실천적 창의성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방법 개발 및 구현

보충 일반 심화로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학제간 연계가 강화된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전용 교양 교과목 트랙 구축

<표 3-4> 목표설정 배경

현    황 문 제 점 개선방안

∙의사소통센터를 중심으로 글쓰기, 
토론 등의 교과목 운영

∙보습체제로 강화된 기초과학 
교육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운영
∙외국학생 전용 교양과정 부재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부족

∙기초과학  필요
∙융복합 사고 능력 교육의 부족
∙중단기 외국유학생 수학능력 

약화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Power Co)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Power BSM)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AFL-AAFL, SIC)

∙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필요성

우리 대학은 의사소통센터를 설립하여 다수의 영어 원어민 특임교수, 글쓰기 특임교수를 

임용하여 큰 성과를 얻었으나 고급,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준별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토론, 동서고전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습체제로 강화된 현재의 기초과학교육은 인문계 학생의 이공계 지원 및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튜터제로 강화된 수준별 기초과학교육이 필요

아주비전 2023에 강조된 ̒융복합적 사고능력ʼ 을 혁신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교양과목 간의 연계와 

소통구조가 필요하며, 학생주도 교과목을 통해 창의적 융복합 교육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점증하는 외국학생들의 빠른 대학생활 정착, 외국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강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학생을 위한 교양교육 트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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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추진체계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선진화 사업은 대학교육이념 및 목표로부터 도출된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그림 3-6> 교양교육과정 선진화 사업과 인재상

교양교육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입체계, 운영확산체계, 평가개선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환류체계를 완성

기초교육대학 소속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의사소통센터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개발도입체계, 운영확산체계, 평가개선체계를 구축

<그림 3-7> 교양교육 선진화 총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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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Power Co(Communication))

심화 글쓰기

—교양과목과 연계된 심화 글쓰기 강의를 개설하여 전문지식에 관련된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목표로 함

—심화 글쓰기 수업을 전담할 특임교수 확보 

—현행 글쓰기 TA제도를 튜터제로 확대 발전 시행

수준별 특화 영어

—현지 적응형 수준별 특화 영어교육을 실시해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화 영어 전담 원어민 특임교수 확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양영어 체제에 특수목적영어(ESP :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를 

추가(ESP과정의 예: 스크린영어, 인터넷영어, 전공기초영어, 직업영어)

수준별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집중 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중국어, 일본어 전공 특임교수 확보

—비정규활동(외국유학생과의 모임) 및 어학연수, 교환학생 중장기유학 활성화

아주고전

—현재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동서양 고전교육을 확대

—아주고전을 전담할 특임교수 확보

—ʻ아주고전 100선ʼ을 발췌, 해제, 문제은행 구축

—CBT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공진입평가에 반영

Ajou Debate

—정규교과 ʻ현대사회의 윤리ʼ와 연계, 시범 운영되고 있는 ʻAjou Debateʼ를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 글쓰기 능력, 자료수집 및 평가 등 종합적 사고 능력 제고를 목표로 확대

—온라인 토론 사이트 구축, 학내 토론 커뮤니티 구성, 토론대회 실시

수준별 기초과학교육(Power BSM/Basic Science & Mathematics

—신입생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수강생의 기초과학 수준에 맞추어 보충(튜터제) 일반 심화로 

세분화된 기초과학 교육을 실시

—각 전공이 요구하는 전공진입평가를 위해 예비평가를 실시

<그림 3-8> 수학 수준별 기초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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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양 트랙 구축

외국인 학생이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교양부터 전공까지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교양영어 전용 트랙

초기에는 외국인 위주로 출발한 후 점차 내국인의 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 50:50 수준으로 올림

글로벌 교양 트랙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영어강의 가능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글로벌 IT, 글로벌 경영 등 전공 트랙과의 연계

—외국인 학부 학생의 대학원 진학 유도를 통한 대학원 활성화

융복합 교양과정의 구성과 운영

AFL(Ajou Flagship Lecture/100단위)

—AFL은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융복합 교양강의로 전공교수의 교양강의 참여율과 교양강의 

질의 획기적 제고를 목표로 함(예 : 기계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건축이란 무엇인가)

—AFL 과목별로 다산기초교육연구소 내에 관련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AFL 개발팀 설치

—AFL은 100단위 대형강의이며, 전공조교가 수업진행과 성적관리를 보조

—AFL은 영상으로 기록하고 외부공개와 함께 대학에 영구 보관

AAFL(Advanced AFL) 강의(200단위)

—AFL을 선수과목으로 하는 40명 이하의 고강도 융복합 교양강의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력 제고를 목표로 함

—ʻ아주고전ʼ 에 포함된 문헌 중 일부를 참고도서로 요구, 수강생은 CBT를 통해 인증 제시

—논문형 기말보고서를 요구하여 심화 글쓰기 능력 향상

<그림 3-9> AFL과 AAFL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의 예

학생주도 교과목 도입(Student Initiated Course/200단위)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스스로 기획하고, 교수들이 지원하는 강의로 학생들의 실천적 창

의성 양성을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ʻ팀프로젝트ʼ로 운용

(예: 가상 타블로이드판 <화성순보> 1792년 ○월 ○일 정치 경제 사회면 편집)

문화 예술 강의 도입 

—예술가를 초빙하여 예술교육(드로잉, 디자인, 사진, 연주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창의력 제고를 목표로 함

—국내외 주요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문화유산, 예술행사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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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 선진화 계획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 체제 강화

—기초교육대학을 강화하여 교양교육선진화 사업의 추진 체제로서 학부대학 기능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교수의 중복배속 교수제 대폭 확대

—신입생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업적 평가시 교육부분 대폭 반영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신설

—융복합 교양교육 실현을 지원하는 연구소로 교양교육 혁신을 목표로 신설

—다산교양교육의 제반 프로그램에 관한, 기획, 정책, 연구, 평가 업무를 수행

—모든 교양교육 사업의 기록 및 평가

—융복합 교양교육 개발을 전담하는 전임연구원 임용

—학습동기 및 열정 제고를 위해 경시대회, 경연대회 등 시상제도의 수립

나. 주요 추진 계획

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1차년도
(ʼ11.5

~
ʼ12.2)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전담교원(강의교수)확보
∙글쓰기 튜터제 강화
∙글쓰기 심화 강의 개발 및 시범실시
∙아주고전 프로그램 연구 개발
∙Ajou Debate 프로그램 연구 개발
∙수준별 특화영어 교육과정 연구 개발
∙수준별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외국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소통교육 시스템구축 준비

∙의사소통 관련 
강의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

∙개설된 심화강의 
수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개발건수

443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튜터 확보 및 교육
∙수준별 기초과학교육 시스템구축 준비 

∙기초과학 보충반, 
심화반 개설 수

110

글로벌
교양 트랙

∙글로벌 교양 트랙 전담교원 임용
∙글로벌 교양 트랙 교과목 수요 조사
∙글로벌 교양 트랙 시범 강의 실시
∙글로벌 교양 트랙 개발 연구
∙글로벌 교양 트랙 시스템구축 준비 

∙글로벌 교양 
트랙 전담교원 
수

∙글로벌 교양 
교과목 수

10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다산교양교육 개정안 확정 및 학칙 개정 연구
∙다산교양교육 전산체제(AIMS2) 준비
∙AFL/AAFL 교과목 개발 및 지원체제 수립
∙학생주도개설강의(SIC) 수요조사 및 체제 확정
∙예술실기강의 수요조사 및 지원체제 수립
∙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행사와 연계 체제 수립

∙참여 교수 수
∙AFL/AAFL 과목 

개발 건수
∙SIC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만족도

44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 체제정비
∙茶山기초교육연구소 설립 및 공간,인력 확보
∙교수업적평가전산시스템 개발
∙다산교양교육 전산개발 및 CBT-LAB 구축
∙기초교육대학 전용강의실 추가 확보 
∙기초교육대학 전용강의실 장비 및 집기류 확보
∙전용강의실 공간 리모델링 추진
∙기초교육대학 인력 추가 확보

∙기초교육대학
전담교원 수

268

소 계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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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2차년도
(ʼ12.3

~
ʼ13.2)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전담교원 추가 확보∙글쓰기 튜터제 강화∙심화글쓰기 100% 실시∙아주고전 강좌 50% 실시∙아주고전 CBT-LAB 가동∙Ajou Debate 교과 연계 50% 실시∙수준별 특화영어 50% 실시∙수준별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교육 실시∙외부평가 및 개선

∙의사소통 관련 
강의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개설된 심화강의 수∙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만족도

300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기초과학 보충반 및 심화반 운영∙전공진입평가 기준 설정 및 공개

∙기초과학 보충반 및 
심화반 수 100

글로벌
교양 트랙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임용∙글로벌 교양 교과목 50% 실시∙글로벌 교양 트랙 강의 평가 및 개선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수∙글로벌 교양 교과목 수

100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다산교양교육 전산체제(AIMS2) 실행∙다산교양교육 종합평가 체제 준비∙AFL 대상 과목 40%, AAFL 강의 50% 실시, 
수업조교 12명 확보∙AFL-AAFL 강의 (외부)평가 및 개선∙학생주도개설강의 25%, 예술실기강의 25% 실시∙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행사와 연계 학습 실행 50%

∙AFL 개설비율∙AAFL의 개설 비율∙SIC 교과목 수∙프로그램 수∙프로그램 만족도

80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 조직 개편∙다산기초교육연구소 전공진입평가 준비
∙기초교육대학

전임교원 수
80

소 계 660

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3차년도
(ʼ13.3

~
ʼ14.2)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전담교원 확보∙아주고전 75% 실시∙Ajou Debate 교과 연계 75% 실시∙수준별 특화영어 100% 실시∙수준별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교육 100% 실시

∙의사소통 관련 강의 
전임교원 담당비율∙프로그램 수∙프로그램 만족도∙고전 CBT참여자수∙Ajou Debate발제수

400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기초과학 보충반 및 심화반 확대 운영∙전공진입평가 예비실시

∙기초과학 보충반 및 
심화반 수∙전공진입평가 합격율

100

글로벌
교양 트랙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임용∙글로벌 교양 교과목 80% 실시∙글로벌 교양 트랙 한국학생 20% 참여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수∙글로벌 교양 교과목 수∙글로벌 교양 교과목 
만족도

150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다산교양교육 전면 실시 및 종합평가∙다산교양교육 전산시스템(AIMS2) 완비∙AFL 80%, AAFL 75% 실시, AFL 수업조교 24명 임용∙AFL 지원체제 실행, 기록 및 강의공개∙AFL-AAFL강의 융복합 효과 측정∙AFL-AAFL강의 평가 및 개선∙학생주도개설강의 75%, 예술실기강의 75% 실시∙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행사와 연계 학습 실행 75%

∙AFL 개설비율∙AAFL의 개설 비율∙SIC 교과목 수∙프로그램 수∙프로그램 만족도

82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을 학부대학 기능 부여∙다산기초교육연구소 전공진입평가 실시, 개선

∙의사소통 개선 지표∙기초과학 개선 지표∙융복합 교양 만족도
80

소 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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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요내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4차년도
(ʼ14.3

~
ʼ15.2)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전담교원 확보∙의사소통센터 확산모델 외부평가 및 구축∙아주고전 100% 실시∙Ajou Debate 교과 연계 100% 실시∙전 외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의사소통 관련 강의 
전임교원 담당비율∙프로그램 수∙프로그램 만족도

350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기초과학 보충․심화반 100% 실행∙기초과학 전공진입평가 평가 및 개선

∙기초과학 보충반 및 
심화반 수∙전공진입평가 합격율

100

글로벌 
교양 트랙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100% 임용, 교과목 
100% 실시∙글로벌 교양 트랙 평가 및 확산모델 구축

글로벌 교양 트랙 
전임교원, 교과목 수∙글로벌 교양 트랙 
만족도

200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AFL, AAFL 대상과목 100% 실시∙AFL/AAFL강의 융복합 확산모델 외부평가 및 구축∙학생주도개설강의 100%, 예술실기강의 100% 실시, 
AFL 수업조교 30명∙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행사와 연계 학습 실행 100%∙SIC　확산모델 외부평가 및 구축

∙AFL 개설비율∙AAFL의 개설 비율∙SIC 교과목 수∙프로그램 수∙프로그램 만족도

82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 학부대학 확산모델 구축∙기초교육연구소 확산모델 외부평가 및 구축
∙학부 선진화 계획 

외부평가
80

소 계 812
합 계 3,152

다. 세부 추진 내용

1차년도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교육

—심화 의사소통교육을 위해 교수요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설계 및 시범 실시

∙심화 글쓰기 강의 개발 및 시범실시

∙의사소통교육 전담교원 확충

∙글쓰기 튜터제 강화

—Ajou Debate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웹기반 토론사이트 구축

—현지적응형 외국어교육

∙특화영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제학부와 협조하여 지역학 내용 포함한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교육 설계

—아주고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통적 고전(아주고전Ⅰ)과 현대의 고전(아주고전Ⅱ)을 선정

∙아주고전 실행을 위한 전산체제 준비 및 CBT-LAB 구축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설준비

—수준별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대학원생 중에서 능력 있는 튜터 확보 및 튜터 교육

—과목별 총괄교수를 임명하고 책임 하에 수준별 교육(심화반, 보충반) 내용 수립

글로벌 교양 트랙

—외국인 전담교수 2명 임용



Ⅲ.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106 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교양 트랙 연구

—글로벌 교양 트랙과 글로벌 IT, 글로벌 경영 등 전공 트랙과의 연계성 연구

—글로벌 교양 트랙 전담 외국인 교수 채용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혁신

—다산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다산교양교육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 관련 규정 정비

∙기존 교양강의의 재분류 및 융복합 교양강의 개설기준 확정

∙다산교양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다산교양교육을 학교 전산체제인 AIMS2에 구현하기 위한 준비작업 착수

—AFL-AAFL 강의 개발 및 개설 준비

∙AFL-AAFL 과목 개발 팀 조직

∙AFL-AAFL 과목 지원을 위한 조교 교육 및 영상기록/강의공개 체제 구축

∙AFL과 AAFL의 연계를 위해 ʻ융복합교양 교수협력체제(융합교육센터의 기능)ʼ를 구축하고,

융복합효과 측정지표 준비

∙AFL-AAFL 융복합 주임교수 임명

∙심화강의 정량적 수요예측

AFL : 100 × 30반 = 3,000

AAFL : 40 × 70반 = 2,800

—학생주도 교과목(SIC) 개발

∙학생주도개설강의 수요조사 및 체제 확정

∙예술실기 강의의 수요조사 및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박물관, 미술관, 예술행사의 경우 기관실무자들과 협력체제 구축

∙다산기초교육연구소에서 시범 ʻ팀프로젝트 강의ʼ 설계 및 운영방법 제시

∙5개의 SIC 시범실시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에 각 단과대학의 전공교수를 중복배속교수로 확보

—기초교육대학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에서 교육부분을 대폭 반영하는 제도 연구

—다산기초교육연구소 발족 및 연구인력 확보

—다산교양교육 사업 기획 및 평가 계획 수립

2∼4차년도

다양한 의사소통교육

—심화 의사소통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우리대학 규모에 맞는 최적의 양적, 질적 강의 수준 확보

—Ajou Debate는 단계적으로 교과/비교과 영역과의 연계를 확장하고 시상 실시

—학생만족도와 고급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측정하고 의사소통 경연대회 개최

—4차년도에 중형대학 의사소통센터 확산모델 구축

—현지적응형 외국어교육 실시

∙특화영어 강좌 2차년도 50%, 3차년도 100%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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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적응형 제2외국어교육 2차년도 시범 실시, 3차년도 100% 실시

∙매년 관련 외국어프로그램 평가, 개선 및 모델 확산

—아주고전 강좌 실시, 평가, 인증제도 도입

∙단계적으로 선정문헌을 CBT 가능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실시

∙문헌별 적합성 평가와 참고문헌 인증제도 실시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과정 단계별 시행, 평가, 확산

∙2차년도 25%, 3차년도 50%, 4차년도 100% 실시하며, 단계별로 평가와 개선을 하고, 4차

년도에 확산모델 구축

∙전공진입평가에서 교육성과 재확인

글로벌 교양 트랙

—외국인 전담교원 단계적으로 총 10명 임용(2차년도: 5명, 3차년도: 8명, 4차년도: 10명)

—글로벌 교양 트랙을 전담할 외국인 교수를 단계별로 10명까지 채용

—글로벌 교양 트랙에 내국인 학생 참여 유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교양 트랙의 확대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을 50:50 수준으로 유지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혁신

—다산교양교육과정 시행, 평가, 확산

∙2차년도에는 단계별 실행과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다산교양교육 종합평가체제를 

준비하고 교양교육 선진화 프로그램을 아주대학교 전산체제(AIMS2)에 통합 시작

∙3차년도에는 실시 확대, 평가 및 개선작업

∙4차년도에는 최종 내 외부평가 및 확산모델 구축

—AFL-AAFL 강의 시행, 평가, 확산

∙2차년도에는 AFL의 50%(15개반) 실시를 목표로 조교 사전임용과 교육

∙3차년도까지는 AFL과 AAFL 강의의 질 및 융복합 연계성 확보

∙4차년도에는 AFL과 AAFL 강의가 전면 실시되어 ̒인문, 이공, 예술학ʼ 간의 연계를 통한 

융합교양의 성과를 내 외적으로 평가하고 확산모델 구축

—자기주도 교과목 실시와 확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주도 교과목 개발ʼ 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

∙학생만족도 측정과 함께 시상제도 확대

∙4차년도에 실천적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의 내 외부 평가와 확산모델 구축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은 중복배속교수제를 확대하고, 교육중심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학부대학 

체제를 확립함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다산교양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적 평가

∙전공진입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전공진입 탈락생 보습교육 계획 수립

∙대외학술활동을 통한 교양교육 선진화 모델 확산



Ⅲ.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108 아주대학교

기대 성과

단기성과

Power Co와 Power BSM을 실행하여 전공교육선진화 사업의 기초를 확립

융복합 교양과정을 확립하여 AFL, AAFL 등과 같은 명품 교양강의들이 개발 운영되어 학생들의 

융복합 사고능력 향상

자기주도 교과목 실시의 결과로 학생주도교과목(SIC)과 문화 예술실기 강의가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열정을 불어넣고 실천적 창의성 제고

다양한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글쓰기, 토론 등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구현

현지적응형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교양교육 인프라는 융복합 다산교양교육의 구축 및 모델 확산의 제도적, 내용적 기초를 마련

중･장기성과

다산교양교육 실현으로 4대 핵심역량을 갖춘 다산형 인재 양성

다산교양교육을 브랜드화하여 중형대학 교양교육의 모델 제시

내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교양 트랙 실행으로 글로벌 역량 제고

파급효과

독창적인 융복합 교양교육과 전공교육과 연계 체계를 통해 대학교육의 선도적 모형 구축 및 확산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을 실현하여 창조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융복합 사회에 기여

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5>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심화글쓰기 강좌
∙튜터제도
∙Ajou Debate
∙현지적응형 

외국어교육 및 특화 
영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강좌

∙아주고전

∙전담교원 체제 운영
∙튜터교육
∙토론사이트 구축
∙특화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학부 지역학 

강의와 연계
∙CBT 운영 

∙심화글쓰기 강좌 수
∙튜터 수
∙Ajou Debate 

참여학생 수
∙특화영어 강좌 수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강좌 수
∙한국어교육 참여 학생 수
∙CBT 응시 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의사소통 역량 제고
∙Power Co 실행 및

확산

수준별
기초과학

교육

∙진단평가제
∙보충반, 심화반 운영
∙튜터제

∙진단평가 실시 ∙참여 튜터 수
∙보충반, 심화반 수
∙프로그램 만족도

∙전공 수학 능력 향상
∙Power BSM 실행 

및 확산

글로벌
교양트랙

∙외국유학생 대상 
영어 교양 강의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의 기획, 준비

∙전담교원 확보

∙글로벌 교양 강좌 수 
및 전임교원 수

∙트랙 참여 외국인 
학생 수

∙글로벌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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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AFL/AAFL 강의
∙학생주도 과목(SIC)
∙예술실기 강의
∙예술행사 관련 강의

∙AFL/AAFL 융복합교양 
교수협력체제 구축

∙팀프로젝트 강의 설계
∙예술실무자 

협력체제 구축

∙AFL/AAFL 강의 수
∙SIC 수
∙예술실기 강좌 수
∙예술 행사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융복합 전공에서의
수학능력 향상

∙명품 AFL: 다산교양
  교육의 브랜드화
∙실천적 창의능력 제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교양교육
인프라 구축

∙기초교육대학 
∙다산기초교육연구소

∙기초교육대학 개편
∙다산교양교육의 

기획 및 평가

∙교양교육의 
성과지표

∙다산교양교육의
정체성 방향성 정립

∙다산교양교육의
브랜드화

2-2.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산업수요지향의 창조적 융복합 인재 양성

트랙, 전공, 학부 단위의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산학연계 프로그램 신설 및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혁신적인 교수방식 구현을 통한 전공수업 방식의 개선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표 3-6> 목표설정 배경

현    황 문 제 점 개선방안

∙대학인재상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 방법 채택 적용

∙해외대학과의 연구 및 교육 교류 증대

∙융복합교육과정 체제의 탄력적 
개설 및 운영 필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제한된 
운영과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

∙일방적 강의 방식이 우세
∙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부족

∙전공 융복합트랙제를 실시하고 
융복합학부 설립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

∙전공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혁신
∙해외대학 공동강좌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프로그램 개설

필요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영역이나 과목들의 체계적인 연결을 통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현장지향적 직무역량의 제고를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전공수업방식의 적용이 요구됨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커리큘럼을 확대,

다양한 해외협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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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내용

가. 추진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추진체계

전공교육과정의 선진화는 우리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부합하는 21세기 ʻ다산형 인재ʼ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그림 3-10> 전공교육과정 선진화 사업과 인재상

전공교육과정 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입체계, 운영확산체계, 평가개선체계를 

환류체계로 완성

<그림 3-11> 전공교육 선진화 총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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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핵심기구는 기존의 대학교육혁신원이며, 전공교육 선진화 

개혁의 일환으로 융복합교육센터와 산학연센터를 개설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그림 3-12> 전공교육선진화 지원체계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전략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그림 3-13> 융복합 전공교육 선진화 체계

융복합교육센터 신설

—기존의 학과 전공 체제와 독립적인 융복합 트랙 전공 운영 주체기관으로 역할함

—중복배속교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융복합트랙 평가를 통한 존속,

폐지를 결정하며, 중복배속교수의 업적평가제도, 융복합전공 실적 평가제도를 심의

—융복합 학점인증제도 개발 및 융복합트랙 이수 인증

—융복합 전공학생을 위한 집중교육프로그램 및 인턴연수제도 개발

—융복합 프로그램 수요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융복합학부 개설

융복합 중복배속교수제도 시행

—교수의 복수 전공간 중복배속을 통한 융합학문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교수의 중복배속을 장려하기 위해 업적평가에 중복배속활동 평가항목을 신설

—트랙 컨버전스를 용이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융복합트랙 개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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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전공 내실화: 문화콘텐츠학전공 확대 및 활성화

—콘텐츠 기획, 제작, 마케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드라마 영화산업의 

창조적 융합형 기획전문가 및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설립

—고도화된 실습실/자료실 구축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체제 구축

—교수-학생-관련업계를 연결하는 상시적 멘토시스템 구축

—현장학습 교과목 개설 및 교육지원위원회 구성 

—해외협력기관 연수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트렌드를 소개하는 현장전문가의 특강 상설화 

—학기당 1회의 창작발표와 비평회 개최

융복합전공 신설 : 지식재산학전공 개설 검토

—공학, 자연과학, 의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공대, 정보통신대, 자연대, 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융합학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기 남부지역 산업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을 공급

—지식재산 국가고시 연구반을 운영하여 지식재산전문가(변리사) 육성

—해외협력기관 연수시스템 구축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체제 구축

—연례적 발명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 발명품의 지적재산권 등록

전공 융복합트랙제 

—2～3개의 전공이 협조하여 융복합트랙을 설계하고 매년 공모심사과정을 통해 융복합교육 

센터에서 트랙 개설을 추진함

—전공/학부의 특성에 따라 전공 간의 융복합트랙 또는 전공 내의 진로에 따른 진로트랙으로 이원화

—선진국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트랙별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 실습 교육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 과목 운영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그림 3-14> 산학협력 전공교육 선진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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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센터 신설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체계의 중심기구로, 참여기업의 전문가와 학교의 

지원 조직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 전담

—산업체 현장 인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주도하게 함

산학협력형 인턴교육 체제 구축

—산학연센터와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인턴교육 협력업체 발굴

—방학 중 운영되는 단기인턴십에 추가하여 학기 단위의 장기인턴십 과정을 개설하여, 장기

인턴십 참여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

—인턴십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하여금 인턴십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인턴십 체계의 지

속적 운영과 확산을 꾀함

—연 1회 현장과제 경진대회를 통해 인턴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산학협력형 대학 체계 개편

—산학협력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교수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를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

—산학협력전임교수와 산학협력특임교수 제도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그 수를 증대

—온라인, 오프라인의 복합공간을 통한 강좌 운영 체제를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 인력의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산학협력 채널을 다변화함

현장밀착형, 산업체 주문형 기업실무 맞춤 교육 정착

—기업실무 맞춤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산업체 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산학협력에 따라 현장실습 강좌의 심화도, 기간 등을 다양화하는 모델 개발

—Capstone Design, 미취업자 인턴십 제도 운영에 참여기업을 적극 활용

—산학연프로그램 교수 현장지도 제도화 및 현장지도 출장 지원

산업 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및 전공과정 추진

—학부교육 체제 발전을 위한 제안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과정, 글로벌 IT 등이 제안되었고,

선진화 사업을 통해 검토 후 프로그램 신설 고려

—전공융합트랙의 산업수요 맞춤 특성화 추진

<표 3-7> 산업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신설 제안

프로그램 주요 제안 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정

∙반도체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융합을 통한 산업 수요 지향적 교육
∙전자공학부 내에서 별도의 교육과정 설립, 전공예약제로 25명 학생 확보, 나머지는 

2학년 마치고 선택하게 함
∙3명 정도의 관련 기업 임원급 퇴직자를 특임 또는 전임교수로 임명
∙기초과목 30학점, 전공 중 전공필수 51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이수 요구

글로벌 IT 
트랙

∙국제적인 IT 컨설턴트, 경영인 등의 배출을 목표로 함
∙외국인 학생 20% 선으로 유지하고 전 과목 영어강의를 목표로 함
∙1, 2학년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주로 학습, 3, 4학년에서는 IT 컨설팅을 

위한 기본 경영학 과목들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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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업방식 혁신

<그림 3-15> 수업방식 개선 전공교육 선진화 체계

발표/토의 위주 팀프로젝트 수업

—팀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간의 학문적 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각 전공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발표와 토의 위주의 팀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

—연차별로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확대 실시

—교수-대학원생-학부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소통능력 배양을 목표로 함

—수강생 중 우수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팀을 이루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공모제를 통해 우수 연구팀에게 포상

문제해결형(Problem-Based Learning: PBL)+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 교수모델 활용 수업

—소집단 규모의 문제해결 방식 수업을 통해 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PBL+TBL 운영 강좌 비율 확대

—매년 PBL+TBL 강좌 운영사례 발표회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시행

졸업논문/작품 공동작업 성과 공모 포상제

—현재 졸업자격을 위한 논문과 작품을 요구하는 전공들에서 졸업예정자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동작업 경험을 하게 함

—공동 논문과 작품 제안서를 전공당 하나씩 추천하고 전체를 심사하여 포상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그림 3-16> 교육국제화 전공교육 선진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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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화상강의 운영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제공동 화상강의를 확대 운영

—국제공동 화상강의는 외국석학 초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콘텐츠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양한 유형의 국제공동 화상강의 모형을 설계(강의지원형, 설계지원형 등)하며, 교육 과정 

에서 피드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

—국제공동 화상강의 운영 효과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강의—오프라인 창의토론-콘텐츠 

반복심화학습이 융합된 고강도 완전학습 수업모형을 구축

<그림 3-17> 국제공동 화상강의 수업모형

해외하계대학 운영

—해외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학 중에 학생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전공과목 수강

∙집중단기교육 형태로 운영

∙교육 후 현지에서 탐구활동/설계프로젝트/기업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함

—국제 공동 화상강의와 연계된 심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파견교육 지원

글로벌 IT 집중교육

—기존의 IT 집중교육에 글로벌역량 배양을 위해 글로벌 IT 집중교육 운영

—모든 과목 영어수업이 원칙이며, 외국인 교수 2명 이상이 강의를 담당하게 함

—외국인 학생의 과정 참여율을 20% 수준이 되도록 함

<표 3-8> 글로벌 IT 트랙 전공 이수학점 체계

기초과목 전공이수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23학점 57학점 39학점 18학점

학    년 교육과정 개요

1~2학년
∙기존 정보컴퓨터공학부 과목인 ʻ운영체제ʼ, ʻ인터넷프로토콜ʼ 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하고, 

ʻ시스템소프트웨어 ̓과목을 신설하여 기본적인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활용, 컴파일러/로더 

등의 주제를 각각 2학점 분량으로 강의하는 6학점 형태의 집중교육 과목을 신설 운영함

3~4학년
∙IT 컨설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영학 과목 수강

∙4학년 2학기에는 IT 컨설팅 및 마케팅에 관련한 논술식 졸업논문(6학점)을 제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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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영어강의 확대

—전공 영어강의 모델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발

—전공 영어강의 평가 독립 실시 및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

—교양교육 선진화 사업에서 제안한 특화영어교육과 연계하여 전공과목 영어강의 체계 구축

—졸업 전까지 영어강의를 4과목 이상 수강하도록 점진적으로 제도화

—전공 영어강의에서 ETS Criterion과 같은 온라인 영작문 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작문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피드백 제공

나. 주요추진계획

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1차년도
(ʼ11.5

~
ʼ12.2)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융복합교육센터 신설 및 인력, 공간 확보
∙융복합 교육과정 연구
∙융복합트랙 제안 공모 실시 
∙중복배속교수제 실시
∙중복배속교수 업적평가제 개발
∙문화컨텐츠전공 실습실 개설

∙제안 트랙 수
∙중복배속교수 수

231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확립

∙산학연센터 신설 및 공간확보
∙인턴십 활용 업체 협약 홍보 및 모집
∙현장과제 경진대회
∙산학협력 특임교수 초빙
∙교수 현장지도 출장 지원
∙산업수요지향 전공 개설 연구

∙관련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61

전공수업방식
혁신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PBL+TBL 워크샵
∙졸업논문/작품 공모 시상제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공동작업 팀 수
∙공모제출품작 수

44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국제공동 화상강의 협약 확대
∙해외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교육과정 연구
∙영작문교정시스템 활용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173

소 계 509

2차년도
(ʼ12.3

~
ʼ13.2)

융복합교육과
정 구축

∙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설립
∙지식재산학 교육과정 연구
∙전공융복합트랙 개설 제안 공모
∙기존의 융복합프로그램 평가 관리

∙관련 교육과정 강좌 
수

∙프로그램 만족도
∙트랙 제안 건수

150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확립

∙장기인턴십체제 개발연구 및 협약체제 구축
∙현장과제 경진대회
∙산학협력 특임교수 초빙
∙교수 현장지도 출장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93

전공수업방식
혁신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PBL+TBL 모델 연구 개발 활용
∙졸업논문/작품 공모 시상제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20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해외대학 공동화상강좌 확대
∙해외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교육과정 실시
∙영작문교정시스템 활용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300

소 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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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  액
(백만원)

3차년도
(ʼ13.3

~
ʼ14.2)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지식재산학전공 개설 
∙중복배속교수제 실시 
∙해외 문화사업 파견연수
∙문화콘텐츠 창작발표회
∙해외 우수 변리사무소 연수
∙발명경진대회 실시
∙전공융복합트랙 평가 관리
∙융복합학부개설

∙관련 교육과정 강좌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150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확립

∙장기인턴십 학자금 지원
∙온라인 산학협력 강좌 개설
∙현장과제 경진대회
∙교수 현장지도 출장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100

전공수업방식
혁신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PBL+TBL강의 지원
∙졸업논문/작품 공모 시상제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20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해외대학 공동화상강좌 발전 및 확대수행
∙해외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교육과정 운영
∙영작문교정시스템 활용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400

소 계 670

4차년도
(ʼ14.3

~
ʼ15.2)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전공융복합트랙 집중교육
∙해외 문화사업 파견연수
∙문화콘텐츠 창작발표회
∙해외 우수 변리사무소 연수
∙발명경진대회
∙융복합트랙전공 평가 관리

∙관련 교육과정 강좌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150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확립

∙장기인턴십 학자금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 산학협력 강좌 

개설
∙현장과제 경진대회
∙교수 현장지도 출장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100

전공수업
방식 혁신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PBL+TBL 강의 지원
∙졸업논문/작품 공모 시상제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프로그램 만족도

20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해외대학 공동화상강의 운영
∙해외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교육과정 운영
∙영작문교정시스템 활용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400

소 계 670

합 계 2,492

다. 세부 추진내용

1차년도

융복합전공 교육과정 구축

—융복합교육센터 신설

∙융복합전공 및 트랙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평가 모델 개발

∙전공융복합트랙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하고 채택된 프로  그램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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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배속교수제 실시

∙중복배속교수 업적평가제도 개발

—문화콘텐츠학 전공 실습실 개설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산학연센터 신설

∙산학협력을 위한 전임교수와 특임교수제 실시

∙산업수요 맞춤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턴십 협력체제 운영 가능한 협약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현장과제 경진대회 실시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

∙인턴십 현장 지도교수를 선발하여 방문을 통한 업체 컨설팅과 인턴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도 체제 구축

전공수업방식 혁신

—발표/토의 위주의 팀프로젝트 수업을 전공별로 일정 수의 강좌에서 운영하도록 제도화함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실시

—학기별로 졸업논문/작품 공모 시상제를 실시

—PBL+TBL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연 4회 이상 개최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해외대학과의 공동강좌를 각 단과대학 별로 1개 이상 개발

—전공 주제 관련하여 방학 중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 하계대학 프로그램을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 후 실시

—글로벌 IT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

—전공 영어강의 진행 교수들에게 영작문 교정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

2차년도

융복합전공 교육과정 구축

—전공 융복합트랙과 융복합전공을 운영하며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과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설립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장단기 인턴십 협약 체제를 확립하고 학생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책 실시

전공수업방식 혁신

—1차년도 사업을 계속하고 PBL+TBL 모델을 구축하여 각 전공별로 1개 이상의 강좌에서 시

행하도록 제도화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1차년도에 연구 개발된 사업 시행

—글로벌 IT 교육과정 운영 시작

3차년도

융복합전공 교육과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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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프로그램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 제안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온라인 산학협력강좌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와 학교에서 수업 실시가 용이한 온라인 체제 구축 및 시행 

전공수업방식 혁신

—PBL+TBL 강의를 각 전공 강좌에 2개 이상 개설하도록 함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관련 사업들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 제안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성과 대내외 홍보

4차년도

융복합전공 교육과정 구축

—융복합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는 융복합학부 신설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지역 내 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간 공동 산학협력 교육과정 구축

전공수업방식 혁신

—교내에 확산된 혁신적 교수법 사례 발굴하여 홍보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1~3차년도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글로벌 커리큘럼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기대성과

단기성과

산업수요지향적 융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 및 학문적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학 전체의 역량을 증대시킴

산학협력체제의 공고한 구축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강한 실무 인재 양성함

전공수업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전공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학습자의 관련 주제에 

대한 흥미도를 높임

글로벌 커리큘럼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학문적 소양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여 타 문화 이해와 해외취업의 길을 넓힘

중･장기성과

선진화된 전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양성된 다산형 인재가 새로운 학문 및 산업 패러다임을 선도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사회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공급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

파급효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모델을 제시하여 해당 전공 분야 선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수요지향적인 교육과정 구축을 통해 산학협력 관계 정착

의사소통능력 극대화를 위한 수업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수업 방식 확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글로벌커리큘럼의 선도적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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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9>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융복합센터
∙융복합프로그램 
∙중복배속교수제

∙전공융복합트랙 개설
∙융복합 전공 개설
∙전공･학과 특성화
∙중복배속교수 선출, 임명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중복배속교수 비율 확대
∙취업률 향상

∙융복합 인재양성
∙신융합 학문 창조
∙아주교육 브랜드화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림

∙지역 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

∙지역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연구팀 구성,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 참여 학생 
장학금 지원

∙산업체 전문가 초빙 세미나 

∙지역 산업체와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산업체 전문가 
초빙 강의 수 증대

∙지역 산업체와 차세대 
기자재 통합 운영증대

∙교육평가/학생 
만족도 조사   

∙산학연 프로그램 수
∙산학연 프로그램 

만족도
∙산학연 교육 참여 

현장인력 수
∙산업체의 인턴직무 

만족도

∙산학연계 체제 강화
∙취업률 제고
∙브랜드 이미지 고양

전공수업
방식 혁신

∙팀프로젝트수업
∙팀연구성과수업
∙PBL+TBL교수모델
∙공동 졸업논문/작품 

허용

∙팀프로젝트 수업 비율 
확대

∙팀연구성과수업 포상
∙PBL+TBL강좌 확대
∙공동 졸업논문/작품 포상

∙팀프로젝트 수업 수
∙팀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팀연구 논문 수
∙공동 졸업논문/작품 수

∙수업방식 개선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한 소통능력 기회 
확대

∙학생들의 자신감 증가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해외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 개발

∙해외하계대학
∙글로벌 IT 프로그램 개발
∙전공영어강의 지원

∙해외 대학과의 교육,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해외대학 원격공동 강의 
∙해외하계대학 운영
∙글로벌 IT 집중과정 

운영
∙전공영어강의 확대

∙해외대학 공동강좌 수
∙관련 강좌 참여자 수
∙관련 강좌 교육만족도
∙전공영어강의 수강생 수

∙학부 교육의 실질적  
글로벌경쟁력 강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양성

2-3.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Life Vision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필요역량을 계발하는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ʼ 운영 모델 완성

<그림 3-18>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ʼ 운영 모델

융복합사고력 배양을 위해 타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운영

문제해결과정의 체험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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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 및 자기 표현능력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글로벌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활동 강화

<그림 3-19> 비교과 교육과정의 현황분석 및 목표설정

필요성

학생이 스스로 설정한 Life Vision을 1대1 커리어코칭을 통해 보완해줌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커리어코칭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표 3-10>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 인원 계획

구     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연간 Life Vision 설정 인원 2,945 1,600 1,400 1,200 

Life Vision 설정 누적 인원 2,945 4,545 5,945 7,145 

연간 커리어코칭 인원 206 800 1,000 1,200 

커리어코칭 누적 인원 206 1,006  2,006  3,206  

교양과 전공 영역에서 추진하는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에서도 

非경영대 학생 대상 ̒Mini MBAʼ와 같이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덕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발표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최근 취업의 성패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역량에 의해 결정됨. 조기 진로설정 프로그램과 체험적 학습 프로그램은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비교과 교육과정의 기획, 유기적 협조, 조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와 

학생들의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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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추진체계

비교과 교육과정의 선진화는 우리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부합하는 21세기 ̒다산(茶山)ʼ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

<그림 3-20>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사업과 인재상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구축

—스스로 Life Vision을 설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커리어코칭을 통해 기 설정한 진로 내용을 

보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그림 3-21> Life Vision 설정 및 보완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 체계의 구성 : 진로설정 워크북, Life Vision 설정시스템,

커리어코칭 관리시스템, 학생상담시스템

—상담을 통해 학생의 Life Vision과 경력계발을 보완해주는 Career Advisor 신규 채용

—진로설정 워크북에 작성한 Life Vision 설정 사항은 진로맞춤형 융복합트랙 전공 선택, 취

업준비(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자료로 활용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편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과정의 진로설정 캠프

—프로그램 구성 : Life Vision 설정 프로세스 특강, 진로목표 결정, 필요역량 탐색, 대학생활 

계획 수립, 커리어로드맵 작성, 아주인으로서의 긍지 함양, 커리어로드맵 우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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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정 워크북 콘테스트 및 롤모델 멘토링

—총동문회의 협조를 받아 콘테스트 수상자가 설정한 진로분야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

배 동문과의 멘토-멘티 추진

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운영

—非경영대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 고객만족, 사업타당성 분석 및 의사결정방법론,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관리 등 경영학 교육 실시

—온라인 방식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실무 전문가를 강사로 하는 오프라인 실무 

특강을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는 융복합교육센터에서 과정 개설 및 운영,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제도 연구 및 관련 규정 정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ʻ○○○ MBA 과정 수료ʼ 명시

∙개설 검토 사례 : 테크노 MBA, 인문 MBA, IT MBA

IT 실무교육 프로그램

—각 산업에서 IT가 적용되는 현황과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

—학생의 전공과 무관하게 선발하되, 非전공학생들의 IT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주안을 둠

직종교육 실무론 실습과정 설치

—취업 희망 직종에 관련된 실무적인 직무 스킬 훈련

—예 : 일반영업, 해외영업, 개인금융, 기업금융, 생명보험/손해보험, 인사-총무, 마케팅, 경영기획,

홍보, 회계-재무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개발

소학회 활성화 방안

—우수 소학회 선정 및 포상

—지도교수의 소학회 ʻ책임지도제ʼ 강화 

∙프로젝트, 심화 연구활동 진행시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동 관리

∙승인된 프로젝트 진행시 연구활동비, 지도교수비 지원

—관련 공모전, 전국 규모의 대회 참가 시 지원금 확대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창의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팀 지원

—전공과 관련한 연구 주제, 전공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과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 공모전 출품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팀 지원

—평가 시 전공 간 융복합 과제, 팀 구성 멤버가 3개 이상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공 간 융복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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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제도 개선 및 확산

—사회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따른 봉사등급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해외봉사 파견사업 확대

∙파견 국가 수를 늘리는 방안과 파견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안 도입

∙해외 파견 지도교수의 경우 교수업적점수에 반영

—학교 인근에 있는 봉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1학부—1지역 사회봉사 실시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동아리 우수활동 포상 강화

—국가기관, 외부단체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 국고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여 육성 및 관리

프레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개설

—40명 단위의 클래스 구성

—학교 전체 차원의 프로그램과 단과대학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클래스 개설

토론 대회 개최

—사회문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행동하는 지성인 발굴

—학교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며 총장상 시상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미리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2명이 조를 이루어 발표

—영어로 발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영어 발표능력 향상 유도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국제적인 안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기업이나 문화에 대한 탐방 및 연구조사 기회 부여

—연구분야나 테마 지정과제와 자유 공모 과제에 대해 참여 팀을 공모하고, 팀별 발표를 통

하여 우수팀에게 해외 현지 연구 기회 제공

실용영어 강좌 확대

—토익사관학교를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토익스피킹 교육과정 확대 및 수험료 지원

한자 학습 지원

—한자 문화권 국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전문 어휘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한자 학습 지원

—어학교육센터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때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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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ay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International Day 확대 추진

Rediscovery of Korea (한국의 재발견)

—본교의 외국인 학생과 아주대생이 3~4명씩 팀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문화 유적지를 함께  

탐방하며 세계 속의 한국문화를 함께 알아가는 프로그램

—탐방 결과를 영문보고서로 작성하고 블로그에 공지, 우수 보고서 시상

Global Week (글로벌 위크)

—매주 국가별로 외국인 학생들이 본국의 문화, 풍습을 재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재학생들의 

글로벌 지식 함양 도움

—참여 국가 : 총 20개국(10개 국가 × 2개 학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반 운영 및 모의시험 실시

직무아카데미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직무에 관하여 기업의 실무 전문가나 

외부 실무 강사를 초청하여 직무별로 실무지식과 경험을 교육하는 과정

취업 스터디그룹 다양화 

—토론 스터디그룹, 금융 스터디그룹, 봉사 스터디그룹, 취업 스터디그룹, 직무별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활동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차등 지원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기업의 주요 생산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자기 전공의 적합성 파악 및 보완계획 수립, 채용 

프로세스 이해, 조직문화 이해 등을 목표로 기업탐방 실시

—기업 탐방, CEO초청 특강, 인재 추천 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탐방 후 채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MOU 체결

<그림 3-22>  중견기업 탐방 및 적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지금까지 각 단과대학과 종합인력개발원, 본부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해오던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상호 조정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위원회,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추진위원회,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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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관리체계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실적에 따른 장학금 등 제공 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실적을 장학생 등 선발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비교과 교육 참가실적 관리시스템 개발

—비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인증제 도입

수월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지금까지 각 단위부서(단과대학)에서 프로그램 기획, 실시, 평가 과정을 진행, 이를 학교 차

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환류체계 도입

—평가 및 환류업무는 신설하는 비교과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관적으로 추진

<그림 3-2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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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추진계획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

(백만원) 

1차년도
(ʼ11.5

~
ʼ12.2)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Life Vision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구축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진행계획 확정
∙진로설정워크북 콘테스트 개최
∙롤모델 멘토링 방안 확정

∙커리어코칭 
학생수의 비율

50

타 전공 분야에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계획 수립
∙IT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연구
∙경영지원직무 실습 교과목 개설

∙실습과정 개설수
∙참여학생 수

10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 응용 교육과정 계획 수립
∙소학회 제도 강화안 확정
∙학부생 프로젝트팀 지원안 확정

∙제도 개편실적 8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및 확산
∙동아리 지원 확대
∙프리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개설
∙토론 대회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개최

∙참여학생 수
∙제도 개편수

123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실용영어 강좌 확대
∙한자 학습 지원
∙International Day, Rediscovery of Korea 등 확대 

방안 확정

∙외국어 성적
∙한자 자격 취득 

학생 수
∙참여학생 수

132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직무아카데미, 취업 스터디그룹 운영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취업률 42

비교과 교육 
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공간확보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보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조직 신설 250

소 계 615

2차년도
(ʼ12.3

~
ʼ13.2)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LIfe Vision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운영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진행
∙진로설정워크북 콘테스트 및 롤모델 멘토링

∙커리어코칭 
학생수의 비율

120

타 전공 분야에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운영
∙IT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영지원직무 실습과정 개설

∙학생 참여비율
∙프로그램 만족도

100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 응용 교육과정 운영, 확대 연구
∙소학회 지원 확대
∙학부생 프로젝트팀 지원

∙참여학생 수
∙참여 교수 수
∙공모전 출품 및 

입상 실적

45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및 확산
∙동아리 지원 확대
∙프리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개설
∙토론 대회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개최

∙참여학생 수 95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실용영어 강좌 확대
∙한자 학습 지원
∙International Day, Rediscovery of Korea 등 개최

∙외국어 성적
∙한자 자격 취득 

학생 수
∙참여학생 수

160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직무아카데미, 취업 스터디그룹 운영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취업률 30 

비교과 교육 
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체계 운영

∙참여 학생수 
증가비율

30

소 계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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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

(백만원) 

3차년도
(ʼ13.3

~
ʼ14.2)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운영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진행
∙진로설정워크북 콘테스트 및 롤모델 멘토링

∙커리어코칭 
학생수의비율

120 

타 전공 분야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운영
∙IT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영지원직무 실습 교과목 개설

∙학생 참여비율
∙프로그램 만족도

114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 응용 교육과정 확대 운영
∙소학회 지원 확대
∙학부생 프로젝트팀 지원

∙참여학생 수
∙참여교수 수
∙공모전 출품 및 

입상 실적

45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및 확산
∙동아리 지원 확대
∙프레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개설
∙토론 대회 및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참여학생 수 95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실용영어 강좌 확대
∙한자 학습 지원
∙International Day, Rediscovery of Korea 등 확대 평가

∙외국어 성적
∙한자 자격 취득 

학생 수
∙참여학생 수

160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직무아카데미, 취업 스터디그룹 운영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취업률 30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체계 운영

∙참여학생수 
증가비율

30   

소 계 594 

4차년도
(ʼ14.3

~
ʼ15.2)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보완 연구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진로설정워크북 콘테스트 및 롤모델 멘토링

∙커리어코칭 
학생수의 비율

120 

타 전공 분야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평가 
∙IT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평가
∙경영지원직무 실습 교과목 개설 보완 연구

∙학생 참여비율
∙프로그램 만족도

114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 응용 교육과정 운영
∙소학회 지원 확대
∙학부생 프로젝트팀 지원

∙참여학생 수 증가 
비율

∙참여 교수 수
∙공모전 출품 및 

입상 실적

45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및 확산
∙동아리 지원 확대
∙프레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개설
∙토론 대회 및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참여학생 수 95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실용영어 강좌 확대
∙한자 학습 지원
∙International Day, Rediscovery of Korea 등 운영 

결과 평가 후 발전방안 모색 

∙외국어 성적
∙한자 자격 취득 

학생 수
∙참여학생 수 증가 

비율

160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직무아카데미, 취업 스터디그룹 운영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취업률 30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체계 보완 연구 30 

소 계 594 
합 계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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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추진 내용

1차년도 추진 내용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1대1 커리어코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진출센터에 상담실을 증설하고, 3명의 Career Advisor 채용,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상담 실시

∙입학사정관에게진로설정 체계 교육,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처 입학사정센터에서

추수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상담 실시

∙Life Vision 설정시스템, 커리어코칭 관리시스템, 학생상담시스템을 연동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의 편입생 참가비율을 90%로 높이기 위해 입학처와의 업무 협조체계 마련

—Life Vision 설정 우수자와 졸업 동문과의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총 동문회의 

협조를 받아 산업 분야별로 롤모델 멘토로써 적임인 선배 동문 리스트 작성

∙50명의 Life Vision 설정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멘토-멘티 결연식 진행

∙멘티 학생 대상 교육 실시

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ʻMini MBAʼ 과정 운영을 위해 ʻ융복합교육센터ʼ를 신설하여 

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인증서 발

급에 관한 제도 연구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과정 개설에 필요한 환경 구축

—IT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산

업계 요구와 학생들 수요 조사 실시

—직종교육실무론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강의를 담당할 외부 

강사(또는 겸임교원) 섭외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차 교육 대상인 공대

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소학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소학회 선정 및 포상 기준, 지도교수 지원, 전국 규모 

외부 경진대회 참가시 특별 지원, 소학회 콘테스트 포상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제도를 강화

하는 방안 마련

—학부생의 학술활동 프로젝트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팀 선

발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상세 사항 확정. 1차년도 2학기부터 지원 시작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확산 방안 확정

∙ʻ사회봉사 봉사등급제와 인센티브 지급 제도ʼ 마련

∙협약체결 봉사 기관 : 10개 이상으로 확대

∙봉사단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마련

∙해외봉사 파견 인원을 현재의 14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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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해외봉사 파견 지도교수의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증가하는 제도 마련

∙1학부 1지역 봉사 연계 방안 마련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확정

∙동아리 우수활동 포상 기준 확정

∙국가기관, 외부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내 홍보 방안 마련

∙교외 행사 참가시 특별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발표 및 토론에 요구되는 기초 소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 사회진출센터와 단과대학에서 각각 실시해오던 발표 토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발전방안 확정

* 일부 단과대학별로 실시해오던 프레젠테이션경진대회와 토론 대회를 대학 전체 차원에

서 총장배 경진대회로 승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계획 확정

* 하계, 동계방학 중 4일 과정의 프레젠테이션 스쿨과 커뮤니케이션 스쿨 운영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각 단과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ʼ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각 전공의 특성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학교 전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파견 팀 선발 시 평가

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국제협력팀과 한국어학당 주관 하에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International

Day의 참여 확대 방안과 개발 국가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Rediscovery of Korea, Global

Week 추진 방안 확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반 운영 및 모의시험 실시

—직무아카데미 개선방안 마련 및 운영

—토론스터디그룹, 금융 스터디그룹, 봉사스터디그룹, 취업스터디그룹, 직무별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스터디그룹 운영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

—기업의 주요 생산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자기 전공의 적합성 파악 및 보완계획 수립, 채

용 프로세스 이해, 조직 문화 이해 등을 목표로 중견기업 탐방 실시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비교과 교육과정 선

진화위원회,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추진원회 구성

∙센터 설립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비교과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대학 차원의 비교과 교육과정 기획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취합 및 검토

검토의견 피드백 및 보완 진행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만족도 조사결과 취합 및 평가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위원회,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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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실적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학생 참가실적을 인센티브 지급에 반영하는 제도 확정 및

관련 규정 개정

∙비교과 영역에서의 학생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2~4차년도 추진내용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2차년도에 우리 대학의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ʼ 체계를 타 대학에 확산하기 위하여 

타 대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

∙3~4차년도에는 상담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상담실 규모와 상담인원 증가

—2차년도에 우리대학 고유의 편입생 진로설정 캠프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하여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 개선안 확정

— Life Vision 설정 우수자와 졸업 동문과의 멘토-멘티 사업 확대 방안 모색 : 매년 50~100명 수준

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ini MBAʼ 과정 운영을 위해 실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연

차별로 개설하는 과목 증설 

∙4차년도에는 과정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후의 발전 방안 연구

— IT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차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후 3~4차년도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 확정

—직종교육실무론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2차년도 1학기에 과정을 개설하고 학기당 

150명 이내의 수강생 모집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차년도에는 공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확대 운영하는 방안 마련

∙3~4차년도에는 인문계열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학부생의 학술활동 프로젝트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시행 결과 평가

를 통해 지원 모델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 확대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확산

∙해외봉사 파견 인원을 30명 수준으로 확대

∙파견 국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확대 방안 마련

∙1학부 1지역 봉사 연계 방안 시행

—발표 및 토론에 요구되는 기초 소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기업 면접과정에서 요구되는 

포트폴리오 발표대회 신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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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특강반 운영, 직무아카데미 운영

—1차년도 수립한 방안에 때라 확대 운영

—탐방 대상 중견기업 확대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운영, International Day 확대 운영, 개발 국가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Rediscovery of Korea 운영, Global Week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체계 구축

—4차년도에는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와 2개 위원회의 설립효과를 평가하고, 당초 계획대로 평가 

및 환류체계의 작동 여부를 평가한 후, 2주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발전방안 확정

기대 성과

단기성과

현재 재학생의 38%인 3,645명의 학생이 진로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학부선도화사업의 

1주기가 완성되는 2014년에는 그 비율이 75%인 7,14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커리어코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4년에는 Life Vision 설정을 한 학생의 45%인 3,206명의 

진로목표를 보완함으로써 Life Vision 설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 참여율 개선, 교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배양,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글로벌역량 강화, 취업경쟁력 강화 기대

중･장기성과

최근 취업의 핵심 트렌드가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본교의 ʻLife Vision 설정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계발 사업ʼ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률을 개선하고, 진로목표에 따라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

진로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학생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역량을 찾아내고 핵심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계발하는 학풍 조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체계화 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

파급효과

타 전공에 대한 이해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교양과 전공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ʻ융복합교육ʼ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Life Vision 설정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배가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

학부생 전원이 진로목표 설정한 후 필요역량을 집중적으로 계발하는 ̒Career Oriented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은 4년제 대학에서의 새로운 비교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타 대학으로의 

전파가 매우 용이

—많은 대학들이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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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11>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Life Vision 설정

우수학생 롤모델 멘토링

∙1대1 커리어코칭 진행
∙멘토-멘티 결연식

∙Life Vision 설정
학생 수

∙커리어코칭 학생 수

∙멘티 학생 수

∙자기관리역량 함양
∙취업의 질적 개선

타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 

증진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IT 실무교육, 직종 

교육실무론 실습과정

∙非경영대 학생 대상 

ʻMini MBAʼ 운영

∙IT 실무교육, 직종 
교육실무론 과정 개설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과정 만족도

∙융복합 인재 양성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TRIZ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소학회 활성화 제도

∙창의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팀

∙TRIZ 프로그램 운영 

∙소학회 활성화
∙학생 프로젝트 팀

선발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소학회 가입 학생수

∙외부 경진대회 입상 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공동체
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동아리 확대 제도
∙발표 및 토론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확대 

∙동아리 확대

∙발표 및 토론 
프로그램 운영

∙사회봉사단 가입

학생 수

∙동아리 가입 학생 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실용영어 강좌 확대

∙한자 학습 프로그램

∙International Day 등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론티어 팀

선발
∙실용영어 강좌 진행

∙한자 학습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공인영어점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한자자격증 취득

학생 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 프로그램
∙직무아카데미

∙취업 스터디그룹

∙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직무아카데미 모집
∙스터디그룹 모집

∙중견기업 탐방

∙취업률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프로그램  만족도

∙취업률 향상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와 

위원회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신설 조직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증가

∙프로그램별 참가 
만족도 개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효율, 효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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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

3-1. 학생 선발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제도 선진화

우리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입학사정관제 발전모형의 개발 및 운영

아주 인재상인 ʻ다산형 인재ʼ의 핵심역량(융복합 사고역량, 실전적 창의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역량)과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요소 개발

모집단위 특성, 학업성취도와 입학전형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전형방법 개선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입학생 추수지도 체제 구축

<표 3-12> 목표설정 배경

현    황 문 제 점 해결방안

∙매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인원 
단계적 확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시

∙입학사정관전형 확대를 위한 
사정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필요 인식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입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분석 실시 

∙학업성취도와 전형과의 연계 
노력 미흡 

∙학업성취도와 전형과의 상관관계 
분석, 평가요소 다양화

∙전형별 특성에 따른 인재 선발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재를 선발할 필요 인식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추수지도보다는 입학생 선발에 
중점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필요

∙입학생 추수지도를 위한 다양한 
접근 실시 

필요성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라는 우리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아주 

인재상인 ʻ다산형 인재ʼ의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유형을 개발하여 인재 선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하고,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전형의 평가요소인 학생생활기록부, 서류, 심층면접,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학업(잠재)능력,

사고력,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성취능력, 표현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능력, 리더십 등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고, 이러한 다양한 역량 평가를 통하여 ̒다산(茶山)형 인재(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융복합 창조인)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음

입학전형에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학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음

전형별로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결과를 통하여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여 선진화된 입학전형 모델을 만들고자 함

신입생을 추적 조사하고 상담을 강화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추수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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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학생선발

대학이념 및 교육선진화 사업에서 추구하는 ʻ다산형 인재ʼ 양성에 부합하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하고 입학전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림 3-25> 학생선발 제도와 인재상

학생선발 선진화의 추진 체계

우리대학의 ̒아주비젼 2023(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ʼ 달성을 위하여 아주 인재상인 

ʻ다산형 인재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선발 

선진화가 필요함. 학생선발 선진화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 요소 다양화,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입학생 추수 지도 설정

<그림 3-26> 학생선발 선진화 목적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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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입학전형 교육의 질적 강화 : 전형에 필요한 제요소(고등교육 및 대입정책 이해, 대입전형

자료의 이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통계, 홍보, 윤리교육, 입학행정 등)에 대한 다단계 교

육과정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

—1인 1과정 교육시스템 구축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심화 교육체제 구축

—위촉사정관에 대한 실무 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표 3-13>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현황 및 확대 계획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선발인원 330 379 506 640

비   율 15.1 17.3 23.6 29.8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각 전형별 입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전형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전형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선발체계 개선

각 전형별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통해 전형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요소 보완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전형요소로 활용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서류평가와 전공 적합성에 대한 심층면접 등 우리대학에서 실시해왔던 

전형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활용하여 보다 특화된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개발

입학생 추수지도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선발된 학생들의 유형별로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대학 내 활동, 사회진출을 위한 활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조사 및 상담 강화, 대학생활 적응 지도 : 입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어떻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필요시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

신입생 진로지도 강화(커리어로드맵시스템 연계)

—우리대학 커리어로드맵시스템(Career Roadmap Management System)을 통해서 입학생들이 

자기분석과 진로계획을 철저히 하고, 진로계획에 맞추어 취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을 위한 추수지도 ʻ아주끌림ʼ 프로그램 

—입학사정관, 교수, 동문, 재학생과의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

—고교—대학 연계의 일환으로 입학사정관들이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예비 수험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추후 추수지도 프로그램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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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아주끌림'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1단계
전문계 고교

(수도권 14개) 

∙대학 :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학업성적 및 대학 정보 제공
∙고교 : 학생의 고교 생활 및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 등 고교 정보 제공

∙기대효과 : 고교-대학 연계 활동 강화, 예비 수험생들의 정보 함께 조사

2단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전체

∙입학사정관 및 교수, 선배와의 상담, 멘토 프로그램 

∙기대효과: 상담, 멘토 활동을 통해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및 학습방법 점검

3단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전체

∙입학사정관 및 교수 상담 프로그램 

∙기대효과 : 전반적인 대학생활과 진로 계획에 대한 정보 교류 효과

4단계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전체

∙고교-대학 연계 활동,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 성과분석

∙기대효과 : 추수 지도 및 입학사정관전형 개발에 전반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

나. 주요 추진 계획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백만원)

1차년도
(11.3

~12.2)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비율  
-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전형별 신입생 선발결과 분석 ∙분석결과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 특성 분석 ∙분석결과 10

입학생 추수지도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학업성적, 대학내 활동, 사회진출 활동 등)
∙구축 프로그램 50

소 계 60

2차년도
(12.3

~13.2)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입학사정관전형 확대∙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강화

∙입학사정관전형∙신입생 비율, 입학 
사정관 교육시간 

-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전형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분석결과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별 특화된 전형요소 개발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10

입학생 추수지도 ∙추적조사 및 상담 강화 ∙만족도 30
소 계 40

3차년도
(ʼ13.3

~ʼ14.2)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입학사정관전형 확대∙위촉사정관 실무교육 강화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비율
-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전형별 입학생 학업성취도 
분석결과를 통한 평가요소 반영

∙전형별 평가요소 
반영비율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별 특화된 전형요소를 
전형에 반영 

∙전형 반영 여부 10

입학생 추수지도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지도 ∙중도포기율 30
소 계 40

4차년도
(ʼ14.3~
ʼ15.2)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

∙입학사정관전형 비율 유지∙입학사정관전형 내실화∙입학사정관 심화훈련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전형∙신입생 비율 
-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학업성취도 분석에 의한 평가요소를 
신입생 선발에 활용

∙전형계획 -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전형에서 
신입생 선발 실시 

∙해당 전형 ∙선발인원 수 
10

입학생 추수지도 
∙신입생 진로지도 강화

(커리어로드맵시스템 연계)
∙연계 프로그램 30

소 계 40
합 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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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추진 내용

1차년도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위해 2012학년도에 전체 선발인원의 23.6%인 506명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입학사정관전형 선발비율은 전년도 17.3% 대비 6.3% 상승)

전형별 신입생 선발결과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 실시

모집단위 및 전공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전형에 모집단위 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입학생 추수지도와 관련하여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 완료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끌림ʼ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집중 관리

2~4차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선진화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

1차년도에 완료한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와 전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평가요소를 개발하여 

이를 신입생 선발에 활용

모집단위 및 전공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모집단위별로 특화된 전형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전형에 반영하여 신입생 선발

입학생 추수지도와 관련하여 신입생의 추적조사 및 상담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지도 강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은 ̒아주끌림ʼ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추수지도 결과 

자료를 입학사정관전형 개선에 활용

기대성과

단기성과

아주 인재상인 ʻ다산형 인재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입학생을 선발

핵심역량(융복합 사고역량, 실천적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과 부합하는 평가요소를 개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선발제도 확립

중･장기성과

선진화된 학생선발제도는 아주비전 2023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입학전형에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고, 전형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입학전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입학전형에 대한 신뢰성 제고

파급효과

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하고, 신입생 선발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히 반영하고, 논술로 

선발하는 비중을 낮추어 공교육 및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선진화된 입학사정관제 모형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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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15>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입학사정관
전  형 
선진화

∙입학사정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입학사정관 교육 및 
핵심역량 강화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 확대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비율 증가 ∙입학사정관 교육실적 
향상 

∙입학전형 개선 및 선진화 ∙입학사정관 전문화 ∙평가요소 다양화 및 
구체화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요소 
다양화 

∙입학 전형별 
학업성취도 

∙전형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실적 향상 

∙학업능력 우수학생 
및 잠재능력 
우수학생 선발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전형 개발 

∙모집단위의 특성 ∙모집단위 특성과 
전형의 연계

∙모집단위 맞춤형 
인재 선발 실적 

∙입학전형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입학생 
추수지도 

∙입학생 멘토 
프로그램∙입학생 분석자료∙입학생 상담프로그램

∙입학생 멘토 
프로그램 운영∙입학생 대학적응 
분석 및 추적조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입학생의 교육 및 
상담 활성화 실적

∙공교육 및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  

3-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융복합 교육 지원을 위한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목표

유연한 학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조직의 편제를 개편하여 융복합 교육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입학결정 시점부터 전공진입 시점까지 전공역량 연계성이 강화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전공 탐색 및 진입 자격을 명시하는 학사제도로 보완하여 기초교육대학의 기능 강화 

—융복합 전공 및 자기설계 전공의 운영 적시성(適時性) 확보를 위하여 신규 융복합 전공 보육,

신설, 운영 및 평가, 폐지 등으로 이어지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대학교육혁신원과 

단과대학의 역할 개혁

—산업수요 지향적인 비교과 역량의 교양/전공 교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인력개발원의 기능 강화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학생상담센터를 허브로 고품질의 학생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내 지원기관의 

전문화를 꾀하고 지원체계를 조직화하여 실질적인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자 함

—상담 지원인력 간의 정보교환과 상담이력, 상담결과, 상담평가 등 협력적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 서비스 정보 네크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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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목표설정 배경

현    황 문 제 점 개선방안

∙전공별 교양교육의 요구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공교과와의 
연계 및 지원체계가 미흡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단일심화전공 위주의 학사제도 ∙전공 간 융복합화 촉진과 신규 융복합 
전공의 보육이 어려움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전공별로 독립적인 비교과 
교육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지원의 교과 연계성이 낮아 
조직화 및 계열화되지 못함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지도교수 및 상담지원기구의 
개별적 운영

∙다양화하는 학생상담 요구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이 미흡함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강화된 교양교육이 전공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 지원해주는 체제가 필요함

학제간 융복합화하는 사회적(산업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단일 심화전공 

개설 편제 위주의 학사제도를 유연한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비교과 프로그램를 확대하고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지원 체계의 

통합이 필요함

행복한 대학생활과 성공적 미래/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화되는 학생의 상황 및 유형에 따라 

학생지도 및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추진체계

우리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사업은 대학교육이념 및 목표로부터 도출된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그림 3-27>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사업과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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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와 편제를 시계열적으로 조직화하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품질 높은 교육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연관성을 높임

학생지도의 추진 방향은 ̒행복한 대학생활ʼ에 필요한 학생의 다양화된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 

상담을 일관된 방법으로 제공하여 보다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그림 3-28>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체계도

교양교육학사제도 개편

교양교육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다산기초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교육체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함

전공별 교양교육 목표 설정 및 운영을 지원할 기초교육위원회 설치

—전공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 위원 중 1인을 기초교육위원으로 선임함

—기초교육위원회는 다산기초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교과별 교육목표 및 운영방안을 평가

하고 전공별 교양교과 목록을 설정함

전공진입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 확립

—전공별로 설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1학년 종료 후 평가를 시행

—진입불가 판정의 경우 전공교과목 수강신청 제한

—동계 하계 계절수업을 통해 전공진입 재평가 기회 제공

교양교육 학습부진자 지원을 위한 교양멘토(튜터)제도 시행

—전공진입이 불투명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제공하는 학습지원 제도

—튜터 1인당 소수의 학생에게 대면 학습 기회 제공의 역할 수행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 트랙/전공 운영 지원을 위한 융복합센터를 대학교육혁신원 내에 설립

—교육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융복합 트랙/전공은 융복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각 

단과대별로 운영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융복합학부를 설립하여 통합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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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 융복합화를 협의할 융복합교육위원회 설치

—전공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융복합교육위원으로 선임

—융복합 전공의 개설, 평가, 폐지 등의 제도정비 협의

—전공별로 2~3개의 트랙으로 분류되는 교육과정 체계를 개편

—트랙 내 및 트랙 간 선수과목 체계 등을 개선

—복수의 전공 트랙 간 융복합으로 이루어진 융복합전공 보육을 촉진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중복배속교수제도 시행

—융복합 전공에 참여한 교수는 필요에 따라 원소속 전공과 융복합 전공을 겸임할 수 있음

—융복합전공 중복배속교수제도에 따른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수요지향적인 비교과 교육의 교과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의 기획, 운영, 평가를 위한 비교과 

교육지원센터 설립

전공별 산학협력교육과정을 총괄할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전공별로 1인의 산학협력위원을 선임

—전공별로 산재한 산학협력교과목 지원을 종합인력개발원으로 통합

—전공 간 혹은 학제적 산학협력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평가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을 종합관리하게 하고, 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원장을 겸하며 교무위원으로 보함

인턴 수요 기업과 인턴 요청 학생(전공)의 정보공시 및 매칭 제도 시행

—인턴 수요 기업의 인력 구인 리스트와 인턴 요청 학생의 정보를 상호 공시

—종합인력개발원에서 기업과 학생의 만족도를 높인 추천 목록 제공

—인턴 수행, 지원, 평가 체계 확립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서비스 지원기관을 학생상담센터 중심으로 개편

—상담서비스를 받기 위한 실질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담 지원 조직을 학생상담센터를 

허브로 하는 지원조직 체제 개편

—다양화하는 수요자 상황 및 상담 요청 내용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교수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확충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른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여 상담 응대의 전문성 확보

학생상담 서비스 지원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학생상담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한 졸업생 멘토 제도 시행

—전공별로 졸업생 멘토 초청 강연과 재학생과의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여학생, 외국인 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대외협력처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



3.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

아주대학교 143

나. 주요추진계획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
(백만원)

1차년도
(ʼ11.5

~ʼ12.2)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다산기초교육연구소 개설 ∙정책연구 실적
10∙기초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 활동 실적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교육센터 개설 ∙정책연구 실적
-∙융복합교육위원회 설치 ∙위원회 활동 실적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개설 ∙정책연구 실적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위원회 활동 실적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학생상담 지원기관 편제 개편 ∙정책연구 실적
200∙교수 상담역량 제고 프로그램 ∙참여실적

소 계 210

2차년도
(ʼ12.3

~13.2)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전공진입자격 평가제도 ∙평가제도 운영 실적
40∙교양 멘토(튜터) 제도 운영 ∙교양멘토(튜터) 수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 겸직교수제도 시행 ∙겸직교수 수
40∙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 실적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학장직제 신설 ∙직제개편 실적

40∙인턴 공시 매칭 제도 ∙인턴 참가 학생 수

∙졸업생 멘토 제도 운영 ∙졸업생 멘토 수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결과
300∙상담인력 채용 및 전문화 교육 ∙충원 인력 수

소 계 420

3차년도
(ʼ13.3

~ʼ14.2)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교양교육의 전공 연계성 강화 ∙탐색 프로그램 수 20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 전공 평가제도 마련 ∙정책연구 실적 20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소수자 비교과 역량 강화 지원 ∙참여 학생 수 20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소수자 및 약자 지원 ∙지원실적 100

소 계 160

4차년도
(ʼ14.3

~ʼ15.2)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학부대학 교양교육 제도 ∙정책연구 실적 20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자기설계 전공 제도 ∙정책연구 실적 20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 글로벌 역량 지원 ∙지원 프로그램 수 20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 시스템 평가 및 확산 ∙학생상담 매뉴얼 100

소 계 160

합 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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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추진 내용

1차년도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교양교육의 총괄적 기획 및 평가를 위한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설립

—전공별 기초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기초교육위원회 설치

∙전공별 교양교과목 학습 목표 및 전공진입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자격미달 시 전공진입 

제한 등 교양교육 강화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연구 수행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방안 마련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심화/복수/부전공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의 연계전공, 산학협력형 융합전공 및 트랙전공의 

운영을 지원하는 융복합교육센터 설립

—전공별 융복합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융복합교육위원회 구성 

∙교수의 중복배속 등 교원 소속 인사조직의 다원화를 꾀하는 중복배속교수제도 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전공별로 다양한 트랙을 명시하여 복수 전공 간 트랙의 연계성 및 시너지를 도출하는 전

공교육과정 개편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수요지향적 비교과 교육의 지원을 위한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설립

—전공별 산학협력위원으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산학협력교과목 기획 및 운영지원,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전공별 산재된 산학협력교과목을 통합하여 산업수요지향적 교과운영 지원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학생상담서비스 지원기관을 학생상담센터를 허브로 하는 조직 편제 개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를 중복 및 누락 없이 적절한 전문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복수의 전문 상담을 연계하여 일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마련

—상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의 상담역량 향상 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수의 상담역량 향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수세미나 등에서 수강을 의무화하고 교수업적평가 및 소속 전공의 자율적책임경영 성과에 

반영하도록 학사제도 개선

2차년도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교양 교과 평가에 의한 전공진입자격 평가제도 개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양멘트(튜터)제도 시행

—교양 교과 학습 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학습부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마련 등 선제적 

조치를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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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 전공 보육 및 개설에 따른 교수의 소속 전공을 이원화(혹은 다원화)하는 교수의 중

복배속제도 시행

—교수의 소속 전공 다원화 경향에 따른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교육선진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원장 겸직

—산업수요지향적 장단기 인턴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의 

정보를 공시하고 매칭하여 인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

—성공적인 진로 설정과 성취를 이룬 졸업생을 재학생의 진로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졸업

생 멘토제도 도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 학생의 상담이력, 상담정보, 상담결과, 상담평가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 인력들이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다양화하는 수요자의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할 상담 인력을 충원하여 상담 지원기관의 

상담 전문성 향상 도모

3~4차년도

교양교육 학사제도 개편

—전공진입평가제도 운영

—기초교육대학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부대학 체제 확립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 전공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융복합 전공의 신설, 운영, 폐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학사제도 마련

—자기설계 전공의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와 학사제도 개혁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혜 소외층 대한 지원을 강화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역량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을 연구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체계 구축

—상담 소외 가능성이 큰 학생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기관 다면 체제 구축

—상담 서비스 실태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학생상담매뉴얼 발간

기대 성과

단기 성과

4대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완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사제도 구축

—기초교육대학의 학부대학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자기설계전공 운영으로 실질적인 비정형 무경계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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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진입 평가제도를 통해 조기경보체계를 확보하여 중도탈락률 개선에 기여

학생 상담 기회 확대 및 만족도 향상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취업률 향상

중･장기 성과

학사제도 선진화를 통하여 사회적 교육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학문 간 융복합화를 촉진하여 신학문 분야를 선도함

체계적 상담 서비스 제공 체제 확보로 구성원 집단의 선순환적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대학 발전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

중형대학의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체계의 선도 모형이 됨으로써 선진화 사업 확산에 이바지함

파급효과

교양 및 전공의 융합화를 촉진하는 제도 개발과 시행으로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학사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함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상담에 대한 다자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상담 기회를 넓히고 상담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 전환 효과를 유발

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17>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의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교양교육
학사제도의

개  편

∙다산기초교육연구소
∙기초교육위원회
∙전공진입평가제도
∙교양멘토(튜터)

∙융복합 교양교과 기획
∙교양교육과정 개편
∙전공진입평가 시행
∙교양멘토(튜터) 제도 

시행

∙전공진입준비도
∙중도탈락률
∙융복합 교양 강좌 수

∙교양 교과의 
전공연계성 강화

∙학부대학 발전체제 
확립

융복합 지원 
학사제도 구축

∙융복합센터
∙융복합교육위원회
∙중복배속교수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융복합 트랙/전공

∙교수 중복배속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융복합 트랙/전공 

운영

∙중복배속 교수수
∙융복합 트랙 수
∙융복합 전공 수

∙전공 융복합화 촉진
∙신융합학문 개척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비교과교육선진화위

원회
∙인턴공시매칭
∙졸업생 멘토

∙산학협력형 교과목 
개편

∙장단기 인턴 
프로그램 개발

∙졸업생 멘토 제도 시행

∙인턴 교과목 참여율
∙취업률

∙대학 브랜드가치 
향상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의 
다면적 지원
체계 구축

∙지도교수제도
∙학생상담지원기구
∙상담인력
∙상담 정보 네트워크

∙교수 상담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생상담기구 조직 
편제 개편

∙상담인력 채용 및 
전문화

∙상담 서비스 정보 
네크워크 구축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지도교수 면담율
∙교수 상담능력 

프로그램 참여율
∙상담 만족도

∙자기관리 역량 
증가로 학업성취도 
향상

∙대학생활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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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수-학습 지원 체계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4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교수자가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체계 구축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적용한 선도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지원

학생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학습지원을

하는 맞춤형 체계 구축

학교종합전산망인 AIMS2 와 이클래스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상시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와 연동하는 스마트러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필요성

교수자의 역량을 진단 관리하여 상시적인 교수방법 개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 필요가 있음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교과목 혁신과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함

학습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3-18> 목표설정 배경

현  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 신임교원 
수업분석클리닉 의무화  등을 

통해 교수-학습 인식 제고 및 

교수방법 변화 유도

∙교수자의 요구사항(컨설팅, 맞춤형 
지원, 기술지원)에 대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  부족

∙교수역량 개발 및 교수학습    
진화를 위한 재원 확보

∙전공별 교수법연구모임, 

교과목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 발굴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높으나 재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컨설팅

그룹 운영
∙교수-학습 선진화를 통한     

R&D 역량 강화 

∙학습법 특강, 온라인튜터 프로그램, 

신입생 집중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습전략 가이드북 등을 발간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움

∙학습역량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품질의 이러닝콘텐츠와 블렌디 

드러닝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자동녹화시스템,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방법 변화, 

복습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얻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르는 

교육환경 변화 속도 불균형
∙S/W, H/W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자원 및 지원인력 부족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동영상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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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인재상 및 특성화와 연계된 추진체계

우리대학은 4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선진화를 추진,

이에 따라 교수-학습 지원 선진화를 위해서 교수역량 개발,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학습역량 개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그림 3-29> 교수-학습지원 체계 선진화 사업과 인재상

<그림 3-30> 교수-학습 선진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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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역량개발

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진단시스템 구축

—교수자의 기본 역량을 교육목표추진 역량, 학생지도 역량, 교수 역량, 의사소통 역량, 매체 

활용 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

—진단도구 개발은 전문가의 연구, 교내 설문조사, 외국의 개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진행

—교수자의 현재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웹기반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티칭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역량진단에 따른 본인의 노력과 결과물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티칭포트폴리오 우수사례 등을 공개하여 많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며, 교육성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승진임용 시 이를 심사하는 규정 등을 신설

교수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신임교수부터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신임교수 대상(FD : Faculty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부교수 승진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1박2일 워크숍 등을 개설

—신임교수 수업분석 클리닉 의무화(2008)를 보완하여 교과목 설계, 교수방법, 교육매체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멘토 프로그램 등을 수업분석 클리닉 전에 제공

<그림 3-31> 신임교원 FD 지원체계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및 집중교육 프로그램

—PBL, TBL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집중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한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지원

—전공이나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패키지 프로그램(예 :스마트기기 활용법 + 스마트러닝 교육모델 

설계)을 설계하여 제공

교수의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공선택 및 학습방법, 진로 등에 대한 교수의 상담기술 훈련

—전체교수회의와 단과대학 교수 워크숍에서 ̒대학생에 대한 이해 및 학생상담 기법ʼ 특강을 실시함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별 교육모델 개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공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공이나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개발, 전파도록 함

—이들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내외부 컨설팅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며

우수그룹에 대한 포상, 해외대학 벤치마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컨설팅 그룹은 내부전문가와 각 분야 외부전문가(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축)로 구성  

—매년 10개 전공을 대상으로 교육모델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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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혁신 지원 체계 구축

—융복합 교과목, AFL(Ajou Flagship Lectures), AAFL(Advanced AFL) 교과목, 해외대학공동강좌,

고강도 교과목, 블렌디드러닝 교과목 등과 같은 교육 선진화 사업에서 제안된 새로운 교과과정

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내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컨설팅, 수업참여도 중간설문 

및 교육만족도 조사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실시

—교과목 운영을 돕는 석 박사 TA 인력에 대한 교육(교육자료 제작, 통계, 매체 활용법)을 

실시하여 원활한 수업운영이 되도록 지원

학습역량 개발

학생 핵심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진단 시스템 구축 

—K-CESA 시범운영 및 컨설팅 자문을 통하여 우리대학 특성에 맞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웹기반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우리대학의 질관리 환류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랑진단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학습 포트폴리오 운영

—학습자의 성과 관리를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인 스스로 학습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고토록 

하며, 학생 스스로 학습 로드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별 프로그램 개설(우수학생, 학습부진자 등)

—학부별 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며 연 1회 창의성개발 및 리더십 집중워크숍,

학기별 라운드테이블 모임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함

—성적 2.5 이하를 대상으로 학습부진자를 선발하며, 동기부여 집중 워크숍을 학기별로 1회 

실시하고 학습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을 포상함

산학협력인턴십 사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산학협력인턴십 학생들의 경우 파워포인트, 엑셀 등 MS오피스 활용 교육, 보고서 작성 교육,

조직문화 및 예절 등을 교육하며, 추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스마트 러닝 환경 구축 

스마트러닝 시스템 개발

—기존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시스템, 이클래스, 자동녹화/화상강의 시스템, 저작도구의 기능을 

개선하여 스마트 기기에 연동함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과 온라인테스트룸을 새롭게 구축하여 스마트 기기에 연동함

—스마트 폰 및 첨단 기기, 클리커 등의 교육매체들을 교수자에게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모델 연구 및 수업방법 등을 홍보함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Open Courseware(OCW) 활성화

—온라인 콘텐츠 생성을 위한 저작도구 확충(웹 및 모바일 서비스 가능) 및 콘텐츠 개발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콘텐츠 생성 및 활용 지원

—고품질 콘텐츠를 OCW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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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 계획

구 분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백만원)

1차년도
(ʼ11.5

~ʼ12.2)

교수역량 개발

∙역량진단 도구개발 연구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진행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현황

42

교과목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 교육모델 개발 
∙교과목 개발 지원
∙내외부 컨설팅 지원 
∙TA 교육 지원 

∙교과목 개발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40

학생역량 개발 

∙역량진단 도구개발 연구  
∙K-CESA 시범운영 및 컨설팅 
∙학습성적 우수학생 워크숍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 워크숍 
∙산학협력 인턴십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참여인원
∙만족도

34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모바일 U-클래스 연동시스템 개발
∙고품질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현황
∙콘텐츠 개발현황

25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보강 
∙교수-학습 관리 시스템 개발 
∙온라인테스트룸 설치  

∙시스템 개발현황
∙테스트룸 설치현황

289

소 계 430

2차년도
(ʼ12.3

~ʼ13.2)

교수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티칭포트폴리오 시범운영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진행
∙부교수 승진자 프로그램 진행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현황

100

교과목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 교육 모델 개발 
∙교과목 개발 지원
∙내외부 컨설팅 지원 
∙TA 교육 지원 
∙만족도 조사 지원 

∙교과목 개발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50

학생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학습포티폴리오 시범운영
∙학습성적 우수학생 워크숍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 워크숍 
∙산학협력 인턴십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만족도

30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동영상지식공유 플랫폼 개발 
∙우수 교과목 동영상 제작, OCW지원
∙고품질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현황
∙콘텐츠 개발현황

100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역량진단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교수-학습 지원 전체 만족도 조사

∙시스템 개발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200

소 계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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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백만원)

3차년도
(ʼ13.3

~ʼ14.2)

교수 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티칭포트폴리오 운영 및

우수사례 포상, 홍보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진행
∙부교수 승진자 프로그램 진행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현황

100

교과목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 교육 모델 개발 
∙교과목 개발 지원
∙내외부 컨설팅 지원 
∙TA 교육 지원 
∙만족도 조사 지원 

∙교과목 개발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50

학생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학습포트폴리오 운영 및

우수사례 포상, 홍보
∙학습성적 우수학생 워크숍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 워크숍 
∙산학협력 인턴십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참여인원 만족도

30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화상강의시스템 확충 
∙우수 교과목 동영상 제작, OCW지원
∙고품질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현황
∙콘텐츠 개발현황

100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전문인력 인건비 
∙교수-학습 지원 전체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200

소 계 480

4차년도
(ʼ14.3

~ʼ15.2)

교수 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티칭포트폴리오 운영 및

우수사례 포상, 홍보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진행
∙부교수 승진자 프로그램 진행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건수 
∙프로그램 만족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현황

100

교과목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 교육 모델 개발 
∙교과목 개발 지원
∙내외부 컨설팅 지원 
∙TA 교육 지원 

∙교과목 개발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50

학생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운영
∙학습포티폴리오 운영 및

우수사례 포상, 홍보
∙학습성적 우수학생 워크숍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 워크숍 
∙산학협력 인턴십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참여인원 만족도

30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우수 교과목 동영상 제작, OCW지원
∙고품질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현황
∙콘텐츠 개발현황

100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전문인력 인건비 
∙교수-학습 지원 전체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200

소 계 480

합 계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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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추진 내용

1차년도

교수역량 개발

—교수역량에 대한 연구 및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기초작업 수행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신임교수 FD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2011학년도 1,2학기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실시

—2012학년도 부교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설계

—교수방법 개선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연중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대상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표 3-19>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대상별 특강 및 주요 프로그램

역  량 프로그램 강사, 
박사과정

신임
교수 

승진교수 
(부교수) 정교수 

교육목표 
추진역량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 ◯ ◯
아주인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 ◯

학생지도 
역량 

대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생상담 기법 ◯ ◯
학습동기부여 ◯ ◯ ◯ ◯

교육역량 

Teaching Star 프로그램 ◯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 ◯ ◯ ◯ ◯
교과목 개발 컨설팅 및 기술지원 ◯ ◯ ◯
특화된 교수-학습 모델 연구 및 워크숍 
(PBL, TBL, 자기주도학습 등)

◯ ◯ ◯
영어교수법 및 영어학습 지원 ◯ ◯ ◯
수업분석 및 개선 전문가 컨설팅 ◯ ◯ ◯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
부교수 승진자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

의사소통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 특강 ◯ ◯ ◯
프리젠테이션 능력 향상 워크숍 ◯ ◯ ◯
발성 및 스피치 클리닉 ◯ ◯ ◯

매체  
활용역량 

LMS 활용방법 새로운 매체 활용 교수법 ◯ ◯ ◯ ◯
스마트러닝기기 활용을 통한 교육모델 ◯ ◯ ◯ ◯
웹 3.0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정보 ◯ ◯ ◯ ◯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강의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교과목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점검하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원내용 확정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을 강화하고 선발, 지원내용, 포상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지원

—10개의 전공별 교육모델 개발을 목표로 학장 및 전공 주임교수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교무처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점수 반영

—융복합 교과목, AFL/AAFL 교과목, 고강도 교과목,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의 설계 및 컨설팅 

지원, 개발비 지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강의 활성화를 위한 TA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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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역량 개발

—K-CESA 역량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며(1천명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에개 맞는 역량진단 도구 개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창의성 개발 및 리더십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실시(각 학부별로 2-3학년 중 상위 1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이 온라인 튜터 및 학습도우미 사이트를 만들도록 지원)

—학습부진자(성적 2.5 미만)를 대상으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집중 워크숍 진행  

—산학협력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법, 파워 포인트,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교육, 공동체 예절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수강토록 지원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이클래스, 자동녹화시스템 콘텐츠 등을 스마트기기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함

—동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확충하고 교수자 및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공모전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함

—웹과제시스템을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 적용토록 함과 동시에 기능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확인하여 확산함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OCW와 연계함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교수-학습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및 교수학습 운영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진행

—교수-학습 지원, 이러닝 교수설계 전문 인력(계약직 박사 1명, 석사 2명, 기술직 1명) 충원

2차년도

교수역량 개발

—웹기반의 역량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토록 지원

—포트폴리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용방법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을 실시 

—신임교수 FD 프로그램 안정화, 부교수 승진자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별 교육모델 사업 10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개발 과목 수를 늘리고 교과목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 추가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지원체제 확정

학습역량 개발

—웹기반 역량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토록 지원

—포트폴리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용방법 교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을 실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콘텐츠 공유플랫폼 개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실시 및 OCW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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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진단 도구 연구에 따른 웹기반 진단시스템 개발 작업 진행

—e-포트폴리오 시스템 안정화 작업 수행  

—온라인테스트룸 구축(교수학습 전용 강의실로도 활용)

3~4차년도

교수 역량개발

—역량진단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티칭 포트폴리오를 활성화함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확산하는 세미나 실시

학습역량 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최적화하고 이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콘텐츠 공유플랫폼 개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실시 및 OCW 활성화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

기대 성과

단기 성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역량진단시스템 및 포트폴리오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이 

강화됨

역량진단과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함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함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수방법의 개선 및 변화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학업부진자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관리

장기 성과

교과목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대학 맞춤형 교육모델 및 교수방법 확산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 환경 선진화 및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

파급 효과

전공별로 특성화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여 전공 교육 역량을 강화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스마트 러닝 교육모델 전파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 및 OCW를 통한 지식콘텐츠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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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20>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사  업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교수역량
개발 

∙교수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시스템 

∙티칭 e-포트폴리오 
시스템

∙직급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교수법패키지프로그램
∙상담능력강화프로그램

∙웹기반 교수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교수법 프로그램 
실시

∙역량진단시스템 
이용 현황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만족도
∙컨설팅 현황

∙역량진단시스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역량관리 및 자아성찰

∙교수-학습지원체계 
선진화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상시적인 교수학습체계 
구축 

교과목 및
교육모델

개발 

∙전공별 교수법 연구 
모델 개발 

∙융복합, AFL, 블렌디 
드러닝 교과목 개발

∙교과목 개발 지원금, 
컨설팅, 보상체계 
구축

∙연구모임 참여
교수 수

∙교과목 개발 수

∙혁신적 교과목 운영을 
통한 교육역량강화 

∙특성화된 교육모델 
개발 및 전파 

∙교수학습지원 R&D 
역량 강화

학습역량 
개발 

∙학생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시스템 

∙학습 e-포트폴리오 
시스템 

∙대상별 학습법 
프로그램 

∙웹기반 학생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역량진단시스템 
이용 현황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만족도

∙역량진단시스템,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역량관리 및 자아성찰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동영상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 개발
∙온라인테스트룸

∙스마트러닝 환경 
정비 및 시스템 도입 

∙교수학습전산 시스템 
개발

∙플랫폼 개발 

∙신규 콘텐츠 수
∙교육환경 개선

현황

∙역량강화프로그램, 
스마트러닝 환경구축을 
통한 교수방법 개선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 환경 
선진화

3-4. 교육의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선진화 계획

목표 및 필요성

목표

목표핵심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 구축

통합적 환류체계를 구축, 실현함으로서 전체 학부교육기능의 최적화 도모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중점 관리 요소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통합적, 구체적, 지속가능한 질 관리를 통해 혁신의 효과적인 보급 및 실행가능성 극대화

필요성

교수 핵심역량, 학생 핵심역량, 학습경험 품질, 업적평가제도 등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기초체력 중점 관리 필요

질 관리 체제의 하위 요소로서 ① 아주인의 학습성과, ② 교수자의 교수성과, ③ 교육과정 품질을 

상정하며,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④ 지속가능한 지원체제에 대한 밀착 관리 필요

효율적인 질 관리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위한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 구축, 단과대학별 

자율적 책임경영제의 내실화 등 자생적 질 관리 체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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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질 관리 체제의 개선 방향

구 분 현  황 문 제 점 해 결 방 안

교 수
성 과
및

교 육
과 정

∙국내 최초로 교수업적평가,
연봉제, 승급제 운영

∙교수업적평가 내 교육 영역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임

∙승진 시 교육역량 평가 결과
반영 강화

∙교육우수교수 포상 및 교재
개발비 지원

∙세분화된 교수역량에 근거한
역량 평가 및 포상 미흡

∙교수역량 모델링 및 진단 실시

∙강의평가 결과 전면 공개 ∙강의평가도구가 다양한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강의평가 도구 개선

∙공학인증전공에서 CQI 보고
제도 운영을 통한 질 관리

∙타 전공의 교육과정 품질
관리가 문서화되지 않음

∙전교적 CQI 촉진

∙졸업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 품질의 사후 분석

∙교수-학습 품질에 대한
형성적인 측정 및 환류 미흡

∙교수-학습 품질에 대한
전교적 조사 

학 습
성 과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촉진
및 배치고사 결과에 따른
보습교육 제공

∙신입생 이후, 전공 진입시기의
질 관리 미흡

∙전공진입 준비도 평가를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 및
학습부진자 관리

∙철저한 상대평가 및 휴보강
관리를 통한 엄정한 학사관리

∙학습부진자를 위한 보완적
학습자료 구축 미흡

∙고품질 강의 콘텐츠 공개

∙졸업시험, 논문 등을 통한
졸업 사정 및 어학인증

∙핵심역량 향상도 및 수행 평가
도구 보완 요망

∙핵심역량 진단 및 포트폴리오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추진 개요

질 관리 체제 선진화 개요

우리대학의 질 관리 체제는 아주인의 학습 주기와 연동하여 설계되며, 각 시기별 주요 

마일스톤마다 학습 성과를 점검함

ʻ선발—입학—전공진입—졸업—졸업 후 사회진출ʼ의 전체 학습 주기에 대하여 형성적 평가 

및 총괄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학업 수행성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학업 부진자를 사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잘 가르치는 교수가 강의하는 최고의 수업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및 평가 체제 구축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 콘텐츠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전공별 교육과정 CQI를 정례화함으로서 자생적인 질 관리 유도

인력, 시스템,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성찰 및 피드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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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질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선발 전형에 따른 성취도 추수 분석 및 결과 환류 

—신입생의 입학 후 학업성취도 및 학습 경험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계열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에의 환류 및 발생가능한 학습부진자 사전 밀착관리를 위한 기반 체제 구축

—기 운영 중인 교내학사관리시스템(AIMS2)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업성적, 대학 내 활동, 사

회진출을 위한 활동 등 추수관리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추적조사 결과를 각 전공, 대학교육혁신원, 종합인력개발원 및 기타 유관 부서에 환류함으로써 

상담 및 대학생활 적응 지도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신입생 준비도 평가

—신입생 예비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예비대학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소속 

전공 및 관련 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신입생 집단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폐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현재 실시 중인 영어 및 이공계 기초 과목 배치고사 체제를 선진화함으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 진단 및 학습부진자를 위한 맞춤형 수업 체제 기반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각 전공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배치고사 후 맞춤형 교과목 

수강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습부진 요소의 사전 예방 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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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진입 준비도 평가

—전공 진입 준비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①의사소통(Power Co), ②기초과학(Power BSM),

③아주핵심역량 진단, ④학업계획서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이 전공 

진입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Candidacy Exam으로서의 역할 수행 (Power Co,

BSM은 Ⅲ-2-1. 교양 교육과정 선진화 참조)

—평가 항목 및 학업계획서의 형식 요건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단과대학

별 제도 운영 지침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핵심역량 진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안한 K-CESA를 우리 대학의 인재상 및 4대 핵심역량에 

맞추어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며, 이를 위해 K-CESA 개발팀에 자문 의뢰

졸업 준비도 평가 

—졸업 준비도 평가는 ① 아주핵심역량 진단 결과와 ② 학습 포트폴리오를 해당 전공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의 역량 수준 변화를 서술적으로 비교해보는 한편,

포트폴리오를 통해 내용 전문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평가

—평가 항목 및 포트폴리오의 형식 요건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단과대학별 

제도 운영 지침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관장

<그림 3-33> 전공진입 및 졸업 준비도 평가 체계

졸업생 만족도 및 졸업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현재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를 내용적/방법론적으로 보완하되, 그 결과를 각 전공 CQI 및 

유관 부서, 전공에 환류함

—방법론적 측면에서 설문, 초점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내용적 측면에서 졸업생 만족도의 경우 전공, 교양, 비교과, 학사 관리 등 아주인의 대학생

활 경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수요자 만족도의 경우 기업, 관공서, 연구 기관 등

이 졸업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구체화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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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자 지원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평가를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각 전공 및 교수학습지원 

센터에서 학습부진자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근원적 기반 마련

—학습부진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ʻ아주 특별한 워크숍ʼ을 정례화하고, 기 운영 중인 

멘토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Ⅲ-3-3. 교수—학습 지원 체계 선진화 참조)

성적평가의 신뢰성, 엄정성 확보

—철저한 상대평가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이른바 ʻ학점 짠ʼ 대학 이미지 유지

—완전학습이 요구되는 기초 과목의 경우 A/B/F 절대평가제를 도입함으로서 B이상의 수행을

보이지 않는 경우 F 부여 후 재수강 의무화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그림 3-34> 교수성과 관리 체계

교수 역량 다면평가제 및 수업 Peer Review제 실시

—승진 심사시 ʻ잘 가르치는가ʼ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업적평가에 반영

—평가대상자의 교수역량에 대한 360°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요소로서 자기평가, 수업참관,

학생인터뷰, 강의평가점수 등을 반영하며, 세부 사항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율적 결정

∙자기평가에는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및 교육관, 교수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 

등이 포함됨

∙수업참관은 승진심사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이 실시하며, 사전에 개발된 

반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함

∙학생인터뷰는 평가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강생으로 구성하되,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활용한 초점집단면접 기법을 활용함

—승진대상자가 아닌 경우 동료 교수자간 수업 Peer Review 및 추수 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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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연구영역 대비 교육영역 평가반영 비율 확대

∙교육영역 평가항목 중 강의시간(90점), 수업평가(75점), 대단위 강의(초과학생 1인당 0.25점)에 

대한 기본점수 반영비율 상향 조정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실적 교수업적평가 반영

—승진, 재임용에 교육부문 반영 강화

∙교육 평가 하위그룹에 대한 교수법 관련 수강 의무화

∙재임용 심사 시 교수업적평가의 교육성과 반영 : 현재 승진임용 시의 교육영역—강의시간,

수업평가, 대단위강의, 새로운교과목개발—반영 부분을 재임용에도 적용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 

∙승진대상 교수의 교수법 관련 수강 의무화

∙신임교수 교수법 관련(강의컨설팅 프로그램) 수강 의무화(기 시행)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

∙교육영역 우수교수에 대하여 업적급 차등 지급 : 업적급 지급대상을 전임교원 전체가 아닌

평가결과 상위 20% 내외의 우수그룹으로 한정하여 차별화된 보상 제공

—교수의 역할분담제(교육중심, 연구중심) 검토

∙단과대학장의 소속 전임교원 책임시간 조정권 부여: 단과대학 소속 교수의 총 책임시간 

범위 내에서 책임시간 조정권을 부여함으로서 교육영역 평가비중 제고

—교육중점교수제 운영 및 중점역할에 따른 책임시간 조정

∙기초교육대학으로 소속 변경(정년보장교수 중 전환 기준 마련) 및 별도의 교수업적평가 

기준 마련

∙학장 및 학부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 정년보장교수가 초과강의료 없이 3학점 이상 

초과 강의한 경우 성과승격에 필요한 연구업적 50% 대체(단, 조정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및 학부에서 추천된 연구우수교수에게 3학점 감면을 전제)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개발

—다양한 수업 맥락 및 학습 목표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타당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적평가에 확대 반영

—새로운 강의평가 도구의 구성 영역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기본 필수 문항

∙다양한 학습목표 및 교수법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교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

는 선택 문항 Pool

—결과적으로, 강의평가 문항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자가 수업의 학습목표 및 방법 등

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학습 경험 품질 (QSLE: Quality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 설문 조사

—아주인의 학습 경험 품질을 매년 연 1회 전수 조사함으로서 학습과정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도구 벤치마킹)

—본 설문은 개별 교수자 혹은 교과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아주인이 경험한 전반적 교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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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QSLE 설문을 통해 교수자의 학습자 중심 교수법 시도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 

품질을 분석하여 유관 부서에 환류함으로써 교육 선진화를 위한 양질의 정보 제공

교수 역량(Teaching Competency) 진단 체제 구축

—5대 교수 역량 (교육목표 이해 역량, 교육 역량, 학생지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매체활용 

역량) 수준에 대한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함

—아주핵심역량을 보유한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의 맥락에서 ̒잘 가르친다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잘 가르치는 교수로서 지녀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명시화

—교육우수교수 인터뷰, 관련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역량군-하위역량-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가 진단 시스템 구축 및 승진제도와의 연계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하에 진단 결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양해야 하는 교수 역량에 대한 처방 제공

온라인 티칭 포트폴리오 구축

—각 교수자별 온라인 티칭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교수자를 위한 자아 성찰 기회 및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 교육 정보 제공

—포트폴리오에는 교육관, 교육 관련 경험, 수업전략, 수업계획서, 수업자료 등 포함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주도하에 온라인 포트폴리오의 기본 형식을 구축하되, 항목별 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를 교수자가 결정하도록 융통성 부여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및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모범 사례 발굴, 확산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하는 전공 및 단과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각종 공모전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실시하되, 융합의 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위

원회 운영

강의 콘텐츠 공개

—Ajou Flagship Lecture, 강의우수교수 등의 수업을 녹화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학습 성과에 기여하는 동시에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운동에 동참

—사업 진행 초기에는 공개 강의 대상을 선별하여 온라인 콘텐츠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되, 점진적으로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CQI 운영

—교과목별 CQI 보고서 작성이 아닌 전공별 CQI 모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CQI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의 품질 관리를 위한 교수진의 성찰 및 개선 노력 촉진

—우리 대학의 4대 핵심역량을 반영한 핵심역량 진단은 개개인의 전공진입 및 졸업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며, K-CESA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형성적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목적 및 운영의 이원화가 이루어짐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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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한 K-CESA 결과 환류

—재학생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매년 핵심역량 향상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대학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그림 3-35> 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한 CQI 절차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재정비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대학 본부 차원에서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세부 과제와 관련된 맥락 및 요구 

(needs)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목표—투입—과정—성과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심층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점추진과제의 

타당한 수행 도모 및 실행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ʻ콘트롤 타워ʼ로서의 역할 수행

—협력 네트워크 구성

∙타 대학, 고등교육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 산업체의 교육 전문가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중점추진과제의 진행 방향 점검

∙학부교육 수월성 선도 기관으로서 벤치마크의 역할 수행, 혁신 노하우 공유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Digital Performance Support System)의 고도화 

—AIMS2를 활용하여 교육활동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교육이력, 수업관리, 학생이력,

상담이력 등 모든 자료의 입출력, 가공의 용이성 극대화

—티칭/학습 포트폴리오, 상담 등 학사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 도모

단과대학 책임경영제도 내실화

—KPI 중 교육영역 지표 배점을 강화하고, 성과 달성한 단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인센티브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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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추진 체제 요약

<그림 3-36> 질 관리 추진 체제 요약 : 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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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질 관리 추진 체제 요약 : 항목별

관리 영역 관리 항목 관리 도구 관리 시기 관리 주체 결과 활용 주체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신입생
추수관리

학업성취도, 대학 내 활동에
대한 지속적 자료수집

매학기 입학처
입학/교무/전공/
대학교육혁신원

신입생 준비도

신입생 배치고사 입학 후 1회

기초교육대학 학부/교무
신입생 예비대학 성취도 

예비대학
수료시 1회

전공진입
준비도

핵심역량 진단, 학습
포트폴리오, 학업계획서,
성취도 등 단과대학별 지표

2~3학기
학생 대상 1회

기초교육대학/
학부

전공/교무

졸업준비도
핵심역량 진단, 학습
포트폴리오, 기타 졸업인증제

7~8학기
학생 대상 1회

전공 전공/교무

졸업생 만족도 졸업생 만족도 설문
졸업 2년 이내

대상 격년
기획 전공

졸업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기업체/대학원 등 수요자
만족도 설문

격년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 역량

교수역량 다면평가제도 승진대상자 교무 전공/교무

동료교수 수업 Peer Review
상시 자발적

참여

교수 역량진단 및 컨설팅
신임/재임용
/승진 대상자 

대학교육혁신원

대학교육혁신원/
전공/교무교수-학습 품질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학기중/말 교무

학습경험품질(QSLE) 설문 연 1회 대학교육혁신원

교수 성과 지원
티칭 포트폴리오 재임용/승진 대학교육혁신원

제도적 인센티브 업적평가시 교무 전공/교무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제도적 인센티브 업적평가시 교무

대학교육혁신원/
전공/교무강의 콘텐츠 공개 제도적  인센티브 업적평가시 교무

교육과정 품질 교육과정 CQI 연 1회 대학교육혁신원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인력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정비 - 전공/교무

시스템
디지털 수행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 교무

제도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 - 단과대학/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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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추진 계획

구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

(백만원)

1차년도
(ʼ11.3

~
ʼ12.2)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신입생/전공진입/졸업준비도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단과대학별 요구분석 및 지표 개발
  - 아주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K-CESA 개발팀 자문
  - 학습 포트폴리오 구축 및 준비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처방 제공안 기획
∙졸업생/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선안 연구
∙신입생 추수관리를 위한 성취도 및 활동 분석을 

위한 사전 연구

∙전공진입/졸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핵심역량 수준 향상도
∙졸업생 만족도 향상도
∙수요자 만족도 향상도

69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면평가제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안 개발
  - 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
  - 티칭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수업품질 평가 도구 개발 연구
  -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연구 개발
  - 학습경험품질(QSLE) 설문 도구 개발

∙교수역량 수준 향상도
∙교수자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강의만족도
∙학습경험의 질 향상도 

30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콘텐츠 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CQI 위원회 운영안 기획

∙융합 교육과정수
∙강의자료 공개 과목수
∙CQI 보고서 건수

10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지원체제 개선안 마련
  -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 내실화 방안 제시
  - 선진화 추진위원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115

소 계 224

2차년도
(ʼ12.3

~
ʼ13.2)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진단 소규모 시범 운영 및 
제도화

∙졸업생/수요자 만족도 조사 파일럿 실시 
∙아주핵심역량 진단 시범 운영

∙전공진입/졸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핵심역량 수준 향상도
∙졸업생 만족도 향상도
∙수요자 만족도 향상도

54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개선안의 시범 운영 및 보완
  - 다면평가제, 교수업적 평가제도 개선안, 티칭 

포트폴리오 시범 운영
  - 교수역량 온라인 진단시스템 구축 
∙수업품질 평가도구 시범 운영 및 보완
  -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학습경험품질(QSLE) 

설문 시범 운영 

∙교수역량 수준 향상도
∙교수자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강의만족 향상도
∙학습경험의 질 향상도

60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콘텐츠 공개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모델 개발

∙CQI 위원회 운영안 시범 운영

∙융합 교육과정수
∙강의자료 공개 과목수
∙CQI 보고서 건수

30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지원체제 개선안 파일럿 실시
  -디지털 수행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요소 정의 및 개발
  -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 개선안 실시
  - 선진화 추진위원회, 협력 네트워크 운영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30

소 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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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관련 성과지표명 금액

(백만원)

3차년도
(ʼ13.2

~
ʼ14.2)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진단 확대 실시 및 결과 
환류

∙졸업생 만족도/수요자 만족도 조사 전면 실시 
및 결과 환류

∙학생핵심역량 진단 전면 운영

∙전공진입/졸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핵심역량 수준 향상도
∙졸업생 만족도 향상도
∙수요자 만족도 향상도

51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개선안의 확대 실시 
및결과 분석

  - 다면평가제, 교수업적평가제 개선안, 
교수역량진단, 티칭 포트폴리오 확대 

∙수업품질 평가 도구 전면 활용
  -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학습경험품질(QSLE) 

설문 전면 실시 

∙교수역량 수준 향상도
∙교수자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강의만족 향상도
∙학습경험의 질 향상도

50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콘텐츠 공개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모델 개발 

∙CQI 위원회 운영 결과 분석

∙융합 교육과정수
∙강의자료 공개 과목수
∙CQI 보고서 건수

50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지원체제 개선안 운영
  -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 내실화
  - 선진화 추진위원회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품질 관리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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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ʼ14.3

~
ʼ15.2)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진단 안정화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졸업생 만족도/수요자 만족도 조사 안정화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전공진입/졸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핵심역량 수준 향상도
∙졸업생 만족도 향상도
∙수요자 만족도 향상도

51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개선안의 안정적 운영 
및 향후 개선안 수립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학습경험품질(QSLE)  
설문 조사 정례화 및 향후 개선안 수립

∙교수역량 수준 향상도
∙교수자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강의만족 향상도
∙학습경험의 질 향상도 

50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 확산
∙콘텐츠 공개를 위한 우수 사례 확산
∙CQI 위원회 운영의 시사점 분석 

∙융합 교육과정수
∙강의자료 공개 과목수
∙CQI 보고서 건수

50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지원체제 개선안 안정적 운영 및 향후
개선안 수립

  - 목표 대비 성과 관리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10

소 계 161

합 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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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추진내용

1차년도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선발 전형에 따른 성취도 추수 분석 및 결과 환류

∙입학처 주관으로 수집 대상 데이터를 규명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 시스템

화하기 위한 사전 연구 실시

—신입생 준비도/전공진입 준비도/졸업 준비도 평가

∙준비도 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본 준비도 평가제도와 단과대학별 자율

적 책임경영제의 연계 도모

∙기초교육대학 주관하에 Power Co, Power BSM 프로그램 기획

∙K-CESA 개발팀의 자문을 통해 K-CESA와 우리대학 4대 핵심역량의 연계 도모

∙대학교육혁신원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교육평가인증센터의 주관 하에 준비도 평가에 

사용될 학습 포트폴리오 구축 및 준비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처방안 기획

—졸업생 만족도/졸업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내 정책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전공별 CQI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 역량 다면평가제 실시

∙교내 정책 연구를 통해 각 단과대학별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

시에 인터뷰 질문지, 수업관찰 체크리스트 등의 도구 개발

∙동료 교수자간 수업 Peer Review를 위한 제도 연구

—교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다산(茶山)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수자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역량군—하위역량—행동지표를 명세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실시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우리대학의 우수 수행자 및 최고경영자 인터뷰, 문헌 연구,

역량 전문가 그룹 델파이 등을 실시하여 진단 도구 및 온라인 진단 시스템 개발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개발

∙교육평가인증센터의 주관 하에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의 정책 연구를 통해 

강의평가도구 개발

—학습 경험 품질(Quality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 설문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도구 초안을 개발하고, 연 1회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수립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자기개발 노력 및 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교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교육과정 품질 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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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하는 전공 및 단과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강의 콘텐츠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강의 콘텐츠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 형태 및 온라인 시스템 

확보 등 사전 정비 작업 실시

—교육과정 CQI 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품질 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안 및 제도화 방안을 기획하며, 이를 위해 각 단

과대학의 관련자가 참여하는 정책연구 실시

—프로그램 개선 요구 파악을 위한 K-CESA 진단 실시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재정비를 위해 선진화 추진위원회 및 교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Digital Performance Support System)의 고도화

∙1차년도에 각종 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 요건을 규명하는 작업을 2차년도에 실시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 내실화

∙KPI 중 교육영역 지표 배점을 강화하고, 성과 달성한 단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2차년도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선발 전형에 따른 성취도 추수 분석 및 결과 환류를 위해 기 운영 중인 교내학사관리시스템

(AIMS2) 고도화 작업 및 파일럿 자료 수집

—신입생 준비도/전공 진입 준비도/졸업 준비도 평가의 소규모 시범 운영 및 그 결과에 따

른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하며, 아주핵심역량 진단의 시범 운영 병행

—졸업생 만족도/졸업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선안을 반영하여 파일럿 실시 후 수

정 보완을 통해 조사 도구를 정교화, 최종 확정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 역량 다면평가제 및 동료 교수자 수업 Peer Review의 소규모 시범 실시를 통한 제도 보완

—온라인 자가 진단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한 교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시범 적용 후 개선의 효과 도출 시 업적평가 확대 반영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실시

—학습 경험 품질(Quality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 설문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유관부서에 환류하기 위한 체제 모델 개발

—교수업적평가제 시범 운영을 통한 개선

교육과정 품질 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대학 융합형 교육

과정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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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콘텐츠 공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개 대상 강의 규정 및 시범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의 단과대학/전공별 CQI 위원회 시범 운영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와 혁신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재정비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Digital Performance Support System)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항목요건

규명 및 개발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 개선안을 통한 내실화

3~4차년도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선발 전형에 따른 성취도 추수 분석 및 결과 환류의 확대를 통한 교육 환경 선진화 도모

—신입생 준비도/전공진입 준비도/졸업 준비도 평가 확대 실시 및 안정화

—졸업생 만족도/수요자 만족도 조사 전면 실시 및 환류 체계 안정화 도모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교수 역량 다면평가제 및 동료 교수자 수업 Peer Review의 확대 실시 및 제도 안정화

—교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확대 실시 및 안정적 운영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개발 확대 실시 및 제도 안정화

—학습 경험 품질(Quality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 설문 정례화

—교수업적평가 제도 확대 실시 및 안정화

교육과정 품질 관리 선진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 발굴 및 확산

—강의 콘텐츠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과정 CQI 위원회 운영의 확대 실시 및 제도 안정화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와 혁신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조직 재정비

—디지털수행지원시스템(Digital Performance Support System)의 시범 운영을 통한 고도화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 내실화의 확대 실시 및 제도 안정화

기대 성과

단기 성과

아주인의 학업 성과를 입학시, 전공진입시, 졸업준비시 및 졸업 이후에 밀착 점검함으로써 

고성과자의 학업성과 증강 및 학습부진자의 중도탈락 사전 방지

학습 경험 품질(Quality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 설문, 졸업생 만족도 등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의 질 제고

전공, 단과대학별 CQI 운영을 통해 형식적 보고 위주의 품질관리가 아닌, 자생적 성찰 

촉진의 도구로서 CQI 활용

고품질 공개강의 자료 및 융합교육과정의 양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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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성과

교수자의 교육목표 추진, 의사소통, 학생지도, 강의, 매체 활용 역량 함양을 통한 학부 

교육의 기초체력 강화

4대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기본 소양, 내용 전문성, 융합 역량을 갖춘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

파급효과

교육중심의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선도적 실행을 통한 평가 모델 확산

통합적 환류체제 운영을 통한 전체 학부교육기능의 최적화 성공 모델 제시

추진내용의 논리모델

<표 3-23> 투입-과정(활동)-산출-성과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교수/학생 역량 

진단도구 

∙학습경험 설문도구 

∙교수역량 다면평가제 

및 Peer Review

∙티칭/학습 포트폴리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교육과정 CQI 체제 

∙융합교육과정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의 자료 공개를 위한 

제도

∙교수/학생 역량 진단 

∙학습경험품질 설문의 

정례적 실시

∙교수역량 다면평가제 

및 Peer Review

활성화

∙맞춤형 강의평가 실시

∙교육과정 CQI의 전교적 

적용

∙교수핵심역량 향상도

∙학생핵심역량 향상도

∙학습경험 품질 향상도

∙전공진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졸업준비도 관리 실적 

건수

∙강의평가 결과의 

업적평가 반영도 향상

∙CQI 보고서 건수

∙융합교육과정 수

∙강의자료 공개 과목 수

∙교수(Teaching) 역량 

함양

∙다산형 인재 역량 함양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의 질 제고

∙강의평가제도 운영의 

선도적 모델 제시

∙CQI를 통한 자생적 성찰 

촉진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점검을 통한 학습 

부진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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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

4-1. 총 사업비 구성

구 분 세 부 사 업
1차년도

(̓11.5~ʼ12.2)
2차년도

(̓12.3~ʼ13.2)
3차년도

(ʼ13.3~ʼ14.2)
4차년도

(ʼ14.3~ʼ15.2) 합 계

국고 비율 국고 비율 국고 비율 국고 비율 국고 비율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① 교양 교육과정 선진화 875 29% 660 22% 812 27% 812 27% 3,152 26%

②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 509 17% 563 19% 670 22% 670 22% 2,492 21%

③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615 21% 580 19% 594 20% 594 20% 2,258 19%

교육
지원

시스템
선진화

④ 학생 선발 선진화 60 2% 40 1% 40 1% 40 1% 180 2%

⑤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210 7% 420 14% 160 5% 160 5% 820 7%

⑥교수-학습지원체계
선진화

430 14% 480 16% 480 16% 480 16% 2,056 17%

⑦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선진화

224 8% 174 6% 161 5% 161 5% 710 6%

사업관리 및 운영 57 2% 83 3% 83 3% 83 3% 332 3%

합    계 2,980 100% 3,000 100% 3,000 100% 3,000 100% 12,000 100%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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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차년도 사업비 투자계획표

구분 세부사업세부프로그램 국고 비율 세부내역

교
육
과
정
구
성

및

운
영
선
진
화

교양
교육
과정

선진화

다양한
수준별

의사소통
교육

442,820,000 14.9%

∙전담교원 확보 (3,829,380*8*12=367,620,000원)

∙글쓰기 전담 첨삭 튜터 운영 (700,000*3*12=25,200,000원)

∙글쓰기 심화 강의 개발 연구비 (5,000,000*1=5,000,000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3,000,000*10=30,000,000원)

∙Ajou Debate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5,000,000*1=5,000,000언)

∙수준별 특화영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비 (5,000,000*1=5,000,000원)

∙수준별 현지적응형 제2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5,000,000*1=5,000,000원)

수준별
기초과학교육

110,000,000 3.7%

∙기초과학 영역별 교재개발 및 정책연구비
(10,000,000*4=40,000,000원)

∙운영비 및 튜터 교육비 (10,000,000*1=10,000,000원)

∙신입생 진단평가 (60,000,000*1=60,000,000원)

글로벌
교양트랙

10,000,000 0.3% ∙정책연구비 (10,000,000*1=10,000,000원)

융복합
교양과정

구성과 운영
44,000,000 1.5%

∙AFL/AAFL 교과목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및 회의비=10,000,000원
 - 교재개발비12*2,000,000=24,000,000원

∙학생주도개설 강의(SIC) 수요조사, 체제 연구비 
∙예술실기강의 수요조사 및 지원 체제 연구비
∙박물관, 미술관 및 예술행사와 연계 체제 연구비
 (10,000,000*1=10,000,000원)

교양교육
인프라구축

267,800,000 9.0%

∙교양수업지원TA운영
 (60,000,000*1=60,000,000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 확보
 - 연구교수(1)(3,500,000*6*1=21,000,000원)
 - 연구원(1)(2,300,000*6*1=13,800,000원)

∙회의 및 운영비 (1,000,000*5=5,000,000원)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신설 시설 구축, 의사소통센터 확충 및 강의실 
인프라 구축 (150,000,000*1=150,000,000원)

∙Power Co-Bsm
 - 전산체제구축연구(3,000,000*1=3,000,000원)
 - 전산체계개선종합로드맵연구(15,000,000*1=15,000,000원)

소계 874,620,000 29.3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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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세부프로그램 국고 비율 세부내역

교
육
과
정
구
성

및

운
영
선
진
화

전공
교육과정
선진화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231,000,000 7.8%

∙대학교육혁신원(융복합,산학연센터)연구원 인건비
  (2명*3,000,000원*6개월=36,000,000원)

∙융복합교육센터 공간 시설보수 5,000,000원
∙융복합교육센터 컴퓨터 및 집기 5,000,000원
∙융복합교육센터 운영비 (500,000원*8개월=4,000,000원)
∙융복합교육과정 연구비 (2팀*10,000,000원=20,000,000원)
∙융복합 제안 공모 사업 (4건*5,000,000원=20,000,000원)
∙이중배속 교수 업적 평가제 연구 5,000,000원
∙전공 실습실 구축 시설보수 공사비 100,000,000원
 컴퓨터 및 집기(30개*1,200,000원=36,000,000원)

산학협력
교육과정
체제 확립

60,600,000 2.0%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60명*50,000=3,000,000원)

∙산학협력 특임교원 초빙 인건비 
  (1명*3,600,000원*6개월=21,600,000원)

∙산학연센터 공간 시설 보수 5,000,000원

∙산학연센터 컴퓨터 및 집기 5,000,000원

∙산학연센터 운영비 (500,000원*8개월=4,000,000원)

∙인턴십 활용 업체 협약홍보 5,000,000원

∙현장과제 경진대회 (5팀*1,000,000원=5,000,000원)

∙산업수요지향전공 개발연구 (2건*5,000,000원)

∙현장지도출장비지원 2,000,000원

전공수업
방식 혁신

44,000,000 1.5%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연구 지원
  (2팀*5,000,000원=10,000,000)
∙PBL+TBL 강의환경 구축(2실) 30,000,000원
∙졸업논문/작품공모시상 (8팀*500,000원=4,000,000원)

글로벌 
커리큘럼 
확대 운영

173,000,000 5.8%

∙국제공동 화상강의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30명*100,000원=3,000,000원)
∙화상강의실 구축(장비 15,000,000원+솔루션 20,000,000원)=35,000,000원
∙국제대학 프로그램 운영 (10명*3,000,000원=30,000,000원)
∙글로벌 집중교육과정 개발 발전연구비 5,000,000원
∙글로벌 집중교육 실습실 장비 구축  70,000,000원 
∙영작문 교정 시스템 구매 30,000,000원

소   계 508,600,000 17.1%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자기주도적
필요역량 

설계
50,000,000 1.7%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관리 시스템 구축 
10,000,000원

∙진로설정 관리 시스템 구축 20,000,000원
∙진로설정 워크북 콘테스트 20,000,000원

타 전공 
분야에 

이해 능력 
증진

10,000,000 0.3%

∙非경영대학생 대상 ʻMiniMBAʼ 도입 계획 연구비 5,000,000원

∙IT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 도입 연구비 5,000,000원

문제해결 
체험을 통한 
창의성 증진

8,000,000 0.3%

∙TRIZ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응용교육과정 계획 연구비 5,000,000원

∙소학회 제도 강화(안) 연구비 

∙학부생 프로젝트팀 지원(안) 연구비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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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세부프로그램 국고 비율 세부내역

교
육
과
정
구
성

및

운
영
선
진
화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공동체의식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123,000,000 4.1%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개선 및 확산
  (10명*1,000,000원=10,000,000원)∙동아리, 소학회, 학술행사 지원 확대 50,000,000원∙프리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 강의료 20,000,000원∙토론 대회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개최
 (1회*3,000,000원=3,000,000원)∙유명인사토크쇼 등 공동체의식 문화 행사 추진 20,000,000
∙공동체활동 국내 역사 문화 탐방 20,000,000

다양한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132,000,000 4.4%

∙글로벌  프론티어 양성 프로그램 
 (10명*2,000,000원=20,000,000원)∙실용영어 강좌 확대 (500명*100,000원=50,000,000원)∙한자학습 지원 (200명*50,000원=10,000,000원)∙International Day (1회*40,000,000원=40,000,000원)∙Rediscovery of Korea  (4팀*2,000,000원=8,000,000원)∙Global Week (20개국*20주*10,000원=4,000,000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2,000,000 1.4%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운영
 (10반*40명*10,000원*4회=16,000,000원)∙직무 아카데미 실시∙취업 스터디그룹 지원 
 (20개 그룹*1,000,000원=20,000,000원)∙중견기업 탐방 프로그램 
  (30기업*20명*5,000원*2회=6,000,000원)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관리
체계 구축

250,000,000 8.4%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수  5,000,000원∙비교과교육지원센터 계약직원 충원 
  (1명*2,000,000원*3개월=6,000,000원)∙비교과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000,000원∙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20,000,000원 
∙비교과 활동 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10,000,000원
∙교내 서버 구입 205,000,000원
∙비교과교육활성화 회의비 3,000,000원

소   계 615,000,00020.6%

교
육
지
원
시
스
템
선
진
화

학생선발  
선진화

입학사정관
전형 선진화 - 0.0%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학업성취도
분석 및 평가
요소다양화 

- 0.0% ∙전형별 신입생 선발 결과 분석 

모집단위
특성을반영한 

전형개발 
10,000,000 0.3% ∙모집단위 특성 분석 연구 10,000,000원

입학생
추수지도 50,000,000 1.7%

∙신입생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1식*50,000,000원=50,000,000원)

소   계 60,000,000 2.0%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

교양교육
학사제도의

개편
10,000,000 0.3%

∙다산기초교육연구소  개설∙기초교육연구위원회 연구비 
 (1팀*10,000,000원=10,000,000원)

융복합지원
학사제도 

구축
- - ∙융복합교육센터 개설

수요지향적
교육체제를
위한학사제

도개선

- -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개설

학생상담및
학생지도의
다면적지원
체계구축

200,000,000 6.7%

∙학생상담 지원기관 편제 개편∙학사제도 및 학생지도선진화 프로그램 구축 100,000,000원
∙모바일교육환경을 지원하는 홈페이지 구축(1차년도)
 100,000,000원

소   계 210,000,000 7.0%



Ⅲ.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176 아주대학교

구분 세부사업세부프로그램 국고 비율 세부내역

교
육
지
원
시
스
템
선
진
화

교수
-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교수역량
개발

42,000,000 1.4%

∙역량진단도구 개발 연구 10,000,000원

∙FD(Faculty Development) 프로그램 수업분석 컨설팅
  (24명*500,000원=12,000,000원)

∙교수법 프로그램 워크숍(30명*200,000원=6,000,000원)

∙FD(Faculty Development) 프로그램  특강 
(2회*1,000,000원=2,000,000원)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2회*3,500,000원=7,000,000원)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2회*1,000,000원=2,000,000원)

∙맞춤형프로그램 워크숍(1회*3,000,000원)

교과목
혁신 및
교육모델

개발 

40,000,000 1.3%

∙전공별 교육모델 개발 연구모임 지원 
  (10과목*2,000,000원=20,000,000원)

∙교과목개발지원  (10과목*2,000,000원=20,000,000원)

학습역량 
개발

34,500,000 1.2%

∙역량진단도구개발 연구  10,000,000원

∙학습부진학생 동기부여 프로그램(50명*400,000원=20,000,000원)

∙학습법 프로그램(3회*1,700,000원=4,500,000원)

스마트러닝
환경구축

25,000,000 0.8%
∙저작도구 및 장비 구입비 10,000,000원

∙스마트러닝 교육모델 정책 연구 15,000,000원

교수-학습
지원체계
선진화

289,200,000 9.7%

∙교수학습전문 박사과정 연구원  인건비
  (1인*3,200,000원*6개월=19,200,000원)

∙교수학습, 이러닝 석사과정 연구원 인건비
  (1인*2,500,000원*6개월=15,000,000원)

∙교수-학습 지원 계약직원(기술직) 인건비 
  (1인*2,000,000원*6개월=12,000,000원)

∙교수-학습지원 관련 운영 회의비 (10회*300,000원=3,000,000원)

∙CTL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1식*20,000,000원=20,000,000원)

∙교수-학습 e-포트폴리오 개발 (1식*50,000,000=50,000,000원)

∙온라인 교수학습 룸 설치 150,000,000원

∙CTL 조직기능 정책 연구(10,000,000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10,000,000원)

소   계 430,700,00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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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 세부프로그램 국고 비율 세부내역

교
육
지
원
시
스
템
선
진
화

교육의 
질

관리체계
선진화

학습성과
관리

선진화
69,200,000 2.3%

∙단과대학별 요구분석 및 지표개발 연구비  5,000,000원

∙K-CESA 개발팀 자문 30,000원* 1,000명=30,000,000원

∙학생포트폴리오 구축 및 준비도 평가 결과 분석  5,000,000원

∙졸업생/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선안 연구  5,000,000원

∙신입생 추수관리를 위한 성취도 및 활동분석 연구 5,000,000원

∙연구원 인건비(1인*3,200,000원*6개월=19,200,000원)

교수성과
관리

선진화
30,000,000 1.0%

∙다면평가제 및 업적평가제도 개선안 연구 10,000,000원

∙교수역량진단도구 개발 연구 5,000,000원

∙티칭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5,000,000원

∙맞춤형 강의평가도구 개발 (1식*10,000,000=10,000,000원)

교육과정 
품질관리
선진화

10,000,000 0.3%

∙강의콘텐츠 공개 관련제도 개선 연구 5,000,000원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강의품질개선(CQI) 위원회 운영안 개발 
5,000,000원

지속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115,000,000 3.9%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도 내실화 방안연구
  (1개*10,000,000원=10,000,000원)
∙교육지원시스템 고도화 프로그램 구축 100,000,000

∙선진화 추진위원회 활동 운영비
(10회*500,000원=5,000,000원)

소   계 224,200,000 7.5%

사
업
관
리
 및
 운
영

사업관리
및

운영

사업관리
운영경비

56,880,000 1.9%

∙학부교육선진화추진 운영 회의비
  (10회*500,000원=5,000,000원)

∙학부교육선진화추진팀 계약직 인건비
  (1명*2,000,000원*8개월=16,000,000원)

∙학부교육선진화추진팀 운영비(홍보비 등) 35,880,000원

소   계 56,880,000 1.9%

합계 2,98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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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체계

우리대학은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정책 및 계획,

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관장

본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기구로「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 

본부」를 설치 

교양교육은 기초교육대학에서, 전공교육은 대학교육혁신원에서, 비교과교육은 종합인력개발원 

에서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센터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 

조직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통하여 조직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교육자문위원회와 교육평가인증센터를 통한 사회적 요구 반영 및 발전적인 성과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

<그림 4-1>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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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대학의 교무위원 급 보직교수와 사업 추진 관련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성명 소  속 직위(급) 비 고

위원장 안재환 총장

위원 박영동 자연과학부 교무처장 겸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내

위원 김민구 정보컴퓨터공학부 기획처장 교내

위원 전경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처장 겸 종합인력개발원장 교내

위원 장중순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공과대학장 교내

위원 김성수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대학장 교내

위원 이형천 자연과학부 자연과학대학장 교내

위원 이창환 경영학부 경영대학장 교내

위원 문승재 인문학부 인문대학장 교내

위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겸 고등교육 연구실장 외부

위원 김영환 KT네트웍스 대표이사 외부

간사 김인애 교무팀 팀장 교내

계 총 12명

사업 추진위원회 역할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점검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2. 사업 전담관리 조직: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 본부>

사업의 총괄적 수행을 위하여 교무처를 중심으로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관련 부서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들로 구성된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추진본부」신설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급) 담당업무

사업총괄 책임자 박영동 교무처 교무처장(본부장) 사업총괄

실무책임자 김인애 교무팀 팀장 학사업무 운영 총괄

실무책임자 오용직 기초교육대학 팀장 교양교육 운영 총괄

실무책임자 박철균 사회진출팀 팀장 비교과과정 운영 총괄

실무책임자 김영기 대학교육혁신원운영팀 팀장 전공교육 지원 및 교육성과 관리

실무자 진성호 교무팀 팀원 사업 총괄 진행, 성과지표 관리 

실무자 이경희 교무팀 팀원 학사제도 선진화

실무자 박승진 교무팀 팀원 수업 운영, 수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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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급) 담당업무

실무자 강필승 기초교육대학 교학팀 팀원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무자 윤영화 기초교육대학 교학팀 팀원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무자 노진호 사회진출팀 팀원 비교과 과정 운영

실무자 이미자 대학교육혁신원운영팀 팀원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유남경 교원팀 팀원 교원 성과관리

실무자 한  준 입학팀 팀원 학생선발 선진화

실무자 윤혜정 기획팀 팀원 학사조직 개편, 성과지표 관리

실무자 신규 대학교육혁신원운영팀 팀원 교육성과평가 업무 지원

실무자 신규 교무팀 팀원 사업 업무 지원

계 총 17명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본부」역할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업무 총괄 

—영역별 업무 수행 및 자체평가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사업 수행의 총체적 성과 평가 및 관리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 관련 교내·외 홍보

—사업 운영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구성원 의견수렴

—사업추진경과 및 실적을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자체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1-3.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급) 담 당 업 무

총괄책임자 김민구 기획처 기획처장 총괄책임

실무책임자 조경숙 예산팀 팀장 예산 관리

실무자 장주아 예산팀 팀원 예산 통제·관리

실무책임자 김인애 교무팀 팀장 사업비 집행 관리

실무자 진성호 교무팀 팀원 사업비 집행

실무책임자 안영찬 경리팀 팀장 자금 출납 관리

실무자 김경숙 경리팀 팀원 자금 출납

계 총 7명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역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한 자문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검토 

—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국고보조금 통장 및 자금 출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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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절차 및 기준

사업추진 절차

<그림 4-2> 사업 추진 절차

2-1.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 제정 목적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위원회 기능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점검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 구성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 포함

위원은 우리대학 교무위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내․외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구성

위원장의 역할, 유고시 직무 대행

위원장은 총장이 당연직으로 수행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위원회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단,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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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회의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준용

2-2.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

사업비 집행 원칙

사업비 집행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법령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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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집행 불가

학생 대상별 사업비 집행 가능 용도

학생 대상은 우리대학의 학부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입학전 신입생을 포함하며 취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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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그 외에는 모두 가능

—대학원생: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단,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 인

건비성 경비는 지급 가능하며, 이런 경우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기준은「예산운용기준」을 적용  

—입학전 신입생: 모든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되 장학금 수령 후 등록을 취소할 경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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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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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사비, 자문료, 교육과정개발비, 원고료 등) 단, 구체적인 성과물이 존재하여야 하며 

집행기준은 우리대학「예산운용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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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탐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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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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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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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은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집행하되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항목간 조정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사업 추진본부(교무팀)를 경유하여 기획처 예산팀에 사업변경계획

서를 제출하여 변경 승인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 금지



1. 학부교육 선도대학 핵심 및 성과지표

아주대학교 185





1. 학부교육 선도대학 핵심 및 성과지표

아주대학교 185

1 학부교육 선도대학 핵심 성과지표

1-1. 핵심 성과지표 총괄표

연번 지표명 기준값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①
융복합 
교육
과정
지수

AFL 교양과목 융복합 과목 지수
(과목수)

0.00
AFL,AAFL

교과목 개발 연구
0.40
(8)

0.75
(15)

1.00
(20)

전공 내 융복합 과목 편성 지수 0.00
융복합 

교육과정 연구
0.60 0.70 0.80

전공 내 융복합 트랙 지수(트랙수) 0.00
융복합트랙 

제안 공모 선정
0.60
(3)

0.80
(4)

1.00
(5)

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 지수 
(전공수)

0.80
(8)

0.80
(8)

0.90
(9)

0.90
(9)

1.00
(10)

융복합 교육과정 지수 0.80 0.80 2.50 3.15 3.80

②
의사
소통 
역량 
지수

기본글쓰기 지수
(기말진단평가 평균)

0.91
(6.8)

0.91
(6.8)

0.93
(7.0)

0.96
(7.4)

1.00
(7.5)

심화글쓰기 지수
(기말진단평가 평균)

0.76
(6.8)

0.76
(6.8)

0.89
(8)

0.94
(8.4)

1.00
(9)

심화글쓰기 지수(교과목 수) 0.00 0.00
0.50
(4)

0.75
(6)

1.00
(8)

우수 기말보고서 지수(수상작 수)
0.18
(14)

0.18
(14)

0.50
(40)

0.75
(60)

1.00
(80)

심화 ʻ발표와 토론ʼ 지수(교과목 수) 0.00 0.00
0.50
(2)

0.75
(3)

1.00
(4)

ʻAjou Debateʼ 지수(발제수)
0.50
(80)

0.75
(120)

1.00
(160)

1.20
(192)

1.50
(240)

아주고전 지수(평균점수)
0.67
(40)

0.75
(45)

0.83
(49.8)

0.92
(55.2)

1.00
(60)

CBT 지수(참가자수)
0.13
(130)

0.30
(300)

0.50
(500)

0.80
(800)

1.00
(1,000)

의사 소통 역량 지수 (ΣQi) 3.15 3.65 5.65 7.07 8.50

1-2. 핵심 성과지표 세부 내용 

핵심 성과지표 1: 융복합 교육과정 지수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0.80/지수
목표값 0.80 2.50 3.15 3.80

향상도 0% 212.5% 26% 21%

산출근거

— 조사대상 : AFL 교양과목 융복합 과목수, 편성 전공 교과목 중 융복합 과목 학점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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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학점수, 융복합 트랙수, 융복합 전공수(8개)

— 산출식 : 자체개발 지수 사용

Q1 = AFL 교양과목 융복합 과목수/20

Q2 = (∑편성 전공 교과목 중 융복합 과목 학점수 / ∑편성 전공 교과목 학점수)/c2

Q3 = 융복합 트랙수/5

Q4 = 융복합 전공수/10

Q = ∑Qi

지표설정 근거

—융복합 교육과정 지수는 우리대학의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융복합 교육 

선진화를 위해 산출된 융복합 진단 지수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성과지

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융복합 지수로 산출

—매학기 교양 및 전공에서의 융복합 과목에 대한 편성수 및 평점, 학생들의 강의평가지수를 

측정하여 종합적인 융복합 지수를 편성

—지표선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융복합 교양 교과목 
∙융복합 전공 교과과정 
∙융복합 트랙
∙융복합 전공

∙융복합 교양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융복합 전공 교과과정 편성
∙융복합 트랙 운영
∙융복합 전공 운영

∙수강생수
∙수강 과목 평점
∙과목 강의평가 지수
∙융복합 진단 지수

∙융복합 사고 역량 제고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Q1 = AFL 교양과목 융복합 과목수/20

Q2 = (∑편성 전공 교과목 중 융복합 과목 학점수 / ∑편성 전공 교과목 학점수)/c2

Q3 = 융복합 트랙수/5

Q4 = 융복합 전공수/10

Q = ∑Qi

총 지표는 Q1~Q4까지 4개임

—Q1은 기초교육대학 교양과목에 대한 융복합 지수를 나타내며, 이 점수들의 증가는 융복합 

교과목의 증가로 최종목표는 20개 정도임

—Q2는 전공 내에서의 융복합 과목 편성 지수로 전공 과목의 c2가 인접 타 전공 교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상적인 비율을 1로 설정하여 최종 목표치를 정할 계획임 

—Q3는 전공 내의 융복합 트랙수이며, 최종 목표는 5개임

—Q4는 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수이며, 최종 목표는 10개임

위 4개의 부분 지수를 복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Q를 융복합 지수로 산출함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기준값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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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Q3는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2011년 이후 부터 개발되는 기초교육대학의 AFL 융복합

과목, 전공내 융복합 과목, 융복합 트랙수부터 목표값을 달성할 것임. 따라서 1차 년도에는 

기준값이 0임

∙Q4는 설립되어 있는 융복합성격의 전공수인 8개를 기준값으로 함【첨부3-1】참조  

구    분 전 공 명

전    공 ∙미디어학, e-비즈니스학, 금융공학, 지역연구, 국제통상,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기초의과학

달성 계획 및 전략

—1차년도에 전공내 융복합 교과목 편성 지수 개발: 각 전공에서 적절한 융복합 교과목 편성 

비율을 연구하여 적절한 비율을 정하고 각 단과 대학 및 대학 전체에 대한 전공 내 융복합 

비율 결정

—2차년도에 전공내 융복합 교과목 편성 지수 0.6 달성: AFL 강의 8개 개발 계획, 전공 내 융복합 

트랙수 3개 개발 계획, 융복합 전공 1개 추가 신설

—3차 년도에 전공내 융복합 교과목 편성 지수 0.7 달성: AFL 강의 7개 추가 개발 계획, 전공 

내 트랙수도 4개 추가 개발 계획

—융복합 전공의 경우 주기적인 평가(수강인원, 강의평가,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를 통하여

수요에 맞추어 존속여부를 결정함

핵심 성과지표 2: 의사소통 역량 지수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3.15/지수
목표값 3.65 5.65 7.07 8.50

향상도 16% 55% 25% 20%

산출근거

— 조사대상 : 기본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6.8), 심화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6.8),

심화글쓰기 교과목 수, 우수 기말보고서 수상작 수(14), 심화 ʻ발표와 토론ʼ 교과목 수,

ʻAjou Debateʼ 발제수(80), 아주고전 평균점수(40), CBT 참가자수(130)

— 산출식 : 자체개발 지수 사용

 Q1:기본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

     Q2:심화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

     Q3:심화글쓰기 교과목 수

     Q4:우수 기말보고서 수상작 수

     Q5:심화 ʻ발표와 토론ʼ 교과목 수

     Q6:ʻAjou Debateʼ 발제수

     Q7:아주고전 평균점수



Ⅴ. 성과관리 계획

188 아주대학교

     Q8:CBT 참가자수

     Q = ∑Qi

지표 설정 근거

—의사소통 역량이란 단순히 말하기, 쓰기 기술(skill)의 향상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임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은 우리대학의 교육의 목표인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역량임

—따라서 의사소통 역량은 글쓰기, 말하기, 토론하기 훈련과 동 서 고전에 대한 이해력 증진 

훈련을 통해서 배양됨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글쓰기, 발표와 토론 수업 
심화반 

∙우수 기말보고서 수상 
∙아주고전 
∙ʻAjou Debateʼ 시행

∙글쓰기, 발표와 토론 수업 
심화반 운영

∙우수 기말보고서 평가
∙아주고전 확대실시
∙ʻAjou Debateʼ 확대 실시

∙심화 글쓰기/발표와토론 
반 증가 수

∙우수 기말보고서 수상작 수
∙아주고전 CBT 참여 학생 

수 및 평균점수 향상도
∙ʻAjou Debateʼ 발제 수

∙글쓰기, 토론능력 향상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지    표 기준값
연도별 목표값

2011 2012 2013 2014

Q1:기본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
0.91
(6.8)

0.91
(6.8)

0.93
(7.0)

0.96
(7.4)

1.00
(7.5)

Q2:심화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
0.76
(6.8)

0.76
(6.8)

0.89
(8)

0.94
(8.4)

1.00
(9)

Q3:심화글쓰기 교과목 수 0.00 0.00
0.50
(4)

0.75
(6)

1.00
(8)

Q4:우수 기말보고서 수상작 수
0.18
(14)

0.18
(14)

0.50
(40)

0.75
(60)

1.00
(80)

Q5:심화 ʻ발표와 토론ʼ 교과목 수 0.00 0.00
0.50
(2)

0.75
(3)

1.00
(4)

Q6:ʻAjou Debateʼ 발제수
0.50
(80)

0.75
(120)

1.00
(160)

1.20
(192)

1.50
(240)

Q7:아주고전 평균점수
0.67
(40)

0.75
(45)

0.83
(49.8)

0.92
(55.2)

1.00
(60)

Q8:CBT 참가자수
0.13
(130)

0.30
(300)

0.50
(500)

0.8
(800)

1.00
(1,000)

의사소통 역량 지수(Σ Qi ) 3.15 3.65 5.65 7.07
8.50

—기본글쓰기(Q1): 우리대학에서는 신입생 전원에게 글쓰기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문장,

요약, 단락 등 글쓰기 기본요소를 강의 초에 진단평가한 결과 평균 ̒3.8/10ʼ 이며, 학기 말에 

평가결과 ʻ6.8/10ʼ 으로 앞으로 이 평가결과 평균치를 7.5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정함

—심화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Q2): 기본글쓰기 기말진단평가 평균이 ʻ6.8/10ʼ 이므로 심화

글쓰기의 경우 기말진단평가 평균 목표를 ʻ9.0/10ʼ 으로 정함

—심화글쓰기 교과목 수(Q3):재학생 중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수준 높은 글쓰기 능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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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심화글쓰기 교과목을 개발

—우수 기말보고서 수상작 수(Q4): 중소형 심화강의의 경우 논문식 기말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이 보고서들 중에서 수작을 시상하는 것은 경험상 매우 높은 교육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종료되는 4차년도에는 80개를 목표로 함

—심화 ʻ발표와 토론ʼ 교과목 수(Q5): 현재 학기당 8개가 열리는 교양선택 ʻ발표와 토론ʼ 의 

50%를 차등화하여, 심화 ʻ발표와 토록ʼ 교과목으로 정함

—ʻAjou Debateʼ 발제수(Q6):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jou Debateʼ 를 옥스퍼드식 토

론 방식(발제자 2명+모더레이터 1명)을 사용하는 모범적인 토론 커뮤니티로 확대하여, 한

편으로는 강의와 연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주에 1개의 주제(참고:「Economist紙」 온

라인 토론 사이트)를 다루도록 목표를 정함

—아주고전 평균점수(Q7): 현재 시범 실시한 아주고전의 CBT 평균점수는 약 40%이며, 이 점

수는 강의에 사용된 철학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이 섞여 있는 상태로서, 전면 실시의 경

우 합격선을 60%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CBT 참가자수(Q8): 신입생에 대하여 ̒통과/비통과ʼ 로 평가되는 아주고전의 참여자를 선진

화 사업 4년차에 신입생의 50%인 1,000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첨부 3-2,3,4】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사업 연차 계획에 따라 글쓰기 전담교원 확충을 통하여 심화글쓰기 반 운영 및 우수 보고서 시상

—기초교육대학의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소속 연구교수 확충으로 ̒Ajou Debateʼ 활성화 및 아주 

고전 프로그램 확대  

—기초교육대학의 자체 평가제도를 통해 다산기초교육연구소의 성과에 대한 연도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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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 성과지표

2-1. 자율 성과지표 총괄표

연번
세부
사업

지표명(단위) 기준값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① 교양
전임교원 교양교육과정 참여율
(강의교수 포함)

58.4 60.0 61.5 63.0 65.0

② 비교과 Life Vision 설정 지수 0.14 0.26 0.39 0.52 0.65 

③ 비교과
공동체 

활동 지수

학생참여지수 0.18 0.20  0.22 0.24  0.27 

교수참여지수 0.11 0.12 0.13 0.15 0.16 

④
전공

/비교과
글로벌 

역량 지수

교환학생 파견 비율 0.039 0.042 0.045 0.048 0.051 

교환학생 유치 비율 0.038 0.041  0.044 0.047 0.050 

학위과정 유치 비율 0.036 0.039  0.042 0.044 0.048 

영어강의 비율 0.176 0.188 0.202 0.216 0.231 

토익점수 0.560 0.574 0.588  0.603  0.618  

⑤ 선발 입학사정관제 적용 신입생 선발 비율 17.7 23.6 29.8 40.0 40.0

⑥ 학사
학생상담 
참여 지수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1.0 1.5 2.5 3.5 5.0

지도교수 면담 비율 3.5 4.5 6.0 10.0 20.0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비율

N/A
(신규)

10 20 25 30

⑦
교수
학습 
지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참여 지수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 350 200 400 450 500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 400 250 550 600 650

계 750 450 950 1,050 1,150

⑧ 질관리

교수역량 
Peer 

Review 및 
컨설팅 
참여율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N/A
(신규)

0.0 2.0 4.0 5.0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N/A
(신규)

0.0 2.0 4.0 5.0

계 0.0 0.0 4.0 8.0 10.0

⑨ 질관리
핵심역량 
향상도

K-CESA 지수
N/A
(신규)

1차 측정값
1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3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
N/A
(신규)

진단시스템 
개발 

1차 측정
1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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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 성과지표 세부 내용

자율 성과지표 1: 전임교원 교양교육과정 참여율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58.4/비율
목표값 60.0 61.5 63.0 65.0

향상도 2.7 2.5 2.4 3.2

산출근거

— 조사대상 : 전임교원 교양교육과정 참여율(강의교수 포함)

— 산출식 :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강의 수/연간 전체 교양강의 수

지표 설정 근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주체의 교육에 대한 개입(Committment)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양교육의 전임교원의 참여율은 매우 중요함

—전임교원이 교육을 담당할 경우, 시간강사가 교육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용이함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전임교육의 교양교육 
참여율

∙교양교육의 질 개선
∙아주대학 명품 교양강의 산출
∙다산(茶山)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의 실현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현재 연간 전체 교양강의 수(1,257개) 대비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강의 수(734개)의 비

율은 58.4%로, 이를 기준값으로 삼음

—1년차에는 교양과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전임교원의 교양교육의 참여율 제고

—글쓰기 영어, 제2외국어 등의 전임교원 확충으로 사업연차 계획에 따른 목표값 설정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전임교원 교양교육 참여율 58.4 60.0 61.5 63.0 65.0

【첨부4-1】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기초교육대학 내에 글쓰기, 영어, 제2외국어를 비롯한 전임교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 학기 1과목 이상의 교양교육을 담당할 중복배속 교수제도의 도입

—AFL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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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 경성화 방침에 따른 교양교과목의 통․폐합으로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참여율 제고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학부별 중복배속 교수 수, 교양교육 참여율 조사 및 평가

자율 성과지표 2: Life Vision 설정 지수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0.14/지수 
목표값 0.26 0.39 0.52 0.65 

향상도 85.7 50 33.3 25

산출근거

— 조사대상 : Life Vision 설정 학생 수, 커리어코칭 학생 수

— 산출식

: Life Vision 설정 보정 지수 =  ×  설정누적인원수    ×커리어코칭누적인원수 재학생수
지표 설정 근거

—우리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 자신이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한 후 필요 역량을 자

기주도적으로 계발해 가는 ʻCareer-oriented 비교과 교육ʼ 모델을 기반으로 함

—학생의 ʻ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로드맵ʼ 작성은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 비

율을 높이고, 학부생이 대학생활을 계획적으로 하게 하는 핵심요소로서 학교 전체 차원에

서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필수 지표라 할 수 있음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Life Vision 설정 및 1대1 
커리어코칭 체계 

  - 진로설정워크북
  - Career Advisor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로드맵 작성

∙1대1 커리어코칭 진행
∙진로목표 보완

∙Life Vision 설정 학생 수
∙커리어코칭 학생 수

∙자기관리역량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향상

—Life Vision 설정 보정 지수 =  ×  설정누적인원수    ×커리어코칭누적인원수 재학생수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우리대학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338,75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로설정워크북 및 커리

어로드맵 작성에 필요한 독창적인 인프라 구축

∙대학생용 진로설정워크북 자체 개발, 진로설정 내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Life

Vision 설정 전문가 양성, 온라인 특강 콘텐츠 개발

—2010년에는 총 2,945명의 학생이 진로설정워크북 및 커리어로드맵을 작성하였으나, 커리어코칭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설정한 진로목표에 대한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부 선진화 사업을 통해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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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으며, Life Vision 설정 실적과 커리어코칭 실적을 조합하는 지표 개발

지    표 기준값
목표값

2011 2012 2013 2014

Life Vision 설정 지수 0.14 0.26 0.39 0.52 0.65 

—위 목표 수립은 2010년도의 Life Vision 설정 실적 및 커리어코칭 실적을 근거로 하여 

2011~2014년도의 목표 인원 산정

<표 5-1>  Life Vision 설정 및 커리어코칭 인원 계획【첨부4-2】참조 

학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Life Vision 설정 누적인원 2,945 4,545 5,945 7,145 8,145 

커리어코칭 누적인원 206 1,006  2,006  3,206  4,606  

달성 계획 및 전략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커리어코칭을 통해 기 설정한 Vision을  

보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체계 구축

—커리어코칭 결과를 전공 교수의 심층상담시스템을 연계하여 커리어코칭 결과의 활용성을 

증대함으로써 학생과 교수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자율 성과지표 3: 공동체 활동지수

지표명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학생참여지수 0.18/지수  
목표값 0.20  0.22 0.24  0.27 

향상도 11.1 10 9.1 12.5

교수참여지수 0.11/지수  
목표값 0.12 0.13 0.15 0.16 

향상도 9.1 8.3 15.4 6.7

산출근거

— 조사대상 : 학생 참여지수, 교수 참여지수

— 산출식 : 공동체 활동 지수 = 학생 참여지수 + 교수 참여지수

∙학생참여지수 = 0.2×(소학회인원 + 동아리인원 + 사회봉사인원 + (발표 및 토론행사참가

팀× 5 + 학생프로젝트팀×5 )/재학생 수

∙교수참여지수 = 0.2×(소학회지도교수+동아리지도교수+사회봉사지도교수+발표 및 토론

행사 평가교수+학생프로젝트팀 지도교수 및 평가교수)/교원수

지표 설정 근거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성패는 결국 학생들의 참여율에 의해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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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 업적평가점수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

—ʻ공동체 활동지수ʼ 는 비교과 교육과정 중 학생 활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중요한 지표임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소학회 지원 제도
∙동아리 지원 제도
∙사회봉사활동 지원 제도
∙발표 및 토론 프로그램 
∙학생 프로젝트팀 지원 제도

∙소학회 지원
∙동아리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발표 및 토론 프로그램 운영
∙학생 프로젝트 팀 선발

∙참여학생수
∙외부 공모전 등 경진대회 

입상 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

—공동체 활동 지수 = 학생 참여지수 + 교수 참여지수

∙학생참여지수 = 0.2 × (소학회인원 + 동아리인원 + 사회봉사인원 + (발표 및 토론행사참가

팀× 5 + 학생프로젝트팀 × 5 ) / 재학생 수

∙교수참여지수 = 0.2 × (소학회지도교수+동아리지도교수+사회봉사지도교수+발표 및 토

론행사 평가교수+학생프로젝트팀 지도교수 및 평가교수) / 교원수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학생참여지수 0.18 0.20  0.22 0.24  0.27 

교수참여지수 0.11 0.12 0.13 0.15 0.16 

공동체 활동 지수(종합) 0.29  0.32 0.35 0.39 0.43 

—학생 참여 활성화를 통해 2010년 기준값 대비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첨부4-3】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지도교수 인센티브, 교수업적평가 운영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생활동에 대한 교수 참여 활성화

—소학회, 동아리, 사회봉사활동, 학생 프로젝트팀 등의 활동비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활동이 

우수한 그룹에 대한 포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전국 대회 개최 

등과 같은 특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단과대학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발표대회, 토론대회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여 

학생 참여 범위 확대

—발표 및 토론 등 공동체 활동의 필수 요소인 팀워크와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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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단위)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교환학생 파견 비율 0.039/지수
목표값 0.042 0.045 0.048 0.051 

달성도 7.7 7.1 6.7 6.2

교환학생 유치 비율 0.038/지수
목표값 0.041  0.044 0.047 0.050 

달성도 7.9 7.3 6.8 6.4

학위과정 유치 비율 0.036/지수
목표값 0.039  0.042 0.044 0.048 

달성도 8.3 7.7 4.8 9.1

영어강의 비율 0.176/지수
목표값 0.188 0.202 0.216 0.231 

달성도 6.8 7.4 6.9 6.9

토익점수 0.560/지수
목표값 0.574 0.588  0.603  0.618  

달성도 2.5 2.4 2.6 2.5

계 0.170/지수 
목표값 0.177 0.184 0.192 0.200 

달성도 4.1 4.0 4.3 4.2

자율 성과지표 4: 글로벌 역량 지수

산출근거

— 조사대상 : 교환학생파견비율, 교환학생유치비율, 학위과정유치현황, 영어강의비율, 토익

점수

— 산출식 : 글로벌역량지수 = 0.2 × (교환학생파견비율+교환학생유치비율+학위과정 

유치현황+영어강의비율+토익점수)

지표 설정 근거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역량은 기본역량으로, 우리대학에서는 영어 졸업인증제를 시행 

—특히 영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익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각 단과대학에서는 연간 1~2회의 공인어학 시험비 지급 

—글로벌 역량을 학교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자기개발 해외연수 제도
∙교환학생 파견 제도
∙교환학생 유치 제도
∙외국인 학생 학위과정 
∙실용영어 프로그램 
∙영어강의

∙학부생 해외 파견
∙교환학생 선발 
∙외국인 학생 유치
∙실용영어 강좌 진행
∙영어강의 운영

∙해외 파견 학생 수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수 비율
∙토익점수

(백분위 환산점수)
∙영어강의 과목 비율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글로벌역량지수 = 0.2 × (교환학생파견비율+교환학생유치비율+학위과정 유치현황+영어강

의비율+토익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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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교환학생 파견 비율 0.039 0.042 0.045 0.048 0.051 

교환학생 유치 비율 0.038 0.041  0.044 0.047 0.050 

학위과정 유치 비율 0.036 0.039  0.042 0.044 0.048 

영어강의 비율 0.176 0.188 0.202 0.216 0.231 

토익점수 0.560 0.574 0.588  0.603  0.618  

글로벌 역량 지수(종합) 0.170 0.177 0.184 0.192 0.200 

—우리대학에서는 과거 1년 이내에 토익 (준)공인점수를 취득한 실적이 있어야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10회의 준공인 토

익시험을 개최하고 성적 전체를 DB에 축적하고 있음. 2010년에는 4,934명의 학생이 준공

인 토익시험에 응시

—대표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과 토익성적을 지표로 설정【첨부4-4,5】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토익사관학교, 영어스피킹 특강, 영어캠프 등 실용영어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교환학생, 학위과정 유치, 영어강의 등 지속적 확대

—교환학생, 글로벌 프론티어팀, 자기개발 해외연수 사업 등 해외 파견 사업의 선발 기준 상향 조정

자율 성과지표 5: 입학사정관제 적용 신입생 선발 비율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17.7/비율
목표값 23.6 29.8 40.0 40.0

향상도 33.3 26.3 34.2 0

산출근거

— 조사대상 :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 전체 재학생 수

— 산출식 :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전체 재학생 수

지표 설정 근거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통하여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을 지양하고, 대학이념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선발 추구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양성 및 활용, 그리고 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대학 대입전형의 

실질적인 특성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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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전형을 확대하여 공교육 정상화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신입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다양한 입학자료 분석, 학생들의 입학 전후의 활동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본교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 도모

—입학사정관전형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선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기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연

구와 추수관리 등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 
확대

∙입학사정관 교육 및 
핵심역량 강화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비율 
증가 

∙입학사정관 교육실적 향상 

∙입학전형 개선 및 선진화 
∙입학사정관 전문화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입학사정관제 적용 신입생 선발 비율 17.7 23.6 29.8 40.0 40.0

—우리대학은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한 이후 선발비중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표값에 해당하는 선발인원을 모집요강에 반영하여 대외적으로 공지하

고 선발할 계획임

—입학사정관전형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을 증원하고, 입학사정관

과 위촉사정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함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우리대학만의 선진화된 입학사정관제 모형을 개

발하여 확산하는 것이 학생선발 선진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 확대 연차목표 설정【첨부4-6】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입학사정관전형 선발인원을 연차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함 

—입학사정관에 대한 입학전형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1인 1과정 교육시스템 구축 및 위촉사

정관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함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입학사정

관전형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다산(茶山)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 

자율 성과지표 6: 학생상담 참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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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1.0/지수
목표값 1.5 2.5 3.5 5.0

향상도 50 66.7 40 42.9

지도교수 면담 비율 3.5/지수
목표값 4.5 6.0 10.0 20.0

향상도 28.6 33.3 66.7 100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비율
N/A(신규)

/지수

목표값 10 20 25 30

향상도 - 100 25 20

산출근거

— 조사대상 :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지도교수 면담 비율,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비율

— 산출식 

․학생상담 참여 지수 = 학생상담센터 이용 학생 수/전체 학생 수

․지도교수 면담 지수 = 학생상담센터를 경우하지 않는 지도교수 면담 학생 수/전체 학생 수

․상담프로그램 참여 교수 지수 =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전체 교수 수

지표 설정 근거

—우리대학 학생들은 학업문제(26.1%)와 진로설정(25.5%) 등 대학의 자체 상담 역량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해결은 선배나 친구(52.9%), 스스로(23.4%), 부모나 

친척(18.1%)에 이르고 지도교수(3.5%)나 학생상담센터(1.0%)에 그쳐 사실상 문제해결의 핵

심역할을 해야 할 교수와 상담지원기관의 역할이 미미함

—학생상담센터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 답변(46.8%)이 부정적인 답변(21.4%) 보

다 월등히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58.8%)으로 높은 편이나, 상담서비스에 접근하

는 보다 쉽고 일관된 방법이 필요

—이에 따라서 상담지원기관의 편제 개편, 상담인력 충원, 지도교수의 상담능력 향상 프로그

램, 상담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선진화 노력이 학생상담으로 이어져야 함

—학생상담 참여 지수는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과 학생상담센터를 경유하지 않는 

지도교수 면담 참가 학생의 비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의 비율의 합으로 결정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상담지원기관 편제 개편
∙상담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학생상담센터를 허브로 
지원기관 조직화

∙상담인력 충원
∙교수의 상담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상담 정보 관리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지도교수 면담 비율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비율

∙자기관리 역량 향상으로 
성공적 대학생활과 
미래설정

∙교수자의 상담능력 향상
∙상담 서비스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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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 350/인원
목표값 200 400 450 500

향상도 -42.9 100 12.5 11.1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 400/인원
목표값 250 550 600 650

향상도 -37.5 120 9.1 8.3

계 750/인원
목표값 450 950 1,050 1,150

향상도 -40 111.1 10.5 9.5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2010학년도 아주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지표 기준값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학생상담센터 이용률 1.0 1.5 2.5 3.5 5.0

지도교수 면담 비율 3.5 4.5 6.0 10.0 20.0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수 비율 N/A 10.0 20.0 25.0 30.0

—학생상담이 행복한 대학생활과 성공적 미래설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중장기적 인식의 확

산을 위한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목표값

—단, 2012년 상담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가 개발되면 상담 서비스 접근이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 2013년 이후 관련 지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달성 계획 및 전략

—교내 상담지원기관을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내의 모든 전문화된 개별 상

담기관의 접근 경로를 단일화

—전문 상담 인력을 충원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교수의 상담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상담 

만족도를 높이면,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전효과로 상담 참여 비율 향상 기대

—교수의 학생상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수강을 교수세미나 등에서 제공하고 중기적으로 

의무화를 위한 방안 마련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지도교수 상담의 심리적 벽을 허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교수학

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행

—학생 상담 참여 내용 및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소속 전공의 자율적책임 

경영 성과에서 평가하도록 제도화

자율 성과지표 7: 교수-학습 프로그램 참여지수

산출근거

— 조사대상 :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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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식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 : 연도별 교수법 특강 참여 교수 수/전체 교수 수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 : 연도별 학습법 특강 참여 교수 수/전체 교수 수

지표 설정 근거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수 역량 개발과 학생 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

한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 기능의 확대가 필요 

—미디어 환경 변화, 글로벌 환경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환경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선도하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연구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수자와 학습

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자 함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입지표 과    정 산    출 성    과

∙직급별 대상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교수법 패키지 프로그램  
∙산학협력인턴십 프로그램 

∙교수-학습 관련 특강 진행 
∙교수-학습 관련 맞춤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참여인원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교육방법 개선 

∙학습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기준값은 2008~2010년까지 교수법,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의 평균으로 설정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은 교수법 특강 및 외부기관 참여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인원을 

산정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은 학습법관련 특강, 인터십 프로그램 특강등에 참여한 인원을 산정

—목표값은 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e-포트폴리오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아성찰과 맞춤형 프로그

램 지원, 교수-학습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매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차년도는 사업기간을 고려, 목표값을 1/2 수준으로 책정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교수법 특강 참여인원 350 200 400 450 500

학습법 특강 참여인원 400 250 550 600 650

【첨부4-7】참조 

달성 계획 및 전략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량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교과목 및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의 지원 내용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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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N/A(신규)
/비율

목표값 0.0 2.0 4.0 5.0

향상도 - - 100 25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N/A(신규)
/비율

목표값 0.0 2.0 4.0 5.0

향상도 - - 100 25

계 0.0
목표값 0.0 4.0 8.0 10.0

향상도 - - 100 25

—스마트러닝 환경구축과 온라인 지식 콘텐츠 공유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스마트러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참여 유도

—교수학습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 관리  

자율 성과지표 8 : 수업 Peer Review 및 컨설팅 참여율

산출근거

— 조사대상 :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 산출식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 연도별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 수/전체 교수 수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 연도별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 수/전체 교수 수

지표 설정 근거

—동료 교수 수업의 참관, 리뷰를 적극 권장함으로서 ̒잘 가르치는 교수ʼ 의 중요성에 대한 담

론을 활성화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가치 공유

—뛰어난 교수 역량을 지닌 교수자를 발굴, 확산하는 동시에, 교수 역량에 있어 개선의 여지

가 있는 교수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촉진제로 Peer Review제 및 컨설팅 참여율을 자율

성과지표로 설정

—대학 교수의 수업에 대해 가장 냉철하고도 합당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동료 교수라

는 전제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교수 집단의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화 도모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교수역량 다면평가제
∙수업 Peer Review제
∙교수법 컨설팅

∙교수역량 다면평가제 
실시

∙수업 Peer Review 실시
∙교수법 컨설팅 실시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교수법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학생 강의만족도 향상
∙교수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 확산
∙교수역량 함양
∙실천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육의 

질 관련 담론 활성화

—본 지표는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과 수업 컨설팅참여 교수자 비율을 하위 지

표로 세분화하여 산출함



Ⅴ. 성과관리 계획

202 아주대학교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Peer Review를 받은 교수자 비율 + Peer Reviewer 로서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한 교수자 비율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Peer Review 후 컨설팅을 받은 교수자 비율 + 컨설턴트

로서 동료 교수의 수업에 대해 컨설팅을 한 교수자 비율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동료 교수의 수업에 대한 Peer Review제는 신규 도입 항목이므로 기준값이 존재하지 않음

—수업에 대한 컨설팅 역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연구원이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지표의 취지 및 전략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기준값 부재 상태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 품질 제고 의지를 반영한 목표값을 제시함

지    표 기준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수업 Peer Review 참여 
교수자 비율

  - Reviewee
  - Reviewer 

N/A
N/A

0
(제도 연구)

0
0

2

1
1

4

2
2

5

2.5
2.5

∙수업 컨설팅 참여 교수자 
비율

  - 컨설팅 수혜
  - 컨설턴트

N/A
N/A

0
(제도 연구)

0
0

2

1
1

4

2
2

5

2.5
2.5

달성 계획 및 전략

—교수역량 다면평가제를 통해 승진대상자의 수업 참관은 다면평가 중 필수 요소로 제도화함

—승진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업 Peer Review 및 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영역 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함

—본 사업의 1, 2차년도에 수업 Peer Review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수자에게 일정 금액의 

회의비를 지원함

—수업 참관에 사용될 체크리스트 및 유의 사항, 컨설팅 관련 자료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주

도 하에 사전 제작하여 배포함

자율 성과지표 9: 핵심역량 향상도

지표명 기준값/단위 구분
연차별 달성목표값

1차년도
(11.5~12.2)

2차년도
(12.3~13.2)

3차년도
(13.3~14.2)

4차년도
(14.3~15.2)

K-CESA 지수
N/A(신규)

/지수

목표값 1차 측정값
1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3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향상도 - 1% 1% 1%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

N/A(신규)
/지수

목표값
진단시스템 

개발 
1차 측정

1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2차 측정값 + 
목표기대점수

향상도 -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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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조사대상 : K-CESA 진단, 아주 핵심적인 역량 진단

— 산출식 

․K-CESA 지수 : 1차년도 K-CESA 진단 실시 및 기준값 설정, 2차년도부터 기준값에서 

매년 목표 기대점수 1% 향상을 기준으로 목표값 산출 

․아주 핵심적인 역량 진단 : 1차년도에 진단 도구를 개발한 후, 2차년도에 실시한 진단값

을 기준값으로 설정한 후 매년 목표기대점수 3%의 향상을 기준으로 목표값 산출

지표 설정 근거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우리대학의 4대 핵심역량인 융복합 사고역량, 실천적 창의역량, 의

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을 갖춘 다산(茶山)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따라서 재학 중 핵심역량 향상도 및 졸업 시 핵심역량 보유 수준은 중요한 사업 성과로 간주됨

—본 사업 기간 중 핵심역량 수준은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측정됨

구    분 K-CESA 진단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

진단 역량
∙대학생으로서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6대 핵심역량 수준 진단
∙아주인의 4대 핵심역량 수준 진단

진단 목적
∙우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아주인의 전공 진입 및 졸업 준비도 평가

진단 대상 ∙재학생의 10% 무작위 추출
∙전공 진입 및 졸업 준비도 평가에 핵심역량 진단 활용을 

반영하는 단과대학 소속 2학년, 4학년

진단 시기 ∙연 1회 ∙전공 진입 및 졸업 준비도 평가 시기

도입 시기 ∙사업 1차년도 부터 ∙사업 1차년도에 연구 시작  

기타 ∙진단 결과를 각 전공 및 유관 부서에 환류 ∙단과대학 책임경영제와 연계하여 실시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은 K-CESA팀의 자문을 통해 4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정교화 

되며, 이를 진단도구로 개발할 계획임

—지표설정 논리모델

투    입 과    정 산    출 성    과

∙K-CESA 진단도구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도구

∙K-CESA 진단 실시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을 활용한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진단 실시

∙K-CESA 지수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

∙K-CESA 지수 향상
∙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향상
∙다산형 인재 역량 함양
∙전공진입/졸업 준비도 점검을 

통한 학업부진자 감소

—본 지표는 K-CESA 지수 및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를 하위 지표로 세분화하여 산출

∙K-CESA 지수: 진단에 참여한 표집의 T 점수 평균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 전공진입 시기와 졸업 시기의 역량 지수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은 본 사업 2년차와 4년차에 목표값 도출 가능

∙1차년도: 정책 연구 실시

∙2차년도: 2학년 전공진입 준비도 평가로 시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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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학년 전공진입 준비도 평가로 확대 실시

∙4차년도: 사업 2차년도에 진단 참여했던 학생 가운데 4학년 졸업 준비도 평가를 위해 재

참여하는 학생의 향상도 측정

기준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

—K-CESA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K-CESA 지수의 기준값 산출이 가능하지 않으나, 유사 역량에 

대한 졸업생 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K-CESA의 T점수를 보정하여 기준값 및 목표값을 제시함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을 모델링하기 위한 연구가 본 사업의 1차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므 기

준값이 1차년도 목표 점수 부재

지    표 기 준 값
목 표 값

2011 2012 2013 2014

K-CESA  지수 ∙T점수의 보정값 제시 ∙기준값에서 매년 목표 기대점수 1% 향상을 기준으로  계산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지수 

N/A

∙진단 도구 개발 후, 2년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준값으로 설정한 
후 매년 목표기대점수 3%의 향상을 고려하여 목표값 설정 
계획
(예: 2차년도 기준값이 60점일 경우 6% 향상을 반영하여 
4차년도 63.6점)

달성 계획 및 전략

—K-CESA 진단에 참여할 학생을 단과대학, 전공별로 나누어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후 대상자에게 진단 참여를 의무화함

—K-CESA 진단 실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주관 하에 실시함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모델링 및 진단도구 개발을 위해 K-CESA 팀의 자문을 구하고, 최종 

진단을 온라인으로 실시함으로서 접근성을 향상함

— ʻ아주 핵심적인 역량ʼ 진단은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제와 연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 별로 전공진입 및 졸업 준비도 평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함

—진단 결과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육혁신원의 주도 하에 진단-처방-추수 활동의 

환류 체제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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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취업률(‘10년 기준)

【첨부 2-2】재학생 충원율(‘10년 기준)

【첨부 2-3】국제화(‘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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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전임교원 확보율(‘10년 기준)

【첨부 2-5】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 학점관리현황

① 전공과목

②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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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직과목

2) 소규모 강좌 비율(‘10년 기준)

3) 전임교원 강의담당(‘10년 기준)



Ⅴ. 성과관리 계획

4 아주대학교

4) 시간강의료 지급단가(‘10년 기준)

【첨부 2-6】장학금 지급률(‘09년 결산기준)

1) 장학금 지급액

【사립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운영수입의 등록금 수입(E)】

2) 장학금 지급률

<단위: 명, 천원>

구  분 재학생　

교외 교내

시설 및 기타 소계 학비 감면 내부 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본교 8,874 860 1,726,548 7,864 8,882,650 5,120 7,478,690 1,786 732,316

법무대학원 9 0 0 12 16,800 12 16,800 0 0

법학전문대학원 49 10 72,000 80 211,450 32 121,500 17 76,500

보건대학원 62 0 0 108 115,534 99 104,244 5 9,690

의학전문대학원 20 0 0 7 69,560 7 69,560 0 0

ITS대학원 89 1 4,704 127 186,370 104 174,870 23 11,500

경영대학원 797 0 0 766 1,022,658 702 937,518 64 85,140

공공정책대학원 228 0 0 231 208,905 231 208,905 0 0

교육대학원 563 0 0 791 666,731 632 547,433 107 83,098

국제대학원 102 2 10,000 212 501,142 188 482,842 0 0

일반대학원 1,415 72 211,923 3,630 9,890,010 472 1,972,074 2,031 6,568,944

산업대학원 168 0 0 212 273,336 158 236,436 54 36,900

정보통신대학원 421 0 0 779 1,520,181 727 1,459,511 52 60,670

정보통신전문대학원 12 1 9,000 22 62,946 9 43,426 13 19,520

합  계 12,809 946 2,034,175 14,841 23,628,273 8,493 13,853,809 4,152 7,6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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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7】학생1인당 교육비(‘09년 결산 기준)

【첨부 2-8】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10년 기준)

【첨부 2-9】대입전형(‘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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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0】 기초교육대학 교양교육 구성현황 

1) 교양선택

2.) 영역별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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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1】 신입생 세미나 개설 과목별 주제목록

구분 번 학부 교수 주 제 명

2009

-1

1 전자공학부 홍석교
국문: 만화, 영화, 그리고 현실속의 로봇
영문: Robotsinthecartoon,movieandtherealworld　

2 전자공학부 권익진
국문:영화속의미래기술 
영문: Future Technology in Movies　

3 인문학부 송현호
국문: 우리 시대의 소설 읽기
영문: Readings on korean Modern Novels　

4 사회과학부 이왕휘
국문: 세계인 되기
영문: BecomingaCosmopolitan 　

5 사회과학부 김병관
국문:트렌드스팟팅 
영문: Trendspotting　

6 간호대학 유문숙
국문: 세계문화 기행
영문: Exploring World Cultures　

7 법학부 전경근
국문: 법에 있어서의 젠더의 의미
영문: The meaning of gender in the law　

8 경영대학 김도영

국문: 경영심리 융합연구 세미나
영문:Seminar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Business and Psychology

9 사회과학대 문우진
국문: 시장, 국가, 정치
영문: The Market, the State, and Politics　

10 간호대학 송미숙
국문:건강산업에대한전망 
영문: HealthIndustry,onflourishingscopeinthefuture 　

11 생명분자공학부 김공환
국문: 디지털 사진의 이해
영문: Understanding Digital Photography　

12 경영대학 이규억
국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13 사회과학부 신희천
국문: 영화와 심리학
영문: Movie and Psychology　

14 법대 이원희
국문: 재미있는 법률여행
영문: Funny Law Trip　

15 인문학부 박옥걸
국문:역사를위한변명 
영문: Excuse for history　

16 화공신소재공학부 최정철
국문: 21세기를 찾아
영문: A Journey for the 21st Century　

17 사회과학부 최희갑
국문: 경제학과 복잡계 과학
영문: Economics and Complexity theory　

18 사회과학부 김경일
국문: 개인차의 이해를 통한 사고능력의 향상
영문: Individualdifferenceandthinking 　

19 사회과학부 김영진
국문: 심리학과 비판적사고
영문: Critical thinking in psychology　

20 사회과학부 김준한
국문: 현대사회에서의 정부

영문: Government in Modern Society

21 사회과학부 강명구
국문: 자립적인 삶과 앎

영문: Handmade Life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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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학부 교수 주 제 명

2009

-1

22 사회과학부 김흥식
국문: 복지국가의 쟁점과 미래
영문: Issues and Future of Welfare State

23 사회과학부 이선이
국문: 음식으로 사회를 읽다
영문: Understanding society through food　

24 사회과학부 김철환
국문: 우리 생활과 경제 속의 거짓말
영문: Adjustment, Manipulation, and Cheating　

25 사회과학부 유승익
국문: 인류 그리고 국제화와 세계화
영문: Man,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26 인문학부 조성을
국문: 우리학문과 실학
영문: Korean Studies and Sirhak　

27 산업정보시스템 박재일

국문:신▪재생에너지기술의이해 
영문: An Introduction of New & Renewable

Energies

28 전자공학부 고영길

국문: 대학생활을 보람차고 즐겁게
영문: To make my life in university more fun and

worthy

29 전자공학부 곽노준

국문: 패턴인식의 기술과 그 응용
영문: Techniques in pattern recognition and its

applications

30 전자공학부 박용배

국문: 전국 대학생 공학수학 경시대회 준비
영문: Group study for the national engineering

math competition

31 전자공학부 이교범
국문: 그린에너지 개론
영문: Green Energy Systems

32 전자공학부 이자성
국문: 기독교 인물사
영문: Historical Men in Christianity

33 전자공학부 이정원
국문: 계획 수립 및 스케줄 관리
영문: Planning and Scheduling

34 전자공학부 좌동경

국문: 매트랩 및 툴박스를 이용한 공학 문제 해결
영문: Solving the Engineering Problem using

Matlab and Toolbox

35 전자공학부 최태영
국문: 맷랩을 이용한 영상신호처리
영문: Image Signal Processing Using MATLAB

36 전자공학부 김용득
국문: 첨단 교통 시스템
영문: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009

-2

1 기초교육대학 공진성
국문: 폭력과 테러
영문: Violence and Terror

2 분자과학기술학과 박연희
국문: 유럽의 기독교 문화 유산
영문: Christian Heritage in European

3 자연과학대학 박영동
국문: 화학 서커스
영문:Chemical Demonstration

4 공과대학 박영무

국문: 예술과 과학기술 : 영화, 미술, 음악 속의 상상력
영문: At and Technology: Creativity in Movie,

Painting and Music

5 인문대학 박옥걸
국문: 역사를 위한 변명
영문: Excuse fo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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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학부 교수 주 제 명

2009

-2

6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국문: 인권, 안녕?
영문: Hello, Human Rights

7 기초교육대학 이경재
국문: 작가와의 만남
영문:Conversation with writers

8 사회과학부 이민규
국문: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의 기술
영문:Art of action for happy life

9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국문: 일과 직업, 법
영문: Work & Job, Law

10 자연과학대학 이승호
국문: 통계학
영문: Statistics

11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부
임석철

국문: 십년후의 나 설계

영문: Designing myself of 10 years after

12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조도현
국문: 아프리카: 천연자원과 개발
영문: Africa: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13 기초교육대학 최고원
국문:인간문화의출발점 
영문: The starting point of human culture

2010

-1

1 기계공학부 홍민성
국문  : 승마의 첫걸음
영문 : Basic Horse Riding

2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부
임석철

국문  : 10년후의 나 설계

영문 : Designing myself of 10 years after

3 기초교육대학 최정철
국문  : 자기계발과 전문봉사
영문 :Self-improvement and professional  volunteering

4 인문학부 정재식

국문  :인문적 행복론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트리크 쥐스

킨트의 소설『향수』를 중심으로
영문 :On the Possibility of Humanities-Based  Happiness 

Studies: Based on Reading Patrick Süskind's Perfume

5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국문  : 법에 있어서의 젠더의 의미
영문 : The meaning of gender in the law

6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국문  : 일과 직업, 법
영문 : Work & Job, Law

7 사회과학부 이민규
국문  :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의 기술
영문 : Art of action for happy life

8 환경건설교통 오세창
국문:교통의이해 
영문 : Understanding of Transportation &  Traffic

9 사회과학부 신희천
국문  : 영화와 심리학
영문 : Movie and Psychology

10 자연과학부 김혜선
국문  : 생명윤리세미나
영문 : Seminar in Bioethics

11 공과대학 박영무

국문  : 예술과 과학기술: 영화, 미술, 음악 속의 상상력
영문 : At and Technology: Creativity in Movie,  Painting 

and Music

12 기초교육대학 이경재
국문  : 작가와의 만남
영문 : Conversation with writers

13 응용화학생명 조도현
국문  : 아프리카: 천연자원과 개발
영문 : Africa: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14 기계공학부 유승현
국문  : 체계적 창의성
영문 : Systematic Creativity

15 건축학부 김장훈
국문  :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영문 : Scientific Thinking

16 기초교육대학 송하석 
국문  : 다큐로 세상보기
영문 : Looking at the world with documen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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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학부 교수 주 제 명

2010-

1

17 인문학부 박재연 국문  : 우리말 엿보기
영문 : Peeping at Korean language

18 인문대학 김종식 국문  : 역사학 고전 읽기
영문 : Reading of History Classics

19 인문학부 손정훈 국문  : 전시예술과 공간문화
영문 : Exhibition and culture of space

20 인문학부 박만규 국문  : 언어와 문화
영문 : language and culture

21 기초교육대학 홍성기 국문  : 아주 고전 영화
영문 : Ajou Cine Classic(ACC)

22 사회과학대학 이경호 국문  : 대학생활과 미래
영문 : College Life and Future

23 사회과학대학 최희갑 국문  : 대학과 나
영문 : What is College?

24 사회과학대학 김동근 국문  : 신입생 세미나
영문 : Freshmen's Seminar

25 사회과학대학 이수복 국문  : 대학생활과 미래
영문 : College Life and Future

26 사회과학대학 현진권 국문  : 대학과 나
영문 : Universit and Myself

27 사회과학대학 양한순 국문  : 문화인류학자와의 대화
영문 : A Conversation with an Anthropologist

28 사회과학대학 문우진 국문  : 여론과 언론
영문 : Public Opinion and Media

29 사회과학대학 최은경 국문  : 정치와 영화
영문:Politicsandfilm 

30 사회과학대학 김서용

국문  : 시민과 공무원의 사고 및 행동의 이해
영문
:UnderstandingCitizen'sandPublicServant'sThinkingandBeh
avior 

31 사회과학대학 서동석 국문  : 대학과 진로
영문 : college and career

32 사회과학대학 이규상 국문  : 대학생활과 미래
영문 : College Life and Future

33 사회과학대학 김성환 국문:대학과나 
영문 : What is College?

2010

-2

1 자연과학부 김혜선 국문  : 생명윤리세미나
영문 : Seminar in Bioethics

2 사회과학부 김완석 국문  : 명상과 심리학
영문 : Meditation and Psychology

3 인문학부 박정식 국문  : 스토리텔링과 공간서사체험
영문 : Storytelling and Narrative Experience of Space

4
응용화학생명공학

부
김공환

국문  : 디지털 사진의 이해
영문 : Understanding Digital Photography

5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국문  : 일과 직업, 법
영문 : Work & Job, Law

6 사회과학부 신희천 국문  : 영화와 심리학
영문 : Movie and Psychology

7 기초교육대학 최고원 국문  : 영화 속에 나타난 인간본성
영문 : The nature of human being in cinema

8
산업정보시스템공

학부
임석철

국문  : 10년후의 나 설계
영문 : Designing myself of 10 years after

9 기계공학부 박영무 국문  : 과학적 상상력과 SF
영문 : Scientific Imagination and SF

10
대학원분자과학기

술학과
조도현

국문  : 아프리카; 천연자원과 개발
영문 : Africa;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11
산업정보시스템공

학부
양정삼

국문  : 영화속에 비춰진 산업공학 그리고 산업공학자
영문 :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s reflected

on the silver screen

12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군 국문:현대사회와계약
영문:ModernSocietyandContract

13 기초교육대학 이경재 국문:본격문학과대중문학의만남
영문:Conversationwithpopular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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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2】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교과목 구성

과목명 구분
권장

학년
학습(교육)방법

학점이수 기준
성적

등급
토익

토익

스피킹
OPIc

진로설

정과 

취업영

어 1

교필

-학부

필수

(1학점)

1~2

학년 

1학기

-진로설정 워크시트 

작성법 온라인 강의 

및 

커리어로드맵작성

-온라인 토익 강의

A+ 600이상 4등급 NH

A0

재수강자에 

한함

주3)참조 

- -

B+ 550~599 - -

F - - -

진로설

정과 

취업영

어 2

교필

-학부

필수

(1학점)

1~2

학년

2학기

-CRMS(학년별 

경력개발목표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온라인 토익 강의

A+ 700이상 5등급 IL

A0

재수강자에 

한함

주3)참조 

- -

B+ 650~699 - -

F - - -

주1) 진로설정/토익온라인 강의수강, 커리어로드맵 작성 및 상기 학점이수 기준에 상응하는 토

     익 성적(졸업인증제 해당 공인인증시험 취득도 포함) 취득시 해당 성적 등급으로 인정

주2) 권장학년은 가급적 각 전공별 1학년에서 수강신청제한학점(학기당 19학점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2 순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1학년 수강신청최대학점 초과시 조정 요망

주3) 재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재수강제한학점 적용(최대인정학점: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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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3】 진로설정과 어학역량계발1,2 수강생의 커리어로드맵 작성 예시

1) 작성예시(1)

2) 작성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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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4】 기초교육대학 강의전담 교원 현황

직급 성명 전공분야

명예교수 남명자 교육공학

교수
최정철 자유전공

나봉순 체육

부교수
송하석 철학

홍성기 철학

조교수 임규연 교육학

강의교수

이병훈

글쓰기

정진희

이경재

김진희

최고원

김형규

이현석

손유경

조은주

Joseph Ball

영어

Kevin Hawthorne

Nicolas Mcghie

Jayne Crawford

Joshua Houser

Robert Gibson

Scott Scattergood

박승설

수학
정명화

정은경

황성임

이경화 물리학

정교순 화학

이영만 생명과학

임미라 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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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대 학 교 총 장

  

교원팀 이한아 교원팀장 김종현 교무처장
전결 11/13

홍만표

협조   

시행 교원팀-1728 (2010.11.13.)
접

수
 

우 443-74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http://www.ajou.ac.kr
전화 031-219-1525 전송 031-219-1524 /hana0819@ajou.ac.kr /공개

 

위원장 기초교육대학장(당연직)

위  원 자연과학부 교  수 고 계 원

자연과학부 교  수 박 영 동

의학부 부교수 박    선

에너지시스템학부 부교수 이 상 민

분자과학기술학과 교  수 김 재 호

분자과학기술학과 부교수 이 종 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교  수 박 승 규

위원겸간사 기초교육대학 팀  장 오 용 직

        1. 임  명

           ․ 기초교육대학 기초과학운영위원회

               임명기간 :  2010. 11. 1 ~ 2011. 10. 31. 끝.

【첨부 2-15】 기초교육대학 기초과학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각 부서장
(경유)
제  목 교원인사발령 제 9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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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6】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08.10. 9

개정 2010.01.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수업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

육과정의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교육과정은 본교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며 

각 학문분야별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 편성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①교육과정은 학년도 단위로 편성하며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인증제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 

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기본 구조 내에서의 교과목 신설 및 폐지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학년도 단위 변경을 원

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

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 단위 개편을 허용할 수 있다.

  1. 과목의 폐지 : 과목의 폐지 사유 및 대체과목을 명기한 서류(대체과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과목의 신설 : 과목신설 사유서, 과목개요 및 수업진행계획서 등의 서류

  3. 과목의 변경 : 교과목 변경사유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 등을 명기한 서류

③교과목 이수구분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④교과목 편성 단위는 교양과목의 경우는 1~3학점, 전공과목은 3학점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집

중교육 성격의 교과목, 2개 이상 전공과목의 교육내용이 통합되는 과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

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⑤폐강대상 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개설된 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대상과목에 대하여 미개설 사유를 검토 후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5년 동안 

연속 미 개설된 과목은 자동 폐지한다.(2010. 01. 13)

⑥교과목의 단계별 이수를 위해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는 

선수과목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 또는 전공 등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

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①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권장이수순서를 고려하여 학년ㆍ학기별로 수직

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

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1. 심화과정 또는 인증제 운영 전공 : 각 해당 전공이수학점 대비 1.5배 ~ 2.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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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과목 교양과목

반편성

•전공 이론 : 40~60명

 - 분반시 반별 40명 이상

•실험실습 : 20명

•설계 : 30~40명 

•외국어회화 : 30명

•영어1.2 : 30명

•국어작문 : 35명

•컴퓨터관련 : 40명 (단, 이론은 40~60명)

•기초과학 : 40~60명

•교양 이론 : 60명 이상

•실험실습 및 실기 : 20~30명

분반

• 반 편성 기준 50%이상 초과 시

  

• 분반 시 최저인원 

• 반 편성 기준 50% 이상 초과 시  

  2. 일반과정 운영 전공: 각 해당 전공 이수학점 대비 1.5배~3.0배 이내 편성

③각 전공의 교육과정상 전공필수과목의 구성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5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

다.

④영어강의 과목은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지정하여 편성하고 학년학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편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대학원과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학부ㆍ대학원간 연계과목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수체계

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전공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트랙별로 전공 이수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운영

제5조(교과목 개설 원칙)①각 전공의 연간 교과목 개설은 과목기준으로 일반과정 운영전공의 경우

에는 90학점, 심화과정 운영전공의 경우에는 100학점 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년도 기준으로  전공별 평균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72학점 이내로 개

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5명 이상일 경우에는 120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②전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고려하여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③연간개설과목 학점 산정 시 동일한 전공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개설한 경우에는 2개 과목

을 개설한 것으로 본다. 

④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공히 학생의 이수 및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과정에 정한 학기에 개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 학기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교양필수(기초과목 포함)과목 중 양 학기 개설이 필요한 경우 

  2. 선수과목 및 전공필수 과목 중 양 학기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6조(반편성 기준)①반편성 및 분반 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의 수용인원, 수업형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자율 성과지표

아주대학교 17

   - 이론 : 40명 이상

   - 실험실습 : 15명 이상

   - 설계: 25명 이상

   - 외국어회화 : 25명 이상

• 분반 시 최저인원 

 - 영어1,2 : 25명 이상

 - 국어작문 : 30명 이상

 - 컴퓨터관련 : 40명 이상

 - 기초과학 : 40명 이상  

 - 교양 이론 : 50명 이상

 - 실험실습 및 실기 : 20명 이상

②개설된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분반 시 최저인원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합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1개 강좌만 개설된 전공필수과목, 교직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폐강기준)매학기 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폐강한다. 

다만, 1개 강좌만 개설된 전공필수과목, 교직과목,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교양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제8조(개설제한)2년간 연속하여 미개설된 과목 또는 연속 폐강된 과목의 경우 개설을 제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개설 또는 폐강된 경우에는 심의하여 개설을 허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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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대학교학팀 강필승 기초교육대학교학팀장 오용직 교무처장
전결 03/05

박영동

협조   

시행 기초교육대학교학팀-15 (2011.03.05.)
접

수
 

우
443-74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

대학교
/uc.ajou.ac.kr

전화 031-219-2863 전송 031-219-1620 /sisyphe19@ajou.ac.kr /공개

 

    1. 문서번호 기초교육대학교학팀-972(2011.01.1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1학년도 신입생 배치고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

니다.

  가. 시험일시 : 2011년 2월 23~24일

  나. 응시대상 :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후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기존 학생 포함) 

       다. 응시과목 : 영어(공통),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라. 응시인원 : 총 응시대상자 2,189명(2011. 2. 22. 등록자 기준)

  마. 응시결과 : 과목별, 학부별 기준점수 산정 후 미흡 인원은 기초반 배정

 붙임 : 1. 2011학년도 배치고사 결과보고 1부

   2. 2011학년도 배치고사 응시인원 1부. 끝

[첨부 2-17] 신입생 영어 및 기초과목 배치고사 시행 실적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1학년도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보고

구분 영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응시인원 2,058 1,095 1,168 1,257 1,106

결시인원 131 331 217 20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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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8】기초과목에 대한 웹과제 시행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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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대학교에서는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통한 대학수업의 적응력 향

상과 기초수학능력 증진을 위하여 동계 계절학기 기간동안 교량과목 및 사이버 과목을 운

영해왔습니다.

      2. 기초교육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초과목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1 신입생 예비대학」사업을 계획하오니 제가를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11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 (총 1,204명(정원외 포함))

        나. 교육기간 : 2010.12.27(월)~2011.1.26(수)(5주)<동계계절학기와 동일>

           ※대학영어는 수업기간 별도 운영(3주/2학점)

        다. 학점인정 : 6학점 이내(입학 전 별도 학기로 인정)

        라. 성적평가: 상대평가 적용, 성적포기 불가, 재수강 가능(학점상한제 적용 A0)

                     (단, 대학영어의 경우 성적 포기 가능.)

        마. 수강료

        - 수강료 납부: 실비 수준(대학영어): 10만원/1학점

        - 수강료 반환: 계절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43조 준용)

        바. 생활관: 희망학생에 한하여 선착순 기숙사 배정

           ※ 이용료 본인부담, 신종플루 및 기타여건에 따라 기숙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생활관 이용료 및 기타 사용은 생활관 특별개관 규칙에 준함

       사. 진행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예비대학 홍보 2010.11.10(수)~12.10(금) 학교소개 및 예비대학 안내 등

예비대학 수강신청 2010.12.17(금)~12.19(일) 학교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예비대학 수강정정 2010.12.20(월)

예비대학 등록 2010.12.21(화)~12.22(수) 전국 제일은행

예비대학 운영 2010.12.27(월)~
            2011.1.26(수): 5주 동계 계절수업과 동일

※ 참고사항: 수시 합격자 등록(12.13(월)~15(수))

[첨부 2-19] 예비신입생 대상 예비대학 운영 실적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1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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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로그램 및 추천수강대상

프로그램 학점 인원/반 반수 수강료 비   고

대학영어 다지기 대학영어 2 25 3 20만원
학점당 10만원

(신규개설)

기초과학

다지기

기초수학 3 40~50 2 30만원

학점당 10만원기초물리 3 40~50 1 30만원

기초화학 3 40~50 1 30만원

스키캠프 스키캠프 1 30 1 22.5만원 보드 렌탈기준

 ※ 참고사항

  1. 개설학부 사정 및 수강신청 인원에 따라 개설 반수 조정 가능함.

  2. 대학영어(2학점-2010.12.27(월)~1.17(월))/기초과목(3학점-2010.12.27(월)~1.26(수))

  3. 폐강기준: 수강인원 20명 미만시 폐강 가능(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42조 준용)

  4. 예비대학 개설과목 취득시 신입생 반배치고사 실시 후 기준 성적에 미달할 경우에도 

취득과목에  따라 영어(연습반) 및 기초수학ㆍ물리ㆍ화학의 이수를 면제함(단 

취득성적이 F일 경우는 제외함).

   차.「2011 신입생 예비대학」 운영계획(안)- 첨부1 참조

   사.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내역 배정예산 비 고

수  입 512104-01  수강료 75,000
스키 수강료 제외

(스키는 별도 예산관리)

지  출

415502-03  강사료 20,640  계절학기 시간강사료 규칙에 준함

432152-01  예비대학TA운영비 3,600

432152-02  결과분석비 1,000

432306-03  운영비(실험실습비) 3,000

  자. 부서간 협조사항

부  처 협조내용

입학처
ㆍ수시합격생 대상 홈페이지 홍보
ㆍ수시합격생 안내물 발송시 관련내용 반영

교무처
ㆍ수시합격생 임시학번 생성
ㆍ과목별 강의실 배정
ㆍ수강신청 지도 및 성적반영 협조

자연과학부
ㆍ기초수학(2반), 기초물리(1반), 기초화학(1반) 개설 및 운영협조
ㆍ각 과목 운영간 「2010 신입생 예비대학 만족도 결과」반영
  (첨부2 참조)

전산원 ㆍ참가자 수강신청을 위한 임시학번 부여 및 수강신청 프로그램 운영 

각 단과대학 ㆍ소속별 수시합격생 대상 홍보 

첨 부: 1. 「2011 신입생 예비대학 운영계획(안)」 1부.

       2. 「2010 신입생 예비대학 만족도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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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0] 군휴학중 학점취득 운영 근거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4장  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학점) ①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간호대

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6)

   ② 누계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④ 계절수업의 수강신청학점은 계절수업당 6학점 이하로 한다.

   ⑤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수강신청 학점을 13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⑥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이하 “군 휴학자”라 한다)의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은 3학점 이하로 한다.(신설 2008.9.24)

   ⑦ 학군후보생으로서 군사학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이수할 군사학 학점 수만큼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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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1】 한국지역대학연합 교류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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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2] 신입생 세미나 각 전공별 교양필수배정 현황

1) 신입생 세미나 운영현황

가. 대학생활과 진로1, 신입생 세미나 기본 운영 현황

구  분 대학생활과 진로1 신입생 세미나

학점 / 시간 0 / 1 1 / 1

학수구분 교양필수
교양필수

(단, 신입생 세미나를 운영하지 않는 
학부 학생은 교양선택으로 인정)

성적평가 방법 Pass, Fail Pass, Fail

과목신설 년도 1998학년도 2009학년도

수강 방법 학부별로 동시에 수강 학부 상관없이 1반에 20명씩 수강

나. 학부별 운영 현황

학부명 대학생활과 진로 1 신입생 세미나

기계공학부 ○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

화공ㆍ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재료공학의 

이해
(전필 0학점/1시간)

응용화학생명공학부 　 ○

환경건설교통공학부 ○ 　

건축학부 　 ○

전자공학부 ○

정보컴퓨터공학부 ○ 　

미디어학부 ○ 　

자연과학부 ○ 　

간호학부 　 ○

경영학부 기업윤리와 경력개발
(전공기초 0학점/1시간)

　
e-비즈니스학부

인문학부 ○ 　

사회과학부 　 ○

스포츠레저학부 　 ○

자유전공 　 ○

계 　10개 학부 7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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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입생 세미나 개설 현황

 1) 신입생 세미나 개설 현황 및 수업평가 결과

학 기 2010-1학기 2010-2학기 총계

반 수 36개 13개 39명

수강인원 618명 198명 816명

평균인원  16명 15명 16명

수업평가(평균) 3.75 4.00 3.88

수업평가(범위) 2.96~4.31 3.60~4.38 -

수업평가(편차) -0.79~+0.56 -0.40~+0.38 -

 2) 신입생 세미나 학부별(담당교수 기준) 개설 현황

담당교수소속

1학기 2학기

개설
반수

수강인원
개설
반수

수강인원
소속
학부

타
학부

계
소속
학부

타
학부

계

기계공학부 3 - 47 47 1 - 8 8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부
1 18 3 21 2 2 31 33

응용화학생명공학부 1 9 16 25 2 1 27 28
환경건설교통공학부 1 - 18 18 - - - -

건축학부 1 - 21 21 - - - -
자연과학부 1 - 21 21 1 - 18 18
인문학부 5 14 89 103 1 2 14 16

사회과학부 17 251 10 261 2 - 27 27
기초교육대학 4 4 60 64 2 1 38 39

법학전문대학원 2 - 37 37 2 - 29 29
총합계 36 296 322 618 13 6 192 198

* 소속 학부는 담당교수 소속 학부 학생이 수강한 인원임

* 타 학부는 담당교수 소속이 아닌 타 학부 학생이 수강한 인원임

*  표시된 학부는 신입생 세미나를 운영하는 학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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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3】'아주고전‘과 Ajou Debate' 운영현황

1) 아주고전

2) Ajou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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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4】 교양과목 전임 및 시간강사 담당비율(2008~2010)

구분
2008 2009 2010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전임교원
+

강의교원
598 50.9% 663 54.7% 734 58.4%

시간강사 507 43.1% 458 37.8% 468 37.2%

특임교원 70 6.0% 92 7.6% 55 4.4%

전  체 1,175  100.0% 1,213  100.0% 1,257  100.0%

[첨부 2-25] 복수부전공 전과제도 운영근거

아주대학교 학칙

제42조(학사과정의 전공) ①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

여야 한다. 다만,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스포츠레저학, 법학, 의학, 간호학, 약학, 국제

통상, 지역연구 전공 및 연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제1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개정 2011.1.11)

   ② 모집단위가 2개 이상인 학부로 입학한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학년 진급시 학생의 선택에 따

라 소속 학부를 정한다.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3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정하여야 하

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진급이전에 전

공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5.21)

   ④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①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과목의 학점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 이

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은 각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11)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의학부, 간호학부, 약학부는 복

수전공 및 부전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학부는 복수전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11)

     1.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 부전공

     3. 연계전공: 2개 이상의 전공,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제31조(전과)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2학기 및 제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개

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폐지, 지도교수 소속변경 등 특별한 사

유 발생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7)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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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6】 종합설계프로젝트 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종합설계 교과목명(개설학기) 교수명 학점 반수
이수
현황

1 건설시스템공학전문 건설종합설계(4-2) 박장호 3 1 29

2 건 축 공 학 전 문
건축공학종합설계 및 

실습(4-1)
신동우
황영규

3 2 37

3 교통시스템공학전문 교통종합설계(4-2) 류시균 3 1 21

4 기 계 공 학 전 문 캡스톤디자인(4-2) 채장범 3 5 80

5
산업정보시스템공학
전 문

산업정보프로젝트(4-1,2) 정명철 3 2 44

6 생 명 공 학 전 문 생명공학종합설계(4-1,2)
김공환
박연희

3 2 11

7 신 소 재 공 학 전 문 재료의 선택과 설계(4-2) 고경현 3 1 4

8 응 용 화 학 전 문 응용화학종합설계(4-1,2)
이석현
권오필

3 2 11

9 전 자 공 학 전 문 통합설계프로젝트2(4-1,2)
김영길 외 

11
3 12 209

10
정보 및 컴퓨터공학
전 문

종합설계프로젝트(4-1,2) 최영준 3 4 68

11 화 학 공 학 전 문 화공종합설계(4-2)
주동표
박은덕

3 2 36

12 환 경 공 학 전 문 환경시스템설계(4-2) 홍민선 3 1 19

계 36 35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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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7】 경영대학 학생 참여형 교과목 운영 현황

과목명 과목개요 개설학기 담당교원 수강인원

마케팅
조사론

∙현장감있고 적용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논문과 사례연구,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됨

∙7명의 대학원생을 멘토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팀의 연구품질 향상을 도모함

∙NHN 및 현대자동차와 산학연계과정으로 

개설되며, 특강, 본사견학,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함양 

2010-1 이홍재 60

2010-2 이홍재 48

기업윤리와
경력개발

∙학습성과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영대학 1학년 필수과목으로 운영됨

∙적성탐색을 위한 심리검사인 MBTI 검사를 

수강생 전원에게 실시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짐 

∙4년간의 대학생활을 스스로 설계하여 

Career Plan 및 Study Plan을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공유함

2008-1 원동철 139

2008-2 김영곤 94

2009-2 김영곤 201

2010-2 이창환 137

경영
의사전달1

∙학생들의 취업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스킬습득에 초점을 둠

∙취업전문업체가 수업운영을 맡아 

취업스킬에 필요한 전문강의 및 컨설팅으로 

수업을 진행

∙희망직무가 비슷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기업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함

2008-1 김영곤 53

2008-2 김영곤 40

2009-1 김영곤 15

2009-2 김영곤 22

2010-2 이창환 38

경영
의사전달3

∙학습성과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ʻ기업윤리와 경력개발ʼ 수업에서 수립한

Career Plan 및 Study Plan을 기반으로 

졸업전까지의 Graduation Plan을 수립을 

목표로 함

∙전문가 강의와 금융기업 방문을 통해 

취업준비 역량을 함양

∙학기말에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실전 대비를

위한 취업캠프를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함 

2009-2 김영곤 26

2010-2 이창환 35

합  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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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1회 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 개최 결과 보고

식순 시간 주요내용

행사 개막식 10:00-10:30 행사진행소개 및 개회사

경진대회 심사 10:30-13:30 경진대회심사 실시

행사장 관람 13:30-15:30 참석자

시상식 15:30-16:00 경진대회 수상팀

【첨부 2-28】종합설계프로젝트 경진대회 실적 

        1. 공학교육인증 관련입니다.

        2. 본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창의적 공학기술인력 양성 및 창의적 공학교육 확

산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 과제 포상을 통한 공학계열 학생들의 학습의욕 및 자긍심을 고

취하고자 ‘제1회 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결과가 다음과 같음

을 보고합니다.

          가. 행사명 : 제1회 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

          나. 목  적 

             - 창의적 공학기술인력 양성 및 창의적 공학교육 확산 계기 마련

             - 성과 확산 및 우수과제 포상을 통한 공학계열 학생들의 학습의욕 및

               자긍심 고취

          다. 기  간  

             - 신청서 접수 : 2009. 11. 11(수) ~ 11. 27(금) 17:00까지

             - 대회 및 심사 : 2009. 12. 8(화) 10:30 ~ 16:00

          라. 장  소 : 팔달관 1층 로비

          마. 대회일정 : 2009. 12. 8(화) 10: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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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용 시상내역 수상팀

 대  상 :  1팀
상장, 

상금(1백만원)
CMOS LNA팀(전자공학)

 금  상 :  1팀
상장, 

상금(70만원)
투명열선팀(신소재공학)

 은  상 :  2팀
상장, 

상금(50만원)
건축공학 Infinity팀
전자공학 매트릭스컨버터팀

 우수상 :  6팀
상장, 

상금(30만원)

산업정보시스템공학 하늘날다팀
환경공학 반전팀
건설시스템공학 Ecolism팀
전자공학 ACE팀
전자공학 아주빨리팀
전자공학 Anything, Anywhere, 
Anyone팀

 창의상 : 11팀
상장, 

상금(20만원)

교통시스템공학 이틀째 직진중팀
화학공학 Solar cell 
Distillation팀
생명공학 P.I.E팀
건축공학 건축공학 1팀

 

          바. 참가대상 : 2009.1-2학기 공대, 정통대 공학설계 교과목 수강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사. 참가자 : 28팀(참가팀 및 명단 붙임 파일 참조)

          

          아. 심사방법 

            1) 심사위원 : 내부심사 4인, 외부심사 1인

              - 내부심사위원 :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전자공학부장,

                               공과대 추천교수(이재응교수) 정통대추천교수(조중열교수)

              - 외부심사위원 : 권혁홍교수(대진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

            2) 경진대회 예선을 거쳐 진출한 참가팀 모두를 시상하기로 함

              - 대상, 금상 및 입선 : 센터 예산에서 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은상, 우수상 및 창의상 : 수상자 소속 대학의 예산에서 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3)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대상 1팀, 금상 1팀(대상 수상대학외 팀)

               은상 2팀(공과대/정통대 각1팀), 우수상 6팀(공과대/정통대 각 3팀)

               창의상 11팀(공과대 4팀/ 정통대 7팀) 입선 6팀(공과대/정통대 각3팀)

          자. 시상결과 : 대상 포함 27개팀(1개팀 불참), 총 시상금 730만원

                                                      (※붉은색 표시 :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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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Super Senior팀
전자공학 두드림팀
전자공학 PLMG팀
전자공학 TUBE팀
전자공학 JACKPOT팀
전자공학 사다리팀
전자공학 시행착오팀

 입선 : 6팀
상장, 

상금(10만원)

산업정보시스템공학 APEX팀
건축공학 건축공학 3팀
건설시스템공학 지구방위대팀
전자공학 K-Spirit팀
전자공학 Quattro팀
전자공학 Galaga팀

   계 : 27팀
총상금 

(73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진명주 공학교육혁신센터팀장 김영기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전결 12/17

장중순

협조   

시행 공학교육혁신센터-325 (2009.12.17.)
접

수
 

우 443-74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http://www.ajou.ac.kr

전화 1873 전송 /mj_jin@ajou.ac.kr /공개

 

         차. 소요경비 : 12,554,650원

            1) 상금 : 730만원(상품권 구입)

                  혁신센터 - 230만원                        <<공학인증행사비>>   

                  공과대학 - 220만원, 전자공학부 - 280만원  <<학생행사지원비>>

            2) 심사료 : 110만원                             <<실험실습비>>

              (내부심사 4인*20만원, 외부심사 1인*30만원)

            3) 기념품(USB 4G) : 234만원(11,700원*200개)    <<실험실습비>>

            4) 이젤(25개) : 45만원                         <<실험실습비>>

            5) 학생점심 : 177,500원(2500*71명)            <<공학인증행사비>>

            6) 프랑카드 : 352,000원                       <<공학인증행사비>>

            4) 기타 진행경비 : 835,150원                  <<공학인증행사비>>

            

          카. 예산 : 실험실습비, 공학인증행사비 및 학생행사지원비

붙 임 : 창의적 공학설계경진대회 참가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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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1 Africa Burundi University of Burundi 2010 2010

2 Africa Cameroon University of Yaoundé  I 2009 2009

3 Africa Libya Alfateh University 2008 2009

4 Africa South 
Africa ML Sultan Technikon 1999 1999

5 Africa Sudan Al Zaiem Al A Zhari  University 2000 2000
6 Africa Tunisia University of Sousse 2006 2006

7 Asia Cambodia Life University 2008 2008

8 Asia China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07 2007
9 Asia China BNU-HKBU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2007 2008
10 Asia China Central South  University 2007 2008

11 Asia China Changsh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9 2009

12 Asia China China Medical  University 2003 2003
13 Asia China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2006 2006
14 Asia China East China Jiaotong  University 2010 2010
15 Asia China Fudan University 1996 1996

16 Asia China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Weihai 
Campus) 2007 2007

17 Asia China Harbin Medical  University 2003 2003
18 Asia China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2003 2003

19 Asia China Jiangx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2009 2009

20 Asia China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5 1995

21 Asia China Northeast Normal  University 2009 2009
22 Asia China Peking University 1995 1995
23 Asia China Shandong Normal  University 2008 2008
24 Asia China Shandong University 2003 2003
25 Asia China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08 2008
26 Asia China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2006 2007
27 Asia China Tongji University 1996 1986

28 Asia Chin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2009 2009

29 Asia China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6 2006

30 Asia China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2009 2009
31 Asia China Zhejiang University 1992 1992
32 Asia India IILM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2007 2007
33 Asia India Indian Institute of  Foreign Trade 2008 2008

34 Asia India Jamia Millia Islamia 2008 2008

35 Asia Indonesia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 2008 2008

36 Asia Indonesia Institut Teknologi  Bandung (ITB) 2006 2006

【첨부 2-29】해외자매대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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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37 Asia Indonesia Universitas  Padjadjaran 2002 2002
38 Asia Iran UniversityofTehran 1999 1999
39 Asia Israel Tel Aviv University 1998 1999
40 Asia Japan Fukuoka Institute of  Technology 1990 1990

41 Asia Japan Jap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2 2002

42 Asia Japan Osaka Sangyo  University 2002 2002
43 Asia Japan Ritsumeikan  University 2002 2002

44 Asia Japan University of Tsukuba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Materials Science) 2010 2010

45 Asia Japan Yamaguchi University 2010 2010
46 Asia Jordan University of Jordan 2010 2010

47 Asia Kazakhsta
n

Kazakhst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2010 2010

48 Asia Malaysia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2006 2007
49 Asia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2007 2008
50 Asia Malaysia Universiti Sains  Malaysia 2009 2010
51 Asia Nepal Kantipur City College 2003 2004
52 Asia Nepal Tribhuvan University 2005 2005

53 Asia Pakista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8 2008

54 Asia Philippine
s Central Luzon State  University 2005 2005

55 Asia Philippine
s St. Paul University  Philippines 2005 2005

56 Asia Philippine
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2010 2010

57 Asia Taiw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2009 2009
58 Asia Taiwan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2007 2007
59 Asia Taiwan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2007 2007
60 Asia Taiwan Tatung University 2007 2008
61 Asia Taiwan Yuan Ze University 2009 2009
62 Asia Tajikistan Russian-Tajik  Slavonic University 2009 2009
63 Asia Thailand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2004 2004
64 Asia Thailand Nakhon Pathom  Rajabhat University(NPRU) 2005 2005
65 Asia Thailand Thammasat University 2002 2002

66 Asia Uzbekista
n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1996 1996

67 Asia Vietnam College of  Technology-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2007 2007

68 Asia Vietnam Hanoi Medical  University 2003 2003
69 Asia Vietnam Hanoi University 2007 2007

70 Asia Vietnam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Vietnam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7 2007

71 Asia Vietnam Thai Nguyen  University of Economic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005 2005

72 Asia Vietnam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noi-VNU 2006 2006

73 Asia Vietnam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at 
Hochiminh City (UMPH) 2008 2009

74 Asia Vietnam University of Natural  Sciences, HCM-VNU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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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75 Asia Vietnam Vietnam Military  Medical University 2009 2009
76 Europe Latvia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in Riga 2010 2010
77 Europe Armenia Yerevan State  Linguistic University 2008 2008
78 Europe Austria Salz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05 2006
79 Europe Aus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Krems 2005 2006

80 Europe Austria Upper Aus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Steyr Campus 2001 2001

81 Europe Belarus Brest State Technical  University 2009 2009

82 Europe Czech 
Republic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2006 2006

83 Europe Denmark Aalborg University 2007 2007
84 Europe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002 2002
85 Europe Estonia TallinnUniversity 2008 2008
86 Europe Finland Hag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09 2009

87 Europe Finland Helsinki Metropo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08 2009

88 Europe Finland Jyvaskyl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2007 2007
89 Europe Finland 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07 2008
90 Europe Finland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 2006 2006
91 Europe Finland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2001 2001
92 Europe Finland University of Tampere 2006 2006
93 Europe France Audencia Nates School  of Management 2007 2008

94 Europe France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CNAM) 2000 2000

95 Europe France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Etienne(EMSE) 1998 1998

96 Europe France École Supérieure de  Commerce 
International du Pas-de-Calais(ESCIP) 2003 2003

97 Europe France ÉcoleSupérieuredesSciencesCommercialesd'A
ngers(ESSCA) 2009 2009

98 Europe France École Supérieure  D'Ingénieurs en 
Électronique et Électrotechnique (ESIEE) 1996 1996

99 Europe France Ecole Supérieure du  Commerce Extérieur 
(ESCE) 2010 2010

100 Europe France ESC Bretagne Brest 2008 2009

101 Europe France ESDES, Universite  Catholique de Lyon 2008 2008

102 Europe France IESEG School of  Management 2009 2009

103 Europe France INSEEC 2009 2009

104 Europe Franc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INRIA) 1986 1987

105 Europe France Institut Supérieur de  Commerce 
International de Dunkerque(ISCID) 1996 1996

106 Europe France Laboratory of Physics  of Interface and 
Thin Films, Ecole Polytechnique 1999 2000

107 Europe France L'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Appliquées 
de Toulouse (INSA, Toulouse) 1984 1985

108 Europe France NEGOCIA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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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109 Europe France Université d’Evry 2001 2001
110 Europe France Université de Nantes 1984 1984

111 Europe France Université de  
Versailles-Saint-Quentin-en-Yvelines (UVSQ) 2008 2008

112 Europe France Université du Maine 2010 2010
113 Europe France University of  Bourgogne 2010 2010
114 Europe France University Paris X 2007 2007
115 Europe Georgia Caucasus University 2007 2007

116 Europe Germany Duale Hochschule  Baden-Württemberg 
Mosbach (DHBW Mosbach) 2010 2011

117 Europe Germany Frankfurt School of  Finance and 
Managemenet 2010 2010

118 Europe Germany Georg Simon Oh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10 2010

119 Europe Germany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2009 2009
120 Europe Germany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2007 2007
121 Europe Germany Nuertingen-Geislingen  University 2001 2001

122 Europe Germany Schmalkald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2009 2009

123 Europe German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golstadt 2009 2009
124 Europe German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rier 2009 2009
125 Europe Germany University of  Bayreuth 2004 2005
126 Europe Germany University of  Wuerzburg 2010 2010
127 Europe Iceland Bifrost University 2007 2007
128 Europe Ireland Athlone Institute of  Technology 2005 2006
129 Europe Ireland University College  Cork 2006 2006
130 Europe Italy PolitecnicodiMilano 2010 2010
131 Europe Italy University of  Florence 2010 2010
132 Europe Lithuania Mykolas Romeris  University 2007 2007
133 Europe Lithuania Vilnius University 2007 2008

134 Europe Netherlan
ds Arnhem Business  School 2003 2003

135 Europe Netherlan
ds Universiteit  Maastricht 2007 2007

136 Europe Netherlan
ds University of  Groningen 2004 2004

137 Europe Netherlan
ds Utrecht University 2003 2004

138 Europe Norway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NTNU) 2005 2005

139 Europe Poland Karol Adamiecki  University of Economics 
in Katowice 2007 2007

140 Europe Poland University of Warsaw 1998 1998

141 Europe Poland Warsaw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2010 2010

142 Europe Portugal Universidade Fernando  Pessoa 2009 2009
143 Europe Romania Academy of Economics  Studies Bucharest 2005 2005
144 Europe Romania Technical University  of Cluj-Napoca 2005 2005
145 Europe Romania University of  Bucharest 1996 1996
146 Europe Romania University of Craiova 199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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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147 Europe Romania University  Politechnica of Bucharest 1995 1995
148 Europe Russia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2003 2003
149 Europe Russia Far Eastern Technical  Fisheries University 2006 2006

150 Europe Russia Gubkin Russian State  University of Oil and 
Gas 2008 2008

151 Europe Russia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2001 2002
152 Europe Russia Tomsk Polytechnic  University 2002 2002

153 Europe Spain Colegio Universitario  de Estudios 
Financieros (CUNEF) 2009 2009

154 Europe Spain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2009 2010
155 Europe Spain Universidad  Politechnica de Valencia 2006 2006
156 Europe Spain Universidad Rey Juan  Carlos 2010 2010
157 Europe Sweden Karlstad University 2002 2002
158 Europe Sweden LinnaeusUniversity 2002 2002
159 Europe Sweden Lulea University of  Technology 2001 2001
160 Europe Sweden School of  Engineering, Jonkoping University 2004 2005
161 Europe Sweden Sodertorn University 2009 2010

162 Europe Switzerla
n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Northwestern 
Switzerland 2001 2001

163 Europe Turkey Bilkent University 2008 2008
164 Europe Turkey Erciyes University 2009 2009
165 Europe Turkey Istanbul Bilgi  University 2008 2008
166 Europe U.K. Middlesex University 2001 2001
167 Europe U.K. University of Bristol 2002 2002
168 Europe U.K. UniversityofNottingham 2001 2001
169 Europe U.K. University of  Westminster 2001 2001
170 Europe U.K. University of  Wolverhampton 2001 2001

171 Europe Ukraine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Kyiv Polytechnic Institute"(NTUU KPI) 1998 1999

172 N.America Canada Mount Royal  University 2010 2010

173 N.America Canada University of  Lethbridge (Faculty of 
Management) 2001 2001

174 N.America Canada University of  Victoria (Faculty of Business) 2000 2000
175 N.America Mexico Tecnologico de  Monterrey 2006 2006
176 N.America Mexico Universidad de  Monterrey 2009 2009
177 N.America USA Eastern Illinois  University 2008 2008

178 N.America USA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Science Trade & Technology Policy) 1997 1997

179 N.America USA Georgia State  University 2009 2009
180 N.America USA IllinoisInstituteofTechnology 1995 1995
181 N.America USA Kansas State  University 2005 2006
182 N.America USA Kettering University 2009 2009

183 N.America USA Materials Research  Science and Research 
Center, Northwestern University 2000 2000

184 N.America USA Portland State  University 2010 2010
185 N.America USA RiceUniversity 1999 1999

186 N.America US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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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륙 국가명 대학교

최초협정년도
학년
도기
준

실제년
도기준

187 N.America USA University of Alabama 2000 2000
188 N.America USA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1999 1999
189 N.America USA University of Iowa 1996 1996
190 N.America USA University of Memphis 1997 1998
191 N.America USA University of Montana 2003 2003
192 N.America USA UniversityofNorthDakota 2008 2008
193 N.America USA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1997 1998
194 N.America USA University of Utah 1996 1997

195 N.America USA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1995 1995

196 N.America USA University  of Wisconsin at Eau Claire 2000 2000
197 N.America USA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1998 1998

198 N.America USA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2006 2006

199 N.America USA William Penn  University 2000 2000

200 Oceania Australi
a Griffith University 1997 1997

201 Oceania Australi
a University of Notre  Dame 2002 2002

202 Oceania Australi
a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2002 2003

203 Oceania Australi
a University of  Wollongong 2001 2001

204 Oceania New 
Zealand University of Waikato 2002 2002

205 S.America Brazil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o Rio de 
Janeiro (PUC-Rio) 2010 2010

206 S.America Columbi
a Universidad EAFIT 2005 2005

Total
206 institutionsin 58Countries(bilateralagreement)

(Partnership with 4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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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업무내용 관련부서

09. 27(월)
⦁201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제출 

요청
⦁교무팀

10. 22(금)
⦁201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제출

 (교양, 전공 교육과정) 
⦁학부(전공)

10. 25(월)∼11. 

5(금)
⦁2011학년도 제출 교육과정 내용 검토 ⦁교무팀

11월 초(예정) ⦁201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11. 

22(월)부터(예정)
⦁2011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학부(전공)

【첨부 2-30】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원칙

1. 개편일정

2. 교육과정 개편방향

   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한 교육과정 선진화 

      ① 진로(대학원 진학, 주 취업분야) 목표에 따른 전공 교육과정 개편

      ② 기초(교양)교육과의 연계

      ③ 비교과 교육과의 연계

   나. 교육강화사업에 따른 전공별 고강도(집중) 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강화 사업 추진 목표

         • 아주비전 2023 및 교육역량강화 정책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 전공별 고강도(집중) 교육과정 운영 

         • 시대흐름 및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 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 국제화 역량 및 취업률 역량 강화사업

      ② 교육강화사업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방향

         • 전공교육 강화

            - 전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집중(고강도) 교육 과정 개발

              예) 정보통신대학의 IT집중교육 등 전공별 고강도·집중교육과정 편성

            - 시대 흐름 및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특성화·맞춤형 교육과정

              ․기업맞춤형 트랙 교육과정 운영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예) 자동차 특성화 교육과정 강화, 지식재산권 실습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

영, 경영학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국제화 역량 강화(교육의 국제화)

            - 영어강의 과목을 권장교육과정상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편성

            - 영어강의 과목 이수 의무화

            - 기존 교과목 중 일부를 외국어강의로 개설하거나, 외국어강의 분반 운영 방

안 권장

              ※ 영어강의료 지급 및 신임교원 영어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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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절차

교양선택,

대학필수

(전공기초 제외)

-기초교육대학으로 송부(10. 06일까지)

※교무팀 참조로 하여 송부함

•기초교유개학

운영위원회→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기초과목

(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기초교육대학 ‘기초과목운영위원회’

송부(10. 06일까지)

※교무팀 참조로 하여 송부함

-송부 전 해당 전공과의 협의 완료 후

제출함

•기초교육대학

기초과목운영위원회→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교무팀 송부 전 개설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개설 전공과의 협의완료

후 교무팀으로 제출함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또는

유사위원회)를 거쳐 회의록 첨부 후

송부함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나.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교육과정은 본교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하며 각 학

문 분야별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 

운영함.

      •교육과정 기본 구조 내에서의 교과목 신설 및 폐지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학년도 단

위 변경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학기 단위 개편 허용

      •폐강대상 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 개설된 과목은 폐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과목에 대하여 미 개설 사유를 검토 후 폐지여부 최종 

결정

      •각 전공이수학점 대비 교육과정 편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 심화과정 또는 인증제 운영 전공: 각 해당 전공이수학점 대비 1.5배~2.0배 이내

        - 일반과정 운영 전공: 각 해당 전공이수학점 대비 1.5배~3.0배 이내

        - 전공필수과목 구성: 전공이수학점의 50% 이내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    

      •영어강의 과목은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지정하여 편성하고 학년학기를 고려하여 단

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교육과정 개편 절차

   

4. 기타 유의사항

   교육과정 개편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지도를 고려하여 학년도 단위로 변경하며, 교육과

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기단위의 개정은 특별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2011학년도 교육과정은 금번에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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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운영에 관한 지침

제2장   교육과정 편성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방향)교육과정은 본교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며 

각 학문분야별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 편성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①교육과정은 학년도 단위로 편성하며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인증제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 

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 기본 구조 내에서의 교과목 신설 및 폐지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학년도 단위 변경을 원칙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 단위 개편을 허용할 수 있다.

  1. 과목의 폐지 : 과목의 폐지 사유 및 대체과목을 명기한 서류(대체과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과목의 신설 : 과목신설 사유서, 과목개요 및 수업진행계획서 등의 서류

  3. 과목의 변경 : 교과목 변경사유 및 이에 따른 경과 조치 등을 명기한 서류

③교과목 이수구분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④교과목 편성 단위는 교양과목의 경우는 1~3학점, 전공과목은 3학점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집중

교육 성격의 교과목, 2개 이상 전공과목의 교육내용이 통합되는 과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⑤폐강대상 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 미 개설된 과목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대상과목에 대하여 미개설 사유를 검토 후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교과목의 단계별 이수를 위해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는 

선수과목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 또는 전공 등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

여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전공 교육과정 편성)①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권장이수순서를 고려하여 학년ㆍ학기별로 수직

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1. 심화과정 또는 인증제 운영 전공 : 각 해당 전공이수학점 대비 1.5배 ~ 2.0배 이내

  2. 일반과정 운영 전공: 각 해당 전공 이수학점 대비 1.5배~3.0배 이내 편성

③각 전공의 교육과정상 전공필수과목의 구성은 전공이수학점 대비 5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사업 또는 인증제 및 학부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

다.

④영어강의 과목은 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지정하여 편성하고 학년학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편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대학원과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학부ㆍ대학원간 연계과목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수체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전공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트랙별로 전공 이수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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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1】현장실습 운영규칙

제정 2006. 11. 10

개정 2010. 12.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 제44조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6조에 규정

된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장실습(인턴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관련 현장수

업을 통해 실무를 익히고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

거나 현장실습동의가 이루어진 산업체 및 기관에 파견되어 학기 또는 방학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업무에 참여․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0.12.16)

제 2 장  협약체결 등

제3조(현장실습기관 선발 기준)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0.12.16)

     1. 상장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

     4.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5.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제4조(협약사항) ① 현장실습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장소, 시간, 

수당,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약정․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당해 실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의2(협약의 대체) ① 현장실습대상기관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기관의 사정으

로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현장실습동의서를 통해 협약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0.12.16)

   ② 현장실습 동의서의 명시사항은 제4조 제1항의 협약서를 준용한다.(신설 2010.12.16)

     

제3장  현장실습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제5조(현장실습교과목 개설)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전공(학부)별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

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해당 학부장 혹은 전공주임교수는 협약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실습기관, 실습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 자격) 현장실습교과목은 5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7조(수강 가능학점) ① 현장실습교과목은 「아주대학교 학칙」 제46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

의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강대상자 선발) ①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해당 학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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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 기관과 협약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해당 학부장
은 신청자의 전공 및 실습분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인원 범위 내에서 수강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협약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와 현장실습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전에 해당 학부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12.16)

제9조(현장실습 기간 및 근무시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으로 하며, 그 기간은 본교 학기 기준으로 1개 학기(6개월)를 초과하지 못한다. 

     1. 학기 중: 6개월 이하 
     2. 방학기간: 2개월 이하
   ② 현장실습 기간은 해당 기관의 형편에 따라 사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수학점별 현장실습기간,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형

태가 다른 경우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3학점:  4주 × 주 5일 ×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
     2. 6학점:  8주 × 주 5일 ×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
     3. 9학점: 12주 × 주 5일 ×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
     4.12학점: 16주 × 주 5일 × 일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
   ④ 이수학점에 필요한 현장실습 근무시간을 부득이하게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장실습 기관과 본 

대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게 할 수 있
다.

제10조(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해당 전공주임교수 혹은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개시 전 오
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습교과목 성적 인정

제11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합격)” 과 “F(불합격)” 또는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과목은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하는 학부 또는 
단과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실습기간의 1/4 초과 결근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④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그 기간을 현장

실습 기간에 포함하여, 이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
     2. 징병검사, 징․소집(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 곤란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⑤ 방학기간에 수행된 현장실습의 학점은 다음 학기에 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점 인정학기

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 타

제12조(운영 지침)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부 또는 
단과대학에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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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2】시간강사 공개채용 시스템 화면

1) 모집일정등록 화면

- 시간강사 모집일정을 등록하는 화면

③

① ②

④ ⑤

⑥

⑦

2) 모집공고등록화면

- 홈페이지의 채용메뉴에 모집공고내용을 등록하는 화면임

① ② ③

⑤

⑥

⑦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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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 접수처리 화면

- 시간강사 공개채용에 따른 지원자를 접수처리하는 화면임

①

②

③

④

⑤ ⑥⑦⑧

필수입력사항 선택입력사

항

4) 합격처리화면

  - 지원자 중 합격자를 합격처리하고 이메일, SMS를 통해 안내하는 메뉴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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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3】시간강사 공개채용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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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4】 신임교원 수업분석클리닉 의무화 규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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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지도교수 참가 대회 수상현황

조은형
외 1명 문혜원  제31회 제일기획 광고공모전 -

조명규
외 5명 임미라  국제 창의력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금상

이재식 
외 2명 강지현  2010 디지털 콘텐츠 개발 창업경진대회 -

박주호
외 4명 김장훈  철근콘크리트 모형 휨부재 강도 경진대회 장려상

설태호
외 30명 박태호  2010 국제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입선

진명재
외 1명 김지엽  제5회 대호건축상 학생 공모전 은상

박준모
외 3명 이승준  제7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

이동명
외 9명 유승익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본선상

박경석
외 48명 최윤호  제11회 전국대학생 자작모형항공기 경진대회 대상

김승용
외 2명

장우진 2010 국제 대학생 평화 영화제 -
조형섭
외 5명

【첨부 2-35】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육과정 권장이수순서표 중 영어과목 편성 현황

【첨부 2-36】 전공연계 소학회의 공모전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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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지도교수 참가 대회 수상현황

유영현
외 4명

장우진 제8회 고양한백 대학청소년 영화제 -

손성민
외 6명

유승익 제16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대회 장려상

김현우
외 1명

임미라 2010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장려상

김혜인
외 4명

장우진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

서욱 임미라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경진대회 동상
왕대현
외 4명

조봉호 2010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 회장상

이승민 
외 2명

권순정 제3회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 -

안은섭
외 1명

김지엽 2010 대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

고새로미
외 4명

한만엽 2010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장관상

이은호
외 4명

장려상

김민재
외 2명

한지형 2010 한국 농어촌 건축대전 입선

박호영
외 1명

김성욱 푸르지오 미래주택 디자인공모전 입선

박준
외 4명

- 제11회 CAD모델 경진대회 은상

김승남 한지형 제2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입선
강민정
외 2명

김성욱 2010 농어촌 건축대전 입선

주수빈
외 2명

조봉호 제13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 동상

김현우 임미라
2010 한중 발명전시회

금상
옥상호 최승철 금상
박용균
외 10명

위규범 ACM-ICPC Asia Regional Daejon Contest 동상

박경석
외 9명

최윤호 제7회 충남대학교 전국 실내비행체 경연대회 대상

임홍균
외 4명

최윤호 2010 전일본 학생실내비행로봇 경연대회 FROMPAGE

홍석재
외 2명

박재일 제6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김경진
외 1명

김성욱 2010 인천 도시 디자인 대전 입선

김혜인
외 4명

김지은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 -

김민제
외 1명

- 32회 제일기획 광고대상 -

서성민
외 2명

이정원 인천대학교 라인트레이서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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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기 프로그램명 참가
인원

만족
(5점
만점)

소요
예산
(천원)

3.2(화)9:30~18:30 입사지원서 사진 촬영 101 3.80 
        

   
5,000 

3.4(목)18:30~21:30  
입사지원서 특강 및 1:1클리닉

210 -         
   
4,500 3.5(금)~3.12(금)9:00~17:00 76 4.54 

3.11(목)  18:30~21:30 대기업 취업전략 특강 170 -
        
     
600 

3.15(월) 18:30~21:30

모의SSAT 및 특강 

269 -
        

   
3,228 

3.16(화)  18:30~21:30 170 -
        
     
600 

3.17(수)  18:30~21:30 삼성 입사 전략 특강 190 -
        
     
600 

3.18(목) 14:30~17:30 1:1대기업취업컨설팅 12 -  - 

3.18(목) 18:30~21:30 LG 계열사별 입사전략 특강 170 -
        
     
600 

3.22(월)~6.4(금)  18:00~21: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역량강화반 55 4.95         
   
3,037 3.22(월)~6.4(금)  18:00~20: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스피킹강화반 20 -

3.23(화) 18:00~21:00 금융권 취업 전략 특강 80 -
        
     
600 

3.25(목)  18:30~21:30 대기업 면접 사례 분석 특강 90 -
        
     
600 

3.26(금)~3.27(토)  9:00~18:00 면접 캠프 40 4.60        
2,846 

4.3(토)10:00~17:00 유형별모의면접 40 4.40 
        

   
5,000 

4.26(월)~6.4(금) 경기청년뉴딜 23  -  - 

4.30(금)18:30~21:30 

상반기 
인턴트랙

인턴  취업 전략 
특강 145 -

        
     
600 

5.4(화)18:30~21:30 입사지원서작성
법

공개특강및1:1클
리닉

150 -
        
     
600 

5.6(목)~5.10(월)10:00~17:00 51 4.48 
        

   
2,700 

5.11(화)  18:30~21:30 / 특강
모의 직무 적성 
검사 (SSAT) 및 

공개 특강

158 -
        
     
600 

5.12(수)  18:30~21:30 / 
모의시험 126 -

        
   
1,890 

5.18(화)18:30~21:30 면접 완전정복 
특강 100 -

        
     
600 

【첨부 2-37】사회진출센터 주관 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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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기 프로그램명 참가
인원

만족
(5점
만점)

소요예산
(천원)

5.10(월)~5.14(금) 18:30~20:30 업종특강 247 4.63          
  2,500 

5.24(월)~5.28(금) 18:30~20:30 직종특강 173 4.23          
  2,500 

6.1(화)  17:30~19:30 공모전 수상팀 우수 사례 발표
　 62 4.14          

    800 

6.4(금)  16:30~18:30 공모전 전략 특강 38 3.87          
    400 

7.5(월)~8.6(금)  15:00~19: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역량강화반
　 471 4.88 

         
 67,785 

7.5(월)~8.6(금)  15:00~19: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스피킹강화반
　 40 4.73 

7.12(월)~8.20(금) 경기청년뉴딜 20  -  - 

7.16~8.20(매주  금요일) 18:30~21:30 단과대학별 선배초청간담회 110 4.40          
  4,200 

8.9(월)~8.13(금)  10:00~17:00 커뮤니케이션 Skill-up 35 -          
  6,000 

8.9(월)~9.3(금)  18:30~21.30 AJOU특별한 벼락치기 85 4.40          
  7,200 

8.10(화)~8.13(금)  10:00~16:00 취업 start-up 76 4.35          
 15,000 

8.17(화)~20(금)  10:00~17:00
직무아카데미

마케팅영업 49 4.07          
  5,320 

8.17(화)~20(금)  10:00~17:00 금융 39 3.95          
  5,000 

8.23(월)~8.26(목)  10:00~16:00 CAP(Career Assitance Program) 32 4.48          
  3,000 

8.23(월)~8.26(목)  10:00~18:00 CDP-C 29 4.59          
 42,000 

8.23(월)~8.25(수) 
성취트레이닝
72시간(취업캠

프)

공대 57 4.35 

         
 68,145 

8.23(월)~8.25(수) 정통대 52 3.98 
8.25(수)~8.27(금) 경영대 38 4.42 
8.27(금)~8.29(일) 통합 42 4.43 

8.30(월)  9:30~18:30 입사지원서 사진 촬영 100 3.64          
  5,000 

8.30(월)  18:30~21:30 입사지원서 작성법 특강 120 -          
    600 

8.30(월)~9.3(금)  10:00~18:00 입사지원서1:1  클리닉 105 4.43          
  4,400 

9.2(목),9.8(수),9.9(목)18:30~21:30 삼성 채용분석 특강 240 -          
  1,800 

9.4(토),9.5(일)  14:00~18:00 SSAT특강 150 -          
  1,600 

9.7(화)  18:30~21:30 SSAT모의시험 477 -          
  7,284 

9.16(목)  19:00~22:00 면접 특강 "면접에관한 오해와 
진실" 125 -          

    600 

9.26(일)  09:00~18:00 유형별 모의 면접 (삼성그룹) 40 4.40          
  5,000 

9.27(월)~12.10(금)월,수18:00~21: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역량강화반 48 4.84          
  5,718 9.27(월)~12.10(금)화,목18:00~21: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스피킹강화반 36 4.82 

9.28(화)~10.1(금)  09:00~13:00 입사지원서1:1  클리닉 33 4.66          
  1,420 

10.2(토)  09:00~18:00 유형별 모의 면접 (일반대기업) 44 4.40          
  5,000 

10.28(목)18:30~21:30(이공)
11.02(화)18:30~21:30(인문) 2·3성취붐업페스티벌 171 -          

  6,750 
11.1(월)~12.10(금) 경기청년뉴딜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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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기 프로그램명 참가
인원

만족
(5점
만점)

소요예산
(천원)

11.1(월)18:30~21:30 인턴특강 152 -          
 600 

11.6(토)~7(일),11.13(토)~14(일) 영어캠프 　 175 4.12          
 18,921 

11.9(화)~11.12(금)  13:00~18:00 1:1 입사지원서 클리닉 60 4.65        
2,000 

11.16(화)  18:30~21:00 SSAT 
모의시험 　 261 -         

3,132 

11.19(금)  18:30~21:30 SSAT특강 70 - 600 

11.22(월)  19:00~21:30 삼성인턴면접
완전정복특강 　 100 -        

200 
11.26(금)13:30~17:00
11.28(일)10:00~17:00

PT면접대비공
개클리닉 　 50  -  - 

12.27(월)~1.28(금)15:00~17: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역량강화반 415 4.86 
         
 63,825 12.27(월)~1.28(금)

10:00~12:00,15:00~17:00 토익사관학교 : 토익스피킹강화반 75 4.81 

1.22(토)~23(일) 영어캠프 　 44 -         
4,752 

2.7(월)~2.11(금) 10:00~17:00 커뮤니케이션 Skill-up 34 -          
6,000 

2.8(화)~2.11(금) 10:00~16:00 취업  start-up
　 61 4.51         

9,000 

2.9(수)~2.11(금) 자연대  취업캠프
　 64 -         

23,108 

2.14(월)~2.18(금) 10:00~17:00

직무아카데미

무역 29 -        
6,000 

2.14(월)~2.18(금) 10:00~17:00 영업마케팅 40 -         
6,000 

2.14(월)~2.18(금) 10:00~17:00 유통 16 -        
6,000 

2.23(수)~2.25(금) 2011 상반기 공채 및 인턴대비 
취업캠프 86 -         

30,835 

2.26(토)~2.28(월) 편입생  진로캠프
　 192 -        

41,700 

【첨부 2-38】공동체 활동 지수 관련 자료

1) 공동체 프로그램별 교수 참여 현황

연도
소학회
활동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전
지원

국내
봉사활동

국외
봉사활동

계
(비율)

2008
127

(48.3%)

85

(32.3%)

49

(18.6%)

1

(0.4%)

1

(0.4%)

263

(100.0%)

2009
134

(50.8%)

90

(34.1%)

38

(14.4%)

1

(0.4%)

1

(0.4%)

264

(100.0%)

2010
135

(51.3%)

90

(34.2%)

32

(12.2%)

1

(0.4%)

5

(1.9%)

263

(70.3%)

주) 연인원 기준, 비율은 연도별 전체 교원수 대비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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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학회, 동아리 공모전 실적

구    분
운  영  실  적

연도 개수 학생수 교수수 소요예산(천원)

전  공 
소학회

2008 108 3,657 107 65,112

2009 117 4,139 116 68,682

2010 118 4,198 116 91,548

동아리

2008 119 4,021 73 93,768

2009 119 3,964 77 91,716

2010 119 4,149 77 101,927

공모전
지원금

2008 32회 111 49 10,587

2009 46회 201 38 11,386

2010 38회 180 32 12,865

3) 동아리, 소학회 콘테스트 진행 실적

년  도 구  분 시상팀수 지도교수 소요금액 (천원)

2008　
동아리 20개팀 12 3,000 

소학회 〃 20 3,000 

2009　
동아리 〃 13 3,000 

소학회 〃 18 3,000 

2010
동아리 〃 13 6,700 

소학회 〃 19 6,700 

4) 공모전 지원 및 수상실적

구  분
운  영  실  적

연  도 횟  수 학 생 수 교 수 수
소요예산
(천원)

지 원 금

2008 32 111 49 10,587

2009 46 201 38 11,386

2010 38 180 32 12,865

수상실적

연  도 참가건수 참가인원 참가교수 수상실적

2008학년도 32 206 50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학생설계
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외 23건

2009학년도 46 201 39
2009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특선 외 27건

2010학년도 34 221 33
제6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외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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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사활동 실적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실적

연도
참가인원 소요

예산
(천원)

학생
교수
(직원)

국

내

∙야곱의 집 : 영유아보호시설
∙한사랑마을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연과학대 학생회 : 아주 아름다운 기증전
∙경영대학생회, 소학회 ALIA : KBB 번개건축 
참가

∙해비타트봉사단, 화공신소재공학부 : 해비타트 
집짓기

∙아주대-삼성생명 연합봉사단 : 농촌봉사활동
∙봉사 동아리 이데알레 : 효도관광 지원

2008학년도 445 1 18,450

2009학년도 438 1 15,000

2010학년도 467 1 16,200

국

외

∙네팔 해외봉사단
  -호스텔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교육, 

보건위생 및 환경개선 등
2008학년도 14 1(1) 35,857

∙태국 해외봉사단
  -노력봉사 : 보건위생 및 지역개발(합숙소 

담장작업,
화장실 및 샤워장 작업, 벽화작업 등)

  -교육봉사 : 현지 시설 방문 및 
유아교육활동(종이접기, 율동, 체육대회 등)

  -문화교류 : 사물놀이 및 문화공연

2009학년도 14 1(1) 38,459

∙태국 해외봉사단
  -노력봉사 : 담장쌓기,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작업, 

지붕 만들기작업, 시멘트 공구리 작업 
  -교육봉사 : 과학, 미술, 체육, 음악 분과별 
봉사활동

  -문화교류 : 태권무, 응원단

2010학년도 14 1(2) 40,521

∙탄자니아 의료 봉사
  -캄보디아 프놈펜 
  -내용 : 초중생 학생 대상 신체검사, 보건교육

2010학년도 18 4 37,800

6) 공대 및 정통대 발표대회

학년도 신청팀수 시상현황 심사교원수 소요예산

2008 25개팀 3개팀 시상 5인 600,000원

2009-1 22개팀 3개팀 시상 5인 600,000원

2009-2 34개팀 6개팀 시상 5인 690,000원

2010-1 21개팀 3개팀 시상 5인 600,000원

2010-2 24개팀 3개팀 시상 5인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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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9】 Life vision 설정지수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간 Life  Vision 
설정 인원 2,945 1,600 1,400 1,200 1,000 

LifeVision설정
누적인원 2,945 4,545 5,945 7,145 8,145 

연간 커리어
코칭 인원 206 800  1,000  1,200  1,400  

커리어코칭
 누적 인원 206 1,006  2,006  3,206  4,606  

재학생수 9,693 9,223 - - -

life Vision 설정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0.4 0.14 0.26 0.39 0.52 0.65 

【첨부 2-40】 진로설정 워크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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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1.2캐리어로드맵’ 공모전에서 수상한 재학생과 동문들과 연결하는 ‘멘토-멘티 결연       

 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결재 바랍니다.

- 아       래 -

             ‘멘토-멘티 결연식’ 진행 

             1.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 영상회의실

             2. 추진내용

              - ‘장학금물려주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장학금 5천만원 지급

              - 캐리어로드맵 공모전 수상자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동문들의 네트워크 결성   

             3. 참석자(붙임1 참조) 

              - 멘티 : ‘성취1.2캐리어로드맵’ 공모전 수상자 50명

              - 멘토 : 해당직종에 근무하는 졸업동문 24명 

             4. 멘토 선정

              -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5. 예산 : 동문유대강화 

붙임 : 1. 멘토-멘티 대상자. 끝.  

[첨부 2-41] 진로설정 우수학생 멘토 체결현황(2009)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멘토-멘티 결연식’ 진행계획

대학발전팀 전유진 대학발전팀장김형근 대외협력처장
전결 11/13

박만규

협조   

시행 대학발전팀-484 (2009.11.13.) 접수 

우 443-74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http://www.ajou.ac.kr

전화 2107 전송 /jyj@ajou.ac.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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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2】 진로설정 우수학생 멘토 명단(2009)

No
멘티(재학생) 멘토(동문)

학부 이 름 학년 분야 이름
(전공_학번) 소속

1 사회과학부 박지혜 1 기업인(사회적기업) 강태헌(전자75) (주)이너비트 대표

2 건축학부 차남우 2 건설사업관리자 김용권
(건축공학87) 종합건축사무소 도시인 대표

3 경영학부 김해리 2 공인회계사 강희진(경영86) 강희진회계사사무소 대표
4 경영학부 이원문 1 공인회계사 강희진(경영86) 강희진회계사사무소 대표
5 경영학부 이수정 1 회계(아름다운재단) 강희진(경영86) 강희진회계사사무소 대표
6 경영학부 김상훈 1 기자 김창옥(경영78) MBC아나운서국 국장

7 경영학부 조운재 1 마케팅전문가 이강현(전자75) 한국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부사장

8 경영학부 이병재 2 인사전문가 이웅교(산공78) 삼성코닝  인사부장

9 경영학부 김민선 1 패션MD *경영학부   
요청 -

10 기계공학부 이유성 2 CEO
(자동차관련기업) 김진우(기계77) 닉소 대표

11 기계공학부 이현재 1 그래픽디자이너 안종윤
(미디어00) LG MC사업본부

12 기계공학부 이건희 1 마케팅전문가 이강현(전자75) 한국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부사장

13 미디어학부 김희경 1 그래픽디자이너 안종윤
(미디어00) LG MC사업본부

14 미디어학부 이수련 2 그래픽디자이너 안종윤
(미디어00) LG   MC사업본부

15 미디어학부 이인회 2 영화감독 안종윤
(미디어00) LG   MC사업본부

16 법학부 김다미 2 변호사 백승우(법학94) 백승우법률사무소대표
17 법학부 김준태 2 검사 백승우(법학94) 백승우법률사무소대표
18 사회과학부 김기환 1 CEO 강태헌(전자75) (주)이너비트   대표
19 사회과학부 정연이 1 방송PD 김창옥(경영78) MBC아나운서국 국장
20 사회과학부 윤준원 2 범죄심리전문가(FBI) 박동혁(심리90) 마음과배움 대표
21 사회과학부 송수현 2 심리치료사 박동혁(심리90) 마음과배움 대표
22 사회과학부 이하늘 1 임상심리전문가 박동혁(심리90) 마음과배움 대표

23 사회과학부 김혜민 1 재무관리자
(SK텔레콤) 양인식(전자78) (주)재무설계 대표

24 사회과학부 박희수 1 마케팅전문가 이강현(전자75) 한국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부사장

25 산업정보시스
템공학부 김수정 2 아나운서 김창옥(경영78) MBC아나운서국 국장

26
산업정보시스

템공학부
최진주 1 경영컨설턴트 장석로(기계75) (주)하나기업컨설팅 대표

27
응용화학생명

공학부
강경모 1 연구원(응용화학) 주오심(화공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8 인문학부 서혜원 2 국제기구(UNICEF) 신상협(불문79)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9 인문학부 황선주 1 증권사PB 양인식(전자78) (주)재무설계   대표

30 인문학부 임진숙 1 교사 오귀석(전자78)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교육정보부 부장

31 인문학부 이가영 1 교사 오귀석(전자78)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교육정보부 부장

32 인문학부 김현수 2 교사 오귀석(전자78)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교육정보부 부장
33 인문학부 김미형 1 사회복지사 *경영학부 요청 　

34 자연과학부 김영헌 2
중국국제학교교사,

선교사
금병욱(전자78) 안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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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멘티(재학생) 멘토(동문)

학부 이 름 학년 분야
이름

(전공_학번)
소속

35 자연과학부 심재광 1 교수(생명과학)
박동욱

(생명과학89)
관동대제일병원교수

36 자연과학부 박상준 1 교수(생명과학)
박동욱

(생명과학89)
관동대제일병원교수

37 자연과학부 홍혜진 1 연구원(제약업) 주오심(화공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38 자유전공 김규리 1 패션MD 기초교육대학 -

39 전자공학부 박상욱 2 연구원(반도체) 박영복(전자79)
STX엔진㈜ 전자통신연구소   

전자연구2팀

40 전자공학부 정소이 1 연구원(전자공학) 박영복(전자79)
STX엔진㈜ 전자통신연구소   

전자연구3팀

41
정보및컴퓨터

공학부
김유진 1 연구원(컴퓨터보안) 박영복(전자79)

STX엔진㈜ 전자통신연구소   

전자연구4팀

42
정보및컴퓨터

공학부
진형탁 1 정보보안전문가 최종욱(공경78) (주)마크애니 대표

43
화공신소재공

학부
김다혜 2 사무원(제약회사) 고광철(경영78) 동아제약 부장

44
화공신소재공

학부
안광수 2

재료금속기사(현대제

철)
안승태(재료85) 서광특허법률사무소

45
화공신소재공

학부
이고은 2 연구원(화학공학) 주오심(화공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46
화공신소재공

학부
이병호 2 건축가

한대진

(건축공학88)
종합건축사무소  도시인 대표

47
환경건설교통

공학부
정호연 1 펀드매니저 양인식(전자78) (주)재무설계   대표

48
환경건설교통

공학부
김학준 1 자동차엔지니어 황용서(기계75) 현대자동차㈜ 상무

49 e-business 윤지혜 1 펀드레이징전문가 양인식(전자78) (주)재무설계 대표
50 e-business 김용혁 2 IT컨설턴트 임창규(전산82) 비투아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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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3】 입학정원 현황

대학 학 부
학년도별 입학정원(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45 145 145 136 136 136

산업정보시스템공학
부 87 88 88 81 81 81

화공 신소재공학부 87 88 88 82 82 82

생명․분자공학부 73 74 74 - - -

응용화학생명공학부 - - - 69 69 69

환경건설교통공학부 116 116 116 109 109 109

건축학부 77 78 78 73 73 73

소 계 585 589 589 550 550 550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215 215 215 202 202 202

정보컴퓨터공학부 148 148 148 139 139 139

미디어학부 97 97 97 91 91 91

소 계 460 460 460 432 432 432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167 169 169 156 156 156

소 계 167 169 169 156 156 156

경영대학

경영학부 145 144 144 133 113 113

e-비즈니스학부 48 46 46 44 44 44

금융공학부 - - - - 40 40

소 계 193 190 190 177 197 197

인문대학
인문학부 179 181 181 204 204 189

소 계 179 181 181 204 204 189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08 222 222 240 240 225

스포츠레저학부 - 6 6 11 11 11

소 계 208 228 228 251 251 236

법과대학
법학부 120 120 120 - - -

소 계 120 120 120 - - -

의과대학
의학부 40 20 20 20 20 20

소 계 40 20 20 20 20 20

간호대학

간호학부
(학사학위특별과정)

40
(80)

40
(80)

40
(80)

70
(80)

70
(80)

70
(80)

소 계 40
(80)

40
(80)

40
(80)

70
(80)

70
(80)

70
(80)

약학대학 약학부 - - - - - 20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 - - - 100 80 90

(특수학부)
국제학부 - - - - - -

스포츠학부 15 - - - - -

총 계 2,007
(80)

1,997
(80)

1,997
(80)

1,960
(80)

1,960
(80)

1,960
(80)

주) “-”표기는 입학정원이 없음을 의미함

주) 자유전공은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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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4】입학사정관제 적용 신입생 선발비율

1)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비율(모집인원 대비) 비율

구분 모집인원(A)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예정 인원(B)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비율(B/A*100)

정원내

수시 1,204 193 16.0

정시 756 0 0

소계 1,960 193 9.8

정원외

수시 10 10 100

정시 176 176 100

소계 186 186 100

합계 2,146 379 17.7

(단위: 명, %)

2)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
(단위: 명)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계획

전형명 모집인원(계획)

수시

러프다이아몬드 40

아주리더십 70

커리어로드맵 45

국가유공자/사회기여자 38

특수교육 10

정시

기회균형선발 47

전문계고교 졸업자 51

농어촌학생 78

합계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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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5】 아주특별한 강의목록(2009~2010)

2009학년도 '아주 특별한 강의' 진행 목록

No 년 월 일 교수 특강주제 학교명 학생
수

1 2009  2  9  예홍진 미래의나는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
을까? 호매실중학교 470

2 2009  3  2  김주후 나의꿈,인생,그리고공부 이천고등학교 390

3 2009  3  6  예홍진 미래의나는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
을까? 청원여자고등학교 280

4 2009  4  6  고계원 날개달린수학 선일여자고등학교 100

5 2009  4  10  김주후 나의꿈,인생,그리고공부 용인고등학교 570

6 2009  5  6  이규미 소중한사람되기,소중한사람만들
기 수일여자중학교 35

7 2009  5  8  김주후 나의꿈,인생,
그리고공부 안산고등학교 80

8 2009  5  11  김영진 마음의작용,눈의움직임 분당대진고등학교 60

9 2009  5  29  예홍진 미래의나는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
을까? 권선고등학교 600

10 2009  6  9  고계원 날개달린수학 산남중학교 85

11 2009  7  4  이영문 정신건강,자살예방,인간커뮤니케
이션 수원영신중학교 600

12 2009  7  8  홍석교 재미있는로봇이야기 조원중학교 100

13 2009  7  15  이규미 소중한사람되기,소중한사람만들
기 군포고등학교 710

14 2009  10 21 예홍진 미래의나는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
을까? 대평중학교 60

15 2009  11  19  김경일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중앙여자고등학교 600

16 2009  11  20  이규미 소중한사람되기,소중한사람만들
기 

수원정보과학고등
학교 200

17 2009  11  24  이규미 소중한사람되기,소중한사람만들
기 한광여자고등학교 400

15 2009  11  27  박미화 더불어  사는 사회 양명여자고등학교 200

16 2009  11  30  김주후 나의꿈,인생,그리고공부 용인백현고등학교 100

17 2009  12  2  예홍진 미래의나는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
을까? 용문고등학교 500

18 2009  12  7  박미화 더불어  사는 사회 예일여자고등학교 530

19 2010  2  24  이규미 교사와  학생의 소통 영복여자고등학교 150

합  계 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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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아주 특별한 강의' 진행 목록

구분 년 월 일 교수 특강주제 학교명 학생
수

1 2010 5 20 김혜선 생명복제는 왜할까요? 산남중학교 200

2 2010 5 26 이영문 자살예방 경기대명고등학교 80

3 2010 6 9 이영문 정신건강,커뮤니케이션 수원제일중학교 256

4 2010 6 14 김혜선 생명복제는 왜할까요? 용문고등학교 100

5 2010 6 17 오규환 게임제작자가 되려면 효원고등학교 605

6 2010 6 19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이매고등학교 775

7 2010 6 23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구운중학교 423

8 2010 6 25 예홍진 나만의 적성을 찾아서 흥덕고등학교 140

9 2010 7 12 김혜선 생명복제는 왜할까요? 부흥고등학교 100

10 2010 7 15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석우중학교 120

11 2010 7 22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인천여자고등학교 200

12 2010 7 22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인하대사대부속고등
학교 135

13 2010 8 25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삼숭중학교 200

14 2010 8 11 예홍진 나만의 적성을 찾아서 유신고등학교 162

15 2010 8 24 예홍진 나만의 적성을 찾아서 이천 제일고등학교 150

16 2010 9 17 예홍진 나만의 적성을 찾아서 상도중학교 75

17 2010 10 11 김경일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대평중학교 125

18 2010 10 2 이교범 친환경 그린에너지 대청중학교 405

19 2010 10 15 홍석교 재미있는 로봇이야기 성남 영성중학교 421

20 2010 10 16 오규환 게임제작자가 되려면 삼평중학교 470

21 2010 10 22 오규환 게임제작자가 되려면 인덕원고등학교 623

22 2010 10 16 예홍진 나만의 적성을 찾아서 영복여자고등학교 740

23 2010 12 13 김경일 인간의 
의사결정(진로분야) 매향여자고등학교 840

24 2011 2 7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여주 세종중학교 265

25 2011 2 23 김주후 창의적인인간, 창의적 
사회 세마고등학교 420

합  계 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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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6】 커리어로드맵 설명회 실적

구분 지역 일시 장소 참석자수
(고교교사)

1 대구 2010.4.16(금)  13:00 대구  그랜드 호텔 40명

2 광주 2010.5.19(수)  17:00 호텔  라마다 광주 45명

3 대전 2010.6.18(화)  17:00 대전  리베라 호텔 38명

4 부산 2010.6.11(금)  17:00 부산  벡스코 40명

5 강원 2010.6.22(화)  17:00 인터불고  원주 18명

6 제주 2010.6.30(수)  17:00 제주오션스위츠 15명

7 서울  남부 2010.7.5(월)  17: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84명

8 서울  북부 2010.7.6(화)  17:00 밀레니엄  서울 힐튼 74명

9 경기  북부 2010.7.7(수)  17:00 밀레니엄  서울 힐튼 15명

10 경기  남부, 동부 2010.7.14(수)  18:00 호텔  라마다 수원 51명

11 경기  서부 2010.7.15(목)  18:00 노보텔  독산 34명

12 인천 2010.7.16(금)  18:00 인천  쉐라톤 호텔 36명

13 전주/전북 2010.7.20(화)  18:00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 44명

합  계 　 534명

【첨부 2-47】전과관련 규칙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2장  전과

제56조(정의) 전과라 함은 소속 대학 내 타학부 또는 타대학의 학부로 소속을 변경함을 말한다.

제57조(전과대상 및 시기) ① 전과대상자는 제2학년 1, 2학기 및 제3학년 1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

며, 학생은 재학 중 1회만 전과가 가능하다. 

   ②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과신청자의 이수학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2학기 이수

     2. 2학년 2학기 전과신청자 : 3학기 이수

     3. 3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4학기 이수

제58조(요건)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개 학기 평균 1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이 2.50 이상이

어야 한다. 

     2.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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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자

     2.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제59조(공과대학 개편에 따른 전과) 2003학년도 이전 입학한 기계 및 산업공학부, 화학․생물공학

부, 환경․도시공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유로이 전과할 수 있다.

     1. 기계 및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기계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화공․신소재공학부

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2. 화학․생물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화공․신소재공학부, 생명․분자공학부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3. 환경․도시공학부로 입학한 자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건축학부내에서 전과하는 경우 

제60조(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장 

및 전입할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3)

제61조(수업연한) 전과한 자의 수업연한은 전과 이전에 이수한 기간을 포함한다.

【첨부 2-48】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규칙

아주대학교 학칙

제4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성한다.

   ③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

로 정하여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대학원 및 학사과정에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⑥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하여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5.21)

   ⑦ 대학원과정 및 학사과정은 교육과정을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⑨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각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5조의2(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과정과 대

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5.21)

   ② 학·석사연계과정생은 4학기 이상 6학기에 재학 중이며,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진학

희망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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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9】 성적평가관련 규칙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8장  성적평가

제27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수시 진도시험으로 구분하며, 과목에 

따라 과제물 부여, 구술시험, 실험실습실시 등으로 시험을 대치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종합시험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

사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16)

   ②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시험의 방식 및 각 시험별 평가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교수에게 추가시험신청서

를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성적평가) 성적은 매학기 과목별로 출․결 및 제27조의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되, 평어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 학사운영 시

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성적분포) ①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과정생, 체육특기자 및 학점교류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올림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5.21) (개정 2009.4.10)

     1. 기본적용

            등급               상대평가비율

          A+ 및 A0               0 ~ 30% 

          B+ 및 B0               0 ~ 70% 

                              (A, B누적비율임)  

           C+이하                30% 이상

     2.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 영어강의과목, 실험․실습과목, 수강생들의 공동연구 및 공

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교과목

            등급               상대평가비율

          A+ 및 A0                0 ~ 40% 

          B+ 및 B0                0 ~ 90%

                             (A, B누적비율임)

           C+이하                10%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전공과목, 교직 과목, 군사학 교과목 및 담당교

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교과목 등은 동 분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 동일 시험, 동일 채점으로 공동 관리

하는 과목은 제2항의 분포비율을 과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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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성적게시 및 확인) 과목 담당교수는 교무처에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일

정기간 게시하여야 하며, 학생은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 착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성적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F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경우(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시험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32조(성적정정) 과목 담당교수가 교무처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

목 담당교수가 성적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33조(학점포기)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취득하는 학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졸업예정자가 학부(전공)의 사정으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여 해당 학부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을 한 경우

     3.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 중 D+이하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제34조(특별시험 등에 의한 수강면제) ① 특별시험 등으로 수강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의 평가절차를 거쳐 수강면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5.21)

   ② 수강면제 대상과목 및 평가기준은 학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수강면제는 해당과목이 개설되는 권장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부․연계전공의 경우

에는 학생의 이수전공확정시기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5.21)

   ④ 수강면제를 받은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면제”로 표기하며 누계

평점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수강면제를 받은 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면제받은 학점수 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 ①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표기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때에 해당 교과목을 학사학위과정 졸

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은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 중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하고 6학점까지는 해당 학생이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07.5.14)

   ④ 학사학위과정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 선택 과목 학

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에서 인정하지 않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에는 교양 선택 과목 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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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0】휴일에 대한 보강일 지정

2011학년도 학사일정

학기 학사내용 기간 비고

1학기

복학생 전과신청  2011.1.  7(금)~1.14(금)
1학기 예비(책가방식) 수강신청          1.24(월)~1.28(금)
설연휴          2.  2(수)~2.  4(금) 공휴일
복학생(재입학생 포함)오리엔테이션          2.  7(월)
수강신청(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2.  8(화)~2.11(금)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         2.22(화)
2011년도 신입생 입학식          2.23(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2.23(수)~2.24(목)

1학기 등록
         2 . 2 1 ( 월 ) ~ 2 . 2 5 ( 금 )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2.25(금)
1학기 개강          3.  2(수)
1학기 수강정정          3.  7(월)~3.  8(화)
취득학점포기          3.  9(수)~3.11(금)
전공(제1전공, 복수․ 부․ 연계)신청, 취소, 변경

         3.10(목)~3.25(금)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
수강신청포기          3.24(목)~3.25(금)
1학기 수업일수 1/4선          3.29(화)
38주년 개교기념일          4.12(화) 공휴일
1학기 중간시험          4.20(수)~4.26(화)
1학기 수업일수 1/2선          4.26(화)
어린이날          5.  5(목) 공휴일
석가탄신일          5.10(화) 공휴일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취소

         5.18(수)~5.20(금)
졸업예정자 복수․ 부․ 연계전공 취소, 변경
1학기 수업일수 3/4선          5.24(화)
2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5.24(화)~6.  2(목)
하계계절수업 예비(책가방식) 수강신청          6.  1(수)~6.  3(금)
1학기 강의평가기간          6.  7(화)~6.30(목)
2학기 재입학 신청          6.  9(목)~7.  8(금)
4/12(화)개교기념일,5/10(화)석가탄신일에 대한 보강일          6.15(수) 보강일
1학기 기말시험          6.16(목)~6.22(수)
1학기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          6.16(목)~6.28(화)
하계방학 시작, 휴학. 복학 접수 시작          6.23(목)
하계계절수업 수강신청          6.23(목)~6.24(금) 
하계계절수업 등록          6.28(화)~6.29(수)
1학기 성적정정 및 제출기간          6.29(수)~6.30(목)
하계계절수업          6.30(목)~8.  1(월)
2학기 복학생 전과신청          7.  8(금)~7.15(금)
2학기 예비(책가방식)수강신청          8.  1(월)~8.  5(금)
복학생 오리엔테이션          8.  5(금)
2학기 수강신청(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8. 16(화)~8.19(금),22(월)
2010학년도 학위수여일(후기)          8.19(금)
2학기 등록          8.22(월)~8.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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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사내용 기간 비고

2학기

2학기 개강           8.29(월)

2학기 수강정정           9.  1(목)~9. 2(금)

전공(제1전공, 복수․ 부․ 연계)신청, 취소, 변경
          9.  5(월)~9.23(금)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

취득학점포기           9.  5(월)~9. 7(수)

추석연휴           9.11(일)~9.13(화) 공휴일

수강신청포기           9.19(월)~9.20(화)

2학기 수업일수 1/4선           9.23(금)

개천절          10. 3(월) 공휴일

2학기 중간시험          10.17(월)~10.21(금)

2학기 수업일수 1/2선          10.21(금)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졸업연기 취소
         11.16(수)~11.18(금)

졸업예정자 복수․ 부․ 연계전공 취소, 변경

2학기 수업일수 3/4선          11.18(금)

201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11.21(월)~11.30(수)

동계계절수업 예비(책가방식)수강신청          11.30(수)~12.  2(금)

2학기 강의평가기간          12.  5(월)~12.27(화)

9/12(월)추석,10/3(월)개천절에 대한 보강일          12.12(월) 보강일

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신청          12.  5(월)~2012.1. 4(수)
1.1(일) 
신정

2학기 기말시험          12.13(화)~12.19(월)

2학기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          12.13(화)~12.26(월)
12.25(일)

성탄절

동계방학 시작, 휴학. 복학 접수 시작          12.20(화)

동계계절수업 수강신청          12.20(화)~12.21(수)

동계계절수업 등록          12.23(금),12.26(월)

2학기 성적정정 및 제출기간          12.27(화)~12.28(수)

동계계절수업          12.27(화)~2012. 1.30(월)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2012.  2.22(수)

※ 학사일정은 본교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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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평가지표 단위 배점

배점
비고

배점 조정 가능성

연구
역량

(13개)

교수당 국내논문 수 편

80
고정

(2010학년도 전략지표)교수당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수

편

교수당 저서 수 수 10

가능

교수당 국내학술대회  발표실적 편 5

교수당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 편 5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수혜실적 천원 20

교수당 교내연구비 수혜실적 천원 10

교수당 국내 특허 등록 실적 건 10

교수당 국제 특허 등록 실적 건 10

교수당 국내 특허 출원 실적 건 5

교수당 국제 특허 출원 실적 건 5

기술이전 건 수 건 5

기술이전 수입실적 천원 15

소 계 　 180 ±10% 범위내 조정 가능

교육
역량
(16)

전공과목의 전임강의담당비율 % 10 고정
강의평가점수(평균) 점수 10

가능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 20

학부 순수 취업률 % 20 고정
(2010학년도 전략지표)학부 정규직 취업률 % 20

수요자중심 교육활동실적(인턴십) % 5

가능

❐3개지표 중     
2개이상 선택
❐총배점 15점    
고정(배점은     
5점단위로     조정 
가능)

수요자중심 교육활동실적 
(현장실습/견학) % 5

수요자중심 교육활동실적 
(취업프로그램)

% 5

중도 포기율 % 5 가능

졸업생의 대학  만족도(설문조사) 점수 15 고정
(2010학년도 전략지표)재학생의 대학  만족도(설문조사) 점수 15

교수법 관련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인원 5

가능

❐3개지표 중     
2개이상 선택❐총배점 15점    
고정(배점은     
5점단위로     조정 
가능)

지도교수의 학생  상담 실적 % 5

강의 자동녹화 과목 운영 실적 %,건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건 5
고정　

교과목 개설의  적절성 %,건 20

소 계 　 170 ±10% 범위내 조정 가능

국제화
역량
(6개)

외국인교수비율 % 5

가능　
외국인 학생비율(학위목적) % 10

유치 교환학생 비율 % 5

파견 교환학생 비율 % 5

영어강좌비율 % 20 고정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실적 유/무 5

고정
(2010학년도 전략지표)

소 계 　 50 ±10% 범위내 조정 가능

35개 핵심성과지표 합계 　 400 조정 불가능

[첨부 2-51] 단과대학 자율적 책임경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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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학기 기초교육대학 멘토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프로그램명: 멘토장학

      2. 프로그램 대상자

       가. 멘티(상담 대상자) : 2010학년도 신입생 전체

       나. 멘토(상담자)

         - 학부생 멘토(Peer Mentor) 134명

         - 대학원생 상담멘토(General Counseling Mentor) 40명

      3. 프로그램 내용

     

기 간 내 용 세부내용 비 고

2010.8.6(금)

~8.23(화)

2010-2학기 

멘토선발

-피어(학부생)멘토 48명 선발

-대학원 상담멘토 40명 선발

-총 피어멘토 157명/대학원멘토 40명

2010.8.27(금)

2010.9.6(월)
멘토 교육

-대학원 상담멘토 4시간

-피어멘토 2시간

-대학생활 적응 멘토링, 학사, 장학, 비교과   

프로그램, 진로상담프로그램   소개

우수멘토강연

(곽진열,

정소미)

2010.9.10(금)
외국인 신입생

멘토배정

-아주대학교 외국인 입학생 5명/

 편입생 3명 전공별 멘토 지정

2010.9.17(금) 멘토 변경

-중도 포기 및 장학조건 미달 사유 발생으로 

인한 멘토 변경 실시

-대학원 상담멘토 2명 교체

-피어멘토 10명 포기, 2명 추가선발

상시진행 멘토 특강

-대학원 상담멘토 개별 특강 실시

-총 10회, 특강자 15명, 112명 멘티 참가

-특강주제: 특허신청, 공모전, 전공선택,   

금융권 진로 상담, 영어회화 등

상담자료 

학생배부

[첨부 2-52] 멘토현황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0-2학기 기초교육대학 멘토프로그램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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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지급<첨부 #2참조>

     

구분 대상 지급내용 비고

대학원생 

상담멘토

강덕홍외 

39명

-2학기 총 140만원 지급

-학기 당 2회에 걸쳐 각 70만원 

지급

피어멘토
강보라외 

133명

-1학기 총 20만원 지급

-중도포기자 등 장학취소대상자 

 미지급

-멘토프로그램 인증서  

 발부

       

     5. 멘토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 제작

      가.용 도: 2010학년도 멘토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확인하고 차년도 멘토 프로그램 운영

간 교육자료로 활용

      나.예 산: 1,000,000원(멘토교육프로그램 423706-02 / 멘토멘티 프로그램 423706-03)

첨 부: 1. 2010학년도 기초교육대학 멘토운영계획 1부.

       2. 2010-2학기 멘토 프로그램 운영결과 1부.  끝.

기초교육대학교학팀김순석 기초교육대학교학팀장오용직 교무처장
전결 01/07

홍만표

협조   

시행 기초교육대학교학팀-959 (2011.01.07.) 접수 

우
443-74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학교
/uc.ajou.ac.kr

전화 2865 전송031-219-1620 /bouerkim@ajou.ac.kr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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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3] 교수와의 산책 시행실적

1. 행사목적

  학생들과 교수간에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동아리·소학회 지도교수 체제하

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학생들과의 소모임에서 나아가 단과대학 차원의 지도교

수와 학생의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활성화를 위함.

2. 행사내용

 가. 문화산책을 신청한 학생과 교수님들이 만남의 장소에 모인 후 교내 및 학 교 근방 산책

 나. 대학문화팀에서 행사 당일 오프라인 만남의 장소와 음료, 사진촬영 제공

 다. 산책 후 사진과 후기를 접수받아 홍보하여 지속적인 만남 유지

3. 참가현황

구분 2008년 11월 2009년 5월 2010년 5월

신청 교수 총18명 총19명 총16명

참가 학생 총171명 총184명 168명  

4. 근거: 대학문화팀 제432호 (2008. 10. 13.) 내부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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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활동 및 대학문화 지원확대 사업의 일환입니다.

2. 학생들과 교수간에 보다 친밀한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동아리․소학회 지도교수 

체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학생들과의 소모임에서 나아가 단과대학 차원의 

지도교수와 학생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교

수님과의 문화산책」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08년 11월 13일(목) 예정 14:00~

나. 모임장소: 성호관 앞 잔디밭 또는 학생회관 앞 광장 예정

다. 참여방법

1)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My Potal ‘아주광장’ → 알림광장 ‘학생활동 게시판’에 

신청

2) 만남을 원하는 교수님이나 학생 모두가 신청 가능. 단, 학생 2인 이상이 

신청

해야 모임주체로 인정함.

라. 접수기간: 2008년 10월 20일(월) ~ 11월 7일(금)까지 

마. 진행계획

1) 행사당일 만남의 장소 부스 설치(몽골텐트 2개)

2) 다과, 커피제공, 모임별 기념촬영 등 

3) 광교산, 화성 산책 팀들을 위한 학교 미니버스 운영 

바. 문화산책 장소: 학교캠퍼스, 광교산 등 인근야산, 화성 등 

사. 행사홍보

1)학생처 홍보: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등

2)학생홍보: 현수막, 인터넷, 교수님 모시기, 동참학생 등  

아. 행사결과 및 상품

1) 만남사진과 후기 접수

2)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제공

3) 상품: 영화 관람권, 구내 미용실, 식당, 사진관, 복사실 이용권

자. 예산: 1,000,000원 (문화행사 및 관람지원 432506-15) 끝.

[첨부 2-53] 교수와의 산책 시행실적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교수님과의 문화산책」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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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일시 주요 내용 참여 현황 비고

개인상담 2009.3.1~2010.2.28 개인상담 (학)2,018명

심리검사 2009.3.1~2010.2.28

․성격 : MBTI, MMPI-2, SCT,로샤검사, 그림

검사, TCI

․진로적성 : Strong, CTI

․학습전략 : MLST

․지능검사 : K-WAIS 

(학)4,417명 -

열린상담실 2009.5.14
진로,시간,학습 관련 간편심리검사, 성격심리

검사, 타로카페, 모래놀이
(학)890명 -

찾아가는상담실
2009.3.25/4.8/9.14/10.

12
진로, 시간, 학습, 성격등 간편심리검사 (학)534명 -

신입생대학생활과 

진로
2009.3.16/3.17/3.23

시간관리(인문학부:239명,미디어학부:108

명), 대인관계 특강(인문학부:246명)
(학)593명 일시순 

학부별 워크샵 2009.5.11/5.13/5.14
자기표현훈련(간호:33명), 시간관리(간

호:35명), 스트레스관리(간호:45명)
(학)113명 일시순

표현예술 2009.4.27~5.25

․동작, 그리기, 글쓰기 등의 표현예술매체와 

함께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총 15시간

(학)12명 수료증발급

스트레스완화 2009.4.27~5.25
․스트레스 대처법

․총10시간
(학)3명 수료증발급

이성관계향상 2009.4.28~6.2

․연애의 강점 및 약점 평가해보     고, 상대의 

말을 듣고 말하는 법

․총10시간

(학)12명 수료증발급

불면증완화 2009.4.29~6.3
․잘자는 습관 만들기, 불면증 완화

․총12시간
(학)8명 수료증발급

이성관계향상 2009.10.28~11.25

․연애의 강점 및 약점 평가해보     고, 상대의 

말을 듣고 말하는 법

․총10시간

(학)10명 수료증발급

대인관계향상 2009.10.29~12.3

․소망하는 대인관계를 알고 현재 자신의 대인

관계를 이해하고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새로

운 행동 연습하기

․총12시간

(학)10명 수료증발급

셀프리더쉽 2009.10.29~12.3
․셀프리더쉽을 통한 주체성 갖기

․총12시간
(학)11명 수료증발급

학습기술향상 2009.10.26~11.30

․학습전략검사(MLST)를 통해 공부기술을 

점검, 효과적인 예습-수업-복습-리포트

-시험 공부법 익히기, 지키는 시간계획 

관리 총9시간

(학)15명 수료증발급

표현예술 2009.10.28~11.25

․동작, 그리기, 글쓰기 등의 표현예술매체

와 함께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

들기

․총 15시간

(학)15명 수료증발급

【첨부 2-54】학생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현황

1) 비교과 교육과정 현황(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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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일시 주요 내용 참여 현황 비고

긍정심리개입 2010.1.8~2.9
․긍정심리를 통한 행복촉진 및 우울예방 
총20시간

(학)10명 수료증발급

다이어트와폭식 2010.1.15~2.27
․다이어트와 폭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 
만들기 총16시간

(학)2명 수료증발급

개인상담 2008.3.1~2009.2.28 개인상담 (학)1,341명 -

심리검사 2008.3.1~2009.2.28

․성격 : MBTI, MMPI-2, SCT,로샤검사, 
그림검사, TCI
․진로적성 : Strong, CTI
․지능검사 : K-WAIS 

(학)1,301명 -

열린상담실 2008.5.28
진로,시간,학습 관련 간편심리검사, 성격
심리검사, 타로카페, 모래놀이

(학)739명 -

찾아가는상담실
2008.4.30/5.14/10.2/

11.3
진로, 시간, 학습, 성격등 간편심리검사 (학)748명 -

신입생대학생활
과 진로

2008.3.28~6.9
시간관리,대인관계,진로탐색,MBTI실시
및해석, Strong실시및해석

(학)2,245명 -

미래설계 
프로그램

2008.3.17~5.30
․목표설정 후 가치관과 현실 고려 하여 
직업 찾기 계획표 작성하기
․총 8시간

(학)783명 -

학부특강 2008.4.14~12.5
․자기표현훈련,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적성탐색 실시및해석, 스트레스 관리, 
MBTI 실시및해석

(학)417명 -

진로탐색
2008.4.30~5.21
2008.10.28~12.9

․각종 검사를 통해 미래 설계하기
․총8시간 / 14시간

(학)18명 수료증발급

발표불안감소
2008.4.29~6.10
2009.1.12~2.20

․불안감 떨치고 발표하기
․총10시간 / 8시간

(학)15명 수료증발급

이성관계증진 2008.4.29~5.27
․나의 애정지도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관계
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기  총10
시간

(학)15명 수료증발급

대화훈련 2008.5.1~6.5 ․마음으로 소통하기 총12시간 (학)12명 수료증발급

시간조절 2008.5.1~6.5
․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책임감과 효능감 
느끼기 총10시간

(학)9명 수료증발급

분노조절 2008.4.30~6.4
․나의 분노패턴을 알고 분노 감정,사고 신
체감각 수용하기 총12시간

(학)9명 수료증발급

사회불안 2008.10.27~12.1
․사회불안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총14시간

(학)14명 수료증발급

불면증치료 2008.10.29~12.3
․수면 리듬을 바로잡고 잠에 대한 통제감
을 키우는 프로그램 총 12시간

(학)12명 수료증발급

의사소통 2009.1.5~1.20
․마음을 주고 받는 훈련

․총10시간
(학)7명 수료증발급

개인상담 2007.3.1~2008.2.28 개인상담 (학)1,219명 -

심리검사 2007.3.1~2008.2.28

․성격 : MBTI, MMPI-2, SCT,로샤검사, 

그림검사

․진로적성 : Strong

․지능검사 : K-WAIS 

(학)885명 -

열린상담실
2007.4.10

2007.10.23

진로,시간,학습 관련 간편심리검사, 성격

심리검사, 타로카페, 모래놀이
(학)2,52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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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일시 주요 내용 참여 현황 비고

신입생 

진로탐색프로그

램

2007.4.3~6.4

대학에서의 진로탐색, 대학생의 이성관

계, 대학생의 대인관계, 대학에서의 시간

관리, MBTI 검사 실시 및 해석, Strong검사 

실시 및 해석

(학)3,762명 -

학부별 워크샵

2007.5.09/5.11/5.23/

11.12/11.13/11.30/1

2.7

MBTI검사(간호36명), Strong검사(간호

28명), 특강(간호42명), MBTI해석(간호

36명), Strong해석(간호28명),특강(전자

38명), 특강(전자41명), MBTI실시(화공

62명), MBTI해석(화공58명)

(학)305명 일시순

진로탐색프로그

램

2007.5.3~6.7

2007.10.31~11.28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 알아보기

․총 10시간 / 8시간
(학)20명 수료증발급

자기성장프로그

램
2007.5.3~6.14

․자기 발견 및 개방 프로그램

․총12시간
(학)7명 수료증발급

이성관계향상
2007.5.2~6.13

2007.10.30~11.27

․인연 붙잡는 방법 배우고 실습해보기

․총12시간 / 8시간
(학)21명 수료증발급

대화훈련 

프로그램

2007.5.1~5.29

2007.10.31~11.28

․강점 찾기, 칭찬하기 등을 통해 내 삶의 

리더 되기

․총10시간 / 10시간

(학)19명 수료증발급

긍정심리프로그램 2007.5.1~5.2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이고 행복지수를 높

이는 훈련

․총10시간

(학)17명 수료증발급

분노조절프로그램
2007.5.4~6.1

2007.10.29~12.3

․분노와 친구 되어 분노 다스리기

․총10시간 / 10시간
(학)11명 수료증발급

시간관리프로그램 2007.11.1~11.15
․자신만의 시간관리 핵심 발견하기

․총9시간
(학)10명 수료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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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계 산업
정보

화공
재료

응용
화학
생명

환경
건설
교통

건축 전자
정보
컴퓨
터

미디
어 자연 경영 e-biz 금융

공학 인문 사회
과학 법학 의학 간호 자유

전공
대학
원 기타 계

검

사

실

시

개인
검사

MMPI-2 5 5 4 1 4 4 6 6 14 15 12 3 1 14 60 4 1 1 4 27 0 191
MBTI 1 1 0 2 0 0 2 2 0 2 2 3 0 6 16 2 0 0 0 2 0 41
SCT 6 9 5 4 5 5 10 6 13 18 13 4 1 15 60 4 0 2 3 27 0 210

성격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TRONG 2 1 1 1 2 1 5 2 0 2 4 2 0 5 9 2 0 0 0 3 0 42
적성탐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적성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능검사 2 0 1 0 2 0 5 0 1 2 2 0 1 6 1 0 0 0 0 4 0 27
로샤검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림검사 2 3 1 4 1 1 3 1 0 4 2 1 0 2 3 0 0 0 0 3 0 31

CTI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2
MLST 0 0 0 0 0 0 1 1 1 2 0 0 0 1 0 0 0 0 0 0 0 6
TCI 2 2 0 0 0 1 2 1 0 2 0 0 0 1 2 1 0 0 0 13 0 27

소    계 20 21 12 12 14 12 34 19 29 48 35 13 3 50 152 13 1 3 7 79 0 577

집단
검사

MMPI-2 6 5 3 3 2 1 14 5 3 6 14 1 0 14 34 3 1 6 2 2 0 125
MBTI 15 9 4 6 132 11 20 168 117 24 37 8 0 41 243 9 1 75 7 3 5 935
SC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격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TRONG 162 4 1 3 6 7 5 13 4 14 22 5 0 22 58 8 0 6 0 1 1 342
적성탐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적성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s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s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TI 1 0 0 1 1 0 2 1 4 3 4 0 0 3 4 6 0 0 0 0 0 30

MLST 3 1 1 0 1 0 3 2 1 8 4 0 0 10 16 0 0 0 0 9 0 59
TCI 1 2 1 0 0 0 2 4 0 4 4 1 0 6 24 1 0 2 0 1 0 53

소   계 188 21 10 13 142 19 46 193 129 59 85 15 0 96 379 27 2 89 9 16 6 1544
실시 계 208 42 22 25 156 31 80 212 158 107 120 28 3 146 531 40 3 92 16 95 6 2121

검

사

해

석

개인
검사

MMPI-2 4 1 0 2 1 2 9 7 6 14 6 1 1 11 52 1 0 3 2 17 1 141
MBTI 1 2 0 0 0 1 2 3 0 2 4 1 0 5 13 0 0 2 0 3 0 39
SCT 4 2 0 5 1 3 5 6 4 16 5 0 1 10 45 1 0 1 2 20 0 131

성격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TRONG 0 2 3 0 1 1 4 1 3 1 6 0 1 4 13 0 0 0 0 1 1 42
적성탐색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적성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능검사 0 0 3 0 1 0 4 1 1 0 3 0 1 1 5 0 0 0 0 1 0 21
로샤검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림검사 1 1 0 3 0 1 2 0 0 4 1 0 0 1 3 0 0 0 0 5 0 22

CTI 0 2 0 2 0 1 0 0 2 3 0 0 0 2 4 0 0 0 0 0 0 16
MLST 3 1 0 0 0 0 1 0 0 3 2 0 0 2 0 0 0 0 0 4 0 16
TCI 2 0 0 1 1 2 2 4 0 4 1 1 0 4 8 0 0 1 0 5 0 36

소   계 15 11 6 13 5 11 29 22 16 48 28 3 4 40 143 2 0 7 4 56 2 465

집단
검사

MMPI-2 6 3 4 3 2 1 9 3 3 3 11 0 1 16 24 3 1 1 2 3 0 99
MBTI 13 8 5 9 130 8 15 164 111 15 32 6 1 33 148 9 1 73 6 6 4 797
SCT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성격진단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STRONG 162 5 2 5 5 5 5 8 2 10 18 4 0 18 46 8 0 6 0 4 0 313
적성탐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적성진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s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se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TI 1 0 0 1 1 0 1 1 4 3 4 0 0 3 7 0 0 0 0 0 0 26

MLST 4 1 1 0 1 0 4 2 1 3 3 1 0 1 17 1 0 0 0 2 0 42
TCI 0 1 0 0 0 0 1 2 0 3 2 1 0 4 15 1 0 0 0 2 0 32

소   계 187 18 13 18 139 14 35 182 121 37 70 12 2 75 257 23 2 80 8 17 4 1314

2) 2010학년도 학부별 학생상담 검사결과

(단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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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5】 전공별 교수법 연구모임 실적자료(2009~2010)

2009 연구모임현황 

모임명 주제 이름

대학 일반화학 교육
대학일반화학실험교육법

및실험교재의개선

박영동(대표)

강혁

김유권

나상무

기계공학 설계
공학설계에대한
교수법 연구

홍민성(대표)

유승현

이병옥

이문구

볼 것 많은 국어학 수업
국어학수업에서의시청각자료

활용방안

김현(대표)

문숙영

이광호

이상신

이공계 학생을 위한 글쓰기
이,공학적글쓰기를위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

박재연(대표)

최고원

이경재

이병훈

문학콘텐츠의글쓰기
수업 활용 방안

글쓰기강좌에필요한문학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연구

문혜원(대표)

김형규

손유경

이현석

노사국중
법대와법학전문대학원의기초법분야

에대한 효율적인교육방법

이승길(대표)

소병천

한상돈

이원희

민사법
민사법을효과적으로강의하기위한

교수법연구

전경근(대표)

민경도

구재군

윤우일

류창호

윤태영

실용영어 교수법
실용영어교재의선정과

효과적인지도방법

이혜경(대표)

한호 

김현옥

김미현
맹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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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연구모임현황 

모임명 연구주제 참여교수 

전공영어독해교재개발및교수방안연
구모임

전공영어독해교재의개발,교수계획안,
평가방안및효과적인지도방법모색

한  호

김현옥(대표)

김미현

유선무

영미 대중문화 트렌드 연구모임 영문학교육:학생의문화체험과대중매
체의활용방안

정경훈

정재식

유선무

박정식(대표)

ConsebtI(ConstructionofStandardsfor
e-BusinessTeachingI)

MIS와e-비즈니스기초과목의표준강의
교안수립

이재식(대표)

강민철

강주영

이 철

스포츠레저학부교수법연구모임 스포츠레저학부교과과정효율성개선
및교수법개발

공유식

노명우

신강현

김경일

이주연(대표)

신입생교육연구회 신입생을대상으로한신입생세미나의
개선과개발

송하석

임규연(대표)

최정철

홍성기

월드베스트물류교육 세계최고수준의물류교육방법연구

임석철(대표)

최시영

김경현

엄주태

일반생물학강의를위한연구모임 효과적인일반생물학강의를위한학습
자료발굴과교수법개발

이영만

최상돈

박상규

최홍근(대표)

기교연(가칭:기계공학교수법연구모임
)

공학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교수법 연구

이병옥

이문구

이진우

홍민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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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6】 신임교원 수업분석 클리닉 현황

2009학년도 1학기 임용 교원(컨설팅 서울대 민혜리 교수)

번호 성명 학부 직급 임용일 컨설팅일시 

1 양한순 사회과학부 조교수 2009.03.01 2010.1.20

2 박구병 인문학부 조교수 2009.03.01 2010.1.20

3 권건보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9.03.01 2010.1.22

4 김문석 대학원분자과학기술학과 조교수 2009.03.01 2010.1.22

5 심규철 대학원금융공학협동과정 조교수 2009.03.01 2010.1.20

6 김유권 자연과학부 조교수 2009.03.01 2009.10.26

7 김동완 화공ㆍ신소재공학부 조교수 2009.03.01 2009.9.11

8 김순태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조교수 2009.03.01 2010.1.20

9 장병윤 경영학부 조교수 2009.03.01 2010.1.12

10 정경영 전자공학부 전임강사 2009.03.01 2009.10.26

11 이성주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전임강사 2009.03.01 2010.1.22

2009학년도 2학기 임용교원(컨설팅 유정아 연구교수)

번호 성명 학부 직급 임용일 컨설팅일시 

1 김동권 기계공학부 조교수 2009.09.01 2010.6.15

2 최영준 정보및컴퓨터공학부 조교수 2009.09.01 2010.4.22

3 이진우 기계공학부 조교수 2009.09.01 2009.12.7

4 김성환 사회과학부 조교수 2009.09.01 2010.4.20

5 김지엽 건축학부 전임강사 2009.09.01 2010.5.11

6 이철 e-비즈니스학부 조교수 2009.09.01 2010.6.11

7 유선무 인문학부 조교수 2009.09.01 2010.4.8

8 윤일수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조교수 2009.09.01 2009.12.9

9 권경난 경영학부 부교수 2009.09.01 2010.5.28

10 맹은경 교육대학원 조교수 2009.09.01 2010.5.12

11 이병덕 경영학부 교수 2009.09.01 대상제외

2010학년도 1학기 임용교원(유정아 연구교수)

번호 성명 학부 직급 임용일 컨설팅일시 

1 김민규 인문학부 조교수 2010.03.01 1020.10.6

2 김선숙 건축학부 조교수 2010.03.01 2010.10.4

3 송하석 기초교육대학 부교수 2010.03.01 2010.9.29

4 임규연 기초교육대학 조교수 2010.03.01 2010.5.26

5 전윤수 인문학부 조교수 2010.03.01 2010.10.5

6 조봉호 건축학부 조교수 2010.03.01 2010.10.13

7 홍성기 기초교육대학 부교수 2010.03.01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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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2-57】교수법 특강 현황(2008~2010)

2008

제목 일시 장소 인원 강사 
성적우수학생워크샵 08.1.30 대명콘도 25 김주후교수등 

저작도구프리젠터사용교육  08.4.14 전산소  510호 50 외부강사 
뉴스나미드를통한효율적인영어학습방법  08.4.29 영상회의실 50 외부강사 

강의평가 개선방안 세미나 08.6.5 성호관232호 20 김주후교수 
교수님의마음을사로잡는보고서작성법 08.6.3 성호관대강당  20 이은자  교수(숙대)

대학에서의효과적인영어학습방법 08.6.23 다산관대강당  200 한호교수 
신입생을위한효과적인시간관리와학습방법 08.7.1 다산관대강당  200 박동혁  (외부강사)

대학생을위한글쓰기 08.7.8 다산관대강당  200 이은자  (숙대)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사회 08.7.15 다산관대강당  200 김주후  교수
신임교수 워크샵 08.8.26 율곡관회의실 10 김완석  교수

파워포인트제작특강 08.10.23 성호관랩실 50 양성혜(이화여대)

파워포인트 제작 특강 (기초) 08.11.22 성호관랩실 50 양성혜(이화여대)

파워포인트  제작 특강 (중급) 08.11.22 성호관랩실 45 양성혜(이화여대)

글쓰기교실 - 보고서 작성법 08.11.24-25 성호관232호 20 권주연강사
글쓰기교실 - 자기소개서 작성법 08.11.26-27 성호관232호 20 권주연강사

신임교수 워크샵 08.11.27 율곡관  152호 5 이장익센터장
글쓰기교실 - 칼럼 08.12.1-2 성호관232호 20 권주연강사

글쓰기 교실 - 비평문 08.12.3-4 성호관232호 20 권주연강사
이공계석박사영어과학논문작성법 08.12.10 성호관135호 180 김형순(인하대)

파워포인트제작특강 08.12.18 성호관랩실 55 양성혜(이화여대)

2009

제목 일시 장소 인원 강사 

자동녹화강의실 활용방안  설명회 09.3.27 팔달관 107호 20 이하령 (교수학습지원센터)

효과적인교수법실행전략과정 09.4.22~24 인터불고 호텔 2 대교협프로그램 

엑셀특강 09.4.22 율곡관 랩실 32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파워포인트특강 09.4.22 율곡관 랩실 29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영어교수법특강 09.5.8 다산관 205B 55 박소화 (서울대 강사)

효과적인수업전략(신임교원) 09.5.29 성호관232호 3 이규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나는어떤스타일의교수인가 09.6.30 오션캐슬 25 임규연 (이화여대 강사)

러닝 사이언스에 기초한  교수법 09.6.30 오션캐슬 25 김영진 (사회과학부 교수)

블렌디드러닝 활용사례 및  활용방법 09.6.30 오션캐슬 25 김성완 (교육대학원 교수)

학생참여를유도하는팀학습전략 09.7.1 오션캐슬 25 심미자 (부산디지털대 교수)

불어교수법 연수지원 09.6.29~7.17 몬트리올대학 1 강충권 (인문학부)

신임교원 라운드테이블 09.6.16 라마다 호텔 17 라운드테이블

파워포인트 특강  (기본과정) 09.6.18 성호관 랩실 25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파워포인트 특강  (심화과정) 09.6.18 성호관랩실 32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인문사회계 신임교수 워크샵 09.7.8~7.10 인터불고 호텔 1 대교협프로그램 

UCC를활용한수업자료제작 09.6.19 성호관 랩실 25 이하령 (교수학습지원센터 )

창의적퀀텀교수법지원 09.9.29 성호관237호 50 이하나 (외부전문가)

PBL 수업전략 09.8.25 휘닉스파크 40 임미라 (기초교육대학 교수)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민법기초이론 09.8.25 휘닉스파크 40 윤태영 (법전원 교수)

PBL을활용한수업전략 09.10.19 다산관 109호 25 이재경(숙명여대교수)

파워포인트 특강  (기본과정) 09.10..23 성호관 랩실 25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파워포인트 특강  (심화과정) 09.10.23 성호관랩실 25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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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목 일시 장소 인원 강사 

대학교육에서의  TBL 09.11.25 성호관232호 16 정혜선(NOWHRD)대표 

대형강의에서의학생참여및동기유발법 09.12.08 율곡관영상회의실 23 고상준(에듀웨이컨설턴트)

효율적인 수업전략 09.12.15 팔달관211호 16 유정아(교수학습지원센터)

효과적인영어강의 09.12.15 팔달관211호 16 황미나(OCW컨소시엄이사)

엑셀특강 09.12.17 성호관 랩실 18 양성혜 (이화여대 강사)

교수법혁신과정 10.1.13~1.15 인터불고 호텔 1 대교협프로그램 

PBL 수업전략과 공과대 운영사례 10. 2.19 라마다호텔수원 70 신민희  (서울산업대 교수)

창의적인 사고, 문제해결 09.6.29 율곡관 강당 180 김경일 (사회과학부 교수)

리포트, 보고서 등 글쓰기  전략 09.6.30 율곡관 강당 180 이경재 (기초교육대학 교수)

영어학습법 09.7.1 율곡관 강당 180 김현옥 (인문학부 교수)

효과적인학습전략 09.7.2 율곡관 강당 180 장상필 (학습법 전문가)

공부가즐거워지는학습전략 09.11.30 율곡관영상회의실 50 고상준(에듀웨이컨설턴트)

파워포인트 특강 09.12.05 성호관 랩실 55 양성혜(이화여대강사)

엑셀특강 09.12.05 성호관 랩실 55 양성혜(이화여대강사)

2010

제목 일시 장소 인원 강사 

강의자료 제작  활용과 저작권 가이드라인 특강 10.4.26 팔달관211호 12
윤태영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강의기법

10.6.22 다산관111호 33 이영민 대표

수업자료 제작 및 활용법 10.7.1 제주도그랜드호텔 40
심미자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전략 10.10.14 성호관 232호 10
김주후교수

(교육대학원)

미국대학생들의 학습방법 10.10.20 설악산 켄싱턴호텔 25
이장익교수

(교육대학원)

행동유형진단 DiSC를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 10.10.20 설악산 켄싱턴호텔 25 임형훈  소장

논리와 교수법 10.10.21 설악산 켄싱턴호텔 25
송하석교수

(기초교육대학)

팀기반학습 수업전략과정(3차)
10.12.13

대교협 1
심미자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디지털미디어(UCC) 활용 강의 콘텐츠 
제작과정(3차)

10.12.15
대교협 1

정원주교수
(한양여자대학)

영어학습방법과  프리젠테이션방법 10. 6.30 성호관 소극장 40
박소화교수

(전한국사이버대학실용영어학부교수)

창의적 문제해결 10.7.9 성호관 소극장 40
김경일교수

(사회과학부교수)

자기주도학습 10.7.20 성호관 소극장 40
심미자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
장)

영어학습법특강 11.1.19 성호관 소극장
250

이근철영어강사

세계를향한무한도전 11.1.26 성호관 소극장
220

서경덕홍보전문가

파워포인트특강 11.2.24 성호관  PC실 60 양성혜(이화여대)

엑셀특강 11.2.25 성호관  PC실 40 양성혜(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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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8】 수업참여도 중간설문 조사표

수업참여도 조사 양식 (2010학년도 2학기)

과목 :                담당교수 :               

본 설문조사는 해당 수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수업이 좀 더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오니 각 문항에 솔직하고 공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습성과를 포함하여 과목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담은 수업계획서가 제시되
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은 수업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대
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시간에 핵심내용과 강의내용을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의 시작과 종료가 준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재 및 참고자료는 수업내용에 부합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업목표를 도달하는데 적절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과제의 양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데 도
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수업시간에 수업목표와 주제를 명료하
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담당교수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
록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담당교수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조
로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담당교수는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
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담당교수의 과제물 점검이 잘 이루어졌
다. ① ② ③ ④ ⑤

16 본 과목의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열심히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 과목을 수강하는 동료학생들은 진지
한 태도로 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 수업을 위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공부했는가?

①전혀하지 

않는다.

②1시간 미만
③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⑤3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21. 기타 남은 수업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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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9】 온라인 튜터 프로그램 현황

과목
튜터 관리 

교수

과목담당

교수
과목 코드 수강생

고체역학 및 실습 이문구

이문구 B061-2 77명
이문구 B063-4 40명
조진 B062-3 36명
조진 B060-1 73명

건강사정 채선미
채선미

채선미

N011-1 72명

O1128-1 20명

생화학 김두헌 김두헌 D057-2 57명
화학생명 공학실험2 김두헌 김두헌 D059-1 17명

헌법재판론 권건보 권건보 L020-1 21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 조미경

정태선 F058-1 45명
정태선 F061-4 44명
류기열 F071-5 38명

정크리스틴 F060-3 16명
정크리스틴 F059-2 37명

합계 593명

【첨부 2-60】고강도 교과목 개발 현황(2010)

2010학년도 1학기

No 성명 소속 과목명 교수법 수강인원 비고 완료보고 

1 홍민성 
기계공학

부
생산제조공학 

및 실습
PBL, TBL 80명/2반 - 보고서 첨부

2 신희천 
사회과학

부
상담심리 
및 실습

멘토 
수퍼비전

40명 - 보고서 첨부

3 권익진 
전자공학

부
전자회로실험 BL  200명

공동작업
이교범, 
박용배,
곽노준

센터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 중

4 조중열
전자공학

부
기초전기실험 BL 200명

공동작업
이기근,
이재진,
좌동경

센터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 중

5 이정원
전자공학

부
논리회로실험 BL 200명

공동작업
정기현,
선우명훈.
박성진

2학기 수업 
촬영 완료

6 장우진
미디어학

부
영상편집론 BL 40명 -

* 제작된 
콘텐츠는 
이클래스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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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No 성명 소속 과목명 교수법 수강인원 비고

1 김호섭 사회과학부 행정학개론 
블렌디드러닝

(이러닝 콘텐츠 병용)
50명

콘텐츠 완료하여 

이클래스에서 

수업운영

2 신희천 사회과학부 집단상담 
블렌디드러닝

(보조 이러닝콘텐츠 제작)
30명

콘텐츠 제작 완료 

(2011학년도 사용)

3 장우진 미디어학부 영상연출
블렌디드러닝 

(솔루션 사용법 제작)
40명 콘텐츠 제작 완료 

【첨부 2-61】 A-CTL 매거진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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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2】 연구보고서 표지 및 목차

【첨부 2-63】 학습전략가이드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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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4】 자동녹화강의실 운영 현황

　2009- 1학기 자동녹화 운영 현황
NO 학부 교수 과목 콘텐츠수
1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최기주 교통수요예측실습 2
2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김기형 프로그래밍기초 4
3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김기형 임배디드소프트웨어 11
4 전자공학부 이행세 전자회로2 22
5 인문학부 박옥걸 조선실록과민간역사 8
6 인문학부 영작문1 박정식 2
7 법학부 공법입문 권건보 1
8 법학부 통치기구론 권건보 2
9 미디어학부 컴퓨터프로그래밍 신현준 30
10 미디어학부 디지털미디어 최정주 21
11 미디어학부 게임프로그래밍 신현준 17
12 경영학부 마케팅관리 조재운 12
13 경영학부 계량경영 노상욱 13
14 경영학부 조직행위론 김도영 15
15 경영학부 경영의사전달 김영곤 9
16 경영학부 경제원론1 노상욱 17
17 건축학부 빌딩구조 김장훈 15
18 건축학부 건축학개론 김성욱 8
　 　 　 　 209

　2009- 2학기 자동녹화 운영 현황
NO 학부 교수 과목 콘텐츠수
1 화공신소재공학부 최승철 세라믹공정 1
2 화공신소재공학부 특강 화공신소재특강 4
3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김연옥 디지털회로 26
4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김창성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5 정보및컴퓨터공학부 정태선 컴퓨터프로그래밍 13
6 정보및컴퓨터공학부 노병희 네트워크 운용 사례 1
7 자연과학부 이중섭 현대수학특강 18
8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이성주 지식서비스융합기술경영 1
9 법학부 오동석 기본권론 25
10 법학부 한영수 형법각론 24
11 미디어학부 신현준 게임프로그래밍1 22
12 교양학부 김형목 교재연구및지도법 24
13 경영학부 박경주 회계학원론 22
14 경영학부 독고윤 재무관리 14
15 경영학부 세미나 금융공학세미나 4

　2010- 1학기 자동녹화 운영 현황
NO 학부 교수 과목 콘텐츠수
1 정보및컴퓨터공학부 노병희 컴퓨터통신 1
2 자연과학부 김한집 유전학 22
3 법학부 한영수 형법각론의쟁점 27
4 법학부 오동석 통치기구론 26
5 미디어학부 신현준 디지털미디어 42
6 미디어학부 신현준 게임프로그래밍1 24
7 교양학부 임규연 학교현장실습 44
8 교양학부 최우철 발표와토의 13
9 금융공학부 특강 금융공학 기초 20
　 　 　 　 219

　2010-2학기 자동녹화 운영 현황
NO 학부 교수 과목 콘텐츠수
1 정보및컴퓨터공학부 김기형 인터넷 프로토콜 5
2 전자공학부 나상신 신호 및 시스템 24
3 자연과학부 김한집 분자유전학 7
4 법학부 이완근 민사소송법1 1
5 법학부 오동석 기본권론 1
6 미디어학부 최정주 자료구조 44
7 미디어학부 신현준 게임프로그래밍1 24
8 기계공학부 이진우 공업역학2 14
9 교양학부 김형목 교직실무 17
10 교양학부 최우철 화법과방송언어 10
11 경영학부 김도영 조직행위론 3
12 교양학부 김진희 글쓰기 7
13 법학부 전경근 현대의시민생활과법 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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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5】강의평가 전면공개시스템 구축현황

사용자 메뉴명 접근경로

교수용

1. 수업평가결과조회(개인)

2. 학생의견조회(개인)

3. 수업평가결과조회(전체)

AIMS2->교과수업->수업평가결과

학생용 수업평가결좌조회
AIMS2포털->학사학부->교과수업->시간표/수업계획

서/수업평가결과조회

1) 수업평가결과조회(개인)

- 교수개인의 담당과목별 평가점수 및 영역별ㆍ문항별 점수, 자가진단을 통한 전공,전체 평균

을 확인할수 있는 화면임

①

②

③④⑤

※학장,학부장은 소속교원의 강의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자가진단 클릭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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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견조회(개인)

-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개인의견 조회화면이며, 평점2이하 응답하거나, 동일응답을 할 경우

학생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담당교수는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

①

②

③

⑤

④

⑥

⑦

3) 수업평가결과조회(전체)

 - 전체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외학생비율,응답률,과목특성(교과구분,강

의형태,강의규모,과목별수강학년,영어강의),공동강의에 따른 점수와 조회과목을 비교할 수 있음

<교수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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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화면>

<과목명 또는 강의평카 클릭시 아래화면이 제공됨>

【첨부 2-66】 조선일보 강의평가 전면 공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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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67】수업평가 설문지 양식

수업평가 설문지(공과대, 정보통신대)

설문

영역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강

태도

 1. 본 과목의 수업분위기는 좋았다. 5 4 3 2 1

 2. 나는 이 과목 수업준비를 위하여 주당 다음의 

   시간을 할애 하였다.

5 4 3 2 1

5시간
이상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이하
 3.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5 4 3 2 1

강의

준비

 4. 수업계획서는 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5 4 3 2 1

 5. 강의 교재 및 부교재는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5 4 3 2 1

강의

진행

및 

내용

 7. 강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진행하였다.
5 4 3 2 1

 8. 수강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5 4 3 2 1

 9.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하였다. 5 4 3 2 1

 10. 교재내용 밖의 최근 이론이나 연구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셨다.
5 4 3 2 1

 11.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었다. 5 4 3 2 1
 12. 교수자의 교수방법(강의, 토론, 시연 등)이 본 

    수업에 적절하였다.
5 4 3 2 1

 13.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강이 있었다.
5 4 3 2 1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학습

평가

14.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15. 성적평가방법은 명확히 예고되었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5 4 3 2 1

 16. 수업계획서 상의 수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5 4 3 2 1

 17. 전반적으로 이 수업 내용에 만족한다. 5 4 3 2 1

교육

성과

 18. 이 강의는 엔지니어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19. 이 강의는 일반 직업인인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 문항2, 문항 13번은 숫자아래 설문문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강의를 받으면서 좋았거나 도움이 되었던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

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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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평가 설문지(일반형)

설문

영역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강

태도

 1. 본 과목의 수업분위기는 좋았다. 5 4 3 2 1

 2. 나는 이 과목 수업준비를 위하여 주당 다음의 

   시간을 할애 하였다.

5 4 3 2 1

5시간
이상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이하

 3.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5 4 3 2 1

강의

준비

 4. 수업계획서는 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5 4 3 2 1

 5. 강의 교재 및 부교재는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5 4 3 2 1

강의

진행

및 

내용

 7. 강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진행하였다.
5 4 3 2 1

 8. 수강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5 4 3 2 1

 9.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하였다. 5 4 3 2 1

 10. 교재내용 밖의 최근 이론이나 연구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셨다.
5 4 3 2 1

 11.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었다. 5 4 3 2 1

 12. 교수자의 교수방법(강의, 토론, 시연 등)이 본 

    수업에 적절하였다.
5 4 3 2 1

 13.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강이 있었다.
5 4 3 2 1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학습

평가

14.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15. 성적평가방법은 명확히 예고되었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5 4 3 2 1

 16. 수업계획서 상의 수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5 4 3 2 1

 17. 전반적으로 이 수업 내용에 만족한다. 5 4 3 2 1

※ 문항2, 문항 13번은 숫자아래 설문문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강의를 받으면서 좋았거나 도움이 되었던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

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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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평가 설문지(영어강의과목)

설문

영역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강

태도

 1. 본 과목의 수업분위기는 좋았다. 5 4 3 2 1

 2. 나는 이 과목 수업준비를 위하여 주당 다음의 

   시간을 할애 하였다.

5 4 3 2 1

5시간
이상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이하

 3.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5 4 3 2 1

강의

준비

 4. 수업계획서는 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5 4 3 2 1

 5. 강의 교재 및 부교재는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 5 4 3 2 1

강의

진행

및 

내용

 7. 강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진행하였다.
5 4 3 2 1

 8. 수강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5 4 3 2 1
 9.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하였다. 5 4 3 2 1

 10. 교재내용 밖의 최근 이론이나 연구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셨다.
5 4 3 2 1

 11.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었다. 5 4 3 2 1

 12. 교수자의 교수방법(강의, 토론, 시연 등)이 본 

    수업에 적절하였다.
5 4 3 2 1

 13.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강이 있었다.

5 4 3 2 1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학습

평가

14.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15. 성적평가방법은 명확히 예고되었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5 4 3 2 1

 16. 수업계획서 상의 수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5 4 3 2 1

 17. 전반적으로 이 수업 내용에 만족한다. 5 4 3 2 1

영어강

의평가

 18. 강의 내용이 영어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다.
5 4 3 2 1

 19. 영어 강의를 통해 해당분야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
5 4 3 2 1

 20. 동일(유사)과목의 한국어 강의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1. 이 수업은 약 몇 %가 영어로 운영되는가?
5 4 3 2 1

100% 80% 60% 40% 20%

※ 문항2, 문항 13, 문항21번은 숫자아래 설문문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위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 강의입니다. 강의를 받으면서 좋았거나 도움이 되었던 점 또

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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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8】 이클래스를 통한 강의노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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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9】CQI 보고서(예시)

1.강의개요 및 교과목개요

교과목명 생물학1 강의개설학기 2학기
강좌번호 200904470 (수강번호 : X037) 담당교수
학점구성 이론:( 3 ) + 설계() + 실험,실습( ) = 합계( 3 )

교과목 개요

본과목은 공통 1학년생을 대상으로 생물학의 전분야 중 기본이 되는 생물의
특성에 대하여 입문하는 강좌이다. 세포, 생체분자, 유전, 대사 생리, 분류,
진화등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따라서 강의의 주제도 주로 세포의 구조,
에너지대사, 유전과 분자생물학, 진화 및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망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차 수강생들은 생물학 II에서 조직 및 개체
수준에서의 생리와 이들 생리작용들의 조절과 생물체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생태등을 배우게 된다.

2. 학습성과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실제교과 운영내용

(1) 교과 운영 개요
- 생물의 주요 특징 및 현상을 학습함으로써 생물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도록 교수 강의 위주로
진행함.
- 계획안대로 학습성과에 부합하게 실제로 교과 운영을 수행함.
- 강의 내용을 강의노트 PPT 또는 PDF 형식으로 e-class에 공개하여 제공함
- 교과내용의 방대함과 높은 수준으로 인하여, 파우어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파일로 준비된
학습내용이 담긴 시청각자료를 강의와 동시에 제공하여 교수강의에 활용하였음
- 방대한 학습내용과 빠르게 진행되는 강의에 학생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매주 web과제를
실시하여 학생관점에서 실시간 학습이 진행되도록 함

(2) 교과 운영 특징
- 학습 주제는 크게 4개로 대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함
1. 생명의 탐구 및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 (학습성과 목표 1-5)
2. 생명의 기본단위, 세포 (학습성과목표 6-11)
3. 유전의 원리 (학습성과목표 12-20)
4. 진화의 원리 (학습성과목표 22-25)
- 강의전; 학습성과 목표를 학생들에게 강의 전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주요 학습주제 및 핵심
학습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수업중 학생들이 필수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성과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강의후; web과제를 학습성과목표(주제 또는 장)별로 학생들에게 각 장에 해당하는 12차례
제공하여, 이를 통한 핵심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자체평가를 결과를 feedback하여 학습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web 과제
1. 매주 1회 (1회당 평균 60문제) 총 12회의 web 과제 제출을 실행; 방대한 학습량을 실시간
학습하게 함으로서, 학습내용이 연기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의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이용하도록 함
2. 과제 구성; 예습(10%)과 복습(90%) 문제로 구성
; 예습문제; 6문항 정도 (10%)가 예습문제로 강의전 학습목표 및 핵심 학습내용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여 실제 강의 시간중 핵심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통하여 확실한 이해에
기여하도록 함.
; 복습문제; 90% 정도는 복습문제로 지난 주의 학습내용을 직접 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실시간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진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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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실제교과 운영내용
3. web 과제의 참여도를 출석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신종플루 및 폭설 등 예기치 못한 off line
강좌의 출석률 문제점을 보완 가능함

4. 일종의 on/off line이 혼합된 blended lecture 형식으로 이용; 방대한 학습량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에 도움이 됨

(3) 학습성과목표와 교과 진도 운영

ㅡ 주요 학습내용은 생명의 특징,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에너지론,
세포분열, 유전, 발생, 진화의 기본원리이며, 이를 학습함으로써 본 교과의 총체적 학습목표인
"생물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달성 하도록 함.

*** 교과목 학습성과

본교과목을 이수하면 학기말에 수강생들은

1. 생명체의 특징과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과 대상 및 주제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생명체를 화학적으로 구성하는 생물분자의 구성성분 및 그들의 구조와 역할의 연관성을 기술할
수 있다.

3. 물의 화학적 특징과 생명체에 대한 환경으로서의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생물분자의 골격인 탄소분자의 다양성과 주요 특징을설 명할 수 있다.

5. 주요 생명고분자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6. 생물분자로 구성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7.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8. 생명체 에너지대사의 화학반응 원리를 기술할 수 있다.

9. 세포호흡의 기본원리 및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10. 광합성의 기본원리 및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11. 세포 신호교환의 원리 및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12. 세포주기의 개요 및 각단계의 과정과 이들의 조절기전을 기술할 수 있다.

13. 감수분열의 과정과 결과를 유사분열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4. 유전의 일반적인 원리 및 법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유전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

15. 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원리 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6. DNA의 화학적구조를 설명할 수 있으며,이 구조를 복제원리에 적용할 수 있고 유전물질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DNA 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관성 이해)

17. 유전정보의 흐름을 전사와 해독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이 과정의 진행과 조절기전을 기술할
수 있다.

18.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 현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9.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전현상을 유전물질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진핵세포의 유전체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며, 이의 변화에 의한 진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0. 현대의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기본원리를 습득한다.

21. 유전체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며, 이의 변화에 의한 진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2. 진화의 증거를 근거로 다윈의 진화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23. 진화의 원리를 접목하여 집단의 진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4. 진화의 기작 및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25. 계통발생의 원리를 적용한 생물 계통분류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 실제 교과목 진도 운영

1. 생명의 탐구 (학습성과 목표 1)

2. 생명체의 화학적 구성 (학습성과 목표 2)

3. 물 그리고 환경의 적합성 (학습성과 목표 3)

4. 생명의 탄소와 분자 다양성 (학습성과 목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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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실제교과 운영내용
5. 고분자의 구조와 기능 (학습성과 목표 5)

* 1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1 "생명의 탐구 및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 및 학습성과 목표
1-5)

6. 세포로의 여행 (학습성과 목표 6)

7. 막의 구조와 기능 (학습성과 목표 7)

* 2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2)

8. 물질대사 서론 (학습성과 목표 8)

9. 세포호흡: 화학 에너지 수확하기 (학습성과 목표 9)

* 3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2)

10. 광합성 (학습성과 목표 10)

11. 세포의 신호교환 (학습성과 목표 11)

* 4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2)

12. 세포주기 (학습성과 목표 12)

13. 감수분열과 생식주기 (학습성과 목표 13)

* 5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3)

14. 멘델과 유전자 개념 (학습성과 목표 14)

* 6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3)

* 중간고사 (대학습주제 1-2 및 학습성과 목표 1-14)

15. 염색체와 유전현상 (학습성과 목표 15)

16. 유전의 분자적 기초 (학습성과 목표 16)

* 7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3)

17. 유전자에서 단백질로 (학습성과 목표 17)

18.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전학 (학습성과 목표 18)

* 8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3 유전의 원리)

19. 진핵세포의 유전체: 조직, 조절 및 진화 (학습성과 목표 19)

20. DNA 기술과 유전체학 (학습성과 목표 20)

* 9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3)

21. 유전체의 진화 (학습성과 목표 21)

22. 변형혈통 (학습성과 목표 22)

* 10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 4 "진화의 원리)

23. 집단의 진화 (학습성과 목표 23)

* 11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 4)

24. 종의 기원 (학습성과 목표 24)

25. 계통발생과 분류학 (학습성과 목표 25)

* 12차 web 과제 (대학습주제 4)

* 기말고사 (대학습주제 3-4 및 학습성과 목표 15-24)

항목 학습성과 기여도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0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0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0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0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0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0
8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0

9
공학적 해결 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지식

0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0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0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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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업성취도 및 교과목학습성과

총 수강인원 39명

평 가 도 구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문제구성; 객관식 선다형 및 주관식 (단답형, 간단한 서술형, 계산문제) 문제로 구성됨

- 중간고사; 학습성과 목표 1-13

- 기말고사; 학습성과 목표 14-24

- 반영도;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60%

(2) 웹과제 12회

- 1차; 학습성과 목표 1-5 (학습주제1 '생명의 탐구 및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

- 2-6차; 학습성과 목표 6-12 (학습주제2 '생명의 단위, 세포')

- 7-9차; 학습성과 목표 13-21 (학습주제3 '유전의 원리')

- 10-12차; 학습성과 목표 22-24 (학습주제3 '진화의 원리')

(3) 출석 및 태도

점수로 반영하지 않음. 강의 출석 및 웹과제 참여 70%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면 F
평 가 비 율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60%

평 균 학 점 3.54

학 점 분 포

A+ 11 A0 2

B+ 16 B0 2

C+ 6 C0 1

D+ 1 D0 0

F 0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결과 및 해석

*** 교과목 학습성과 목표

1. 생명체의 특징과 원리탐구 방법과 대상 및 주제들에 대한 이해 및 숙지.

2. 생명체의 화학적 구성을 하는 생물분자의 구성성분 및 그들의 구조와 역할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3. 물의 화학적 특징과 생명체에 대한 환경으로서의 적합성 이해.

4. 생물분자의 골격인 탄소분자의 다양성과 주요 특징을 이해.

5. 주요생명 고분자의 구조와 기능 숙지.

6. 생물분자로 구성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숙지.

7.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

8. 생명체의 에너지대사의 화학반응 원리를 이해.

9. 세포호흡의 기본원리 및 과정에 대한 이해.

10. 광합성의 기본원리 및 과정에 대한 이해.

11. 세포의 신호교환의 원리 및 방법을 이해.

12. 세포주기의 개요 및 각 단계의 과정과 이들의 조절기전을 이해.

13. 감수분열의 과정과 결과를 숙지하고, 이들을 유사분열과 비교하여 이해.

14. 유전의 일반적인 원리 및 법칙을 숙지하며, 이를 유전현상에 적용.

15. 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원리를 이해하여 유전현상에 적용.

16. DNA의 화학적 구조를 숙지하여,이 구조를 복제원리에 적용함으로써 유전물질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 이해)

17. 유전정보의 흐름 이해 (전사와 해독과정의 진행과 조절기전 이해).

18. 유전자발현의 조절 기전의 이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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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전현상 이해.

20. 진핵세포의 유전체의 특징과 기능을 이해하며, 이의 변화에 의한 진화현상에 적용

21. 유전체학의 발달에 의하여 개발된 현대의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

22. 진화의 증거를 근거로 다윈의 진화이론을 설명.

23. 진화의 원리를 접목하여 집단의 진화현상에 적용.

24. 진화의 기작 및 패턴을 이해.

25. 계통발생의 원리를 적용한 생물 계통분류의 이론을 이해

***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결과

- 파일을 첨부하였음 (X축은 학습성과목표 항목 1-23를 의미하며, Y축은 각 학습성과목표에
해당하는 본 공통반의 성취도)

- 성취도

1. 전반적으로 전 학습성과목표 항목에 있어 타 비교 그룹의 달성도와 비교하여 수월성을 지님

2. 학습성과목표 1; 난이도가 낮아 달성이 용이한 목표이며 이에 상응하여 매우 높은 달성도를
보임.

3. 학습성과목표 2-4; 생체분자들의 화학적 구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평이한 목표로서 최우수한
달성도 성취를 보였으며, 비교그룹과 비교하여서도 우수함

4. 학습성과목표 5; 생체 고분자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과 고분자들의 구조-기능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목표로서, 학습성과목표 2-4에 비하여 고분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난이도가
있으나, 매우 우수한 달성도를 성취함 (전 비교그룹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함)

5. 학습성과목표 6-7; 세포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이해 목표에서도 우수한 달성도를 보임

6. 학습성과목표 8-10; 세포의 에너지대사에 관한 학습성과목표에서는, 일반적인 생물의
물질대사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학습성과목표8) 및 호흡(학습성과목표9)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달성도가 매우 우수한 반면, 광합성 (학습성과목표10)에 관한 에너지 대사에 대한 학습성과 목표
달성도는 타 그룹과 비교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학습성과목표별 간에 대한 성취도는 미흡함

7. 학습성과목표 11-12; 세포의 신호교환의 원리 및 방법을 이해 (학습성과목표 11) 및 세포주기의
개요 및 각 단계의 과정과 이들의 조절기전을 이해 (학습성과목표 12)는 난이도가 있는 수준 높은
성과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취도를 보임

8. 학습성과목표 13; 감수분열의 과정과 결과를 숙지하고, 이들을 유사분열과 비교하여
이해(학습성과목표 13)에 있어서의 성취도는 비교그룹에 대한 성취도에 비하여 우수하나, 유사한
주제이나 유사분열을 주로 다루는 학습성과목표 12에 비하여 다소 미흡

9. 학습성과목표 14;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유전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임

10. 학습성과목표 15; 일반적인 유전의 원리 및 법칙을 숙지하고, 이를 유전현상에
적용(학습성과목표14)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학습성과목표 15인 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원리를 이해하여 유전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이는 멘델 유전 법칙에 잘
적용되는 단순한 유전현상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멘델의 일반적 유전 법칙에는 상충되는
복잡한 유전현상을 염색체에 연관지어 이해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11. 학습성과목표 16; DNA의 화학적 구조를 숙지하여,이 구조를 복제원리에 적용함으로써
유전물질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있는 학습영역이어서
달성도가 미흡함.

12. 학습성과목표 17; 유전자의 흐름을 이해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양호한 달성도를 보여,
유전자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수강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13. 학습성과목표 18; 난이도가 높은 학습영역으로 원핵세포 및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숙지하여 두 시스템의 비교가 요구됨. 따라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미흡한 달성도를 보임

14. 학습성과목표 19; 바이러스 및 세균의 유전적 특징 및 유전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하여
학습성과목표중 최하의 달성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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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성과목표 20; 유전체학의 발달에 의하여 개발된 현대의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성과목표는 난이도가 상당한 항목인 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함

16. 학습성과목표 21; 유전체의 구조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며 유전체의 진화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성과목표는 생물의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화 현상에 유전적 원리와 기초를
적용하는 난이도가 높은 학습성과목표로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가져 다소 미흡한 성과를
달성함

17. 학습성과목표 22; 진화의 증거를 근거로 다윈의 진화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양호한 성과를
거둠

18. 학습성과목표 23; 다윈의 진화이론에 대한 만족스러운 성과 달성에 비하여, 다윈의 진화원리를
접목하여 집단의 진화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성과를 달성하여, 학생들이 이론 자체의
이해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이론을 실제 생물집단에서의 진화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취도가 다소 미흡함

-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전학기 및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균점수가 크게 향상됨; 웹과제의 효율적
교육효과로 사료됨

*** 학업 성취도 향상에서의 웹과제가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첨부된 파일 참조)

1. 2009학년도 2학기 생물학1 web 과제 성과

-생물학 1 교과목 web 과제를 매주 1회 (1회당 평균 60문제) 총 12회의 과제 제출을 실행

-과제 평균 85% 이상의 참여율을 보임; web-friendly 세대로서 &#51338;은 호응도를 보이며,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수업평가 및 리플 참조

-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의 괄목할 만한 향상; web 과제 미실시 학생들의 평균에 비하여 100점
만점에 약 15점 이상 향상

-반별 차이 감소; 크게는 5점 이상나나, 웹과제 이후 1점 이하로 차이가 나, 웹과제가 강의 표준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됨

-중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

-web 과제의 참여도를 출석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신종플루 및 폭설 등 예기치 못한 off line
강좌의 출석률 문제점을 보완 가능함

-일종의 on/off line이 혼합된 blended lecture 형식으로 이용; 방대한 학습량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에 도움이 됨

-매주 web 과제 제공; 방대한 학습량을 실시간 학습하게 함으로서, 학습내용이 연기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의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이용하도록 함

-review question 이외에도 preview question set를 학생들에게 제공; 실제 수업시간 이전에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미리 숙지하여 수업시간동안 핵심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줌

-문제해결 능력 향상; web 과제가 제출됨과 동시에 채점이 즉시 됨으로써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인식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이해하여 심화 및
이후의 학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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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의평가 결과분석

중간 설문조사

문항 문제 응답자수 환산점수

1

담당교수는 이 교과목이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어떤 항목을
달성하기 위한 교과목인지 설명하였다. The professor explained
in detail which items among the program outcomes the course
aims to achieve.

24 86

2
수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수업목표(교육목표/교과목 학습성과)를
제시하였다. The syllabus specified on the objectives and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24 86

3
수업은 수업계획서에 맞게 진행되었다. The course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syllabus.

24 86

4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을 준수하였다.The professor was
punctual.

24 80

5
교재 및 참고자료를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였다. Main and
reference materials were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the
course.

24 83

6
수업시간 마다 수업목표와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and subject of the course were clearly communicated.

24 83

7
교과목 최종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The professor articulate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24 84

8
채점한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었다. The professor delivered the
test results without delay.

24 81

9
다양한 학습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The professor strived to boost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through diverse media.

24 80

10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였다. The professor
encouraged the students to ask as many questions as possible.

24 78

11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였다. The
professor responded to the questions of the students as
sincerely and accurately as possible.

24 74

12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The
professor ensured that all students had a clear understanding of
each lecture.

24 76

13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The professor gave
explanations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24 80

14
이론이 실제응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The
professor explained in depth how theories are applied in reality.

24 81

15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The
professor tried to boost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in the course
work.

24 78

16
현재까지의 교과목 교육목표는 달성되었다. The course
objective has been achieved.

24 82

17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열심히 들었다. I remained attentive 24 82

during class.

18
나는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I proactively participated in
class.

24 83

19
나는 전반적으로 이 수업에 만족한다. I am satisfied with this
course overall.

2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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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답변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웹과제에 대한 활용성이 높으며, 그 효과가 큼

- 방대한 학습 내용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진도에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최종 설문조사

문항 문제 응답자수 환산점수

1
본과목의 수업분위기는 좋았다(I think that the overall class
atmosphere was good)

36 77

2
나는 이 과목 수업준비를 위하여 주당 아래 시간을 할애
하였다(I spent the following hours a week for preparation of
this subject)

36 60

3
나는 이 강좌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I fully agree that this subject is necessary and important)

36 79

4

수업계획서는 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The class plan was set up in a way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ubject and make
preparations for classes)

36 76

5
강의교재 및 부교재는 적절하였으며학습에 도움이되었다(Text
and support materials were properly selected)

36 77

6
교수의 강의준비는 충실하였다(The instructor was well
prepared for class)

36 82

7
휴강된 강의는 보강이 되었으며 수업시간은 잘
준수되었다(Classes that were cancelledwere made up for
properly and class hours were observed well)

36 79

8

강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진행하였다(Lectures were carried out in a way that students
could understand easily and prompted academic interest and
curiosity)

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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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문조사

문항 문제 응답자수 환산점수

9
수강학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다(The instructor
respected students individually)

36 73

10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하였다(The instructor
responded to students questions in good faith)

36 73

11
교재내용 밖의 최신이론이나 연구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셨다(The instructor referred to recent theories or
research trends relating to the class subject properly)

36 79

12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Homework helped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class properly)

36 77

13
성적평가 방법은 명확히 예고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Methods of performance appraisal were clearly
explained and feedback for performance results was provided)

36 81

14
강의 내용이 영어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다(Lectures were carried out in English properly and clearly)

36 64

15
영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My
English concerning the relevant subject improved through the
lectures carried out in English)

36 60

16
동일(유사)과목의 한국어 강의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It was
more useful than similar lectures usually carried out in Korean)

36 58

17
이 수업은 약 몇 %가 영어로 운영되는가?(How much of this class
was carried out in English?)

36 27

기말설문내용

(1)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음
(2)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거나
   이해 여부의    반응을 살피고 상호작용함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 학생들의 흥미 및 호기심 유발에서 미흡
(4)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함
(5) 수업분위기와 학생에 대한 교수의 태도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흡
(6) 교과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평가항목에서 저조함
(7) 교수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는 평가 항목에 있어서의 미흡한 평가결과

기타

-web 과제에 대한 호응도 양호



Ⅴ. 성과관리 계획

104 아주대학교

5.강의개선방안

강의평가 결과해석

(1)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본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으로 해석됨

(2) 교과의 방대한 내용 및 높은 수준으로 인하여, 학습진도의 진행에 주력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대응하는데에여유가없어,학생들의질문을유도하거나이해 여부의반응을 살피고상호작용함에있어미흡한 것으로판단됨

(3) 교과내용의 방대함과 높은 수준은 학생들의 흥미 및 호기심 유발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4)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3항, 약80), 실제로는 수업시간 동안 졸거나 또는 동일한 웹과제 수행방식
(수강초기 강의 시간동안 또는 공지사항에서 반복하여 공지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의 수업분위기를 보임

(5) 교과서를 가져 오지 않는다거나, 수업시간동안 자거나 잡담을 하며 돌아다니는 학생들에 의한 수업 분위기의 산만함과 이에
대한 꾸중과 설득을 하다보니, 수업분위기와 학생에 대한 교수의 태도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것으로 사료됨

(6) 교과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평가항목에서 저조함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영하며, 이는 교수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는 평가 항목에 있어서의 미흡한 평가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됨

(7) 웹과제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대한 기여를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음. 시스템상의 문제점 (1주 1회 실시, 문항수)은 서버 및
관리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며, 오류문제의 즉각적 수정은 본 학기는 처음 실시하는 웹과제여서 다소 반응 속도에서
지연되었으나 다음 학기 강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강의개선방안
1)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과운영 개선 방안

- 전반적으로 전 학습성과 1-23 항목에 대하여 본 강좌의 수강생들은 동일교과목을 수강하는 타 비교집단의 달성도에 비하여
우수한 성취도를 보임. 또한 평균점수가 15점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보임

- 학습성과 1-5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학생들의 생명체의 특징 및 생명 분자들의 화학적 특징과 이들의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한 평가는, 학생들이 화학 및 생물학실험1 강좌에서 각각 <화학반응에 대한
일반적 특징>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화학적 특징 및 이들의 검색방법>을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이론과 실험/실습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며 동일한 학습주제에 대한 이해력이 극대화된 결과로 사료됨

- 학습성과 6-7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에 대한 "매우 우수"한
달성도는 생물학실험1에서 세포의 구조를 관찰하는 학습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얻은 결과로 사료됨

- 학습성과 8-10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생물의 물질대사의 원리와 조절 항목들(항목 8-10)의 달성도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는데, 일반적 물질대사에 대한 이해능력(항목 8)은 "매우 우수"하며, 세포호흡 즉 영양분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수확하는 물질대사 (항목 9) 이해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광합성 즉 빛에서 화학에너지를 합성하는 물질대사 이해
능력(항목 10)은 "우수"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학습성과 8-10의 강의를 완료한 후, 상호 반대 방향의 물질대사인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비교 정리하는 강의를 제공하여 양방향(metabolism-세포호흡/anabolism-광합성)의 물질대사에 대한 이해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학습성과 12-13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학습성과 12번은 유사분열의 단계와 조절 기전을 학습하며, 학습성과
13번은 '감수분열의 단계와 조절기전' 및 '감수분열과 유사분열을 비교하여 차별성과 유사성을 학습'하여, 두 항목의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항목의 평가결과는 상당히 편차를 보여 유사분열 항목(학습성과 12)의 경우 "우수"한 반면 감수분열에
대한 이해능력(학습성과 13)은 "양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의 과정 및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획득함에 있어서는 두 세포분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고양함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가 필요가 있음

- 학습성과 14-16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생명의 유전 원리에 대한 학습성과 항목들에 있어 평가결과는 다소

편차가 있음. 일반적 유전 원리인 멘델의 유전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수"한 한편,염색체의 행동에 기초하여

유전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은 다소 "미흡"하며, 분자적 수준에서 유전현상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임.이는 학생들이 멘델의 일반적 유전법칙 및 원리에 대한 사전지식의 충분함과 고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한 익숙함에서 기인하며,염색체의 행동을 유전현상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접근방식은 생소하여 사전지식의 부족함에서

초래한 결과임.따라서,염색체를 기초로 한 유전 원리 및 현상에 대한 항목 15번의 강의시간을 증가 배정하여,사전지식이

부족한 염색체의 행동에 기초로한 유전현상을 이해하는 강의항목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학습성과 17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유전자의 흐름 즉 DNA에서 RNA로, RNA는 다시 단백질로 유전정보가

생명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대 생물학의 이론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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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 18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의 발현 조절 양상과 기전을 동시에 학습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며, 또한 다른 이 두 시스템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비교하는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심화 학습이어, 이 항목에 대한 교육 시간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학습성과 19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전학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최저의 성과를 보임.

학습성과 14-18번 항목에서 진핵생물의 유전 부분을 학습한 반면, 이 항목은 원핵생물의 유전 현상에 대한 학습영역으로

새로운 유전체계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따라서, 두 시스템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강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

- 학습성과 20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최근 유전체학의 발달에 의하여 개발된 현대 유전공학기술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항목 (20번)은 다소 최신이론과 연구동향으로서 다소 난이도가 있음에도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임

- 학습성과 21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유전체의 진화 양상과 기전에 대한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으아, 이에 대한 다소 "미흡"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최신 유전체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진화 양상과 기전에

대한 이해 학습성과 항목 21번에서 다루는 주제가 광범위하여 학생들의 이해도가 저하됨을 고려함으로써 주제를

축소하거나 강의수준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학습성과 22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다양한 진화의 증거 자료에 근거한 다윈의 진화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폭 넓은 이해가 대체로 "우수"한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학습성과 23번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다윈의 진화이론에 근거한 일반적 진화원리(항목 22)에 대한 학생들의

우수한 평가결과에 반하여, 일반적 진화원리를 집단의 진화현상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항목 23)이 미흡한 결과를

보여, 학생들이 진화이론의 이해 능력이 실제의 진화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는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론의 실제 현상에의 적용 예시 및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습성과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중간고사 범위인 학습성과 1-13의 경우, 10과 13을

제외하고는 매우 우수하거나 양호하바, 이후의 14-23의 경우 매우 저조한 18과 19를 비롯하여 15, 16, 21, 23에서 미흡함.

이 평가결과는, 중간고사이후 교과 수준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약하여 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후반부 강의는 보다 시각적인 자료 (비디오 또는 동영상)를 이용한 강의를 1-2회 실시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흥미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우수한 전반부에 비하여 후반부의 학습성과 항목에서의 목표 달성도가

대체로 미흡하여, 수준 높은 학습내용과 가속화 된 진도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학생들의 수업분위기가 학기초에 비하여 집중력이 감퇴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됨

- 전 학습성과 항목 달성도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학생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력이 전학기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되어
평균점수가 약15점 정도 향상되었고, 반별간의 평균점수 차이도 상당히 감소하였음. 이는 웹과제의 운영에 의한 결과로
분석됨

2) 웹과제 성과 분석 (파일 참조)

1. 2009학년도 2학기 생물학1 web 과제 성과

-생물학 1 교과목 web 과제를 매주 1회 (1회당 평균 60문제) 총 12회의 과제 제출을 실행

-과제 평균 85% 이상의 참여율을 보임; web-friendly 세대로서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수업평가 및 리플 참조

-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의 괄목할 만한 향상; web 과제 미실시 학생들의 평균에 비하여 100점 만점에 약 15점 이상
향상

-반별 차이 감소

-중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                   

-web 과제의 참여도를 출석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신종플루 및 폭설 등 예기치 못한 off line 강좌의 출석률 문제점을
보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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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on/off line이 혼합된 blended lecture 형식으로 이용 ; 방대한 학습량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에 도움이 됨

-매주 web 과제 제공 ; 방대한 학습량을 실시간 학습하게 함으로서 , 학습내용이 연기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의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이용하도록 함

-review question 이외에도 preview question set를 학생들에게 제공 ; 실제 수업시간 이전에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미리
숙지하여 수업시간동안 핵심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줌

-문제해결 능력 향상 ; web 과제가 제출됨과 동시에 채점이 즉시 됨으로써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인식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이해하여 심화 및 이후의 학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음

3) 수업계획 및 운영개선방안

- 다양한 전공학생들로 구성된 공통반 특성에도 불구하고 ,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여 실제로 본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중요도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비교적 큰 강의였다고 판단되나 ,

일부 학생은 진도와 수준에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강의 평가가 되어 , 수준별 수업으로 기초생물학 강좌를 개설하여
고등학교에서 생물학2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단계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잇음

- 학생들의 질문 및 흥미 유발을 통한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교과목 학습 주제 및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 학생들의
이해도 및 반응을 반영하여 수업의 진도와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중간 ,기말지필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에 , 웹과제를 학생들이 적절히 이용하여 학습성과 목표
성취도가 고취되었다고 판단되어 웹과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학구적이며 열성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 생물학이 선행학습된 우수한 학생과 생물학II를 고등학교

강의평가 결과해석

재학시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간의 분리수업을 통하여, 교과서 및 강의수준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honour class등의 운영으로 수준별 강의 진행 프로그램 확보 필요).

- 본강좌의 방대한 학습량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참여도 및 흥미도를
높임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수강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량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웹과제와의 연계를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별로 웹과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하다고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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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학년도 ‘교육우수교수’ 포상 및 학생 에세이(‘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함께 하고 

싶은 나의 교수님’)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속 교원 중 기준에 적합한 교원을 추천하시

어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지 :- 강의우수교수 및 우수 강의를 발굴·전파하여 강의 개선 및 교수법 개선    

제고(영어강의 포함).

- 학생교육에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를 발굴, 교육 품질 개선 및 관심 제고.

나. 수상대상 및 포상 내용

-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영어강의우수교원 선정을 위해 포상대상을 별도로 1명 배정함

부문 수상인원 추천 대상 포상내용

교육우수교
수

·전임교원: 4명 이내(대상1, 우수상
3인이내) * 영어강의교원 1명 포함
(‘2010신설)

·특임교원(원어민 교원 포함),

시간강사 2명 이내(우수상)

- 총 6명 이내에서 선정
※의대, 간호대 제외

•전 교원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원)장 추천 
- 공대, 정통대 2인 이내 
- ″ 제외 단과대학 1인 
이내

-영어강의교원추천의 경우 상기 추천
범위내에 포함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
별 1인 이내 추천.

•관련부서장(교수학습지원    센터 
등)

⦁대상: 1명(300만원+상패)

⦁우수상: 5명이내 (200만원+상패)

→총6명이내이며,단과대학별          로 
시상하지 않음. 영어강의        교원은 1

명이내 시상함.

학생
에세이

•우수에세이: 5편 이내
•1차 선정작:20편 이내

아주대학교 학부생
(홈페이지 접수)

⦁우수에세이: 5편 이내 선정
(10만원*5인)

⦁1차 선정: 20편 이내 선정 
(1만원: 문화상품권*20)

다. 추천 및 선정절차

부문 추천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

교육
우수
교수

1. 강의우수사례 
-단과대학별 강의평가결과 상위 15%내에서 추천
·2010-2학기 강의평가 마감일:2010.12.28(강의평가결과는 문의바람)

-교수방법 개선 등의 효과적인 수업운영 성과
·수업방법 혁신(자동녹화강의,화상강의,BL강의 ,보습체제강의 등) 을 통한 고

강도수업운영 실적
·영어강의,독자적 교재개발, 과제 및 수업에 대한 피드백등 강의      개선 노력   

①대학(원)별 추천(주임교수 또는 평교수→학
부장→대학(원)장)

②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업적기간 : 2010학년도 1,2학기
(총 2개 학기를 연속 강의한 경
우에 한함)

2. 학생지도 등 교육우수사례
-학생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학사지도 실적
-정규교과목 외의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

학생
에세이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함께 하고 싶은 나의 교수님’

-수업방법,콘텐츠 개발, 과제 및 수업 피드백,학생과의 상호작용 등 강의 및 교육부문
의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에세이 공모

-교무팀 접수→심사위원회 심의→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2010학년도에 수강한 과목에 한함

[첨부 2-70】 교육우수교수 포상제도 안내공문 

 아 주 대 학 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0학년도 ‘교육우수교수’ 포상 및 ‘학생에세이’ 공모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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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천기한:

1)교육우수교수: 2011.1.13(목)까지 교무팀으로 공문 회신

-증빙자료의 양이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 증빙자료에 한해 별도로 교무팀으로 원본 제출

2)학생에세이 공모전 접수: 2010.12.20(월)~2011.1.13(목)까지 이메일 접수

마. 제출자료

1)교육우수교수 

①추천서 1부(피추천인에 대한 추천인 서명, 해당 학부장 및 학장 의견 및 서명 필히 

기재하여 제출) ※ 1차 추천인은 주임교수뿐만 아니라 전 교수 해당

②피추천자의 추천 사유 및 업적개요에 대한 관련 자료

2)학생에세이: 별도 서식에 의함(첨부)

바. 포상일시:

1)교육우수교수 포상:2011.2월중

2)학생에세이 결과:2011.2.9(월)홈페이지 공지

사. 참조사항 

-2010학년도부터는 ‘영어강의 교원’에 대한 추천 및 포상을 신설하여 진행함.

-단과대학별 대상자 시상이 아닌 전교적 범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할 예정임

(총 6명 이내 선정)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함께 하고싶은 나의 교수님’ 학생 에세이 공모 제2회째 시행.

- 교육우수교수로 선정된 교원들께서는 우수강의 사례 확산을 위한 자료집 발간  

또는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시연을 할 경우엔 적극 협조 바람 .

아. 시행세부사항: 첨부 

자. 문의처: 교무팀 윤영화(☎ 2016, yhyoon@ajou.ac.kr)

첨부: 1. 2010학년도 ‘교육우수교수포상’ 및‘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함께 하고싶은 나의 교수님’학생에

세이 

공모 시행 계획(안)(교육우수교수 추천서/학생에세이 공모전 서식 포함)

2. 교육우수교수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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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71】 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어학졸업인증제 운영규칙

제정 2008. 12. 19
개정 2009. 12. 17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12.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주대학교 학칙」제50조 제3항에 따른 어학졸업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2011학년
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
다.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4. 특례편입학자
  5. 학사편입학자 
  6. 군위탁자
  7.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8. 의과대학 입학자
  9.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신설 2010.12.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 이외에 단과대학장이 따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사정회의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졸업인증기준) ① 학부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12.17) (개정 
2010.3.25) (개정 2010.12.16)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체과목은 6학기까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공인어학능력성적표(입학이
후 성적표에 한함)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시행절차) ① 어학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예정학기까지 소정의 어학졸업인증신청
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학졸업인증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 공인어학능력성적표는 본 대학교 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편입학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어학능력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③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한 자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표시한다.

제5조(인증 미 취득자의 학적유지)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
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 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Ⅴ. 성과관리 계획

110 아주대학교

[별표] 학부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대학 학부
TOEI

C

TEP

S

TOEFL G-TELP TOEIC 

Speakin

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730 605 534 200 72

- -

Level 5 IL

산업정보시스템공

학부
- -

화공․신소재공학부 67 89

응용화학생명공학

부
- -

환경건설교통공학

부
67 89

건축학부 67 89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 -

정보컴퓨터공학부 67 89

미디어학부 - -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67 89

경영대학

경영학부

67 89

Level 6 IM

e-비즈니스학부

금융공학부

인문대학 인문학부 67 89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67 89

간호대학 간호학부 - - Level 5 IL

약학대학 약학부 - - Level 5 IL

주) 상기 공인 어학능력 기준 중 1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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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72】 개인별 예비졸업사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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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73] 교육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설문지

대학 만족도 조사
(졸업생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편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센터

☎ (031‐219‐2765)

E‐mail : go4aresnal@nate.com

❶ 귀하는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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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귀하는 본교의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질문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과과정(체계성, 다양성, 선택할 자유) ① ② ③ ④ ⑤

(2) 실용적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기회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현장체험교육(현장실습, 인턴십 등)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5) 시험이나 성적 등의 평가방법 ① ② ③ ④ ⑤

(6) 교수의 질(수업 충실도, 학업 조언, 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시설(도서관, 컴퓨터실 등)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지원 서비스(취업지원, 학생상담, 교직원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9) 재정지원(장학제도, 등록금 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초교양교육 ① ② ③ ④ ⑤

(11) 전공교육 ① ② ③ ④ ⑤

(12) 실험, 실습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13) 외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⑤

(14) 국제화 교육(교환학생, 지역연구전공 과정) ① ② ③ ④ ⑤

(15) 정보활용 교육(사무데이터 처리 등) ① ② ③ ④ ⑤

(16) 인성 교육(가치관 및 도덕성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17) 학문적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❸ 귀하는 다음의 직무기초능력에 관해 본교의 교육활동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질문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컴퓨터(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사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업무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Multi-Tasking(다중업무처리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창의적 사고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변화 대처 및 적응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8) 대인관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9) 효율적인 팀 작업 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프레젠테이션 능력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어 능력 ① ② ③ ④ ⑤

(12)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보고서 작성 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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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다음 사항을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교의 교육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 등이 취업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본교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 등이 현재 업무수

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만약 대학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아주대학교에 

입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기회가 된다면, 동문회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

까?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학교 발전 기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친척 또는 후배에게 아주대학교의 입학을 추천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으로 아주대학교를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 사항을 읽고 각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질문
전혀 
아니
다

조금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누군가 우리 학교를 비판할 때, 나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진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에 대해 말할 때, 보통 '그들'보다는 '우리'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우리 학교를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신문, 방송 등에서 우리 학교를 비난하면 당혹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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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귀하는 복수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이수하지 않았다
(7번으로)

❻ 복수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공에만 몰두하기 위해

공학인증

전공하나로도 벅참

시간 부족

학점 관리

불필요

부정적 사회적 인식

관심없음

기타

❼ 귀하는 대학 재학기간 중 교과과정 이외의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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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부족

소학회 활동과 중복

맘에 드는 동아리가 없음

열악한 시설과 지원 부족

관심 없음

체계적이지 못함

과 활동에 전념

기타

❾ 귀하는 대학 재학기간 중 교과과정 이외의 소학회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소학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11번으로)

❿ 소학회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부족

동아리 활동과 중복

맘에 드는 소학회가 없음

열악한 시설과 지원 부족

관심 없음

체계적이지 못함

과 활동에 전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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⓫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13번으로)

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부족

필요성 못 느낌

무관심

기타

⓭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참여한 적이 없다
(15번으로)

⓮ 직장체험 및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 미달

기회 부족

정보 부족

기타

⓯ 귀하는 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교환학생 경험이 없다
(17번으로)



Ⅴ. 성과관리 계획

118 아주대학교

① 남성 ② 여성

① 1997 ② 1998
③ 1999 ④ 2000
⑤ 2001 ⑥ 2002
⑦ 2003 ⑧ 2004
⑨ 2005 ⑩ 2006
⑪ 2007

① 2005년 8월 ② 2006년 2월
③ 2006년 8월 ④ 2007년 2월
⑤ 2007년 8월 ⑥ 2008년 2월
⑦ 2008년 8월 ⑧ 2009년 2월
⑨ 2009년 8월 ⑩ 2010년 2월

① 공과대학 ② 정보통신대학
③ 자연과학대학 ④ 경영대학
⑤ 사회과학대학 ⑥ 인문대학

① 졸업 전 취업 ② 졸업 후 ~ 6개월 미만
③ 졸업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졸업 후 1년 이상
⑤ 기타(                     )

① 대기업(1,000명 이상 기업) ② 중견기업(300명 이상 ~ 1,000명 미만)
③ 중소기업(300명 미만) ④ 자영업
⑤ 공기업(공무원 포함) ⑥ 기타(                     )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⑥ 임원
⑦ 기타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③ 2천 5백 ~ 3천만원 미만 ④ 3천 ~ 3천 5백만원 미만
⑤ 천 5백 ~ 4천만원 미만 ⑥ 4천만원 이상

⓰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용 부담

영어 점수

정보 부족

기회 부족

학점 인정 문제

무관심

기타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입학 년도는 언제입니까?

3. 귀하의 졸업년월은 언제입니까? 

5. 귀하의 소속 단대는 무엇입니까?

6. 귀하가 졸업 후 취직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7. 귀하의 취업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8. 귀하의 재직기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3년 6개월 ⇒ 42개월

  9.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10. 귀하의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