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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1영역

종합의견

- 학습과정 관리 및 학습참여 강화를 위한 

ATLA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향후 학

습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류하기 위

한 종합적인 학습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역량진단, 학습성과 진단, 교과목 및 교육과

정 CQI 등 환류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9년 역량도구, 학습성과도구, 교육

과정 개편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였으며, 종

합적인 학습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은 관련

부서(혁신원)와 협의하여 개발 예정

-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발전계획

과 특성화계획의 세부과제 추진을 담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추진전략별 재정소요계획 및 재정확보계

획의 보완이 필요함

- 2008년 아주비전2023 비전을 수립하고, 매 

학년도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소요 및 확보계획을 수립

해왔음

- 2019년, 아주비전2023 3단계를 맞아 대학발

전계획 자체평가 및 재조정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아주

비전4.0 :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비전을 수립하고, 24개 전략과제를 설

정, 성공적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연차별 재

정소요계획 및 확보계획 수립하였음

- 특성화계획이 특성화 교육 기반 구축에 편중

되어 있어 향후 특성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

뿐만 아니라 특성화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나 

학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수도권특성화사업 종료 이후, 2020

년부터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교적 공

감대 형성

- 이를 통한 특성화 비전 점검 및 특성화 학

과 지정을 통한 이행 예정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 다만, K-CESA, ACAT, 학습성과 및 교육경

험 분석 등 역량평가를 통하여 학생학습 성

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역량에 한정되어 

종합적인 학생역량 관리를 위한 개선이 요구

됨

- 2019년 우리대학에 맞는 종합적인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부

터 매년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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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 육 교 육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2영역
종합의견

- 파란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자수가 
다소 적어 향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9-2학기부터 '파란학기-Extreme' 추가
로 운영(파란학기제 도전과제를 사회문제해
결 수준으로 확대 전환한 프로그램으로 참
여 학생들의 지원혜택 강화) 

- 학생주도적 도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
한 교수업적평가 제도개선 추진 중(교수업
적평가 기준 학생지도실적에 「파란학기」평
가항목 추가 반영) 

- 파란학기제 교육성과 분석 및 운영제도 개
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중

- 파란학기제 아주도전 교과목을 교양선택→
일반선택으로 학수구분 변경 중

- 학생들의 성취를 판단하고 환류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방식 및 성적처
리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교육평가인증센
터에서 '교육과정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체제 구축', 다산학부대학에
서 'BSM 과목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 개편' 
정책연구 중임 

2.1.1
교양교육과정
의 편성과 

운영

- 향후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교양과목 전반에 대
한 컨설팅을 받아 이에 따라 교양 교과목 
개편 중.

- 학술성 성과 분석을 위한 제도, 정책연구 
시행 완료

- 아주인성, 아주희망 등에 설문 완료

2.2.2
성적관리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엄격하
게 성적을 관리하고 있음. 다만 상대평가의 
실시를 성적평가의 엄정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함

1. 상대평가 기본원칙 운영
- 상위성적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상대평가 대원칙 적용
2.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성적평가를 위한 '성

적특별평가제도'(절대평가요소적용)운영
- 과목별 특수한 교육목표에 따라 상대평가원

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방법을변경
할 수 있도록 '성적특별평가제도' 운영

- 학과장 심사-'학사운영및교육과정위원회' 보
고- 교무처장 심사 절차를 거쳐 성적평가비
율 심의 및 확정

3. 성적 이의신청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교수자가 부여한 성적에 대하여 확정전 적

절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사시스템 
내 성적 이의신청 시스템 구축

- 교수자-학생간 성적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 
경로 마련을 통하여 엄정한 성적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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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구성원 대학구성원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3영역

종합의견

-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교원의 교수역량 강
화를 위한 제도를 정례할 필요가 있음. 신
임교수를 위한 Peer Mentoring 프로그램
은 바람직하나, 그 외 교수법 프로그램은 
교수들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므로, 시간강
사를 포함한 교수자들의 교수역량 강화 프
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교원팀]
- 학과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수업적평가교육

영역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예정임

- 이공계 위주의 교수지원제도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보호학문에 대한 지
원제도가 요구됨. 연구비지원이 없는 교원
에 대한 연구년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교는 연구팀에서 인문사회계열 교수만을 대상
으로 총 2편 한도로 저서당 300만원을 지원하
는 저술활동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년 활용결과물 제출 시 기존 학술논문 외에 작
품 등 인문사회계열의 학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임

- 전체적으로 전임 교원 확보율이 적정한 수
준이고, 연차적으로 전임 교원 확보율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임교원이 없
는 학과나 전임비율이 낮은 학과(50% 이
하)에 대한 우선적 TO 배정이 요구됨

- 본교는 교수초빙위원회를 통하여 학과별 교수 
TO를 배정하고 있으며, 초빙위원회 운영시 전임
교원확보율을 포함한 여러 학과별 역량지표를 
고려하고 있음. 전임교원확보율이 낮은 환경안
전공학과, 전자공학과, 심리학과의 경우 2020.1
학기 초빙 진행중이며, 학부 정원이 없는 다산
학부대학의 경우에도 2020.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전임교원비율이 낮은 
학과에 대한 충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임 

- 교수초빙위원회 공모심사를 통한 우수교수 
초빙제도는 학과별 경쟁방식의 공모제로 바
람직한 제도로 여겨지나, 제도의 지속가능
한 운영을 위해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
음. 제도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학과별 역량지표(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학부
강의담당비율 및 수강인원 현황, 석박사 배출실
적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수초빙위원회
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 TO 배정 제도를 
통해 학과간 균형도 고려하고 있음

- 직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임
용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원기관이나 
사업단 소속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
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적정 직원
배치로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 매월 지속적인 통계관리로 정규직 및 비정규칙 
변동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신
규충원 요청 시 해당 부서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상황 등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신규인력 요청
서' 양식에 맞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담당자가 긴밀
하게 해당 내용을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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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3.1.2 
교원의처우 

및 복지

- 향후 의료 복지 등 시간강사에 대한 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건물별 강사휴게실 배정, 교육우수교수 
제도 운영 시 강사 추천 등 강사 제도의 안
정과 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본교 교
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복지 혜택 수
준 대비 적정 수준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임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향후 외부 연구비가 없는 연구년 수혜 교원
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교는 기초급과 연구보조비가 교수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년 중에도 
외부 연구비 유무에 관계없이 연구보조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향후 연구년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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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교육시설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4영역

종합의견

-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할 수 있는 강의실이 
다수 있으나 해당 강의실에서 실제로 강의
를 녹화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매년 1.3∼
4.5%). 향후 강의 콘텐츠 축적, 교수법 개
선, 학습지원 등의 취지로 해당 강의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 인센티브, 
교수 업적 반영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함

[교무팀] 자동녹화 강의실 구축 확대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2020년 2
월까지 학부 약30개(기존구축포함)최신 자동녹
화강의실로 구축 예정

※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교수학습개발센
터에서 ‘Open Source Education’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이트설계' 정책연구 중임

[교원팀]
- 본교는 교수업적평가에 교육우수교수, 도전학

기 우수지도교수, MOOC 강의 신규개설 등을 
승진, 재임용, 성과승격 등 교원의 중요평가
에 기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수자 인센티브 
추가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기숙사 건물의 노후화 부분에 대한 적극적
인 대처가 필요함. 특히 도서관 사례처럼 
학생들의 기숙사 내의 공유 공간에 대한 적
절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숙사 
학생을 위한 인성, 또래학습, 멘토링 등 교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함

-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설비부문
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단기적 계획에 의거
하여 철저히 예방적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적 현장 점검을 통해서
도 불편사항들을 즉각 조치하는 24시간 연중
무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적절한 투
자를 통해 학생편의시설 확충. 집기교체 및 
기숙사 내·외부 환경 등 거주자 친화적 환경
을 조성하여 불편은 최소화하고 편의는 증대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노후 남제관 휴게실의 전면 개조를 통한 카페화
- 화홍관 외국인 취사실의 전면 개조를 통한 위

생 취사실 조성   
- 노후 남제관의 침대 및 매트 전면 교체 
- 전관(국제학사,남제관 제외) 외벽 도색 및 옥

외 방수 공사                      
- 외부 보행로, 휴게 덕나무 등 아스팔드 및 야

자매트 공사                      
- 실내 환경 정비: 화분, 그림액자, 수납공간, 

사생회실 이전 정비 등



2019 인증대학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4영역

종합의견
(계속)

- 복지시설의 경우, 연단위의 학교 전체 만족도 
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의 주
기를 줄이고 공식화하여 신속하게 환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학생식당의 경우 기존 학생식당 운영업체
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로 교체 완료    
 

-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대학의 역할에서 
볼 때 학생상담은 중요한 대학의 기능이므로 
대학의 규모와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볼 때, 
학생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전문 상담원 충원(총 3명)
- 2018.11.01. 박사학위 및 상담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 1명
- 2019.04.01. 석사학위 및 상담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 2명

예산 확대
-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20,000천원 

/입학처 지원 아주희망카운슬러 13,000천
원 추가 지원으로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
그램 진행중

- 생애주기별, 단계별, 진로 및 취업지원 로드
맵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
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프
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의 학생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학생경력개발시스템 학생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

 - 온라인 이벤트: 매달 다른 주제로 이벤
트를 진행하여 학생경력개발시스템5명 
선정하여 상품 증정. 은 매월 다르게 진
행)

 - 서포터즈: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8명)
를 운영하여 대학일자리센터 및 학생경
력개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대학 축제(상반기 대동제, 하반기 학
술제)에 홍보 부스 참여, 개강 시 주요 
교과목에 쉬는 시간 활용하여 홍보 진행

*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 온라인 홍보: 매월 대학일자리센터 뉴스

레터를 제작하여 교내 전 구성원과 
e-mail로 공유,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
즈가 주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참
여 후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게시. 
SNS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
오톡 옐로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
그램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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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4영역

종합의견
(계속)

- 인문사회대, 경영대의 사례처럼 진로지도 프
로그램을 각 단과대 별, 전공 특성별로 특성
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과대학별 취업지원
센터와 대학 전체의 취업지원 센터와의 유기
적인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의 체계화가 필요
함

* 단과대학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 종합진로 매뉴얼 및 진로 로드맵 발간: 

교내 각 부서 및 단과대학(학과)에서 운
영하고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종합 
및 정리하여 진로개발 정보를 총망라한 
종합진로 매뉴얼 발간. 2018년 이공계열 
학과별 진로로드맵 발간, 2019년 인문계
열 진로로드맵 발간(목표) 과정에서 대
학일자리센터와 각 단과대학(학과) 교수 
및 직원과 협력하여 각 단과대학(학과) 
특성에 맞는 진로 로드맵 책자 발간

 - 진로소학회 결성: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
로 및 사회진출 목표 탐색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와 학생 대표가 
함께 노력하여 단과대학(학과)별 진로소
학회 결성 및 운영(2개 단과대학 7개 학
과에 결성). 진로소학회 지도 및 협력 
과정에서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프로
그램 또는 학생의 요청사항을 취합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반영

- 학생활동 및 행사에 대해서 대학 전체와 각 
단과대학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
므로, 하나의 책임 있는 부서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함

- 학생활동의 자율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에 따라 중앙부처 운영과 각 단
과대학별 운영의 '투 트랙 운영'을 지향
함. 단, 모든 학생활동 및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부처에서 안전예방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
내 구성원들과 공유함 

-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장애 이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면
이 있음. 특히 장애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의 강의자 혹은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지도교
수들이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강화가 필요함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장애인식 개선 교
육 외에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2017-2학기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2019-1학기부터는 현장실습형 교
육(외부전문가 초청)을 통해 장애 이해 교
육을 강화하고 있음

- 장애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강의자를
포함해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에  장애학
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을 안내
하고 있으며, 추후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
생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교
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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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4.1.1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 강의 배정률은 멀티미디어 강의실은 83%정
도이며 실험·실습실의 강의 배정률은 평균 
20% 정도로 추후 실험·실습실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함

- 2018.2019년 실험·실습실의 강의 배정률  
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실험·실습실은 일상점검, 자체 안전점검, 정
기점검을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안전
교육 중 신입 실험연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신입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실험실 안전
교육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많
은 참여를 위해 학부생의 경우, 신입생 
OT 시간에 실시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3
회 이상 개최하여 이수율 평균 약70%를 
달성하고 있음

4.1.2 
학생 복지

시설

-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도가 낮으며 기숙사의 연식 대비 기숙사비 
불만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음

-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설비
부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단기적 계획
에 의거하여 철저히 예방적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적 현장 
점검을 통해서도 불편사항들을 즉각 조치
하는 24시간 연중무휴 체계를 구축 운영
하고 있음. 적절한 투자를 통해 학생편의
시설 확충. 집기교체 및 기숙사 내.외부 
환경 등 거주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은 최소화하고 편의는 증대하는 조치
를 추진하고 있음.

- 노후 남제관 휴게실의 전면 개조를 통한 
카폐화

- 화홍관 외국인 취사실의 전면 개조를 통
한 위생 취사실 조성              

- 노후 남제관의 침대 및 메트 전면 교체   
- 전관(국제학사,남제관 제외) 외벽 도색 및 

옥외 방수 공사                        
- 외부 보행로, 휴게 덕나무 등 아스팔드 

및 야자메트 공사
- 실내 환경 정비: 화분, 그림액자, 수납공

간, 사생회실 이전 정비 등
- 다양한 형태의 학생 복지시설이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
- 교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하향조

정 또는 동결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복
지매장으로서의 가격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가격 통제 유지

- 학생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 프랜차이즈 입점
을 통한 복지시설 다양화 및 가격대비 효율
화에 대한 개선 수요 있음

-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외부 프랜차
이즈 입점을 통한 복지시설 다양화를 요
구하는 목소리보다 원천적인 복지매장으
로서의 저가 판매 기조 유지를 고수하는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태임. 다
만, 복지시설 다양화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업종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각 시설별로
만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
고 세부적인 환류가 필요함

- 학생식당의 경우 기존 학생식당 운영업체
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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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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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학생상담을 위한 관련 체제 및 인력을 지원
하고 있으나 인력 규모 및 전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19년 10월 현재, 상담원 3명 충원(재학생 
단체심리검사 및 심리건강교육진행)

- 학교 규모 및 재학생 대비 학생상담 예산 
규모가 높지 않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투자
가 필요함

- 교비 이외 대학혁신사업비 120,000,000원, 
아주희망카운슬러 예산 13,000,000원 추가 
지원, 운영 중

-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년별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개발을 지원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활
용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생경력개발시스템 학생 참여를 늘리기 위
하여 노력

- 온라인 이벤트: 매달 다른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5명 선정하여 상품 증정. 학생경
력개발시스템은 매월 다르게 진행)

- 서포터즈: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8명)를 
운영하여 대학일자리센터 및 학생경력개발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축제(상반기 대동제, 하반기 학술제)에 홍보 
부스 참여, 개강 시 주요 교과목에 쉬는 시
간 활용하여 홍보 진행

- 진로-취업지도 교과목 수강생 활용 지원: 해
당 교과목 수강생(연간 500여명)에게 학생
경력개발시스템 활용을 안내하고, 특히 시스
템 내 진로적성검사 항목을 필수과제로 부
과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해 노력

- 상시진로지도시스템 운영: 학기중 매주(총 
14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관련 
콘텐츠를 e-mail로 발송하여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고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
고(2018년 연인원 3,715명 활용), 이를 학
생경력개발시스템을 비롯한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취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로 연계되도록 
독려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 실
적이 있으나, 학생활동을 일원화 하여 통제 
및 관리하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
고 있지 못함

- 학생활동의 자율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및 
다양한 학생들의 의사 반영을 위해 중앙부
처 운영과 각 단과대학별 운영의 '투 트랙 
운영'을 지향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
며 201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분석결
과,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수준이나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

1) 개인정보 접속 이력 관리 솔루션 도입 및 
운영

 - 2019.02월 도입 / 40,000,000원
 - 시스템을 통해 월 1회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및 보고 시행중
2) 개발용 테스트 데이터 솔루션 도입
 - 2019.02월 도입 / 45,000,000원
 -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외부 개

발업체 및 통계 작성용 데이터 생성
3)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및 수강의무 강화
 - 매년 2회(상반기 및 하반기)로 개인정보보

호교육을 개설하여 전체 직원대상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수강 의무를 인사평가에 반
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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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소수집단

학생 
지원

- 장애학생 지원 예산은 연간 5,000만원 수
준이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
나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
함

-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편의시설, 대학생활 지원을 개선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학습 증진 및 대학생활 지원을 
위하여 2019-2학기부터 장애학생인권동아
리와 연계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
으며, 

-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위기 관리를 위
해 학생상담소와 연계하여 11월중 심리건강
교육 진행

- 학생들에게 ‘장애학생 이해 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자들 대상으로 하
는 장애학생 강의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사전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장애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강의자를 
포함해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에 장애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이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지원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2020학년도 
시행)

-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
사는 일부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환류체계
는 갖추고 있지 못함

- 유학생 만족도 조사 확대 실시(11월 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약 780명 대상 학교생
활, 진로, 정신건강, 주거 등의 영역에서 
만족도 조사 실시중. 조사 결과 바탕으로 
2020년 사업에 반영 예정)

- 유학생 상담지원실 운영(전문상담사1, 지원 
인력1명 채용 및 상담공간 확보)

- 신입생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의 수요파악 및 초기 적응을 위한

‘tea time with counselor’ 진행
- 유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 지원 상담 진행
- 유학생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권 별

행사 진행 
- 유학생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진행
-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을 위한 현장학습 시

행(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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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본시설

4.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확보율

구분 강의실수 강의배정 배정률 면적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면적(m2) 기준값(m2)

일 반 강 의 실 21 7 33% 1,568.16
10,801

1.2멀티미디어강의실 186 153 82% 16,685.40

계 207 160 77% 18,253.56 - 1.69

4.1.1 2018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구분 강의실수 강의배정 배정률 면적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면적(m2) 기준값(m2)

일 반 강 의 실 22 8 36% 1,561.95
10,970

1.2멀티미디어강의실 207 158 76% 17,925.64

계 229 166 72% 19,487.59 - 1.78

4.1.2 2019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구분 실험실습실 강의배정 면적 재학생수 배정률 재학생 1인당 
면적(m2) 기준값(m2)

인문사회 16 3 911.40 3,314 19% 0.83

2.5

자연과학 129 36 6,282.34 1,478 28% 4.25
공학 350 45 20,278.17 5,766 13% 3.52
의학 14 14 856.63 243 100% 3.53
계 509 98 28,328.54 10,801 19%

평균 - 3.30

4.1.3 2018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1) 재학생수: 2018 시설정원(주간 재학생)

2) 인문사회계열은 1인당 면적 계산 시 재학생수를 1/3로 카운트

구분 실험실습실 강의배정 면적 재학생수 배정률 재학생 1인당 
면적(m2) 기준값(m2)

인문사회 15 4 887.70 3,436 27% 0.78

2.5

자연과학 115 21 6,129.23 1,542 18% 3.97
공학 351 46 20,402.50 5,701 13% 3.58

예체능 0 0 0.00 42 - -
의학 33 33 1,445.52 249 100% 5.81
계 514 104 28,864.95 10,970 20%

평균 - 3.33

4.1.4 2019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1) 재학생수: 2019 시설정원(주간 재학생)

2) 인문사회계열은 1인당 면적 계산 시 재학생수를 1/3로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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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계열
금액(천원) 재학생수(명) 학생1인당구입비

(천원)(A/B)2015 2016 2017 계(A) 2015 2016 2017 계(B)
자연과학 235,637 263,487 106,786 605,910 1,453 1,443 1,428 4,324 140

공학 1,682,771 1,150,936 1,245,811 4,079,518 6,170 5,974 5,987 18,131 225

의학 244,457 489,649 976,406 1,710,512 297 267 250 814 2,101

합계 2,162,866 1,904,072 2,329,003 6,395,940 7,920 7,684 7,665 23,269 275

인문사회 111,189 70,693 173,545 355,427 3,815 3,683 3,478 10,976 32

4.2.1 2017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계열
금액(천원) 재학생수(명) 학생1인당구입비

(천원)(A/B)2016 2017 2018 계(A) 2016 2017 2018 계(B)
자연과학 263,487 106,786 136,864 507,137 1,443 1,428 1,478 4,349 117

공학 1,150,936 1,245,811 1,073,300 3,470,046 5,974 5,987 5,950 17,911 194

의학 489,649 976,406 1,071,224 2,537,279 267 250 243 760 3,339

합계 1,904,072 2,329,003 2,281,389 6,514,463 7,684 7,665 7,671 23,020 283

인문사회 70,693 173,545 55,468 299,705 3,683 3,478 3,525 10,686 28

4.2.2 2018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재학생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차액
(B-A)

등록금차액의 15%
(B-A)X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943 8,343 1,400    210.0 

4.2.3 2017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단위: 천원)

재학생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차액
(B-A)

등록금차액의 15%
(B-A)X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948 8,366 1,419   212.8 

4.2.4 2018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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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성과대학 성과

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7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9 개선 및 조치실적

5영역 

종합의견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향후 이를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

- 지난 2년 평균(2017~2018) 저역서 실적은 
0.053건이며, 기준값 0.07건 대비 71.4%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지난 기관평가인증시 평균값보다 약 36%
증가

- 실적 개선을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저술활동지
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서 지원 규모 확
대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

- 취·창업 진로 책임 서포트제의 성과를 창
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원전략을 구체
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
음

* 취·창업 진로책임서포트제 세부 지원 전략 실
행 성과

- [Early Awakening] 저학년 진로 콘텐츠 보완
을 위하여 진로지도 필수교과목(2019년 교육과
정위원회 통과, 2021년 과목 최초 개설) 신설 
확정. 종합 진로 매뉴얼 및 단과대학(학과)별 
진로 로드맵 발간

- [밀착형 Counseling] 학과별 진로지도교수 임
명 및 산학협력교수 임용을 통한 전공별 진로
상담 강화

- [재직동문 연계확대] 재직동문 초청 간담회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 멘토 80명 규모로 
행사 정례화하여 재학생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
하고, 참여 동문에게 지속적인 멘토 활동 참여 
독려.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학생이 
구직활동 시 도움을 요청하면 재직동문 DB와 
매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
별 동문 멘토링 운영

- [학적유지자 관리] 학적유지 신청자(졸업유예
자) 지원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네오챌린지)을 
운영하며, 특히 해당자 전원에 대한 사전상담
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임

- [유쾌한 멘토링] 멘토링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기별 다양한 주제로 오프라인 멘토
링 실시(공공기업 등)

5.1.1

연구성과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의 최근 3년
간 평균은 0.039건으로 기준값 0.07건
에 미흡함

- 지난 2년 평균(2017~2018) 저역서 실적은 
0.053건이며, 기준값 0.07건 대비 71.4%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지난 기관평가인증 당시 평균값보다 약 
36% 증가한 실적임

- 실적 개선을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저술활동지
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서 지원 규모 확
대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이 기준값 대
비 57%에 불과하므로, 전임교원의 저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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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교육

만족도

-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
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여 개선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주체와 조
사 결과 활용 주체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하여 환류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야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교육평가인증센터의 체제가 갖춰지면
서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역량진
단, 성과조사 등 교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제를 교육평가인증센터가 주관하여 마련해
나가고 있음. 2020년부터 학기별로 정기적
인 조사 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
의 통합적 분석도 교육평가인증센터를 중심
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과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년의 진급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추이에 대
한 자세한 분석과 결과 환류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가 현재 진행중
이며, 단대별(학과별), 학년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여 교무회의에 보고하고 교내 기관과
대학에 발송하여 환류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에 대한 충성도 부분의 경우, 상승추세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학년진급별
추이분석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
과 개선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에 대한 추이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
계적인 환류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5.2.1
사회봉사 

정책

-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제공
되는 사회봉사 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사
회봉사실천 1, 2’ 과목의 운영방안의 내실
을 기할 필요가 있음

컨설팅 후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 내실화 중

5.2.2
사회봉사 

실적

- 다만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봉사 장학
금의 적절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사회봉사 장학은 우수한 학업 능력을 유지하
면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 학생들에게 격
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회봉사센터의 프로
그램 중 하나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9개의
사회공헌 및 봉사프로그램 중 사회봉사 장학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로 여러 가지 프
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며, 봉사활동이 장
학금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통해 진정한 봉사를
수행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과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봉사단 운영진과 센터 담당자는 매달 1
회 회의를 진행하며 인근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처와 연락을 취하고 새로운 정기 봉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외
에도 2014~2015년도에 우리대학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베트남 해외봉사를 정기적인 해외
봉사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 관련 자료
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예산 확보
를 요청하는 중임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상기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은 없음. 아울러 우리
대학은 최근 LINC+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및 여러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처를 중심으로 대학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실적이 예년대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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