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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2. 대학 구성원 2.1 교수

 2.1.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2.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2.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2.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2.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제 1장 서론

1. 자체평가의 목적

  n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급속히 성장해 가는 고등 교육 정책에 발맞추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n 또한 정부의 기관평가인증제를 대비하고 대학의 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요소(대학의 

사명,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들에 대한 자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수준 높은 질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임.

  n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우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향후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경쟁력 향상

￭ 향후 인증평가를 대비한 자체점검과 실제적 준비

￭ 교육수요자에게 본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의 책무성을 다함

2. 자체평가의 내용

 1) 평가범위 및 평가영역별 지표

  n 이번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인증평가의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의 평가준거를  

적용하여 실제 기관인증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표 1-1> 평가내용 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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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2.2 직원

 2.2.1 직원 규모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2.3 학생

 2.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2.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2.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3. 교육

3.1 교육과정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3.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3.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3.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3.2 교수․학습

 3.2.1 강좌당 학생 수

 3.2.2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2.3 교수․ 학습 개선 노력 

3.3 학사관리

 3.3.1 학사관리 규정

 3.3.2 성적관리

 3.3.3 강의평가 

 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3.4 교육성과
 3.4.1 졸업생의 취업률

 3.4.2 교육만족도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 시설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4.1.2 강의실 확보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 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

4.3 도서관  4.3.1 대학도서관 평가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3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수익률 (사립대)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편성 절차

 5.2.2 교육비 환원율 (필수평가준거)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 감사제도 

 5.3.2 감사결과 활용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 (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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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방법

  n 자체평가 준거별 구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틀에 

맞추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음.

   ￭ 평가구성체계의 중위수준(17개 평가부문)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평가영역을 평가함.  

   ￭ 평가구성체계의 하위수준(54개 평가준거)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평가부문을 평가함.

  n 모든 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에 따라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판정함. 

3. 자체평가의 방법

 1) 자체평가 조직구성

  n 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상설전담기구로 구성 

되었으며, 자체평가에 대한 기획, 운영, 조정,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위원과 행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n 자체평가연구위원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자체평가편람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등 실제로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n 자체평가행정위원은 5개 행정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평가기준 

개발지원,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 실무를 담당함.

  n 자체평가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와 1인의 평가전담 보조 

인력을(행정조교) 두고 있음.

<표 1-2>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 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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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일정은 아래 <표 1-3>과 같음.

<표 1-3>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실시 일정

구 분 일 자 진행과정

평가준비
3월 15일 ~ 20일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3월 30일 위원회 회의(1차): 평가 방법 및 방향설정

평가시행 및
보고서 작성

5월 23일 ~ 6월 3일 평가근거자료 수합

5월 25일 위원회 회의(2차)

6월 8일 ~ 6월 14일 자체평가 학생설문조사 및 설문분석

6월 15일 위원회 회의(3차)

6월 15일 ~ 7월 12일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7월 13일 위원회 회의(4차)

7월 13일 ~ 9월 30일 평가보고서 2차안 작성

10월 1일 ~ 10월 17일 평가보고서 3차안 작성

10월 19일 위원회 회의(5차)

11월 4일 위원회 회의(6차): 평가보고서 검토

11월 4일 ~ 16일 평가보고서 증빙자료 비치

평가결과 
보고

11월 말 평가보고서 검증

12월 초 평가보고서 최종 수정

12월 16일 평가보고서 제출

결과활용 12월 19일 자체평가결과 설명회 및 제안

 3) 자체평가 결과활용

  n 자체평가 결과를 준거별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대학 정책을 수립함.

  n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함.

  n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주요 준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n 자체평가결과를 교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해 교육수요자에 

본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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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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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대학개황

1.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1) 설립이념

  n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은 ‘밀알정신’으로 이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말씀 요한복음 12:24에 근거하여 자기를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음.

  n ‘밀알정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와 세계에 많은 새 열매를 맺는 희생정신을 

의미함.

 2) 교육목적

  n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임. 이를 위해 이는 

본교의 ‘그리스도적인 인격도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연구’, ‘지역사회, 국가,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라는 3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1-1> 대학이념 및 교육목적

대 학 이 념

밀 알 정 신

교 육 목 적

그리스도적 인격 도야 창의적• 전문적 학문 연구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

성서적 정체성 확립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

그리스도적 인격 도야 /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 함양

기독교 복음 전도자의 자질향상

성서적 진리탐구와 학술연구 진작

창의적•개방적•미래지향적 사고

증진

전문적 능력과 첨단 정보화 능력

배양

지역사회 봉사정신 함양

사회윤리의식과 가치관 확립

지구촌 시민의식 고양

교 육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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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952. 05. 13 한국성서대학교의전신인'한국성서학원'설립, 초대원장강태국박사취임

1955. 02. 25 4년제 각종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명을 '한국성서학교'라 개칭하고 
성서과, 기독교사회사업과 두고 초대 교장 강태국 박사 취임

1957. 05. 01 은평구 불광동 산66번지로 교사 이전

1963. 01. 29 기독교교육과 인가

1977. 12. 3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5번지로 교사 이전

1981. 01. 15 '외국어학과' 인가

1982. 12. 16 '종교음악과' 인가

1983. 12. 07 학교명 '한국성서신학교'로 변경

1984. 11. 16 4년제 일반대학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대학으로 교육부 지정

1984. 11. 25 갈멜관 600여평 신축

1987. 10. 26 복음관 850평 신축

1989. 11. 15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학과 '성서학과' '선교학과' 변경

1992. 03. 01 제 2대 학장 강희정 박사 취임

1992. 05. 13 강태국 박사 명예학장 추대

1996. 06. 10 제 3대 학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6. 12. 11 '한국성서대학교' 개편 교육부 인가

1997.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초대 총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7. 12. 12 교육부로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승인 1998. 03.  24개원

1998. 03. 24 사회교육원 개원

1999. 11. 02 일반대학원(M.A 및 Ph. D.) 및 신학대학원 인가

2000.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2대 총장 강우정박사 취임

2000. 05. 02 일립관(학생생활관 및 어린이집) 1,234평 신축

2000. 09. 01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개원

2001. 01. 15 노원구청으로부터 '꿈빛어린이집' 수탁 운영

2001. 07. 2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보과학부 정보통신학 전공' 인가

2002. 10. 3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사회복지대학원'인가

2003. 12. 1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육대학원' 인가

2004.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3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4. 09. 17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2004년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4. 11. 16 노원구청으로부터 '공릉 방과 후 교실' 수탁 운영

2006. 02. 01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2005년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7. 08. 24 밀알관 8,311㎡ 신축

2008.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4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8. 07. 15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원구보육정보센터' 수탁 운영

2008. 08. 30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9. 03. 04 2008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최우수 대학 선정

2009. 03. 19 2008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실적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2009. 04. 20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2009. 09. 29 간호학전공 신설

2009. 12. 09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공모전』교육프로그램부문 최우수대학 선정

2010. 03. 17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1. 04. 12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 주요연혁

<표 1-4> 학교주요연혁

제 2장  대학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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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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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 기준)

일반직+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총 계(명)

31 0 3 34

(2011. 4. 1 기준)

구 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총 계(명)

정보과학부 0 1 3 0 4

사회과학부 0 8 2 3 13

간호학부 0 0 1 1 2

신학부 2 7 5 3 17

기  타 0 0 0 0 0

합  계 2 16 11 7 36

(2011. 4. 1 기준)

구   분 재학생수(명)

신 학 부
주간 197

349
야간 152

사회과학부
주간 409

536
야간 127

정보과학부
주간 119

119
야간   0

간호학부
주간  71

71
야간   0

총  계
주간 796

1,075
야간 279

4. 대학 인적형황

 1) 교수 현황

 2) 직원 현황

 3) 학생 현황

제 2장  대학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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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n 우리 대학은 밀알정신이라는 대학이념을 근간으로 영성, 지성, 감성의 인재특성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 세상을 세우는 사명을 갖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됨 

 

 n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을 교육하는 일립교육부, 기초 교양학문을 교육하는 자유전공학부, 

4개 학부에 5개 전공으로 구성된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음.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됨

§ 일립교육부 : 신앙, 세계관, 인성 및 리더십으로 구분되어 있는 인성/신앙 교육과정

§ 자유전공학부 : 기초학문교육, 기초-교양교육, 융복합교육의 구현을 목적으로 학문의 

기초, 핵심 및 일반교양, 자유전공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5개 학부 : 각 전공별로 전공탐색 및 전공필수와 전공심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n “No Student Left Behind!!"를 구호로 평생교수지도제를 통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공 및 진로 상담 등을 활성화 함

 n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교수중심의 강의를 지양하고 이론-실습 결합형 

학생주도형 성격이 강한 LTS( Lecture-Tutorial-Seminar)교육방법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n 4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교과목 개발 및 교수학습센터의 활성화로 교수들의 

교수역량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극대화 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n ESWP(English Speaking & Writting Program) 실시를 통해 매일 1시간씩 원어민과 영어를 

학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학습 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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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주요 세부시설
 (2011. 4. 1 기준)

구    분 현황 및 시설 면적(㎡)

교육시설

강의실 33실(2,537㎡)

실습실 0실( ㎡)

교수연구실 39실(796.7㎡)

자치시설

총학실 1실 (93.1㎡)

학회실 1실 (100.6㎡)

원우회실 1실 (31.5㎡)

체육시설

농구장 1개 (383.6㎡)

탁구장 1실 (103㎡)

풋살장 1개 (46.2㎡)

체력단련실 2실 (196㎡)

경건시설

대예배실 1실 (739㎡)

소예배실 1실 (142㎡)

개인기도실 13개실 (총 62.4㎡)

포천밀알훈련센터 4,461,657㎡

편의시설

매점
2실 (76.8㎡)

복사실

학생식당 1실 (332㎡)

서원(북카페) 1개 (40.5㎡)

카페테리아 1개 (64㎡)

양호실(남,여) 2개 (38.9㎡)

여학생휴게실 1실 (밀알관=45.2㎡)

공공시설

화장지.생리대자판기 1개

음료.커피 자판기 7개

자전거보관대 28대 

녹지공간
옥상녹지공간 571㎡ (복음관 옥상정원)

지상녹지공간 2,500㎡ (잔디밭 면적)

장애시설

전용화장실 19칸 

전용주차장 6개

전용휴게실 2실

기숙시설 학생생활관 1,924.51㎡

보 유 면 적(㎡)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계(㎡)

14,750 4,027  83  0  0  18,860

6. 주요 시설 현황

 1) 교육시설

 n 교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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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황 비 고

도서 분류 체계 DDC 　
도서관 수 1 개 　

도서관 직원수
일반직           2 명 　
사서직           2 명 　

도

서

장  서
국내서      71,773 권 　
국외서      13,477 권 　

인쇄형 정기간행물
국내         794 권 　
국외          78 권 　

비

도

서

전자자료
국내       3 패키지 　
국외       3 패키지 　

시청각  자료

CD, DVD
종수 :  710 종 　
점수 :  982 점 　

테이프
종수 :  537 종 　
점수 :  765 점 　

음반
종수 :  111 종 　
점수 :  121 점 　

시

설

열람좌석수 256 석 　
도서검색용

컴퓨터보유대수
 24 대 　

재학생 1인당 장서수  67 권 　

2) 도서관 현황



                                                                                           제 2장  대학개황

 2011년 대학자체평가결과보고서   21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천원)

계정과목
금액(천원)

2010 결산 2011 예산 2010 결산 2011 예산

운영수입 운영지출

 -등록금수입 9,255,687 10,281,245  -교직원 보수 4,933,522 5,737,733

 -전입금 및 기부금 1,573,075 1,586,952  -관리운영비 1,544,273 1,860,962

 -교육부대수입 388,587 549,457  -연구학생경비 2,700,357 3,428,602

 -교육외수입 218,343 150,100  -교육외비용 253,003 230,800

 -투자와 기타자산 17,564 2,511,800  -전출금

예비비 125,000

고정자산매각수입 2,000 2,300 고정자산매입지출 782,781 4,118,639

장기차입금 1,230,000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926,706 49,740

전기이월자금 782,811 20115 고정부채 상환 246,197 643,800

차기이월자금 851,228 136,693

자금수입총계 12,238,067 16,331,969 자금지출총계 12,238,067 16,331,969

7. 예산현황

 n 본 대학의 2011년도 예산 회계연도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임

 n 2011년도 예산 총액은 16,331,969원임

 n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대학구성원
3. 교육
4. 교육시설
5. 대학 재정 및 경영
6.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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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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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n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법인 정관 및 학칙에 잘 표현되어 있음.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 

학원 정관 제1조(목적)는 우리 대학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함. “이 법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하여 겨레의 속죄구원과 민족교화와 복지국가를 이룩하며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함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n 또한 우리 대학의 학칙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설립이념인 밀알정신1)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2)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한다.” 

  n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사회의 복음화와 복지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에서 말하는 대학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할 것임.3) 

  n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는 위에서 말한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 

1 ) 여기서 밀알정신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
며, 자신의 재생산 곧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웃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
임. 『한국성서대학교 어제와 오늘과 내일』, 17-20 참조.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을 설립한 기본정신임. 
우리 대학의 설립자인 강태국 박사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은 우리 민족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일군 곧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학교
를 설립하였음. 강태국. 『나의 증언』, 170-171 참조. 

2 ) 여기서 ‘초교파적’이란 교단이나 교파에 치우치지 않고 성서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갖춘 일군을 말하
는 것임. 이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교파주의, 교권주의 등으로 분열되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양하기 위함임. 『한국성서대학교 어제와 오늘과 내일』, 20 참조.

3 )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는 대학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
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
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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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들로서 ”그리스도적 인격도야,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임.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사회의 복음화와 복지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인 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에 입각한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며, 실제로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는 실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어느 전공을 공부하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전공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적 인격도야,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것임. 

  n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인 교육목표로서 그리스도적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정체성의 확립,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의 함양, 기독교 

복음전도자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의적, 전문적 학문 연구를 위해서는 성서적 

진리탐구와 학술연구를 진작하고, 창의적, 개방적, 미래지향적 사고를 증진시키며, 전문적 

능력과 첨단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윤리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며, 지구촌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하고자 함. 이러한 교육목표는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매우 실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신앙교육, 교양교육, 그리고 각 

전공교육 등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의 목표와 지침으로 적용되어 실천되고 있음. 

  n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은 “밀알정신”이고, 교육목적은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사회의 복음화와 복지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교육목표는 “그리스도적 인격도야,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로서 우리 대학의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체계는 다음 <그림1-1-1>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n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대학의 설립정신 곧 교육이념인 “밀알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정한 대학의 사명과도 잘 부합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목표는 

교육목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의 모든 교육실천의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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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1-1. 교육목표 O

대 학 이 념

밀 알 정 신

교 육 목 적

그리스도적 인격 도야 창의적• 전문적 학문 연구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

성서적 정체성 확립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

그리스도적 인격 도야 /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 함양

기독교 복음 전도자의 자질향상

성서적 진리탐구와 학술연구 진작

창의적•개방적•미래지향적 사고

증진

전문적 능력과 첨단 정보화 능력

배양

지역사회 봉사정신 함양

사회윤리의식과 가치관 확립

지구촌 시민의식 고양

교 육 목 표

<그림 1-1-1> 대학 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체계도

<평가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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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 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1-1. 교육목표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1-1-1
첨부

§ 대학요람 
§ 대학 교육목표 해설집 

공시 § 1-가. 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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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대학 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n 우리 대학은 1952년 설립 이래 학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4) 1996년도에는 대학개편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5)  

  그 후 2000년 3월 현 강우정 총장이 취임하면서 2001년도에 1996년도의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을 수립하였음.6) 우리 대학은 이러한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① 2001년 5월에는 우리 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단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기획실 주관으로 3차례의 기획위원회 모임을 통한 내용 검토가 있었고, 이 외에도 

특성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음. 

   ②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동문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토의, 그리고 연구와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n 우리 대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2002-2011)의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장단기발전계획위원회 구성: 장단기발전계획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나누었고, 

기획실을 중심으로 발전 영역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였음. 

   ②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재정확보 방안을 실행하였으며, 측정 장치의 

개발을 통해 모니터링을 받았고,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총괄평가를 시행하였음.

   ③ 우리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그림 1-2-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립되었음. 

4) 강태국. 『나의 증언』, 170-217 등 참조. 
5) 한국성서대학교 헌장(1997. 3. 1 시행)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등 참조.
6)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머릿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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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립 과정 >                        < 고려 사항 >

     

추 진 계 획 서  작 성 실 질 적  일 정 계 획  수 립

ê

추 진 위 원 회  구 성 추 진 위 와  실 무 자 (부 서 )와 의  관 계

ê

발 전  영 역 별  세 부 추 진 계 획 서  작 성 추 진 계 획 서  작 성  주 체

ê

추 진  계 획  실 행 여 건  마 련  및  재 정  확 보  방 안

ê

모 니 터 링 측 정 장 치  개 발  / 평 가  주 체

ê

평 가 (총 괄  평 가 ) 평 가  항 목  개 발  / 평 가  주 체

<그림 1-2-1>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

   ④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는 <그림 1-2-2>와 같이 교육교수 영역, 

사회봉사 영역, 복지 영역, 시설 영역, 정보화 영역, 행․재정 영역 실무위원회로 조직되었고,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위원회

기획실

실 무 평 가

교육교수

영역

실무위원회

사회봉사

영역

실무위원회

복지영역

실무위원회

시설영역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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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위원회 구성도

   ⑤ 추진위원과 각 부서 실무자를 연계한 실무위원들은 대학 발전과제를 세분화하고, 추진 

진척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보완할 점은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였음.

  n 우리 대학은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 각 전공 

여건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봉사와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였음. 그리고 이 시대에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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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수 = 5, 빈도 = 789)

1학년 평균 2학년 평균 3학년 평균 4학년 평균 전학년 평균

발전계획 인지도 2.72 2.80 2.87 3.06 2.84

되기 쉬운 인성 및 신앙 교육을 기초로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정보체제 구축과 첨단 

정보화된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언어, 세계, 지역사회 

교육 등 세계화교육을 장단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였음.

  n 우리 대학에서는 최근 이러한 학교의 발전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알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7) <표 1-2-1>, <표1-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이 29.2%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학교의 발전계획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표 1-2-1> 대학의 발전계획 인지도(전체평균)

<표 1-2-2> 대학발전계획 인지도(학년별 평균)

  n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은 그 수립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된 것으로 여겨짐.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단기발전계획을 곧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장단기발전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임.

  n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2001년도에 수립된 

장단기발전계획을 실천해오고 있는바,8) 이 장단기발전계획은 그 발전목표를 “신앙․학문․생활이 

결합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기독교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7)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11년 6월 8일, 15일 재학생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8)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머릿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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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한다”9)고 하여, 이 장단기발전계획의 목표가 학교의 교육목적인 “복음전도자 양성”(곧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10)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학문․생활이 결합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기독교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을 말하고 있음. 

  n 그리고 이 발전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에 

대한 발전계획을 단기(2002-2004), 중기(2005-2008), 장기(2009-2011) 발전목표로 나누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단계별 발전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음.

  n  그러므로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은 학교의 교육 이념, 목적, 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 단계별 발전 목표는 <그림 

1-2-3>과 같음.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

신앙•학문•생활이 결합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기반 발전체제 구축

장기
발전 목표
(2009-2011)

중기
발전 목표
(2005-2008)

단기
발전 목표
(2002-2004)

<그림 1-2-3> 단계별 발전 목표11)

  n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은 또한 이러한 발전목표와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영역을 교육, 교수연구, 사회봉사 영역의 3개 주요부문과 그것을 지원하는 5개 

지원 부문(복지, 시설, 정보화, 행정, 재정 영역) 합계 8개 영역으로 나누어(<그림 1-2-4> 참조) 각 

영역별 발전목표를 세우고(<그림 1-2-5> 참조), 또 그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발전과제들을 선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12) 그리고 이 발전과제들과 세부 

9)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9면 참조.
10) 여기서 “복음전도자”는 교육목적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갖춘 전문지도자”를 말함. 복음전도자는 바른 

신앙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군들(지도자들)을 말하기 때문임. 
11)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11 참조.
12)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1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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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들은 학교의 현실과 목표를 고려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또 단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비전

복음전도자
양성

기독교 명문대학

교육
교수
연구

사회
봉사

복지 시설 행정
정
보
화

재정

<그림 1-2-4> 발전목표와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영역13)

                  

1. 교 육

2. 교수 및 연구

3. 사 회 봉 사

4. 복 지

5. 시 설

6. 정 보 화

7. 행 정

8. 재 정

기독교 종합교육체제 확립과
교육의 질 향상

우수교수확보 및 처우개선과
연구지원체제 확립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와 프
로그램 개발

학생ㆍ교수ㆍ 직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교육시설•기자재•후생복지시설 확충과
신앙훈련센터 개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종합정보체제 구축

행정개혁을 통한 조직강화와
효율성 증진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

<그림 1-2-5> 영역별 발전목표14)

  n 우리 대학이 1997년 3월 1일 한국성서대학교로 개편되면서 초대 총장 김호식 박사는 

13)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13.
14)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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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 789)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평균(5점만점)

특성화계획 인지도 2.58 2.70 2.81 3.03 2.75

기획실을 통하여 제1차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1997-2008)과 더불어 3단계 특성화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수립된 제1차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1997-2008)과 

특성화 계획은 성실히 추진되었음. 그러나 2000년 3월 1일 제 2대 총장 강우정 박사가 취임하면서 

제1차 한국성서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1997-2008)과 특성화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기획실 주관으로 학교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장단기발전계획(2002-2011)과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n 우리 대학은 2001년 현재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주관으로 전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행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음. 

  n 우리 대학은 최근 이러한 학교의 특성화 계획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5) <표 1-2-3>, <표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학교의 특성화 계획을 대체로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특성화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36.1%가 되는바, 이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표 1-2-3> 특성화 계획의 인지도

<표 1-2-4> 특성화계획 인지도(학년별 평균)

  n 이렇게 수립된 우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은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을 이루기 위하여 특성화 목표를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15) 우리 대학교는 지난 2011년 6월 8일, 15일 재학생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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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16)으로 정하였음. 우리 대학은 설립목적 자체가 한국 사회의 복음화와 복지 및 인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복음적 전문지도자(복음전도자)의 양성에 있는 바,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바로 

이러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n 우리 대학은 이러한 특성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 학문, 실천의 세 분야에서 

특성화를 이루고자 하며, 이 세 분야에서의 특성화 목표는 각각 ① 기독교 밀알정신의 인성교육 

(신앙적 특성화), ②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전문교육(학문적 특성화), ③ 밀알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교육(실천적 특성화)임.17) 이와 같이 신앙, 학문, 실천 분야에서 특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의 설립 목적이면서 동시에 특성화 목표이기도 한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신앙을 갖추는 것과, 자신이 처한 곳에서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정신과 실천의 능력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로 입시 위주, 지식전달의 교육에 치우쳐 있는바, 이러한 교육으로는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지도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함. 

  n 이에 우리 대학은 이웃과 세계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진 지도적 인격을 

갖추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전문성을 갖추며,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봉사정신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바, 이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 

  n 이러한 세 가지 특성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점과제를 수행하기로 함. 

기독교 밀알정신 인성교육의 신앙적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 교직원 신앙화, ② 학생 

신앙화, ③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신앙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 전문 

교육의 학문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⑤ 전문적 특화 교육, ⑥ 정보화 교육, ⑦ 세계화 교육을 

하며, 밀알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봉사교육의 실천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⑧ 교직원 사회봉사, ⑨ 

학생 사회봉사, ⑩ 사회봉사 지원체제를 확립함. 

  n 위 내용에 따라 우리 대학의 특성화계획을 체계화한 그림은 <그림 1-2-6>과 같음. 

16) 장단기 발전 계획(2002-2011), 12. 여기서 복음전도자란 기독교적 신앙과 인성을 갖추고, 자기 전공
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며,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
사하는 복음적 일군 곧 복음적 전문지도자를 말함. 

17)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자신이 처한 곳에서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
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정신과 실천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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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적 특성화 학문적 특성화 실천적 특성화

기독교 밀알정신
인성교육

정보화•세계화 시대
전문교육

밀알정신 실천
사회봉사 교육

교직원 신앙화 전문적 특화 교육 교직원 사회봉사

학생 신앙화
정보화 교육 학생 사회봉사

신앙화 지원체제 확립 세계화 교육 사회봉사 지원체제 확립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목표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대학

교육 목적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

<그림 1-2-6> 특성화계획 체계도

  n 이러한  10가지 중점과제 중  먼저 기독교 밀알정신 인성교육의 신앙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① 교직원 신앙화, ② 학생 신앙화, ③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신앙화 지원체제 확립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들의 신앙이 바로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앙교육과 특별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신앙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n 다음에 정보화․세계화 시대 전문교육의 학문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⑤ 전문적 특화 교육, 

⑥ 정보화 교육, ⑦ 세계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적 특화교육이란 각 전공별 특별 전문 

교육을 하고자하는 것이며, 정보화 교육과 세계화 교육은 이 시대의 특징인 정보화와 세계화에 

맞추어 정보화 능력과 언어 능력 등 세계화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임. 

  n 또한 밀알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봉사교육의 실천적 특성화를 위해서는 ⑧ 교직원 

사회봉사, ⑨ 학생 사회봉사, ⑩ 사회봉사 지원체제 확립을 하고자 하는데, 교직원부터 먼저 

사회봉사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 또한 직접 사회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봉사의 방법과 정신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학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봉사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n 그리고 또 이러한 10가지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표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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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영역
(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세부 사업) 비고

신앙적 특성화
(기독교밀알정신/ 

인성교육)

교직원 신앙화
교직원 예배
신규임용 교직원 밀알교육 실시

학생의 신앙화
4대신앙훈련실시:채플,F.T.,전도반,밀알훈련
신앙상담 지도
학생졸업성경고사 실시

신앙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앙관련 교과목 개발
교직원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앙화 지원체제 확립

교목실 활성화
대학교회의 활성화
지역사회복음화와 연계
한국성서선교회와 연계 강화

학문적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 전문교육)

학부별 특화교육

<신학부>
초교파적 신학교과 과정 개발
어학(헬라어, 히브리어) 교육 강화
실천신학 강화
<사회과학부>
가족복지 지원 통합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과학부>
기독교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정보화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

교내 전산망 구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교육 강화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 주민 정보교육
국내외 학술망 이용의 활성화

세계화 교육

외국인 교수 활용
세계화 관련 교과목 개발
국제교류
선교실습
타문화권 이해 강화
언어교육

  n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의 특성화 목표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러한  특성화 목표는 3대 특성화 계획(신앙, 학문, 실천적 특성화 

전략)과 이러한 특성화 계획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중점과제 및 4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것은 <그림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한 구체적이어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은 적절하고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n 이러한 특성화계획은 우리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필요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2004년도에는 우리 대학 특성화사업이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었음. 

 <표 1-2-5> 특성화목표에 따른 특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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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영역
(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세부 사업) 비고

실천적 특성화
(밀알정신/사회봉

사 실천교육)

교직원 사회봉사
학연산관 협력
지역사회 교육
교직원 교회 봉사

학생의 사회봉사
지역사회 봉사
기관 및 시설 봉사
국내외 타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사회봉사 지원체제 
확립

시설 및 설비를 지역사회에 개방
사회교육원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어린이집 운영

  n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잘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구성원들의 인지도가 보통이며,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연계성이 불분명하여 추후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평가기준 적용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2-1.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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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

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n 우리 대학은 <그림 1-2-5>와 같이 장단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교수 영역, 사회봉사 영역, 복지 영역, 시설 영역, 정보화 

영역, 행․재정 영역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조직되었고,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음. 

추진위원과 각 부서 실무자를 연계한 실무위원들은 대학 발전과제를 세분화하고, 추진 진척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보완할 점은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위원회

기획실

실 무 평 가

교육교수
영역

실무위원회

사회봉사
영역

실무위원회

복지영역
실무위원회

시설영역
실무위원회

정보화영역
실무위원회

행 ․ 재정
영역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그림 1-2-5>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위원회 구성도

  n 평가위원회는 매년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장단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와 그것을 반영한 것은 별첨의 자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반영 

내역’과 같음. 

  n 우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의 실천내역 또한 <표 1-2-6> 특성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내역과 같으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계획은 충실하게 실천되고 있다고 사료됨. 

  n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장 이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성실히 추진되고 있음. 2000년 3월 1일 총장으로 

취임한 현 강우정 총장은 3대 특성화 정책에 대하여 교수회의, 팀장회의, 전 교직원 예배 및 각종 

행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매년 교수,  직원,  학생,  기타 법인 관계자들과의 수차 면담을 통하여 

학교 발전 및 특성화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참여를 격려함. 또한 총장은 매일 

교직원 예배 참석, 주야간 채플 참석,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기도운동 등 학교의 발전과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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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영역
(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세부 사업)

추진실적
비고완

료
진
행

보
류

신앙적 
특성화
(기독교

밀알정신/ 
인성교육)

교직원 신앙화
교직원 예배
신규임용 교직원 밀알교육 실시

ㅇ

학생의 신앙화
4대신앙훈련실시:채플,F.T.,전도반,밀알훈련
신앙상담 지도
학생졸업성경고사 실시

ㅇ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앙관련 교과목 개발
교직원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신앙화 지원체제 
확립

교목실 활성화
대학교회의 활성화
지역사회복음화와 연계
한국성서선교회와 연계 강화

ㅇ

학문적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시대 
전문교육)

학부별 특화교육

신학
초교파적 신학교과 과정 개발
어학(헬라어, 히브리어) 교육 강화
실천신학 강화

ㅇ

인문
사회

가족복지 지원 통합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정보
과학

기독교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ㅇ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

교내 전산망 구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교육 강화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주민 정보교육
국내외 학술망 이용의 활성화

ㅇ

세계화 교육

외국인 교수 활용
세계화 관련 교과목 개발
국제교류
선교실습
타문화권 이해 강화
언어교육

ㅇ

실천적
특성화

(밀알정신/
사회봉사 
실천교육)

교직원 사회봉사
학연산관 협력
지역사회 교육
교직원 교회 봉사

ㅇ

학생의 사회봉사
지역사회 봉사
기관 및 시설 봉사
국내외 타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ㅇ

사회봉사 
지원체제 확립

시설 및 설비를 지역사회에 개방
사회교육원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어린이집 운영

ㅇ

계획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 

  n 교직원들 또한 교육의 주체이자 공급자로서 학생들의 신앙훈련, 전공 교육 등 학교의 발전과 

특성화 계획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 

  n 우리 대학의 특성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내역은 <표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1-2-6> 특성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내역 (2009. 11 - 2011. 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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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O

  n 이러한 특성화계획은 우리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실천되어왔고, 또한 

2004년도에는 우리 대학 특성화사업 중 실천적 특성화의 하나인 도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사 양성 프로그램이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n 2009년도 11월에 우리 대학의 외부 고객 중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기관들의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1-2-7>과 같음.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기관들의 우리 대학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로서 매우 좋은 편이라 할 것임. 이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기관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 곧 우리 학교의 특성화교육인 기독교신앙 

인성교육, 정보과 세계화 전문교육, 봉사정신 실천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짐.

<표 1-2-7> 취업대상기관의 만족도

설문지 응답 점수 취업기관 
만족도 평균영역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대인관계 발전가능성 직장기여도

평균 4.0 4.4 4.3 4.3 4.2 4.2

응답자 수 23 23 23 23 23 23

  n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 그 

계획은 성실히 실천되어 왔으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그 평가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한 내역이 불분명함. 따라서 발전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체제가 조속히 준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평가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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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 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O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1-2-1
첨부

§ 대학 장단기 발전 계획서 및 특성화 계획서 
§ 대학 자체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공시 § 10-가 학교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2 첨부
§ 대학 자체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대학 장단기 발전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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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

시해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년도 평가 종류 평가기관 평가 결과 비고

2001년 대학종합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인정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 2002년부터 각 

항목별로 개선의 노력을 보임으로 
제도와 내용에 있어서 매우 향상됨

2003-2004년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인정 미진 사항 보완함

2007년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인정 미진 사항 보완함

2009년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인정 미진 사항 보완함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3-1. 자체평가 수행 O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n 우리 대학은 1997년 3월 1일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된 이후 자체평가 규정을 준비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n 우리 대학이 1997년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2-8> 자체평가 실시 내역

  n 우리 대학의 2009년도 자체평가 이후 평가 결과 개선 사항들에 대한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반영 내역은 별첨 자체평가 결과반영 내역과 같음.

<평가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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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 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3-1. 자체평가 수행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1-3-1
첨부

§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반영 내역 

공시 § 13-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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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원활한 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하여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

준거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2. 대학구성원

2-1. 교수

2-1-1. 전임교원확보율(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
정량적 판정 정량적 + 정성적 판정

2-1-1. 전임교원확보율 61.0% 이상 50.0% 이상 62.1%

  n 전임교수 확보율은 2011년 4월 1일 기준 62.1%,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40.4명,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53.7%임. 전임교원 확보율 61% 이상이므로 평가기준을 충족함

<평가기준 적용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1. 전임교원확보율 O

2-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n 교수의 인사제도 및 운영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음

 1) 교수채용 제도와 절차의 합리성

  n 교수임용절차의 규정화 : 교원인사규정의 신규임용 등을 제정하여 운영

  n 모집공고 방법의 다양화 : 교수채용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국내 일간신문, 

전문학술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모집공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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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O

  n 모집기간의 충분한 확보 

  : 교수채용시 임용일 3개월 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 모집 공고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해야 함

 2) 교수채용 제도의 엄정성

  n 절차의 엄정성

   § 신규교원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 심의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3단계로 심사하고, 엄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단계의 전공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심사토록 함

  n 심사위원회 구성

  § 기초심사위원회는 전공교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전공심사위원회는 교원이나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n 교수채용 심의회 심사기준의 공정성

  § 교수채용 심의회에서 기초 및 전공심사를 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정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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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비전임 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학과명 비전임교원 담당 강좌수 전공일치 강좌수 전공일치 강좌율(%)

성서학(선교학)   12   12 100.0

영유아보육학   11   11 100.0

사회복지학   17   17 100.0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   2 100.0

일반교양 116 108  93.1

계 158 150  94.9

※ 간호학은 비전임교원 담당 강좌 없음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O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평가준거 현황>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전체대학
평균

사립대학
평균

일반대학
(종교대)평균

5천명 이하
대학평균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46.52 47.09 46.25 46.32 46.3%

  n 총 개설 강의 중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46.3%로 사립학교 47.09%보다 낮음.

  n 비전임교원의 전공과 담당교과목간의 일치정도는 성서학, 영유아보육학, 사회복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의 각 전공분야에서는 100% 일치하였으나, 일반교양에서 116강좌 중 

8개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 전공일치 강좌율은 94.9%로 나타남.

<표 2-1-1> 2011년도 4월 비전임교원의 전공과 담당교과목간의 일치정도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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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O

평가

준거
대학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n 교수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의 합리성

§ 신앙ž교육ž연구ž봉사의 4영역으로 나누어 평가

 § 각 영역은 대항목과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화

§ 세부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배점을 다양화함 

n 단계별 교수평가제 운영 절차 마련

§ 각 교수별로 매년 신앙ž교육ž연구ž봉사의 4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비중은 4:4:5:2로 하고  

평가결과를 전산관리함

§ 평가점수는 비중에 따른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산으로 함

§ 업적평가결과는 A, B, C 등급(3등급)으로 구분함

n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위하여 재심위원회 규정이 있음

n 교수평가 결과에 따른 최우수 교수 표창 및 연구보조비를 차등지급 제도 있음. 또한 교수 

연구년, 해외연수, 교수선정,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함 

n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외비로 취급하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지원

 1) 연구 지원

  n 2010년 교수 1인당 교수개발 연구비 지급액은 470.6천원으로 매우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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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예산
(천원) (A)

학술연구기금
(천원) (B)

전체 예산중 학술연구기금 비율
(B/A×100)

12,904,018 52,349 0.41%

<표 2-1-2> 2010년 교수 교육, 연구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재정 지원 실적

교육역량개발(교수개발) 
연구비 지원금 총액

(천원) (A)

연구발표 및 학회참여 
재정 지원비 지급액

(천원) (B)

교수수
(명) (C)

교수 1인당 교수개발 
연구비 지급액(천원) 

(A/C)

교수 1인당 학회참여 
지원비 지급액(천원) 

(B/C)

16,000 23,809 34 470.6 700.3

  n 2010년 대학의 총예산 대비 학술연구기금 비율은 0.41%로 나타남.

<표 2-1-3> 2010년 대학의 총예산대비 학술연구기금 비율

<표 2-1-4> 2010년 부설연구소 연구실적, 학술활동 및 연구비

부설연구소명 연구 실적 학술 활동 연구비(천원)(B)

일립신학연구소 2 2 2,600

사회과학연구소 0 0 0

인터넷신기술연구소 0 1 0

계 2 3 2,600

평   균 1.67 1 866.6

  n 우리 대학에 설치된 3개 부설연구소 중 일립신학 연구소만 연구비가 있어 2,600천원이며,  

사회과학연구소, 인터넷신기술연구소는 지급된 연구비가 없었고, 연구소당 평균 연구실적은 

1.67건, 평균 학술활동은 1건으로 미흡한 편임.

 2) 연구년 실시현황

  n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누계 10명의 교수가 연구년제에 참여하였음

  n 연구년제 기간동안 100% 급여 지급

  n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은 1년의 연구년을 받을 수 있음

  n 연구년 교원 수는 전 교원의 10% 내외로 하며, 학부의 연구년 해당 교원 수는 1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이 있음

  n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과 학술단체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 대학에 출강 

또는 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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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7년간 전임교수의 연구년제 참여 비율

학년도 전임교수수(A) 참여교수수(B) 참여율(%) (B/A×100)

2004 30 2 6.7%

2005 32 1 3.1%

2006 31 0   0%

2007 31 1 3.2%

2008 28 2 7.1%

2009 31 2 6.4%

2010 34 2 5.8%

 3) 대학교수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교내외 연수참가 현황

  n 신임교수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 한국성서대학교의 설립이념

   § 밀알훈련 프로그램

   § 신앙강좌 수강(신학대학원 강좌 1과목/학기로 총 4학기 수강)

   § 신임교수들을 위한 교무팀에서 비공식적인 수업계획서 작성요령, 성적표, 학사관리 등 

학생지도 방법, 학사안내, 교원인사, 연구비, 연금 및 급여제도 등의 각종 행정안내를 함

 n 교수방법 연수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종류

   - 교수개발을 위한 전체 교수 연수회, 신임교수 밀알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교내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표 2-1-6>과 같음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

   - 학생 지도방침에 대한 토의, 수업방식에 대한 논의, 이론과 실습과목의 비율 조정논의, 

영상기자재 활용방안 등 다양한 교수법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전체 교수 연수회를 통하여 교수법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초청강연

   § 프로그램 참가자 수

   - 전체 교수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5회, 2010학년도에는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합산된 값이 아닌 경우 대부분 평균 90%이상의 아주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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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최근 2년간 교내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학년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실시 회수

참여인원(A) 전임교수 수(B)
참여율

(A/B×100)

2009

Blended Learning 1차 1 29 31 93.5%

Blended Learning 2차 1 24 31 77.4%

Blended Learning 3차 1 28 31 90.3%

PBL 신임교원 워크숍 2 5 5 100.0%

교수자 리더쉽 워크숍 16 16 31 51.6%

2010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31 34 91.2%

효과적인 수업설계와
강의계획서 작성방법

1 30 34 88.2%

강의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1 31 34 91.2%

Digital Convergence with 3.0 
Trends - 교육과 SNS 접목

1 31 34 91.2%

PPT 멀티미디어워크숍 9 18 34 52.9%

동영상 및 포토샵 멀티미디어 
워크숍

3 7 34 20.6%

 4) 대학의 조교 확보 및 활용현황

  n 유급조교 수는 전임교수 1인당 0.15명으로 적은 편임.

<표 2-1-7> 전임교수당 유급조교수

단과 대학 유급조교수(A) 전임교수수(B) 전임교수당 유급조교수 (A/B)

신학부 1 15 0.06

사회과학부 1 10 0.1

정보과학부 1 4 0.25

간호학부 1 1 1

자유전공학부 1 4 0.25

전   체 5 34 0.15

  n 유급조교의 자격 요건

   § 유급조교의 관리를 위하여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

   §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 재학 성적이 우수한자라야 함.

  n 조교의 근무 관리의 합리성

   § 조교의 조교는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분담

    -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 학사에 관한 사무 협조

제 3장 평가결과

5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O

평가

준거
대학은 시간강사의 원할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강사료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학생지도에 관한 협조

   § 조교의 복무는 본 대학교 직원 복무규정에 준함.

  n 조교에 관한 복지 지원

   §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의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환산 기준표’의 제8항에 의해 조교경력은 

연구 경력으로 인정

   § 수련회 휴가 지원

   § 조교 단체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n 보수수준의 적절성

   § 조교에게는 그 직능에 따라 매월 소정의 봉급을 지급하며, 점진적으로 조교 급여 인상

<평가기준 적용 결과>

2-1-6 . 시간강사의 처우 복지

 

 1)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n 매년 예산책정에 의거하여 강사료 지급

  n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주야간 학부의 경우 시간당 평균 39,000원으로 5천명 미만 규모 대학의 

평균값 32,742.06원, 백분위 75%의 평균값 35,915.25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족됨

 <표 2-1-8> 시간강사의 강사료

등    급 강  사  료 비    고

주간학부 38,000원 등급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야간학부 40,000원 등급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2) 시간강사의 임명절차 및 관리

 n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

3) 시간강사 연구실(휴게실) 현황

 n 강의준비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각종 비품 등을 갖춘 강의준비실 운영

 n 도서관 이용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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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6. 시간강사의 처우 복지 O

평가

준거
교수는 대학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n 시간강사 전용 휴게실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음.

4) 시간강사 인센티브

 n 외래교수에게 매 학기 강의 외의 학사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우수 외래 교수상을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했음

학기구분 시상구분 시상인원 수(내역) 금  액(원)

2010학년 1학기

최우수 1명  5,250,000 원

우수 5명  2,075,000 원

1학기 총계 6명 17,325,000 원

2010학년 2학기

최우수 1명  4,296,000 원

우수 2명  2,568,000 원

2학기 총계 3명  6,864,000 원

<표 2-1-9> 2010년 1,2학기 외래교수 인센티브 시상 내역

<평가기준 적용 결과>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n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수주가 해당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7개 점검사항 중 

4개가 통과되어 충족됨.

 1)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n 국내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0.89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0.55보다 

높아 충족됨.

<표 2-1-10> 최근 3년간 국내 연구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A) 발표실적(B) 교수 1인당 발표실적 (B/A)

2008 28 40.7 1.45

2009 31 40 1.29

2010 34 30.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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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실적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실적은 0.09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0.06보다 높아 충족됨.

<표 2-1-11> 최근 3년간 국제 연구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A) 발표실적(B) 교수 1인당 발표실적 (B/A)

2008 28 4.1 0.15

2009 31 0.7 0.02

2010 34 3 0.09

  n 등재지(후보지 포함):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은 0.59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0.30보다 높아 충족됨.

<표 2-1-12> 최근 3년간 등재(후보)지 연구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A) 발표실적(B) 교수 1인당 발표실적 (B/A)

2008 28 20.4 0.73

2009 31 19.7 0.64

2010 34 20.2 0.59

  n SCI급: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은 0.09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0.05 

보다 높아 충족됨.

<표 2-1-13> 최근 3년간 SCI급 연구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A) 발표실적(B) 교수 1인당 발표실적 (B/A)

2008 28 0.8 0.03

2009 31 0.2 0.01

2010 34 3 0.09

 2) 저, 역서 실적

  n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저, 역서 실적은 0.18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0.12 
보다 높아 충족됨.

<표 2-1-14> 최근 3년간 저, 역서 실적

학년도 전임 교원수(A) 발표실적(B) 교수 1인당 발표실적 (B/A)

2008 28 10.2 0.36

2009 31 8.8 0.28

2010 34 6.1 0.18



2. 대학구성원

 2011년 대학자체평가결과보고서   53

평가준거(세부)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 O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실적 O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O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 O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O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O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O

총 괄 O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O

 3) 연구비 수혜실적

  n 교내 연구비 수혜실적 :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2010년도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519.71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1,457.51보다 

낮아 미충족됨.

<표 2-1-15> 최근 3년간 교내 연구비                                  

학년도 전임 교원수(A) 교내 연구비(천원) (B) 교수 1인당 연구비(천원) (B/A)

2008 28 22,285 795.89

2009 31 17,620 568.39

2010 34 17,670 519.71

  n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2010년도 교외연구비는 전혀 없어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17,835.38을 충족하지 

못함.

<표 2-1-16> 최근 3년간 교외 연구비

학년도 전임 교원수(A) 교외 연구비(천원) (B) 교수 1인당 연구비(천원) (B/A)

2008 28 175,710 6,275.4

2009 31  15,000  483.9

2010 34      0   0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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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환원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O

2-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n 우리 대학의 기술이전 및 특허 출원, 등록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우리 

대학의 특성상 인문학 중심의 학부체제로 구성된 특성에 따른 것임. 우리 대학은 전체 

재학생의 12%가량만이 공학계열이며 전임 교수 역시 11%에 불과해 이에 대한 실적 또한 

미비하게 산출될 수 밖에 없음

  n 2010년 간호학부 신설로 인해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이 확대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기술 실적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n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이 전혀 없었음.

 2)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n 2010년도 뿐 만아니라 최근 3년간 학교명의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없었음

  n 2010년도 교수명의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 2건, 국내 특허 등록 건수 8건이 이었음

  n 학교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청됨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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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 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1-1. 전임교원확보율 O
2-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O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O
2-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O
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O
2-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O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O
2-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O

총  괄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2-1-1 공시  § 6-다 전임교원 확보율 

2-1-2 규정  § 교원인사규정

2-1-3
현지  § 교수 채용 관련 자료 : 공고문, 관련 결재 서류, 회의자료 등

공시  § 11-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2-1-4

현지  § 비전임교원의 전공과 담당교과목간의 일치정도(5개 학과)

규정  § 교수업적평가 규정

현지  § 교수업적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관련 문서

2-1-5

보고

 § 교수의 교육, 연구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 지원 실적
 § 연구년 실시현황
 § 대학교수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실시 현황: 교내외 연수 참가 현황
 § 대학의 조교 확보 및 활용현황

규정  § 연구년 운영규정

현지  § 연구년 실적 증빙자료, 교수개발 실적 증빙문서, 학과(별) 조교 확보 현황

2-1-6

공시  § 3-차 시간강사 강의료

규정  § 시간강사 관련 규정

현지  § 시간강사료 근거자료, 시간강사 대기실 현황, 복지 프로그램 관련 자료

2-1-7 공시
 § 7-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7-나 저(著)․역(譯)서 실적
 § 11-가 연구비 수혜 실적

2-1-8 공시  § 11-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1-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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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학년도
구  분

재학생수(B)
직원 1인당 

학생수 (B/A)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계(A)

2008 21 2 2 14 39 985 25.26

2009 28 2 3 9 42 1012 24.10

2010 28 2 3 7 40 1060 26.5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2-1. 직원규모 O

평가

준거
대학은 직원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2. 직원

2-2-1. 직원 규모

  n 2010년도 직원수는 40명으로 직원 1인당 재학생수는 26.50명으로 5천명 미만 규모의 

대학 평균값 35.13명보다 낮아 충족됨.

<표 2-2-1> 최근 3년간 직원 규모 

<평가기준 적용 결과>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n 직원채용, 승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직원채용 제도와 절차의 합리성

  n 직원채용 계획에 의거하여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직원 모집 광고

  n 채용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

  n 채용된 직원은 배치 상담을 통해 적성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함.

2) 직원채용 제도의 엄정성

  n 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으로 하되,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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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O

평가

준거
대학은 직원의 전문성을 개발 및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승진제도와 절차의 합리성

  n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 표창 및 당해 각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n 능력에 따른 인사 및 조직 운영의 합리화

  n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 인사사항 심의

 

4)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성

  n 승진 평가 기준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 확립

  n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1호봉 이상의 특별 승진제도 시행

   §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대내외로 부터 표상을 받은 자

   § 특별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표창을 받은 자

   § 근무 평정 결과 그 성적이 특히 탁월한 자

<평가기준 적용 결과>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n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직원연수교육 

  :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연수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음. 

  n 연간 4회의 직원 교육 실시 

   § 리더쉽 교육으로 책임감을 고취

   §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레별 교육 확대 실시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연수프로그램 참여비율이 209%에 이름

<표 2-2-2> 최근 3년간 직원 연수 프로그램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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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직원 (A)
연수 참여 직원 수 (B)

참여비율(%)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기타(어학교육) 계

2008 39 67 - - 67 172%

2009 42 66 25 13 104 248%

2010 40 60 18 4 82 205%

계 121 193 43 17 253 209%

  n 팀제 도입 실시

   §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함

   § 조직의 경직성 탈피, 인력의 활용도 제고, 계층 축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함

2) 직무평가 

  : 직무평가제도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n 직무평가 목적

   § 직무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독려하고, 능력에 합당한 처우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관리의 능률제고 

   § 구성원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본 자료를 근거로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의 동기 부여와 능력 개발 촉진 기회를 마련함.

 

  n 직무평가 내용

   § 직무상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화함.

   § 대상자의 근면성, 의욕태도, 직무능력 및 업적을 중심으로 직무를 평가함.

 

  n 직무평가 절차

   § 교육훈련 결과와 경력을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는 직무평가

  

  n 평가결과 활용

   § 매년 정기적인 업무평가 시행

   § 본인이 작성한 자기 평가서 자료를 근거로 상급자가 평가함으로써 상급자가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적성과 희망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직무평가 결과는 승진에 반영함.

  

  n 평가결과의 피드백

   § 자기 평가제의 도입으로 하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희망 업무, 적성 및 

업적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직원의 업무평가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직무평가 결과를 호봉 승급 및 인센티브에 활용하고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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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O

평가준거 및 평가 결과

첨부자료 목록

3) 직원 후생복지제도

  n 교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 교직원장학금 지급 : 본교에 재학하는 교직원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등록금 80% 지원, 

교직원 본인 재학 시 등록금의 50% 지원

   § 교직원 자녀의 보육지원비, 중ž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육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n 교직원 단체 의료보험 가입 

  n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급여부

   § 교직원이 철도청 이용시 할인 혜택

   §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급하지 않고 있음

  n 편의 및 체육 시설 

   § 교직원 전용식당 1곳과 휴게실 1곳 운영

   § 체력단련실 운영 및 할인

  n 휴양시설의 제공

   § 포천 밀알훈련센터 이용 시 할인혜택(가족단위 이용시 무료)

   § “숲속의 요정” 평창콘도 이용 시 할인혜택(주말 및 공휴일, 성수기 제외)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2-1. 직원규모 O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O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2-2-1 공시  § 13-사 직원현황

2-2-2
규정  § 직원인사규정

현지  § 업무분장표, 직원채용 관련 자료: 공고문, 관련 결재 서류, 회의자료 등

2-2-3
보고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현지  § 직원의 교내외 연수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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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O

2-3. 학생

2-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n 신입생 모집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다양한 입시전략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

 

  n 학생선발은 모집요강, 홈페이지 및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2-3> 2010년 신입생 모집내용

수시모집
정원 내 일반학생, 검정고시출신자, 만학도, KBU인재

정원 외 농어촌고교출신자, 전문계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새터민

정시모집
정원 내 일반학생

정원 외 농어촌 고교출신자, 재외국민과외국인

  n 수시모집 전형방법

   § 일반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00% + 면접(합격 ․ 불합격 판단)

   § 검정고시출신자: 검정고시 성적 60% + 면접 40%

   § 만학도: 학교생활기록부 60% + 면접 40%

   § KBU인재: 학교생활기록부 60% + 면접 40%  

   § 농어촌고교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100% + 면접(합격 ․ 불합격 판단) 

   § 전문계고교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100% + 면접(합격 ․ 불합격 판단)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60% + 면접 40% 

  n 정시모집 전형방법

   § 일반학생: 학교생활기록부 20% + 대학수학능력시험 80% 

   § 면접(합격 ․ 불합격 판단)

  n 대학편입학 전형

<표 2-2-4> 2010년 대학편입학전형 모집내용

전기/후기
정원 내 일반편입

정원 외 학사편입, 농어촌학생편입, 전문계고교학생편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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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경쟁율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2008 240 283 241 42 889 801 88 282 245 37 101.7 3.3

2009 240 265 236 29 749 658 91 268 237 31 100.4 2.8

2010 240 270 239 31 1,276 1,196 80 274 247 27 103.3 5.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O

2-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
정량적 판정 정량적 + 정성적 판정

2-3-2.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95.0% 이상 76.0% 이상 103.3%

  n 2010년 입시전형 유형별 신입생 등록율은 수시 101.7%, 정시 108.0%로 최종 등록율은 

101.5%이었으며,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103.3%로 신입생 입학정원의 안정적 충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명 미만 규모 대학의 평균 90.46% 보다 높아 평가기준을 충족함.

  n 특히 경쟁률을 볼 때 지원자 정원 내 및 정원 외를 모두 포함해 5.0대 1을 기록해 본 

대학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 

<표 2-3-1>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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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편제정원
모집인원

재학생 충원율(%)
남 여 계

2008 960 398 587 985 102.6

2009 960 417 595 1,012 105.4

2010 960 424 630 1,060 110.4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O

평가

준거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
정량적 판정 정량적 + 정성적 판정

2-3-3.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70.0% 이상 56.0% 이상 79.31%

  n 2010년 재학생 충원율은 2010년도 110.4%로 100%를 넘어서 매우 우수함. 신입생 충원 

뿐 아니라 재학생 충원도 안정적으로 충원됨에 따라 학생선발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5천명 미만 규모 대학의 평균 79.31% 보다 높아 평가기준을 충족함.

<표 2-3-2>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평가기준 적용 결과>

2-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n 우리 대학은 신앙 및 인성, 생활, 취업, 학사 등과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요소들에 

대해 양질의 깊이 있는 상담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담지도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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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구 인력현황

종합인력개발센터 2명 (팀장:1명, 연구원:1명)

학생팀 (학생상담실 포함) 3명 (팀장:1명. 직원:2명)

교무팀 3명 (팀장:1명. 직원:3명)

교목실 (성폭력상담실 포함) 4명 (실장:1명, 교목:2명, 직원:1명)

<표 2-3-4> 2010년 전문적인 학생 상담조직의 인력현황

<그림 2-3-1> 한국성서대학교 학생상담 운영체제

 1) 학생상담지도 조직의 시설

상담기구 시  설

종합인력개발센터

사무실 1실학생팀 (학생상담실 포함)

교무팀

교목실 (성폭력상담실 포함) 사무실 1실

<표 2-3-3> 2010년 전문적인 학생 상담조직의 시설

 2) 상담조직의 인력

 

3) 상담자료

  n 우리 대학은 각종 상담관련 도서 및 신입생안내 책자, 취업도서, 취업안내자료, 

취업수험서, 성폭력 관련 자료 등을 도서관과 각 사무실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상담에 유용 

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n 또한, 자료요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입 및 배치하여 상담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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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구 설   비

종합인력개발센터 상담지원용 컴퓨터 2대, 상담용 테이블 및 의자, 각종 취업자료 등

학생팀 (학생상담실 포함) 상담지원용 컴퓨터 2대, 상담실 1실, 정수기 등

교무팀 상담지원용 컴퓨터 3대, 상담테이블 및 의자 등

교목실 (성폭력상담실 포함)
상담지원용 컴퓨터 4대, 상담실 1실,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상담자료 등

<표 2-3-5> 전문적인 학생 상담조직의 설비현황

 4) 학생상담 서비스의 질

  n 우리 대학은 신앙 및 인성, 학교생활, 취업진로 등에 대한 상담지도를 학교행정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 서비스의 질 또한 

심도 깊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매년 3월마다 신․편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함.

   § 매년 10월마다 4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함으로써 4학년 학생들의 졸업이후 

진로에 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각 전공별로 학년지도 교수를 위촉하여 각 지도교수가 담당 학생들을 적어도 연1회  

이상 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교목실, 학생상담실과 함께 우리대학의 상시 상담 체제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고 전공과 학교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모든 교수에게 상담가능 시간이 포함된 시간표와 상담신청란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함으로써 학생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활성화를 꾀하였음.

   § 교무팀과 학생상담실은 개별적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각각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음.

   §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체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하고 있음.

 5) 상담조직 설비

 6) 홍보

  n 우리 대학은 효율적인 상담활동을 위해 채플예배 광고 및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 공지를 하고 있음. 특히, 재학생이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참여하는 채플예배의 광고를 통한 홍보는 매우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n 앞에 기술된 학생 상담지도 담당조직의 시설, 인력, 자료, 서비스의 질, 설비, 홍보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교의 상담지도 운영체제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7)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

  n 교수업적평가 내용에 학생상담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n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의 평균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290.8%로서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학생 상담기구의 운영 상태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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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6> 최근 3년간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

학년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상담학생 수(A)
재학생수(B)

참여율(%)
(A/B×100)

2008  672 985  68.2

2009 1,640 1,012 162.1

2010 3,082 1,060 290.8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O
2-3-2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O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O
2-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2-3-1 공시  § 3-가 대학입학(편입학) 전형시행 계획, 3-나 모집요강(편입학 포함)(공시)

2-3-2
공시  §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현지  §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 현황

2-3-3 공시  § 4-라-1 재학생 충원율

2-3-4

보고
 § 대학의 학생상담 체제 및 실적
 § 대학의 학생 취업/진로지도 체제 및 실적

규정  §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규정

현지  § 학생상담 및 지도 실적에 대한 증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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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3. 교육

3-1. 교육과정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n 우리 대학은 대학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학 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매우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 있음.

 

 

<그림 3-1-1> 대학 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체계도

 1)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의 연계성 

  n 우리 대학의 이념인 ‘밀알정신’은 성경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본질적인 

변화를 받은 새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새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함.

  n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이러한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대학의 이념인 밀알정신이 교육목적으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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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n 바른 신앙을 가진 초교파적 전문지도자를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른 

신앙을, 학문적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영성과 생활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섬기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함.

  n 이러한 교육목적은 그리스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보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영적측면, 학문적 측면, 

실천적 측면의 세 영역의 교육 목표로 구체화되어 있음.

3) 교육목표와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의 연계성

  n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는 현재 <그림 3-1-2>와 같이 기초인성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서지식, 영어능력, 컴퓨터 정보화 능력을 요구하는 졸업인증제도를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전공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신앙훈련,

밀알훈련,

채플,

전도반 활동,

세계문명과

자아시리즈

기초

인성교육
학부 전공 트랙

신학부 성서학전공 성서학 

학문기초영역
학술적 글쓰기, 영어, 컴퓨터, 

제 2외국어, 고전어

핵심/일반

교양영역

인간의 이해, 자연과 과학, 사화의 이해, 

역사와 문학, 예술의 이해, 

사고와 소통(핵심영역 제외)

자유전공

프로그램

사회규법과정, 공공사회과정, 

인간문화과정

학생주도교육

프로그램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노인․장애영역/ 

아동 ․․ 청소년 영역/ 의료 ․정신보건영역

보육교사/유치원교사/특수보육교사

사회과학부

간호학부 간호학전공 간호사/ 보건교사/NCLEX-RN, 

보건교육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정보과학부

자유전공학부

일립교육부 신앙영역, 세계관 영역, 인성 및 리더쉽 영역 

교직부 교직이론, 교직소영, 교직교육, 교직실습

졸업인증제도 성서지식, 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바른 신앙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 지도자

<그림 3-1-2> 교육과정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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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O

  n ‘그리스도적 인격도야’라는 교육목표는 신앙훈련, 밀알훈련, 채플, 전도반 활동과 같은 

기초인성교육 및 교양교육의 특성화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교과과정 이외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검사 및 정신건강검사 등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함

  n ‘창의적․전문적 학문연구’ 및 ‘지역사회․국가․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교육목표는 

교양교육 과정의 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영역과 4개 학부, 5개 전공을 통한 전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짐

  n 주 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내에서도 학생이 선택하여 

원하는 트랙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n ‘그리스도 인격 도야’ 교육목표 관련 기초 인성 프로그램은 채플과 전도반(2009년까지), 

전도훈련(2010년부터)이 학기 내내 시행되고 있으며, 신앙수련회(Faith Training: FT)는 3월 

1학기 초, 밀알 훈련은 여름 방학에 시행됨. 세계문명과 자아 시리즈로 구성된 기초신앙교육 

프로그램도 학년 별로 매학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고 있음 (첨부자료 : 교양교육과정인 

자유전공 학부의 내용 참조). 

<표 3-1-1> 기초신앙교육 프로그램(세계문명과 자아 시리즈) 운영 내용

학부 교과목(1학기) 학점 학년 교과목(2학기) 학점 학년

신학부 세계문명과자아1 2 1 기독교신학개론 2 1

사회과학부

정보과학부

간호학부

세계문명과자아1

세계문명과성경1

세계문명과기독교1

2

2

2

1

2

3

세계문명과자아2

세계문명과성경2

세계문명과기독교2

2

2

2

1

2

3

    *사회과학부와 정보과학부 학생 중 신학부 복수전공자는 신학부 기준 기초공통필수과목 이수

  n 우리 대학은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성경고사를 

포함하고 있음.

  n 이상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 교육 

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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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적 사회적 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

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평가

준거

대학은 전공교육과정을 학문적 사회적 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

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3-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n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인 자유전공학부는 다음의 특성을 가짐

   § 오늘날 우리시대의 대학교육은 기성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 및 응용의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무엇보다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능력과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에 중점을 둠

   § 주어진 사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폭넓고 깊이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함 

   § 교양과정인 자유전공학부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이 

변용하여 적실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넓은 사유의 지평 및 기본적인 지적 능력의 

확립과 다학문적-학제적 융복합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자유전공학부는 기초학문교육, 기초-교양교육, 융복합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n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n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자유전공프로그램(Honours Program), 

학생주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3-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n 우리 대학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과 각 전공의 교육목적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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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전공 
일립

교육부

자유전공
기본전공
(제1전공)

제2전공

학문
기초

학부
기초

핵심
교양

전공
탐색

전공
필수

심화
전공

복수
전공
(이중)

자유
전공

신학부 성서학 8 18 9 15 3 36 21 39 21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13 18 - 15 3 39 18 42 21

영유아보육학 13 18 - 15 3 36 21 39 21

정보과학부 컴퓨터소트프웨어학 13 18 6 15 3 36 21 39 21

간호학부 간호학 13 18 18 15 3 69 4 - -

학부 / 전공 교 육 목 적   및   목 표

신
학
부

성서학

❏ 교육목적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교수 ․ 연구하여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 복음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목표

  1.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 배출

  2.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초교파적 복음전도자 양성

  3.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발전에 기여하여 복음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독

     봉사자 양성 

사회
과학부

사회
복지학

❏ 교육목적

기독교 진리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전문지식을 교수․연구하고, 복음화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하는 밀알정신을 갖춘 사회복지전문 복음전도자 양성

❏ 교육목표

  1. 그리스도적 인격과 섬김의 리더십 및 인간관계 능력 배양

  2. 기독교 진리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전문이론․문제해결 및 정보화능력 함양

  3.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지구촌 지역사회와의 교류능력 및 복음화

     실천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학

❏ 교육목적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적 소명과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 교사 양성

❏ 교육목표

  1.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유능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2. 현대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의 밀알정신을 실현하는 연구능력과 실천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증진한다. 

간호
학부

간호학

❏교육목적

  기독교인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전인적인 대상으로 존중하며 올바른 윤리관 

및 지성을 함양하여 인류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역량있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표 3-1-3> 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

  n 각 전공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4>와 같은데, 각 전공의 교육 

목적 및 목표는 모두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각 전공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목적과 연계되어 있음

<표 3-1-4> 전공별 교육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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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전공 교 육 목 적   및   목 표

 ❏교육목표

  1.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간호지식과 간호기술을 습득한다.

  2.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적 돌봄을 실천하여 간호 관리 체계에서의 지도능력을 

함양한다.

  3. 국제적 간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인의 자실 향상을 위해 계속 교육과 연구활

동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
과학부

컴퓨터 
소프트
웨어학

❏ 교육목적

미래 IT 산업의 밀알이 되는 전문 사역인 양성

❏ 교육목표

  1.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독교인 양성

  2. 미래 IT 산업의 참 일꾼이 되기 위한 기술 습득

  3. 국제 활동을 위한 국제 자격증 취득

  4. 인턴쉽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IT 인 양성

교  육  목  표 교  과  과  정

1. 그리스도적 인격과 섬김의 리
더십 및 인간관계 능력 배양

전공
기독교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론 

2. 창의성과 사회복지 전문이론 
․ 문제해결 및 정보화능력 함양

전공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ⅠⅡ, 
사회복지법제론

전공선택 사회문제론 외 17개 교과목

3.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지구촌 지역사회와의 교류능
력 및 복음화 실천능력 배양 

전공필수․
선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학교사회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n 각 전공에서는 전공의 교육 목적 및 목표와의 체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n 각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1-5> 성서학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교  육  목  표 교  과  과  정

1.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 배출

구약의 이해, 모세오경, 선지서, 신약개론, 요한문헌, 공관복음서, 시가서, 
바울서신, 사도행전, 조직신학개론, 기독교교리, 역사서

2.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초
교파적 복음전도자 양성

기독교교회사개관, 한국교회사, 설교학개론, 성서헬라어ⅠⅡ, 
성서히브리어ⅠⅡ, 성서히브리어원강, 성서헬라어원강, 성서해석학, 

철학과신학, 기독교철학, 상담방법론, 성서지리학, 기독교세계관

3.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발전에 
기여하여 복음주의 사명을 완수
하는 기독봉사자 양성  

기독교윤리학개론, 기독교교육학개론, 실천신학개론, 선교학개론, 
기독교상담학개론, 현대신학, 성서와윤리

<표 3-1-6> 사회복지학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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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교  과  과  정

 1. 발달에 적합한 이론과 실제에 
 유능한 교수능력 함양

전공 필수 아동발달, 놀이지도, 아동건강교육, 아동생활지도, 보육실습

전공 선택

피아노1, 피아노2, 아동음악 동작, 유아언어교육, 교육과정 ·평가, 
교육심리, 피아노3, 피아노4, 아동문학, 아동미술, 교과교육론, 

유아사회교육, 장애아보육실습, 유아컴퓨터교육, 아동수과학지도, 
교육방법 ·공학, 교육실습

 2. 사회적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함양

전공 필수
보육과정, 아동상담,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 영유아교육

세미나

전공 선택

보육학개론, 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영유아프로그램 개발· 평가, 정서·행동장애아교육, 

보육시설운영관리, 특수아행동지도, 가족관계, 정신지체아교육, 
보육시설운영관리, 

방과후 아동지도, 영유아기독교교육

 3. 지역사회 · 현장에서 밀알정신  
 구현을 위한 연구·실천능력 함양

전공 필수 아동복지, 정신건강, 보육교사론

전공 선택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학, 유아관찰 및 실습

교  육  목  표 교  과  과  정

1. 밀알정신 바탕으로 기독교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갖춘 간호인
력 양성

교양

-세계문명과 자아, 성경, 기독교, 전도훈련 

-일반교양 교과영역: 생명윤리와 법, 과학사와 세계관, 상담이
론과 실제 등 

전공 
-학부기초: 의사소통론
-전공탐색: 간호학개론, Pro-semina

2. 창의적, 전문적 학문연구 능
력을 갖춘 전문 간호인력 양성
-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간호지식과 
간호기술을 습득한다.
 -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
료적 돌봄을 실천하여 간호 관리 
체계에서의 지도능력을 함양한다.
 

교양
-학문기초 교양: 학술적 글쓰기, 컴퓨터
-핵심교양 교과영역: 철학의 이해, 심리학의 이해, 인간과 종교, 
인간과 환경, 인간학의 이해 등 

전공 

-학부기초: 해부학, 생리학, 인간성장과 발달, 미생물학, 기초통
계학, 병태생리학, 약리학, 영양과 식이
-전공필수: 기본간호학 및 실습, 건강사정 및 실습,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임상간호실습,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
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전공선택: 간호학연구, 노인간호학, 보건의료법 

3. 지역사회, 국가, 세계 평화발
전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간호
인력 양성
- 국제적 간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인의 자실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구활동 능력을 배양한다.

교양 -학문기초 교양: 영어, 상담이론과 실제

전공 
-전공필수: 선택/통합실습(S.U.)
-전공선택: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다문화 간호학, 간호특론
(NCLEX-RN) 

<표 3-1-7> 영유아보육학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표 3-1-8> 간호학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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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표 교  과  과  정

1.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
전한 기독교인 양성

 공학윤리

2. 미래 IT 산업의 참 일꾼이 되
기 위한 기술 습득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과학개론,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정보통신개론, 
프로그래밍 응용 및 실습, 자료구조, 웹프로그래밍, 이산수학, 인터넷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Ⅰ, Ⅱ,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운영체계, 설계패턴, 컴퓨터구조, 웹시스템개발, 

XML응용, 고급시스템프로그램, 모바일프로그래밍 

3. 국제 활동을 위한 국제 자격
증 취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정보통신세미나

4. 인턴쉽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IT 인 양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인턴쉽1, 인턴쉽2, 인턴쉽3, 인턴쉽4, 
 엔터프라이즈 응용프로그래밍

제33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이란 소속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이란 일정학점 이상 소정의 타 전공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분야 신청과 승인은 
다음과 같다.(개정04.12.1)

1. 본 대학교 전학생은 본인이 소속한 계열의 학부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분야를 1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 내 또는 타 학부의 전공분야를 소정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3. 전공분야의 승인은 1학년 2학기말에 행하고 복수전공, 부전공에 대한 승인은 매 학기 말에 행한다.
4.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 이수는 본인 소속 학부 단위의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소요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전부) 본 대학교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소속한 모집 단위로부터 타 모집 단위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해당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보호자 연서로 전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전부, 전공변경 승인) ① 전부 승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기 당 평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서 신청 학기까지 소정의 교양필수, 공통 

기초필수 및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의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공별 인원 배정을 고려하여 모집정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06.1.4)
2.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학부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를 허가 할 수 있다.
3. 전부는 전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4. 소속 전공 주임교수, 전입희망 전공 주임교수의 예비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06.1.4)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의 2(교직과정) ①교직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교직과목20학점과 관련 학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 포함된 전공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에 산입한다.

<표 3-1-9>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n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복수전공과 부 전공 등을 강화하고 있음. <표 

3-1-10>의 내규를 제정하여 다양한 전공 이수를 권장하고 있음 

<표 3-1-10> 복수 등에 관한 내규 

제 3장 평가결과

74                                                                                                        

졸업년도 졸업일자 전  공 졸업자(A) 복수전공(B) 비율(B/A)

2007

2008-02-12

성서학 37 6 16.22 

선교학 19 3 15.79 

사회복지학 61 7 11.48 

영유아보육학 34 2  5.88 

컴퓨터소프트웨어학 9 0 -

2008-08-08

성서학 4 0 -

선교학 2 0 -

사회복지학 15 1  6.67 

영유아보육학 4 0 -

컴퓨터소프트웨어학 5 0 -

2008

2009-02-10

성서학 48 4  8.33 

선교학 10 0 -

사회복지학 71 5  7.04 

영유아보육학 37 2  5.41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0 0 -

2009-08-07

성서학 7 0 -

선교학 3 1 33.33 

사회복지학 3 0 -

영유아보육학 2 0 -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 0 -

2009

2010-02-09

성서학 44 2  4.55 

선교학 15 2 13.33 

사회복지학 84 0 -

영유아보육학 28 0 -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4 0 -

2010-08-13

성서학 7 0 -

선교학 2 0 -

사회복지학 8 0 -

영유아보육학 1 0 -

컴퓨터소프트웨어학 3 0 -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n 최근 3년간 복수전공 이수자는 <표 3-1-11>과 같음

<표 3-1-11> 최근 3년간 복수전공 이수자 현황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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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 실습 실기를 적절히 확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

장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계 열 전공교과수(A)
실험실습실기

교과수(B)
비율(%) (B/A x 100)

인문사회계 117 6 5.1%

자연과학계 3 2 66.7%

공  학  계 14 13 92.9%

계 134 21 15.7%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O

평가

준거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n  우리 대학의 전공 개설 과목 중에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많은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 

비해,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적은 인문사회계가 개설 교과목 수가 월등하게 많아서 전체 

개설 비율은 2011학년도 1학기 15.7%, 2학기 18.8%로 높지 않음 편임

<표 3-1-12> 전공개설 교과 중 실험실습실기 교과 비율 (2011학년도 1학기)

<표 3-1-13> 전공개설 교과 중 실험실습 실기 교과 비율 (2011학년도 2학기)

계 열 전공교과수(A)
실험실습실기

교과수(B)
비율(%) (B/A x 100)

인문사회계 136 12 8.8%

자연과학계 6 2 33.3%

공  학  계 18 16 88.9%

계 160 30 18.8%

n 교과목의 전체 수에서는 다소 낮아도, 계열 별 특성에 맞게 실험실습 실기 교과를 운영하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3-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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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O

평가

준거
대학은 국내 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있다

학기 교류대학 학점교류 학생 수 수강신청과목 수

2008년

1학기 서울여자대학교 2명 2

하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명 3

동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1명 15

경민대학교 1명 1

합계 16명 21개

2009년

하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9명 11

서울여자대학교 2명 2

2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명 8

서울여자대학교 2명 3

총신대학교 2명 2

동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명 2

합계 20명 28과목

년도 구분 학과/전공 명수

2009 기업인턴십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5

<표 3-1-14>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n 우리 대학은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이 25명으로 5천명 미만 대학 평균 

17.97명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n 우리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산업체 인턴쉽, 즉 직장체험을 시행하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3-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n 우리 대학에서 학점 교류로 수강한 학생은 <표 3-1-15> 과 같음.

<표 3-1-15> 본교에서 타학교 학점교류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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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교류대학 학점교류 학생 수 수강신청과목 수

2010년 

1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명 4

서울여자대학교 1명 1

하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명 4

서울여자대학교 2명 2

경민대학교 1명 2

2학기
총신대학교 2명 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9명 13

동계계절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6명 6

경민대학교 2명 2

서울여자대학교 3명 3

합계 29명 40과목

2011년 1학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명 5

학기 교류대학 학점교류 학생 수 수강신청과목 수

2008년 

하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7명 13

동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14 29

소계 21명 42과목

2009년

하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5 15

동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5 10

서울여자대학교 1 1

소계 11명 26과목

2010년 

하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3 3

동계계절학기 1 2

동계계절학기 경민대학교 8 16

소계 12명 21과목

n 우리 대학에서 학점 교류로 수강한 학생은 <표 3-1-16> 와 같음.

<표 3-1-16> 타학교에서 본교 학점교류학생현황

n 우리 대학과 국내 대학과의 학점 교류로 수강한 학생은 5천만 미만 대학의 평균인 

14.20명과 기준으로 할 때, 적은 수가 아님.

n 우리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외국 대학은 다음의 5개 대학이다. 

   § 연변과학기술대학교(중국)

   § 셀룰렉대학교(몽골)

   § 크라이스트 폴리텍대학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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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생수 29 35 32 35

연수생 6 5 4 2

계 35 40 36 37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O

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 및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워싱턴성서대학 (Washington Bible College: 미국)

   § 라이프대학교(Life University: 캄보디아)

n 국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음. 연평균 

32.8명으로 5천명 미만에서 평균 61.67 보다 낮은 편임. 재학생 충원률에 비해 외국인 학생 

수가 적은 것이 글로벌 영역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학교의 운영 내실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됨.

<표 3-1-17>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

<평가기준 적용 결과>

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n 우리 대학은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을 시행하고 있음

n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개정주기에 관한 정책(규정․지침)의 적절성

   §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4년제 대학의 기본적인 학제 기준에 맞추어 4년을 주기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함

n 전공 교육과정 개정주기 및 그 적절성 

   § 각 전공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년을 주기로 개정하며, 필요시 전공교과심의위원회, 

교학처, 교과과정위원회 등을 거쳐 수시로 개정하고 있음

n 우리 대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육과정 개정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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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위원회는 교양교과위원회(교양학부교수회의), 전공교과위원회(각 

전공교수 회의), 교과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함

   § 교양교과위원회는 교양학부 교수로, 전공교과위원회는 각 전공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승인하기 위하여 설치함

<그림 3-1-3> 교과과정위원회 조직도

n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실적

   § 2010년 교과과정위원회를 통해 4년 주기가 시작되는 ‘2010년 교과과정 개선’ 내용에 

대한 회의와 작업을 통해 시행한 개선 실적 내용과 매 학기마다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과목의 

명칭 변경과 신설 교과목 수는 다음과 같음.(<표 3-1-19>참조)

   § 4년 주기별 교과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기별로 수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과정 개선실적은 2009년에 교과과정위원회 회의는 3번 있었고 그 이후 회의는 

진행되지 않음.

<표 3-1-18> 지난 3년간 교과과정 개선 실적

실시일자 개선내용 실무책임자

2009. 7.  1
 - 학부신설(일립신학부) 및 학부 전체 명칭변경
 - 자유전공프로그램  및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 신설

권경만

2009. 9. 25  - 교과과정(신학부 신학전공)의 연계성 논의 권경만

2009. 10. 23
 - 교과과정 심의(일립교육부, 자유전공학부, 교직부)
 - 2010년도 교과과정 확정

권경만

2010년도  - 교과과정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음 김현수

2011년도  - 교과과정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음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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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3-1-1 공시  § 2-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3-1-2 첨부
 § 교양, 전공의 교육과정 현황 자료
 § 수강신청 안내 책자
 § 1, 2학기 시간표

공시
 § 11-마.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 11-라.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3-1-3
3-1-4

규정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현지  § 1.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관련 규정 및 졸업자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3-1-4 현지  § 대표 10개 학과의 실험․실습․실기 실시 현황(계열별로 고르게 표집)
3-1-5 공시  § 11-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3-1-6
공시  § 11-라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현지
 § 학점 교류 실시 MOU 사본 및 교류 현황: 최근 3년간
 § 복수(공동)학위 실시 MOU 사본 및 복수(공동) 학위자 현황: 최근 3년간

3-1-7 현지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최근 5년간

<표 3-1-19> 교육과정 교과목 개선 현황

년도
명칭 변경 

교과목 수 (A)
폐지 

교과목 수 (B)
신설 

교과목 수 (C)
개선 교과목 수

(A+B+C)

2010-1 ㅡ 100 112 212

2010-2 3 ㅡ 3 6

2011-1 ㅡ ㅡ ㅡ ㅡ

계 3 100 112 215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O
3-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3-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O
3-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O
3-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O
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O

총  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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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강좌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년도/학기
강좌 규모별 강좌 수 (A)

계
20명 미만 20~25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미만

2010년 1학기 129 129 30 2 290

해당강좌 비율 44.5% 44.5% 10.3% 0.7% 100%

2010년 2학기 156 127 20 2 305

해당강좌 비율 51.1% 41.6% 6.6% 0.7% 100%

2011년 1학기 169 154 17 0 340

해당강좌 비율 49.7% 45.3% 5.0% 0.0% 100%

3학기 총 강좌 비율 48.6% 43.9% 7.2% 0.4% 10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2-1. 강좌당 학생수 O

3-2. 교수·학습

3-2-1. 강좌당 학생수

n 우리 대학은 100명을 초과하는 강좌비율은 최근 3학기 평균 0.4%에 불과하고, 강좌의 

48.6%가 20명 미만의 강의를 시행함으로써, 강좌 당 대체로 적절한 학생 수가 배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3-2-1> 강좌당 학생수

  

n 5천명 미만 20명 미만 강좌 비율이 평균 42.86%인데 우리 대학은 이보다 높음. 또한 100명 

이상 강좌 비율 평균 2.01% 보다 낮은 비율임. 본교의 강좌수는 전체 개설강좌 중 학생 

수가 적은 강좌 비율이 높고, 학생 수가 많은 강좌 비율은 낮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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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2-2. 교수 ․ 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n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조직 및 구성은 아래와 같음

<그림 3-2-1>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 및 구성도

  n 교수학습센터는 센터장 1인, 연구원 1인, 담당직원 2인, 조교 3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 

되어 있음

  n 교수학습센터는 대학의 교육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센터장 : 조혜경 교수 (교학처장 겸임), 유아교육학 철학 박사

   - 연구원 : 이성아 교수, 교육공학 철학 박사수료

   - 직원 : 진달래, 유아교육학 학사, 교육공학 석사 예정

   - 직원 : 김희, 컴퓨터 소프트웨어학사

  n 교수학습센터는 교수지원부, 학생지원부, 매체개발지원부

    § 교수지원부 :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다음의 업무를 지원함



3. 교  육

 2011년 대학자체평가결과보고서   83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동영상 

촬영 지원 및 제공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 촬영, 외부 강사 촬영, 학생 발표 촬영 등 동영상 자료로 

활용해야 할 자료 제작을 지원하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함

<표 3-2-2> 교수학습센터 교수지원부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교원
연수

정기교원연수
교수들의 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6월/8월/12월 시행하여 총 3회를 진행함

SFG 멀티미디어 
연수

소그룹별로 원하는 주제에 맞게 교원들의 멀티미디어 역량을 향상시키며, 실
제 수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시 매체들을 개발하도록 하며, 하
계 방학과 동계 방학에 각 5회 이상씩 실시함

신임교원연수
새로 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PBL 교수법, Blended Learning 교수법 등 다
양한 교수법을 교육하며, 7월~8월에 2회 연수를 진행함

교수클리닉
실제 수업시간을 촬영하여, 교수자의 티칭 스타일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여 더욱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클리닉은 자가 클리닉
과 외부 전문가 클리닉으로 구분하여 운영

   

 § 학생지원부 :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다음의 업무를 지원함

<표 3-2-3> 교수학습센터 학생지원부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스터디 그룹

학습향상
스터디 그룹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강 중인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2~5인이 
그룹을 이루어 1과목에서 3과목까지 주 1회 이상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목적지향
스터디 그룹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이루고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실행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이뤄가는 
스터디 그룹

프로스터디 그룹
 교수자와 우수한 학업 성적 및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학부 교과과정에서는 학습 할 수 없는 심도 깊은 내용을 학습하는 
스터디그룹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학기 중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 외국인, 만학도, 성적저조자 등에게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는 과목별로 개별 학습 도우미 제공하여 학습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과 특정한 교과목(졸업고사, 영어등)을 방학 중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Smart Up
아카데미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 필요한 학업 역량(영어 역량, 시험 및 시간 
전략, 발표 및 토론 방법 등), PC 활용 역량(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동영상 
편집 등)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수학습센터의 교육과 학생 주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스터디 
포트폴리오

 e-Portfolio에 학습자가 자신의 과목 목표, 과제, 시험준비, 학습 내용, 
성찰에세이 작성 및 개발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매체개발지원부 :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동영상 촬영을 지원함

<표 3-2-4> 교수학습센터 매체개발지원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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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부사업명 항목
재정 집행

계획 집행

2008년

교수지원 프로그램

매체 및 콘텐츠 개발 장학-장학금 36,000,000 36,000,000 

교수연수개발 1,000,000 1,000,000 

교수클리닉운영 2,500,000 2,500,000 

소 계 39,500,000 39,500,000 

학생지원 프로그램

스터디 그룹조직 및 운영-장학금 73,770,000 73,770,000 

스터디그 룹조직 및 
운영-교수인센티브

8,230,000 8,230,000 

학습콘텐츠개발 1,500,000 1,500,000 

소 계 83,500,000 83,500,000 

교육인프라 구축

Learning Library개발 1,000,000 1,000,000 

e-Portfolio 시스템 개발 44,000,000 44,000,000 

소 계 45,000,000 45,000,000

합 계 168,000,000 168,000,000

2009년

 

교수지원사업

교원연수 3,500,000 3,393,932 

교수클리닉 500,000 131,970 

소 계 37,000,000 37,000,000

학생지원사업

스터디 그룹 139,590,109 139,590,109

특수학생 학습지원 3,610,000 3,610,000

학습자교육 프로그램 410,300 410,300 

소 계 121,500,000 121,500,000

교육인프라구축
 그룹학습실 설치운영 60,015,700 60,015,700 

소 계 83,500,000 83,500,000

합 계 207,626,109 207,152,011

2010년
  

교수지원사업

정기교원 연수 5,593,728 5,593,728 

 교수 클리닉 5,643,380 5,643,380 

 소 계 11,237,108 11,237,108 

학생지원사업

 스터디그룹 조직 및 운영 134,460,000 134,248,300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13,130,000 13,130,000

 학습자 교육프로그램 2,000,000 2,000,000 

 소계 136,460,000 136,248,300 

스터디 Portfolio 4,000,000 4,000,000 

 소계 4,000,000 4,000,000

합 계 151,697,108 151,485,408 

n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및 

편성은 아래와 같음

<표 3-2-5> 최근 3개년 교수학습센터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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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O

평가

준거

대학은 교수 학습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번 세부 사업명  항 목  11년 재정 집행 계획 

1 교수지원사업

교육과정(방법) 개편 및 운영 20,000,000 

 교원연수 3,800,000 

전공별 교수법 연구회 3,600,000 

교수 클리닉 2,600,000 

 소계 30,000,000 

2 학생지원사업

 스터디 그룹 120,800,000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16,000,000 

 Smart Up 아카데미 2,500,000 

스터디 포트폴리오 2,700,000 

 소계 142,000,000 

3
교수학습센터
인프라구축

 그룹학습실 동영상학습 
시스템구축 

30,000,000 

 소계 30,000,000 

합 계 202,000,000 

<표 3-2-6> 2011년 교수학습센터 예산편성 내역

n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조직 및 구성 하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3-2-3. 교수․ 학습 개선 노력 

  n CTL의 교수학습 자료 자체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우리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물들을 교수 자료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를 학습자료로 명명함.

 1) 교수자료(2008~2010년 자료개발현황)

  n 2008년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황: 수업매체 개발, 교수연수 콘텐츠, 교수클리닉, 교원연수 

(정기, 신임, SFG), 수업촬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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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과목 담당 교수 수 매체형식 개수

2008년 22명

한글(hwp) 7

동영상 20

파워포인트(ppt) 22

기타(MS워드, jpg 등) 5

연도 과목 수 참여 교원 수(명)

2008년 11 11

2009년 4 4

2010년 27 26

  n 수업 매체 개발 

   § 2008년 2학기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서포터를 선발하여, 일괄 개발함

   § 파일 형식 : hwp, doc, pdf, jpg, mp3, wmv 등 다양

   § 개발된 매체 현황

<표 3-2-7> 2008년 개발된 수업매체 현황 

  n 교수 연수 콘텐츠 개발 

   § 자기주도적 학습의 대표적 수업 모형인 문제 기반 학습의 연수 콘텐츠를 개발함 

   § 콘텐츠 제목 : PBL(문제 기반 학습) 교수 연수 콘텐츠 1, 2

   § 파일 형식 : WBI 콘텐츠 2종 

  n 교수 클리닉 운영  :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교수자들의 수업을 촬영하여, 교수 학습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강점은 부각시키고, 

보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공하며, 이와 같은 클리닉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운영

   §  3년간 교수클리닉 참여자 현황

<표 3-2-8> 3개년 교수클리닉 참여자 

  

n 정기교원연수

<표 3-2-9> 정기교원연수 현황

연도 워크숍 명 교육내용 일시 참여인원(%)

2009년

Blended Learning 1차 Blended Learning 교수법에 대한 학습 6. 22 31명(93.5%)

Blended Learning 2차 Blended Learning 수업 설계 예시 및 사례 8. 10 30명(77.4%)

Blended Learning 3차 Blended Learning 적용 수업 사례 발표 12. 14 30명(90.3%)

교수자 리더쉽 워크숍 리더쉽 함양 교육 2.19~20 16명(51.6%)

2010년

1차 정기연수 성지훈 강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 15 30명 (88.2%)

2차 정기연수
강민석 박사 "효과적인 수업설계와 강의 계획
서 작성방법"

6. 28 31명 (91.1%)

3차 정기연수 김성학 대표 "강의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8. 16 30명 (88.2%)

4차 정기연수
송희경 이사 "Digital Convergence with 3.0 
Trends - 교육과 SNS 접목"

12. 20 30명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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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명 교육내용 일시 참여인원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0. 7. 5 2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0. 7. 6 3

동영상 제작, 
이미지편집

동영상 제작 및 이미지 편집을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0. 7. 7 4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0. 8. 2 3

동영상 제작, 
이미지편집

동영상 제작 및 이미지 편집을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0. 8. 20 2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2. 9 2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2. 18 1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2. 22 2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2. 23 1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2. 25 2

PPT PPT를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3. 2 2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을 활용하여 교육 매체를 제작 2011. 3. 3 1

연도 촬영지원 교원 수 촬영지원 과목 촬영 건수

2010년 5명
다문화 특강,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특강, 

건강가정론, 프로스터디, 취업특강세미나
12건

  n 신임교원연수 : 08년, 09년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 3-2-10> 신임교원연수 현황

연도 워크숍 명 교육내용 일시 참여인원(%)

2009년 PBL 신임 교수 워크숍 PBL 교수법에 대한 학습 7. 22 5명(100%)

  n SFG연수 :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 3-2-11> SFG연수 현황

  

n 수업촬영지원 :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촬영 요청 시, 촬영을 지원함

<표 3-2-12> 2010년 수업촬영지원

 2) 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 현황

  n 학습자료 : 스터디그룹, 학습자 교육, 특수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스터디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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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종류 참가 인원

2008년 학습향상 스터디, 목적지향 스터디 482

2009년 학습향상 스터디, 목적지향 스터디, 프로 스터디 728

2010년 학습향상 스터디, 목적지향 스터디, 프로 스터디 846

  n 스터디 그룹  : 학습향상 스터디 그룹, 목적지향 스터디 그룹, 프로 스터디 그룹이 있음 

 § 학습향상 스터디 : 해당학기의 수강교과목을 학습하는 스터디 

 § 목적지향 스터디 : 학습 그룹이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이루는 스터디

 § 프로 스터디 : 학습주제를 심도있게 학습하기 위해 학생그룹과 교수가 한 팀이 되어 

운영되는 스터디

<표 3-2-13> 최근 3년 스터디 그룹 현황

 n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 시간관리 콘텐츠 개발(2008년) : 「대학 생활 전략 시리즈–1. 시간 관리 전략」

   - 재생 시간 : 5분 이내

   - 콘텐츠 형식 : skm, k3g, mp4, wmv 등 다양한 형태로 코딩

   - 콘텐츠 특징 : 최저 사이즈의 모니터(핸드폰 모니터 기준 3‘)에서도 학습가능

  § 학습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표 3-2-14> 학습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도 학습 자료명 교육 횟수 참가자 교육 내용

2008년
대학 생활 전략 시리즈 – 1. 

시간 관리 전략
시간 관리 전략 교육(콘텐츠 개발)

2009년

PC활용 교육- 파워포인트 8회 20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파워포인트의 기초 교육

PC활용 교육- 이미지편집 2회 20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포토샵의 기초 교육

PC활용 교육- 동영상 개발 2회 21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무비 메이커의 기초 교육

학습 관리교육- 수업관리 2회 19명
학습자 스스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기 위한 전략 안내

2010년

PC활용 교육- 파워포인트 2회 9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파워포인트의 기초 교육

PC활용 교육- 이미지편집 1회 4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포토샵의 기초 교육

PC활용 교육- 동영상 제작 1회 6명 멀티미디어 활용편 중 무비 메이커의 기초 교육

학습 관리교육- 수업관리 3회 175명
학습관리- 학습동기 부여, 학습스타일 관리, 

나만의 학습전략 파악하기

  

 n 스터디 포트폴리오 :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을 e-portfoilo 내 자신의 블로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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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참여자 수 해당과목명

2010년 1학기 5 사회복지행정, 영어Ⅰ, 윤리학의 이해, 의료사회사업, 한국교회사

2010년 2학기 21

장애아보육실습, 사회복지개론, 신약개론, 정신보건사회복지, 교회음악, 

사회복지개론, 정신지체아교육, 아동건강교육, 부모교육, 영어3-2, 신학개론, 

유아사회교육,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아동생활지도, 그리스 사유와 

예술, 요한문헌, 사회복지법,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현장실습, 데이터베이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2.3 교수․ 학습 개선 노력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표 3-2-15> 스터디 포트폴리오

  n 우리 대학은 교수․학습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2-1. 강좌당 학생 수 O
3-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O
3-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3-2-1 공시  § 11-나-1. 강좌당 학생수 

3-2-2

규정  § CTL 관련 규정

현지
 § CTL 구성원의 개별 경력 사항
 § CTL 예산 편성 및 집행 요약 자료: 최근 3년간
 § CTL에서 실시한 교수․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목록 및 관련 발간물 자료

3-2-3 현지 § CT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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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합리적이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3-1. 학사관리 규정 O

평가

준거
대학의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3-2. 성적관리 O

3-3. 학사관리

3-3-1. 학사관리 규정

n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칙을 기반으로, 학사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3-3-2. 성적관리

n  우리 대학은 제 47조(시험) ~ 51조(성적미달 제적)에 의거하여 학칙의 다음과 같은 성적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음. 

n 우리 대학은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상대평가 과목이 절대평가 과목에 비해서 1.63으로 약 60% 이상 더 높은 편임. 

따라서 A: 20~30%, B:25~35%, C: 25~35%, D: 10~30% 범위로 대다수 모든 대학 보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낮은 편임. 

<표 3-3-1> 상대평가 기준과 상대/절대 과목 수 및 비율

상대평가 교과목 수(A) 절대평가 교과목 수(B)
상대 대 절대평가 비율

A/B=C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181 193 374 109 120 229 1.66 1.61 1.63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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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합리적 평가문항과 절차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

고 있다. 

      설  문  내  용
대단히 
불만족

 불만  보통  만족
대단히
 만족

1.교수는 분명한 수업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2.강의의 방향이 본교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3.강의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4.강의방법(설명, 기자재, 예시, 인터넷 등)은 적절하였다 

5.교수는 강의하는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

6.교수는 강의를 성실과 열의를 가지고 하였다 

7.강의시간을 대체로 준수하였다

8.학생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응답하였다

9.엄정한 출석관리를 하였다 

10.교재 및 참고도서는 강의에 알맞게 활용되었다 

11.과제물요구시 학습내용을 보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2.교수가 제시한 성적평가방법이 타당하였다 

13.이 강의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 

14.이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도 수강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3-3-3. 강의평가 

n 교수들의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 학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음.

n 강의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로 각 항목에 

답하도록 되어 있음. 강의 평가를 온라인으로 시행해야만 학생들은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강의평가 참여율이 높은 편임

  <표 3-3-2> 강의평가 설문지

n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전임교원 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 2 학기 평균 

4.55로 90점 이상을 보여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n 전임 교원의 강의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교원업적평가에 포함되며, 매 학기 최우수 강사는 

학교 월간지인 “코코스”에 발표하고, 2학기를 합친 연도별 최우수 강의평가 교수는 3월초 

채플 시간에 발표하고 시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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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수 인센티브 안내

 목적
본교는 교육중심대학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대학 강의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계신 외래교수님들의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이번 학기에 강사준비실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강의료도 소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는 외래교수님들에게는 포상과 지원을 통
하여 노고에 격려하고 이를 통하여 본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외래교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습니다.  

 도입시기 :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주요평가내용    
가) 수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30%     
나) 학생상담 20%(본인 작성 교무팀 제출) 
    방법: 인트라넷 - 상담이력조회(교원) - 상담등록 입력 - 종강일 리스트 출력 제출 
다) 전공교수회의 참여도 10%(전공 참석 현황 자료 참조)
라) 채플 참여 10%(본인 작성 교무팀 제출)
    방법: 교무팀에서 전공을 통해 채플 현황표 제공 - 본인 체크 후 교무팀 제출
마) 강의평가 30%(교무팀)

<표 3-3-3> 전임교원 강의평가

전임교원 강의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의 합(A)

전임교원 담당강의 수(B)
강의당 강의평가 점수 평균

A/B=C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528.59 508.61 1037.20 117 111 228.00 4.52 4.58 4.55 

    * 작성요령 : 매학기말 실시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분석결과 활용

n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비전임교원 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 2학기 평균 

4.48로 약 89점을 보여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n 전임교원에 비해 강의 평가가 비전임교원이 낮은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질적인 운영 면에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냄

<표 3-3-4> 비전임교원 강의 평가 
 

비전임교원 강의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의 합(A)

비전임교원 담당강의 수(B)
강의당 강의평가 점수 평균

A/B=C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2010-1 2010-2 계

670.48 745.26 1415.74 149.00 167.00 316.00 4.50 4.46 4.48 

    * 작성요령 : 매학기말 실시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분석결과 활용

n 비전임 교원인 외래교수의 강의평가는 <표 3-3-5>의 매년 외래교수 인센티브제에 

반영되며, 하위 10%의 경우 차기 강의를 맡을 때 전공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표 3-3-5> 외래교수 인센티브제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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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가) 한 학기 1회 지급하여 강의평가 완료 후 지급
  • 최우수(상위 5%) : 당해 학기 강사료 총액의 100%
  • 우  수(상위10%) : 당해 학기 강사료 총액의 50%

나) 다음 학기 강사 선정시 우선 위촉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3-3. 강의평가 O

평가

준거

대학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평가기준 적용 결과>

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n 학칙 및 학사내규에 규정된 제반 내용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수업일수, 성적처리, 포상 및 

징계 등 제반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함

 1) 수업우수자 선정의 기준

  n 수업우수자 선정 기준은 8학기 이내 등록한 자이며, 직전 두 학기 중에 징계사실이 없는 

자, 경건훈련을 pass한 자로서 이수학점이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평균평점이 

3.7이상이어야 하며, 본교 설립이념과 목적에 대한 충실도 등을 고려함

 2) 수업우수자 동기유발책의 적절성

  n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유발정책으로 장학금 제도, 성적 마일리지 제도, 

학점 초과신청, 조기졸업제도를 활용함

  n 장학금 제도

   §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함

  n 성적 마일리지 제도

   § 우리 대학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금을 구축하여 

보상 및 격려함

   § 성적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 적용 내용은 졸업시험 우수자, 교양학부에서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토익, 컴퓨터 시험 우수자, 채플 개근자, 교목실 방학과제 우수자, 성경  

묵상 수행완료자, 정보과학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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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학점초과신청

   학기 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경우 22학점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함

  n 조기졸업제도 

   § 6, 7학기말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경우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수업우수자 동기유발 관련 주요 실적 

  n 수업우수자 동기유발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성적마일리지 제도, 

학점초과신청, 조기졸업 제도의 최근 3년간 실적은 다음 <표 3-3-6>와 같음

<표 3-3-6> 최근 3년간 수업우수자 동기유발 관련 실적

학업우수자
동기유발제도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장학금
(학습지원금) - 69,700,000 35,200,000 93,911,850 44,850,000 70,330,000

장학금 38명 49명 49명 53명 44명 56명

성적마일리지 59명 99명 58명 102명 65명 144명

학점초과신청 7 18 14 20 36 42

조기졸업 1 - 1 - - -

 4) 학사경고자 현황

  n 학사경고는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하거나 혹은 매 학기당 3과목 이상 F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수는 다음 <표 3-3-7>과 같음. 전교생의 5% 

미만으로 적은 비율임

<표 3-3-7>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수

학년도/학기 재학생수(A) 학사경고자수(B) 학사경고자비율(%) 
(B/A×100)

2008학년도 1학기 985 45 4.57 

2008학년도 2학기 958 39 4.07  

2009학년도 1학기 1,012 48 4.74  

2009학년도 2학기 955 27 2.83  

2010학년도 1학기 1,060 49 4.62  

2010학년도 2학기 1,010 44 4.36  

계 5,980 25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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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학기 학사경고자수(B) 상담 참여자수(B) 상담참여율(%)
(B/A×100)

2008년 1학기 45 45 100

2008년 2학기 39 39 100

2009년 1학기 48 48 100

2009년 2학기 27 27 100

2010년 1학기 49 49 100

2010년 2학기 44 44 100

계 252 252 10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O

 5) 학사경고자에 대한 추후지도 프로그램

  n 학사경고자 관리를 위한 추후지도 프로그램으로 상담, 학점신청 제한 제도를 실시함

  n 학사경고자 상담

   § 내부기안을 통해 학사경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각 전공주임에게 발송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교무팀장 및 전공주임교수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참여율은 다음 <표 3-3-10>과 같음

<표 3-3-8>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상담율

  n 학점신청 제한

   §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학점 신청 시 15학점을 신청하도록 권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조절하도록 함

   § 학사경고자들과 상담을 통해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하여 1:1 학습 멘토링제도인 도우미 

-배우미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함

 6) 추후지도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n 교무팀장이나 전공주임교수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절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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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3-1. 학사관리 규정 O
3-3-2. 성적관리 O
3-3-3. 강의평가 O
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3-3-1 규정  § 학사관리 관련 규정(학칙) 

3-3-2 규정  § 학사관리 관련 규정(성적관리규정) 

3-3-3 현지
 § 강의평가결과 자료:강의평가 발표 및 시상자료
 § 최근 3년간 강의평가 사후 조치 결과: 교원업적평가 반영자료, 인센티브 지급내역

3-3-4 현지

 §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
 § 학점초과신청 및 조기졸업제도 현황 
 § 학사경고자 현황: 최근 3년간
 §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자료: 교수학습센터 도우미-배우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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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학기 수강생 수 

2010

1학기 　-

2학기 36명

겨울계절 39명

2011

1학기 　-

2학기 30명 (예정)

겨울계절 　-

평가

준거

대학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3-4. 교육성과

3-4-1. 졸업생의 취업률

n 우리 대학은 취업과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종합인력개발센터’를 두고, 취업 관련 강의 개설, 

인턴쉽,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등의 성과로 졸업자 총 

206명 가운데 10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4-1> 2010학년도 졸업생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현황

연도
졸업자

(A)

건강보험DB 
확인취업자

(C)

진학자
(B)

입대자
(D)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기타
(미취업자)

건강보험DB
연계취업률(%)

2010 212 96 31 1 3 2 79 54.9%

n 2010년 9월 기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취업률은 수도권 5천명 미만의 27개 대학의 평균 

취업율 42.98% 보다 높은 54.9%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n 우리 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수시로 취업현장을 모니터하여 시대에 적합한 전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행정, 

교육, 네트워크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행정부문 : 취업통계조사, 취업통계조사 분석 및 피드백,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 교육부문 : '취업과 진로' 교과목 운영, 취업전담반 운영, 취업 및 진로상담, 취업 

아카데미, 잡투어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등

   - 네트워크부문 : 취업전문 홈페이지 운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이력서 클리닉 지원, 

취업전략 수립을 통한 산업체 방문 등으로 산학 협력 및 산학연계

  § 업무의 일환으로 센터는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과 진로’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실전 대비 준비를 강화하고 있음

<표 3-4-2> 취업과 진로 과목 개발과 수강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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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4-1. 졸업생의 취업률 O

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기준 적용 결과>

3-4-2. 교육만족도

n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자체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생상담program 만족도, 

교양과목 만족도, 전공과목 만족도, 교양교과목 다양성, 전공교과목 다양성, 실습과목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음.

 § 학생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대한 학생설문결과 전체 789명 응답자 중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7.8% (61명), ‘만족하지 않는다’ 18.4% (145명), ‘보통이다’ 50.7% (399명), 

‘만족한다’ 18.7% (147명), ‘매우 만족한다’ 4.4% (35명)로 응답하여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6.2%에 해당함.

 § 이는 다소 높은 편이긴 하나 보통을 제외하면 26.2%의 학생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생상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학생상담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그림 3-4-1> 학생상담 만족도

  

 

 § 교양과정의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비율은 31.7% 

(250명)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 24.2%(191명)보다 높게 나타나 교양과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추후 교양과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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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교양과정의 만족도

 

 § 전공과목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789명 중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5% (51명), ‘만족하지 않는다’ 17.9% (140명), ‘보통이다’ 44.5% (349명), 

‘만족한다’ 27.9% (219명), ‘매우 만족한다’ 3.2% (25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과정의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 

(191명)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인 31.1%(244명)보다 낮게 나타나 전공과정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4-3> 전공과정의 만족도

 § 교양교과목 다양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789명 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5.5% (122명), ‘그렇지 않다’ 28.2% (222명), ‘보통이다’ 36.5% (287명), ‘그렇다’ 

17.3% (136명), ‘매우 그렇다’ 2.5% (20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교양교과목의 다양성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교양교과목의 다양성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344명)로 다양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19.8%(156명)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음. 앞으로 교양과목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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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교양과목의 다양성

 § 전공교과목 다양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789명 중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8% (69명), ‘그렇지 않다’ 21.2% (166명), ‘보통이다’ 42.5% (333명), ‘그렇다’ 24.7% 

(194명), ‘매우 그렇다’ 2.8% (22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교과목의 다양성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교과목의 다양성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35명), 다양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7.5%(216명)로 나타남. 

교과목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그림 3-4-5> 전공과목의 다양성

 

§ 실습과목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789명 중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7% (44명), ‘만족하지 않는다’ 11.9% (92명), ‘보통이다’ 51.9% (401명), 

‘만족한다’ 26.2% (202명), ‘매우 만족한다’ 4.3% (33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실습과목 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실습과목의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 비율이 

17.6%(136명), 실습과목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 비율은 30.5%(235명)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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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4-2. 교육만족도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그림 3-4-6> 본교 실습과목 만족도

n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자체평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상담program 만족도는 23.1%, 교양과목 만족도는 24.2%, 전공과목 만족도31.1%, 

교양교과목 다양성 19.8%, 전공교과목 다양성27.5%, 실습과목 만족도 30.5%로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3-4-1. 졸업생의 취업률 O
3-4-2. 교육만족도 O

총  괄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3-4-1 공시  §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3-4-2 현지  § 1.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설문지, 세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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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기준면적(A)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B+C+D)/A×100기본시설(B) 지원시설(C) 연구시설(D) 부속시설 기타시설

10,240 14,837 4,023 0 0 0 184.2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1-1. 교사 확보율 O

평가

준거

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강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다.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A)

A의 80%수준 이상 + 

질적 평가

4-1-1. 교사확보율 100. 0% 이상 80% 이상 184. 2%

n 본 대학의 교사확보율은 2010년 대학 공시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음. 즉 대학의 교사시설 

확보 현황을 토대로 교사 확보율을 산출하여 평가하였음 

<표 4-1-1> 2010년 교사시설확보율  

n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보유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인 10,240㎡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한 수치가 184.2%로 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인 10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평가기준 

적용 결과 충족임. 따라서 충분한 교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평가기준 적용 결과>

4-1-2. 강의실 확보율



4.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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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의실수 강의실 면적(㎡) (A) 재학생수(B)*
재학생당

강의실면적(㎡) (A/B)

일반강의실 10  382.1
790

0.5

멀티미디어강의실 23 2,154.9 2.7

계 33 2,537 790 3.2

기준값 1.2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1-2. 강의실 확보율 O

평가

준거

대학은 실험 실습 실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 실습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 열 실 수 면적(㎡)(A) 재학생수(B) 학생당 면적(㎡)(A/B)

인문사회계 4 1,286.2 619 2.08 

자연과학계 1  157.5 25 6.30 

공  학  계 4  318.7 146 2.18 

합  계 9 1,762.0 790 　

평  균 4.91 기준값=2.5㎡

n 본 대학의 일반 강의실은 10개,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은 23개로 총 33개임.

<표 4-1-2> 학생 1인당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실 면적  

    * 재학생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합으로 주, 야간 중 재학생이 많은 주간 재학생 수를 기입하였음.

n 강의실 총 면적은 2537m2임. 2010년 4월 기준 주간소속 재학생 790명을 기준으로 1인당 

강의실 면적은 3.2m2임. 이는 기준값 1.2m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으로 강의실 면적이 

학생 인원에 대비하여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n 강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장애관련 시설, 조경, 

시설보수 영역으로 정기적, 필요시 즉각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짐. 특별히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공용시설(화장실, 출입구, 자판기 등) 내에 보수나 수리 요청이 

필요시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평가기준 적용 결과>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n 본 대학의 실험실습실은 인문사회계 4실, 자연과학계 1실, 공학계 4실이 있으며 총 면적은 

1,762m2 임. 

<표 4-1-3> 실험실습실 면적 및 재학생 1인당 면적

    * 재학생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합으로 계열별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주간 재학생 수를 기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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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O

평가

준거

대학은 실험 실습 실기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 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계  열
누적 기자재 확보현황 전년도 기자재 구입현황

점수 종수 금액(천원) 점수 종수 금액(천원)

공통 198 10 128,196 1 1 570

인문사회 98 48 43,679 0 0 　

자연과학 347 8 187,053 347 8 187,053

공학 1,189 16 784,768 83 3 49,500

예체능 0 0 　 　 　 　

의학 0 0 　 　 　 　

합  계 1,832  82  1,143,697 431  12  237,123

<표 4-1-4> 2011년 실험실습기자재 확보현황  

n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 2.08m2, 자연과학계 

6.3m2, 공학계 2.18m2 로 평균 4.91m2 임.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인문사회계인 

영유아보육학전공 및 사회복지전공, 공학계인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에 대한 실습실 면적은 

기준값에 못 미치는 현황이나 자연과학계 내의 2010년도 신설된 간호학 전공 실습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기준값에 비하여 재학생 1인당 

면적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n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적정하게 확보되고, 관리에 있어서도 쾌적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험실습실 안전조치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지는 않음. 대교협의 일반적 방침을 문의한 바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등의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안전조치관련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함. 하지만 학생들의 

기본적 안전 확보와 기본적 실험실습실 이용에 대한 매뉴얼 등이 마련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짐. 

<평가기준 적용 결과>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n 본 대학의 2010년 3월 - 2011년 2월의 실습기자재 확보현황은 2011년 현재 12종의 

431점이며 총 237,123,000원이 소요됨. 2011년 현재 본 대학의 누적 실습기자재 확보 

현황은 82종의 1,832점이 총 합으로 1,143,697,000원이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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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B-A)

등록금차액의15%

(B-A)×0.15인문사회계열(A) 공학계열(B)

7,037,500원 8,200,000원 1,162,500원 174,375원

계 열
금 액(천원) 재학생수* 학생 1인당 구입비

(천원) (A/B)2008 2009 2010 계(A) 2008 2009 2010 계(B)

인문사회계 1,694 19,029 0 20,723 586 612 619 1,817 11.41 

자연과학계 - - 187,053 187,053 - - 25 25 7,482.12  

공  학  계 52,116 83,793 49,500 185,409 115 119 283 517 358.62  

합  계 74,827 102,822 236,553 393,185 985 1,012 1,060 2,359 　

평  균 3,920.37 기준값=174,375원

<표 4-1-5>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2010.3-2011.2)

계  열 금  액(천원) (A) 재학생수(B) 학생 1인당 금액(천원) (A/B)

인문사회계 0 885 0

자연과학계 187,053 25 7,482

공  학  계 49,500 150 330

계 6,553 1,060 6.2

 n 최근 3년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2008년 74,827,000원, 2009년 102,822,000원 2010년 

393,185,000원으로 점차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

 n 계열별 학생 1인당 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인문사회계 11,410원, 자연과학계 7,482,120원 

공학계열 358,620원임. 인문사회계를 제외한 계열의 실험실습비 평균은 3,920,370원으로 

최소 기준값 174,375원보다 높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최소요구수준을 충족함. 

<표 4-1-6> 3년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현황

    * 재학생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합으로 계열별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주간 재학생 수를 기입하였음.

<표 4-1-7>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 본 기준값 계산식은 대학인증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을 활용하였음.

n 계열별 분야별 실험실습비는 2010학년도 현재 실험실습을 요하는 간호학전공(자연과학계) 

가 25,814,000원, 컴퓨터소프트웨어 전공(공학계)이 22,370,410원으로 집계됨.

<표 4-1-8>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비(2010.3-2011.2)

계 열 별 실험실습비(원)(A) 재학생수(명)(B)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원) (A/B)

자연과학계 25,814,000 25 1,032,560

공  학  계 22,370,410 150   149,136.1

계 48,184,410 175   275,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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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n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자연과학계가 1,032,560원, 공학계가 149,136.1원이며 재학생 

수 대비 실험실습비 평균은 275,339.5원임. 최근 3년간 실험실습관련 학과의 재학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를 적절히 지출하고 적정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됨. 실험실습실 

안전조치 관련규정은 따로 없으며 안전관련 지침서는 마련되었으나 현재 지침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안전규정 마련과 관련 지침서 관리내역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O
4-1-2. 강의실 확보율 O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O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4-1-1 정보
공시  § 13-라. 교사시설 확보현황(2010)

4-1-2 현지

 § 강의실 면적 및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2010. 3 - 2011. 2)
 § 시설관리팀 종류별 보수 추진실적 현황(2009, 2010)

 §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강의실 목록

 § 2010년 종류별 추진실적현황(관리기록대장)

4-1-3 현지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2010. 3 - 2011. 2)

4-1-4 현지
 § 실습기자재 확보현황. 
 §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008. 3 - 2011. 2
 §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비(2010. 3 -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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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2-1. 기숙사 확보 현황 O

4-2 교육지원 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n 2010년 현재 수용인원은 152명이며, 이는 평균 수치 중 가장 낮은 5천 미만 대학의 830명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임. 또한 재학생 전체 수인 1,083명에 대한 수용률은 14.0%로 

산출공식에 의한 사립대(31), 일반대(30.66), 5천미만 대학(51.69)의 평균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이므로, 기숙사 수용인원 및 기숙사 수용률을 더욱 높여야 함. 

<표 4-2-1> 기숙사 수용현황 (2010.3-11.2)

기숙사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수* 기숙사 수용률(%) 3인실 기숙사비(천원)

38 152 1,083 14.0 330

    * 재학생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수의 합으로 계산함.

<표 4-2-2> 증측공사 전후 수용현황 비교

구 분 기숙사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수 기숙사 수용률(%)

일립관 증축 전 38 152 1,083 14.0

일립관 증축 후 48 192 1,083 17.7

n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타 대학 기숙사 수용률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 수용률이며, 또한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 및 매 학기 기숙사 신청률 대비 수용률에 근거한다면 

평가 기준에 있어 충족하다고 보여짐.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자료 참고요함. 

n 또한 2012년 2월 완공 예정인 증축공사를 통하여 40명이 증원 수용가능 예정이므로 

수용률에 증가가 있을 것이라 보여짐.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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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구분
시 설 확 보 현 황 

시설명 개소 면적(㎡) 시설위치 기타

학생자치 

시설

총학실 1개소 93.1 갈멜관 지하1층

학회실 1개소 100.6 갈멜관 지하1층

원우회실 1개소 31.5 복음관 4층

체력증진

시설

체력단련실 1개소 250 밀알관 지하2층

탁구장 1개소 94.4 밀알관 지하2층

풋살장 1개소 462 옥외

농구장 1개소 383.6 옥외

편의시설

학생식당 1개소 397.5 밀알관 지하1층 200석

여학생 휴게실 1개소 72.9 밀알관 지하2층

장애인 휴게실 2개소 38.9(1개소당19.4) 일립관 1층 각 남,여 1개

학생정원 2개소
571 복음관 6층(옥외) 샤론의 정원

옥외 성은동산

양호실 2개소 38.9(1개소당19.4) 일립관 1층 각 남,여 1개

카페테리아 2개소
64 밀알관 1층

45 모리아관 지하1층

북카페(서점) 1개소 40.5 밀알관 1층

매점 1개소
76.8

밀알관 지하1층

복사실 1개소 밀알관 지하1층

경건시설 개인기도실 13개소 62.4 밀알관 지하1층

기타시설

음료, 커피 자판기 7개 - 각 건물 내,외

생리용품 자판기 1개 - 복음관 1층

자전거 보관대 28대 - 복음관, 일립관 외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2-2. 학생 복지시설 O

4-2-2. 학생 복지시설 

n 본 대학의 학생복지시설은 2011년도 현재 학생자치시설 3개소(총학실, 학회실, 원우회실), 

체력증진시설 4개소(체력단련실, 탁구장, 풋살장, 농구장), 편의시설 13개소(학생식당, 여학생 

휴게실, 장애인 휴게실, 학생정원, 양호실, 카페테리아, 서점, 매점, 복사실), 경건시설 

13개소(개인기도실), 기타시설 8개(음료∙커피 자판기, 생리용품 자판기) 및 자전거 보관대가 있음.

<표 4-2-3> 2011학년도 학생복지시설 확보 현황

n 본 대학의 학생 규모에 대비하여 다양한 학생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학생복지시설 운영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학칙 내에서의 분명한 규정이 시급히 요구됨.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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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체
재학생수

장애
재학생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수

(명)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장애학생지원
센터 유무

학칙규정
(조항기재)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장애보조 
인력지원(명)

남 여 계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기타

1,076  11  13  24  5 O O
장학 및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2조 2항

4  10  0  0  

부 문 내  용

매개시설
교내 보도,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 단차, 유효폭과 기울기, 보행안전통로 
확보,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주차장 설치위치, 크기, 수,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
시, 주출입구 안전통로 확보

내부시설
교사시설의 주출입구 및 일반 출입문 접근성, 활동공간 확보, 유효폭, 구조, 턱 낮
추기, 교사시설 복도 유효폭, 턱 낮추기, 단차해소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적정성, 경
사로 및 계단의 유효폭, 기울기,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크기 및 이용성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화장실 출입문 구조, 화장실 크기, 휠체어 이동에 적절한 위
생기기 설치 위치, 손잡이, 세정장치의 높이와 배치, 위치 안내표시

안내 및 기타시설
정보통신 접근과 이용성, 시각 장애학생을 위한 적정한 유도와 안내표시, 음료대
의 높이와 수고꼭지의 구조 적절성, 장애학생 휴게실 마련

4-2-3. 장애학생 지원

n 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 및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2조 2항에 따라 특별지원 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보조인력지원 즉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10년 실시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종합 

평가표에 의하면 전 영역에서 3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보임. 

<표 4-2-4>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2011. 4. 1 기준)

n 2011년 4월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5명,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으며, 학칙규정이 있고,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연 4시간 운영, 장애 

보조 인력으로 일반도우미 10명이 확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n 장애 학생들이 학업 및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칙규정, 장애이해 프로그램운영 및 장애보조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n 2011년 8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 및 침실에 대한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표 4-2-5> 장애학생 시설설비별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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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2-3. 장애학생 지원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강의실 내부 이동, 시야 확보

도서관 열람실, 자료검색실, 개가식서가

강  당 장애인 객석 확보, 진출입구 고려

식  당 구내 식당 진출입, 좌석, 배식대 이동성, 식탁 이용

체육관 진출입, 적절한 샤워시설 확보

기숙사 및 침실 장애인을 고려한 진출입구, 화장실, 샤워 및 욕실

n 그러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관련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족으로 판정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2-1. 기숙사 확보 현황 O
4-2-2. 학생 복지시설 O
4-2-3. 장애학생 지원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4-2-1

공시  § 기숙사 수용현황(2010년도)

현지  § 2010년 소규모 대학 기숙사수용률 비교표

현지  § 2개년 기숙사 신청자 대비 수용률(2009, 2010), 증축공사 전후 수용인원비교

4-2-2 현지  § 2011년 학생복지시설 확보 현황(시설별 면적 등 관련자료)

4-2-3
공시  § 2011년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현지  §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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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1영역

(도서관 자료구입비) 

2영역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3영역

(최근 3년간 
자료구입비 증가율)

4영역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직원수)

영역 합계

한국성서대학교 16.461 10.546 12.506 11.746 51.259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4-3 도서관 

4-3-1. 대학도서관 평가지수

n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산출 평균은 대학 총 예산에 대한 도서관 자료 구입비,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 구입비, 최근3년 간 자료구입비 증가율 및 재학생 천 명당 도서관 직원 수에 

대한 배점을 합산한 것으로 합계가 51.26으로 사립대학의 47.33, 종교포함 일반대학의 

48.51, 5천 미만 대학의 44.91점 보다 높은 수치인 51.26으로 평균 이상 충족임.

<표 4-3-1> 영역별 배점현황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3-1. 대학도서관 평가지수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4-3-1.   § Rinfo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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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분 예산(A)* 실적(B) 계획대비실적(B/A)×100%

2008 9,747,029 9,767,199 100.2%

2009 10,822,118 10,786,484 99.7%

2010 12,171,572 12,238,067 100.5%

계 32,740,719 32,791,750 100.13%

5. 대학 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n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의 내용 및 방법 

   우리 대학은 <표 5-1-1>과 같이 장단기 재정확보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재정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대외협력팀 운영

   - 학부모 초청 행사 등 각종 행사유치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외부 연구비 유치 노력

 § 단기수강료 확충 노력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단기 수강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단기 수강료 확충에 노력함

 § 민간자본 유치 노력 등

                      <표 5-1-1> 장단기 발전계획서상의 재원확보계획            (단위: 천원)

재원확보계획

소요예산 단기(2002-2004) 중기(2005-2008) 장기(2009-2011) 계

재원

교비 2,500,000 7,500,000 6,000,000 16,000,000

발전기금 1,000,000 5,000,000 4,000,000 10,000,000

전입금 및 기부금 1,200,000 6,500,000 4,800,000 12,500,000

국고지원금 685,000 1,000,000 1,000,000 2,685,000

기타수입 231,320 1,580,580 1,241,000 3,052,900

 합     계 5,616,320 21,580,580 17,041,000 44,237,900

 n 재정확보의 성과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확보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100%를 넘고 있음. 

                                           <표 5-1-2> 재정확보의 성과                             (단위: 천원)

    * 예산(A)은 각 회계년도 추경예산임.  위 금액은 자금계산서의 자금지출 총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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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비율 계정과목 금액 비율

운영수입

 -등록금수입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자금수입총계

11,435,692

9,255,687

370,650

141,807

1,060,618

388,587

218,343

19,564

782,811

12,238,067

93.4

75.6

3.0

1.1

8.7

3.2

1.8

0.2

6.4

100

운영지출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자산및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자금지출총계

9,431,155

4,933,522

1,544,273

2,700,357

253,003

0

1,955,684

851,228

12,238,067

77.0

40.3

12.6

22.0

2.1

0.0

16.0

7.0

100

n  재정확보 및 지출의 타당성

  § 우리 대학의 2010학년도 결산실적에 따른 내용면에서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지출내역을 보면, 자금지출 총계 12,238,067천원 중 교직원 보수가 40.3%를 차지하고, 기타 

관리운영비(12.6%), 연구학생경비(22.0%) 등을 합하여 운영지출이 77.0%를 차지하고, 자산 및 

부채지출이 16.0%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서 자산 및 부채지출은 대부분 미래 발전을 위한 

적립금과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고정자산 지출임. 이와 같이 지출은 통상적인 학교운영과 

장래를 위한 지출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임. 

  § 수입내역에 있어서는, 자금수입총계 12,238,067천원 중 운영수입은 11,435,692천원으로 

9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금 수입이 7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전입금이 

3.0%, 기부금이 1.1%, 국고보조금이 8.7%, 교육부대수입이 3.2%, 교육외 수입이 1.8%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 전기이월자금 782,811천원(6.4%)이 더해져 총수입을 이루고 있음. 이 

내용으로 볼 때 수입 중 등록금 의존률이 높고, 전입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이 적은 편임. 추후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을 늘리고, 등록금 의존률을 좀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5-1-3>  2010학년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

n  재정지원사업 유치 확보 실적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입에 의한 재정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우리 대학의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온 결과가 

다음과 같음(<표 5-1-4> 참고) 

  § 2009년도에도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7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이 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부문에서 또 최우수의 

평가를 받아 추가로 9,160만원을 지원받아 합계 8억 4천 1백 60만원을 지원받았음.

  § 2010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6억 5천 9백만원을 

지원받고, 그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의 평가를 받았음. 

  § 그리고 2011년도에도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5억 9천f 4백만원을 지원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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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도

구분 부처명 사업명 총지원 기간  
총지원
결정액

당해연도 
지원액

비고

2009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009-2009 841,600 841,600
최우수

평가받음

2010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2010 659,000 659,000

2011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1-2011 594,000 594,000

합계 최근 3년간 총 재정지원사업 수혜수( 3 ) 2,094,600 2,094,600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O

평가

준거
대학은 세입 중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다.

학년도 세입 총액(천원) (A)
학생등록금(천원)*

비율(%) (B/A×100)
수업료 입학금 등록금총액 (B)

2008 9,767,199 7,372,154 215,000 8,913,671 91.3  

2009 10,786,484 7,771,711 203,000 7,974,711 73.9  

2010 12,238,067 8,702,671 211,000 7,587,154 62.0  

계 32,791,750 23,846,536 629,000 24,475,536 74.6  

                       <표 5-1-4> 재정지원사업 유치 확보 실적               (단위: 천원)  

                     

  

<평가기준 적용 결과>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n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학년도 우리 대학에서 세입총액 중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등록금 비율은 75.6%로 설립구분 사립의 평균 63.47%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못 미치는 비율임.  따라서 우리 대학은 계속하여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등록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n <표 5-1-5>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등록금비율의 평균은 74.6%이며, 비록 그 

비율은 정량평가 최소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최근 3년간 등록금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표 5-1-5> 최근 3년간 세입 중 학생등록금 비율

    * 학생등록금은 단기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의 총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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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O

평가

준거

사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다. 

<평가기준 적용 결과>

5-1-3.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수익율

n 우리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은 6,195,854천원으로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10,979,433천원의 56.4%를 차지함. 설립구분으로 볼 때 사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69%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평가기준 

적용결과에 충족하나, 본교는 이에 30%이상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표 

5-1-6>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수익용 확보율의 준거가 악화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우리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의 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n <표 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천명 미만규모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순수익액(천원) / 평가액(천원) ×100]은 1.96%이상이어야 평가기준 적용결과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대학의 경우 2010년 수익률은 1.8%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점점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n 그러나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의 평가진단기준 

(p.77 주1)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와 수익률 2가지 모두를 통과하여야 충족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대학은 준거진단에 따라 미흡함으로 평가됨.   

                         <표 5-1-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단위: 천원, %)    

학년도
운영수익총계

(A)
전입, 기부, 

원조보조수입(B)
기준액(C=A-B) 보유액(D)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D/C)×100

2008 8,963,853 359,779 8,604,074 6,244,920 72.6

2009 10,467,783 593,598 9,874,185 6,092,625 61.7

2010 11,491,889 512,456 10,979,433 6,195,854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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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평가액(A)
법인일반회계 

수입액(B)
법인수익사업회계 

전출액(C)
순수입액 (D=B+C) 수익률(D/A×100)

2008 6,244,920 76,194 0 76,194 1.2 

2009 6,092,625 138,180 0 138,180 2.3 

2010 6,195,854 109,010 0 109,010 1.8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1-3.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수익률 O

평가

준거
사립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하고 있다. 

                      <표 5-1-7>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율                 (단위: 천원, %)

  

<평가기준 적용 결과>

5-1-4. 세입중 법인전입금 비율

n <표 5-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대학의 2010년의 경우 법인전입금 비율은 3.0%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설립기준하여 사립대의 경우 5.55%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비록 정량평가 최소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최근 3년간 우리대학의 법인 전입금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족한 것으로 봄.

n 현재 우리 대학은 201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일립관을 증축 중에 있으며, 그 이후 2013년에는 

모리아관 신축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바, 추후 

계속적으로 법인 전입금과 학교의 기부금수입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5-1-8> 최근 3년간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연도 세입총액 (천원)(A)
법인 전입금

금액(천원)(B) 비율(%)(B/A×100)

2008 9,767,199 239,675 2.5

2009 10,786,484 446,782 4.1

2010 12,238,067 370,650 3.0

계 32,791,750 1,057,10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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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1-4. 세입중 법인전입금 비율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1-1. 재정운영 계획 수립 O
5-1-2. 세입중 등록금 비율 O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O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5.1.1 현지  § 결산보고서 

5.1.2 공시  §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5.1.3 공시  § 13-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5.1.4 공시  §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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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의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편성 절차

n 우리 대학의 예산편성의 절차 및 시기는 다음과 같고, 기획실에서 주관하며, 11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음<예산관리 규정 참조>.

 § 매년 장단기발전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 

 § 각 부서장은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와 세입추정서를 작성해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에 제출 

 § 수합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각 계정과목 별로 분류 통합하여 세입추정서 작성

 § 세입추정서를 토대로 세입예산을 산출  

 § 수입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과목과 예산요구서를 검토 분석 

 § 검토․분석 자료를 토대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 

 § 작성된 예산안은 예결산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 

 § 총장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 

 § 이사장은 총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이사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총장에게 통보  

 § 총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 일정은 <표 5-2-1>과 같음.

<표 5-2-1> 예산편성 일정

순서 해 당 부 서 적    요 일정     비 고

1 예산주관 부서 예산편성 지침 작성 10월

2  총장 예산편성지침확정 및 각 부서 통보 10월

3 전산실 ․ 예산주관부서 예산요구서 작성방법 (전산) 교육 11월

4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11월

5 예산주관부서 계정과목별, 부서별 요구안 조정 검토 11월

6 예산주관부서 및 사무팀 납입금 책정(수입예산) 11월

7 예산주관부서 및 사무팀 납입금 예산 확정 12월

8 예산주관부서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안 편성  12월

9 예산주관부서 예산안 조정  12월

10 예․결산자문회의 예산안 자문  12월  

11 총장 편성된 예산안 이사회에 제출  12월 회계연도 개시30일전 

12 이사회 제출된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확정  12월 회계연도 개시20일전

13 이사장 확정예산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12월 회계연도 개시15일전

14 예산주관부서 확정된 예산서 예산 단위 부서에 통지  1월 회계연도 개시10일전

15 각 부서
확정예산안에 의거 분기별 집행예산서를 기획
실(기획운영위원회)에 제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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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2-1. 예산편성 절차 O

평가

준거
대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교육비를 환원하고 있다.

n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및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실 장단기발전계획에 의한 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그 안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있음.

 §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기획실에서 취합하여 세운 

예산안을 학교의 예결산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함. 

 § 예결산자문위원회는 각 전공주임과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잘되고 

있음.

n 예산 통제제도 시행

 § 우리 대학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이미 배정된 사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기획실을 통하여 예산을 통제하고 있음. 각 부서는 기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안과 결재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함. 이 과정에서 

기획실은 이미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부득이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추경의 절차를 밟도록 함.

 § 또한 예산의 범위 내일지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입찰의 

방법에 의해, 5천만원 미만의 계약도 가능한 비교견적을 하도록 하며, 사무관리팀은 비용을 

지출할 때, 기안결재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며, 집행의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산화된 예산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정리되고 있어 예산 집행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임.

n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의 예산은 적절하게 수립되고, 또 그 예산은 기획실에 의해 매번 

지출시마다 예산 통제를 받으며, 사무관리팀에 의해 확인 집행되고, 또 배정된 예산과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은 전산화되어 있어 제반 규정을 성실히 지켜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할 

것임. 

<평가기준 적용 결과>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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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2-2. 교육비 환원율 O

평가

준거

대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원

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
정량적 판정 정량적 + 정성적 판정

5-2-2. 교육비 환원율 100%이상 충족 80.0% 이상 105%

n 대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100% 수준 이상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표 5-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105%로 나타났으며, 

평가원이 제시한 수준이상의 교육비를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설립 구분으로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145.63%보다 교육비 환원율이 많이 낮음.

                                <표 5-2-2> 교육비 환원율                  (단위: 천원, %)

등록금(A) 교비회비(B) 산학협력단회계(C) 직접교육비(D=B+C)
교육비 환원율(%) 

(D/A)×100

10,449,395 10,897,095 8,604,074 10,970,410 105   

<평가기준 적용 결과>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필수평가준거 현황>

(필수)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대학현황
정량적 판정 정량적 + 정성적 판정

5-2-3. 장학금 비율 10%이상 충족 8%이상 충족 13.9%

n 대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10% 수준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우리 대학은 

2010년 기준 13.9%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설립 구분으로 볼 때 사립대학의 전국평균인 19.27%보다 장학금 

비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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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A)* 장학금(B)
 장학금 비율(%)

(B/A)×100

7,974,711 1,108,528 13.9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2-3. 장학금 비율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공시연도

교외장학 교내장학*
총  계

(A+B+C+D)
장학금총계
(B+C+D)

정부 및 지자체 사설 및 기타 학비감면 근로장학

금액(A) % 금액(B) % 금액(C) % 금액(D) %

대학교(학부) 447,619 38 81,150 7 496,388 42 154,842 13 1,179,999 732,380 

일반대학원 0 0 14,577 27 33,748 62 6,005 11 54,330 54,330 

신학대학원 0 0 26,803 15 120,944 68 29,157 16 176,904 176,904 

사회복지대학원 0 0 3,000 5 54,275 91 2,168 4 59,443 59,443 

보육대학원 0 0 0 0 85,471 100 0 0 85,471 85,471 

합계 447,619 29 125,530 8 790,826 51 192,172 12 1,556,147 1,108,528 

 <표 5-2-3> 장학금 비율                  (단위: 천원, %)    

    * 단기수강료를 제외한 등록금 수입 총액

<표 5-2-4> 장학금 수혜현황              (단위: 천원, %)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2-1. 예산편성 절차 O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O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5-2-1 규정   § 예산관리규정

5-2-2 공시   §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5-2-3 공시   §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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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 경영에 대한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연도 감사기관 감사대상 지적사항 개선노력

2008 가립회계법인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일반회계

한국성서대학교 교비회계
없음 해당없음

2009 가립회계법인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일반회계

한국성서대학교 교비회계
없음 해당없음

2010 가립회계법인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일반회계

한국성서대학교 교비회계
없음 해당없음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3-1. 감사제도 O

평가

준거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 외에 공개하고 있다.

5-3. 감사

5-3-1. 감사제도

n 우리 대학은 11단계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법인정관의 감사규정에 따른 내부 및 외부감사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  참조>

n 내부감사제도와 그 운용

 § 우리대학에서는 법인의 감사가 매년 학교법인과 학교의 회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n 외부감사제도와 그 운용

 § 우리대학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학은 아님.  그러나 <표 5-3-1>와 같이 매년 

학교법인과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 외부감사기관(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음 <감사보고서 참조>.

<표 5-3-1> 대학의 외부감사 실적

  

<평가기준 적용 결과>

 

5-3-2. 감사결과 활용 

n 현재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음. 그러나 감사기간 중 나온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대학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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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3-2. 감사결과 활용 O

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기준 적용 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5-3-1. 감사제도 O
5-3-2. 감사결과 활용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5-3-1 규정  §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법인정관

5-3-2 현지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8, 2009, 2010(법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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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n 우리 대학의 3개년 간 공식적 구성원 사회봉사 참여 실적은 인원수에 있어 2008년 639명, 

2009년 16명, 2010년 109명으로 집계되었음. 

<표 6-1-1> 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실적(전체: 교원, 교직원, 학생)

학년도/학기 2008년 2009년 2010년

단체 사회봉사 617 - -

동아리 사회봉사 - - 83

개별 사회봉사 22 16 26

계 639 16 109

n 세부적으로는 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 시 사회봉사 참여자 내역에 근거하여 볼 때, 

2008년도 참여율 (전임교수 전체 대비) 67.9%, 2009년도 참여율 48.4%, 2010년도 참여율 

67.6%로 나타남.

n 참여 분야는 학,연,산,관 협력을 맺은 종교단체, 공공기관, 언론기관, 연구소 등과 전문지식 

및 기술, 공동연구 등의 상호교류 지원이 있고, 지역사회 교육, 교회봉사 및 개별 전공과 

관련된 사회기관, 관공서, 복지기관 등에서의 자문 및 특강, 운영위원의 형태로 봉사하고 

있음.

n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율은 재학생 수 대비 2008년에는 62.6%, 2010년에는 7.8%로 나타남. 

이는 2008년도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의 해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회봉사 집계 상황이 없고, 2010년 봉사 동아리 참여자 수를 

집계한 것임.

n 2008년도는 봉사의 해로 지정한 년도의 봉사 참여율이며, 2010년은 동아리 참여자 수로 

산정함. 이들은 지역사회봉사(교회활동, 농활, 장애 및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봉사, 환경정화의 

형태로 총학생회, 전공, 전도반, 개인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짐), 기관 및 시설 

봉사(기관 및 시설, 사회행정 및 공공기관, 교회, 시설 교육 및 가정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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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학기 전임교수(A) 참여자 수(B) 참여율(%)(B/A×100)

2008년 28 19 67.9%

2009년 31 15 48.4%

2010년 34 23 67.6%

학년도/학기 교직원수(A) 참여자 수(B) 참여율(%)(B/A×100)

2008년 39 3 5.1%

2009년 42 1 2.4%

2010년 40 3 5.0%

학년도/학기 재학생수(A) 참여자 수(B) 참여율(%)(B/A×100)

2008년 985 617 62.6%

2009년 1,012 - -

2010년 1,060 83 7.8%

<표 6-1-2> 최근 3년간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율

n 교직원의 사회봉사 참여율은 2008년도에 전 교직원 대비 5.1%, 2009년도에는 2.4%, 

2010년도에는 5.0%가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으로 집계됨. 구체적 봉사 기관은 각종 

복지관, 사회기관 및 헌혈 등이 있었음. 

<표 6-1-3> 최근 3년간 교직원의 (개별)사회봉사 참여율

n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1주 평균 2008학년도 봉사시간은 6.7시간으로 교회봉사 평균 

4.3시간, 교수들의 사회봉사활동 기관인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전공 관련 

기관, 학회 등 사회봉사가 평균 2.4시간으로 나타남.  또한 2008학년도 우리 대학 학생들의 

1주 평균 봉사시간은 11.1 시간으로 교회봉사 평균 6.7시간, 전도반활동 등을 통한 

사회봉사 평균 4.4시간으로 나타남. 2008년은 봉사의 해로 봉사기관을 정해서 각 

전도반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사회봉사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6-1-4> 최근 3년간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율

n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체험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차원에서의 사회봉사활동(밀알훈련, 밀알캠프, 신앙수련회 및 주중 채플 관련 자원봉사) 

및 4년 마다 한번 씩 돌아오는 봉사의 해를 통하여 동아리활동 및 개별적 사회봉사 활동을 

교내외에서 장려하고 있음. 교직원은 각종 학교 행사 내 자원봉사, 교외 단체 및 교회 봉사 

등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2010년까지 비교과과정으로 운영되던 전도반 

사회봉사활동이 2010년 학생자치활동으로 조정되어 현재는 수화봉사, 아동시설 봉사, 

아동봉사, 장애인봉사, 병원 봉사 등 총 5개의 학생자치봉사단체가 운영되어 연간 8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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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봉사기관 2010년 2학기 2011년 1학기 합계(명)

사회봉사

복지관 8 18 26

어린이집 4 20 24

병원 12 6 18

재활원 4 4 8

보육정보센터 5 4 9

양로원 0 2 2

굿네이버스 1 2 3

기관 1 3 4

요양원 0 3 3

학교 1 3 4

기타 2 8 10

합계 38 73 111

구분 추진계획 행정 및 재정적 지원내용

국내 - -

국외

(태국선교봉사활동)

매 학년 1학기에 태국선교봉사활동 실습실시

(약 30명 예상)
3학점 부여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6-1-1. 사회봉사 정책 O

n 사회봉사 교과목(2010년 2학기 및 2011년 1학기 수강생 111명)이나 학생자치봉사단체의 

소수(약 83명) 활동, 매 학년 1학기 실습으로 3학점이 부여되는 국외 태국선교봉사활동 

외에는 대학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봉사 정책과 계획 수립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실제 사회봉사 참여 인원과 내용은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이나 목표 설정, 계획이 사회봉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함. 

n 특별히, 우리 대학의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목적과 특성화 목표에 기여하는 “밀알정신 실천, 사회봉사 교육”(교직원, 학생사회봉사, 

사회봉사지원체제 확립) 이라는 실천적 특성화역량(전략) 내에 포괄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별히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맞춘 교회 및 관련 단체에서의 교사 및 

임원으로의 봉사,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전도반 활동의 일부로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지역 정화운동 등 실행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행해진다면 실제 실적은 훨씬 높아지리라고 예상됨.

<표 6-1-5>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현황, 2011년 정보공시

<표 6-1-6>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추진계획(2010.03~2011.02)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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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

대학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

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O

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n 본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교목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규정은 학생, 직원, 교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수립,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및 지원, 대학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음. 

n 2010년도 2학기와 2011년도 1학기까지 총 111명의 학생들이 사회봉사과목 수강을 통하여 

봉사 역량을 증진함. 2010년 사회봉사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사회봉사에 있어 우수한 

활동을 한 학생들을 신청 후 선정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에이스 장학금을 총 

10명에게 지급함. 

n 국내 사회봉사활동 추진 계획이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국외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신학부 내 선교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 

학년 1학기 실습을 통한 학점 부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0학년도 태국선교봉사활동을 

통하여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봉사하였음. (2011학년도 해외선교봉사활동 내역첨가)

n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참여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위한 안정적인 체제, 재정확보와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특별히 

사회봉사활동 계획에 대한 목표치 지표 설정(예: 전 구성원의 사회봉사 활동 주당 00시간 

이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평가기준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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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및 평가결과

첨부자료 목록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6-1-1. 사회봉사 정책 O
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O

총  괄 O

평가준거 구분 자료 목록

6-1-1

공시   § 11-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2011. 8.)

보고   § 구성원(교수, 학생, 교직원)의 사회봉사 참여율(2008. 3 - 2011. 2)

첨부   §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추진 계획(2010. 3. -2011. 2)

현지   § 사회봉사 활동 자료(2008. 3 - 2011. 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현황(공시)

6-1-2

보고   § 사회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2010. 3. -2011. 2)

규정
  § 사회봉사활동 관련 규정(조직, 지원 등): 사회봉사위원회 규정
  § 사회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2010. 3. -2011. 2)
  §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추진계획(2010. 3. - 2011. 2)

현지   §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련 자료(2010.3-2011.2): 에이스 장학금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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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종합 및 제언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 강점

¦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대학의 설립정신 곧 교육이념인 “밀알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정한 대학의 사명과도 잘 부합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는 교육목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의 모든 교육실천의 지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개선점

¦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명이 정관, 학칙, 요람, 학교 홈페이지 등에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정리한 해설집이 필요함.

3) 제안

¦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종합정리하여 설명한 해설집을 만들어 둠으로써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이를 다 쉽게 알고 학교의 모든 활동에 지침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음.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 강점

¦ 우리 대학의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로 

잘 수립되어 있음. 

¦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 그 

계획은 성실히 실천되어 왔음.

2) 개선점

¦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에 대한 현재 구성원들의 인지도가 보통임.

¦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연계성이 불분명함.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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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와 그 평가 결과를 대학운영

에 반영한 내역이 불분명함. 

3) 제안

¦ 우리 대학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 목표와 대학발전계

획 및 특성화계획, 그리고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음. 

¦ 그리고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대학 구성원들이 잘 알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계속적인 추진과 평가 및 보완을 위한 기구(발전계획 추

진위원회의 등)를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가 준비되어 시행해야 

할 것임. 

1.3 자체평가

1) 강점

¦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 규정을 준비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자체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2) 개선점

¦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 등 준비에 있어서 각 부서의 협조가 부족한 점이 있음.

¦ 자체 평가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한 실적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음.

3) 제안

¦ 자체 평가를 위해 각 부서의 협조를 얻는 것과 자체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그 내용이 각 부서의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또는 조직(기획실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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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구성원

2.1 교수

1) 강점

¦ 우리대학은 적절한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임용을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있음. 비전임교원의 구성과 활용이 적절하며, 교수업적평가 

제도가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를 대학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시간강사에 대해 적절수준의 처우와 편의가 제공되고 있음. 

¦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수주가 국내, 국제, 등재지 학술지, 저역서 영역에서는 해당 

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균 이상이었음. 

2) 개선점

¦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조교 지원, 교내 연구비 지원이 미흡한 상태임.

¦ 최근 3년간 학교명의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수의 교내,교외 연구비 수주현황은 평균이하로 나타남.

3) 제안

¦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조교 지원, 교내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여야 함.

¦ 학교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요청됨.

2.2 직원

1) 강점

¦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채용, 승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직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직무 

평가 및 직원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우수하며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적절히 갖추고 있었음.

2) 제안

¦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을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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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생

1) 강점

¦ 대학은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음.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도 110.4%로 매우 우수하며, 학생상담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히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가 높으며 최근 3년간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의 

평균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290.8%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제안

¦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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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3.1 교육과정

1) 강점

¦ 본 대학은 대학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정책,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을 학문적 사회적 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본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국내 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 및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개선점

¦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 실습 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으나, 그 추진 실적이 다른 사항에 비해 약간 미흡한 상황임.

3) 제안

¦ 계열별 특성에 맞게 실험 실습 실기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 교과수에 맞춰 

실험․실습․실기 교과 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각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서 교양과 전공의 교육목적 및 목표와의 체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 결과 ‘충족’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학생의 만족도는 

각각 24.2%, 31.1%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양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체감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3.2 교수․학습

1) 강점

¦ 본 대학은 강좌 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수 학습 효과를 높이는 주력하고 

있음.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충분한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음.

¦ 대학은 교수 학습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로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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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부분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

2) 개선점

¦ 현재로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다고 보여 짐. 

3) 제안

¦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꾸준한 질적 개선을 위한 수시 평가가 필요함

3.3 학사관리

1) 강점

¦ 우리 대학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그 내용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성적관리는 상대평가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매 학기 강의평가를 합리적 

평가문항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수 업적평가와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학생들의 경우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등의 동기유발책과 보상을 주고 있으며, 

학사경고자에 대한 철저한 상담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개선점

¦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빙할 만한 상담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실함. 이를 보완하기위한 상담양식서 지정 및 상담문서 관리가 필요함.

3) 제안

¦ 학사경고자 상담의 체계 구축과 내용을 증빙할 만한 상담양식서 지정 및 상담문서 

관리가 필요함.

3.4 교육성과

1) 강점

¦ 우리 대학은 자체 평가 결과 61.3%, 공시 결과 60.5%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2) 개선점

¦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적 

결과와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과정과 함께, 교육 수혜자들의 체감적 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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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3) 제안

¦ 교육성과에서 외현적인 부분인 취업률의 꾸준한 상승을 위한 노력과 내현적인 부분인 

학생들이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다양한 보완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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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1) 강점

¦ 교사 확보율에 있어 법령, 정부시설의 기준인 100%을 확보하고 있음. 차후 증축을 

통하여 충분한 교사 확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 간호학전공에 대한 실습실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에 대한 실습실 면적 및 재학생     

1인당 면적은 적절하다고 여겨짐. 특별히 간호학전공 실습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2) 개선점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적정하게 확보되고 쾌적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전조치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안전조치관련규정 없음)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제안

¦ 교사 및 강의실, 실습실 등의 면적이나 쾌적한 유지도 등의 적절성에 비하여 각 실습실 

및 실험실의 관리 및 안전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4.2 교육시설지원

1) 강점

¦ 본 대학의 학생 규모에 대비하여 다양한 학생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 

¦ 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시설은 전체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필요 분야 별로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음.

2) 개선점

¦ 기숙사 수용인원 및 기숙사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장애학생 지원 시설 중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에게 위험할 수 있음. 더불어 건물에 따라 내부시설 및 복도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음. 개축을 예정하고 있는 모리아관 내에는 승강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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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 기숙사 수용인원 및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함.

¦ 여학생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휴게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남학생 대상 휴게실 및 

전공별 학회실의 실질적인 정비와 관리 및 활동지원을 위한 동아리실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장애학생 지원 매개시설들의 관리에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 입학하게 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차도와의 경계 부분, 승강기 없는 건물에 설치, 및 점진적인 복도 및 내부시설 

경사로를 완비하여야 할 것임.

4.3 도서관

1) 강점

¦ 국내 외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음.

¦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우석, 장애우 열람실, 장애우 검색 컴퓨터, 

서가 이용 시 도서관 도우미 학생 도움 등이 항시 준비되어 있음.

2) 개선점

¦ 현재로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다고 보여 짐. 

3) 제안

¦ 향후 그룹학습 및 개별 열람실, 토론 및 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학습자 욕구에 따른 시설 

증가를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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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1) 강점

¦ 우리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건실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지원사업 유치확보 실적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책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4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음.

¦ 우리 대학의 예산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탄력성은 좋은 것으로 나타남.

2) 개선점

¦ 최근 3년간 등록금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바, 추후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의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6.4%인 바, 기준액의 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대학은 법인전입금 비율에서 대학평가원의 최소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최근 

3년간의 비율을 볼 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해야 할 것임. 

3) 제안

¦ 향후 재정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제도를 좀더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을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2 재정 편성 및 집행

1) 강점

¦ 우리 대학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합리적인 11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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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교육비 환원율의 최소요구수준은 

100%이상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대학은 105%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최소 10%이상 유지하여야 충족한 것으로 봄. 우리대학은 14.47%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개선점

¦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평균은 145.6%로 나타난바, 비록 우리대학은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최소요구수준 100%는 만족하지만,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리대학은 장학금 지급 비율에서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최소비율은 충족하였으나,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인 19.27%보다 4.8%가 낮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5.3 감사

1) 강점

¦ 우리대학은 11단계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법인정관의 감사규정에 의거 내부 및 외부감사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감사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임.

2) 개선점

¦ 해당사항없음.

3) 제안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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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1) 강점

¦ 구성원들의 사회봉사가 실제적으로 다양한 장소와 적정 시간을 투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봉사운영위원회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봉사의 해 선정, 학생자치봉사단체 운영,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학교행사를 통한 단체 

사회봉사 기회 등이 마련되어 있음.

¦ 본 대학의 특성화 영역 중 “실천적 특성화” 영역의 전략 중 사회봉사 실천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년 마다 돌아오는 봉사의 해를 포함하여 기존에 교회와 전도반 

훈련내용 중 일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 및 신앙적 봉사활동에 대하여 

실제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질 것임. 

2) 개선점

¦ 사회봉사 주체 기관 및 담당 부서가 규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세워져야 함

¦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가진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구성원의 실질적 사회봉사 참여율 및 어디에서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파악이 미흡함.

¦ 구성원들이 사회봉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일반 게시판, 문의  

및 접수창구가 필요함.

3) 제안

¦ 구성원의 실질적 사회봉사 참여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실제 정보 공유의 창구를       

마련하여야 함.

¦ 사회봉사에 대한 국내외 포함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활동 참여에 대한 방향성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구성원의 사회봉사에 대하여 목표치 지표(1주에 몇 시간)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발전방안이나 계획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장려되어야 함.

제 4장 종합 및 제언

142                                                                                                        

¦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전도훈련반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화 

활동, 문화 활동(찬양이나 율동 공연),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 성경 읽어 드리기 

등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보조 활동 등, 전도를 목적으로 하되 응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발, 실시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안해 볼 필요성을 제기함. 

¦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봉사 활동 뿐 아니라 온라인 상담, 멘토링 활동, 정기적 기부활동 

증진 등 간접적 봉사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 활동이 국가적 민간복지 

수준을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함을 인식하는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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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O
평가결과 O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O
1.2.2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O

평가결과 O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O

평가결과 O

2.1 교수

2.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 O
2.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O
2.1.3 비전임교원의 활용 O
2.1.4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활용 O
2.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O
2.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O
2.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O
2.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O

평가결과 O

2.2 직원

2-2-1. 직원규모 O
2-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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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평가준거 평가 결과>

구  분 평가준거
평가결과

전임교원확보율 미흡(Weak) 불충족(Fail)

교육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O

교사확보율 O

교육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O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O

재정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O
교육지원 장학금 비율 O

<일반평가준거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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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2-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O
평가결과 O

2.3 학생

2-3-1.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O
2-3-2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 O
2-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 O
2-3-4.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O

평가결과 O

3.1 교육과정

3-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O
3-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3-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O
3-1-4. 실험․실습․실기 교육 O
3-1-5.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O
3-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O
3-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O

평가결과 O

3.2 교수․학습

3-2-1. 강좌당 학생 수 O
3-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O
3-2-3.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O

평가결과 O

3.3 학사관리

3-3-1. 학사관리 규정 O
3-3-2. 성적관리 O
3-3-3. 강의평가 O
3-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O

평가결과 O

3.4 교육성과

3-4-1. 졸업생의 취업률 O
3-4-2. 교육만족도 O

평가결과 O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 O
4-1-2. 강의실 확보율 O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O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O

평가결과 O

4.2 교육지원 
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O
4-2-2. 학생 복지시설 O
4-2-3. 장애학생 지원 O

평가결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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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준거
평가결과

충족(Pass) 미흡(Weak) 불충족(Fail)

4.3 도서관
4-3-1. 대학도서관 평가지수 O

평가결과 O

5.1 재정확보

5-1-1. 재정운영 계획 수립 O
5-1-2. 세입중 등록금 비율 O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O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O

평가결과 O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편성 절차 O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O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O

평가결과 O

5.3 감사

5-3-1. 감사제도 O
5-3-2. 감사결과 활용 O

평가결과 O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O
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O

평가결과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