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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3. 자체진단평가 방법  

4. 자체진단평가 연구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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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계획의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1.7 사회봉사활동 및 실적

2.1.8 교육과정위원회의조직 및 운영

2.2 교수·학습

2.2.1 수업 규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성적관리

2.3.3 수업평가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의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1.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우리대학의자체진단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이제시한평가인증목적에 부응하는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영역,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별 충족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적인 기독교 학부교육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삼고자함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2.1 평가범위 및 평가영역별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및 기술 기여도

3.2 직원

3.2.1 직원 규모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3.3.5 취창업 지원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4.1.2 강의실 확보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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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확보 및 수입률(사립대)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 감사제도

5.3.2 감사결과 활용

5개 평가영역 16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 (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3 자체진단평가 방법

3.1 자체평가 조직체계

▪ 자체진단평가는 총장 직속기구에 편성되어 기획평가팀과 연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함

▪ 자체평가위원회에는 기획평가팀을 비롯하여 각 영역별 실무부서의 지원을 받아 각종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위원이 영역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함

3.2 자체평가 조직구성

위원회 직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위원장 대학원 대학원장 김태규 위원장

위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정해덕 1영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호 2영역(교육)

기획평가실 팀장 김인화 3영역(대학구성원)

간호학과 교수 김정숙 4영역(교육시설)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형미 5영역(대학재정 및 경영)

3.2 자체평가 방법

▪ 5개평가영역, 54개 평가준거는대교협인증평가준거를 활용하였으며정성및정량지표의 기준값은 1주기 인증평가

기준을 활용함. 이는 본 자체평가보고서가 1주기 기관인증평가의 모니터링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임. 





제Ⅱ장 평가 결과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교육 

3. 대학구성원 

4. 교육시설 

5. 대학 재정 및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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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명료하게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며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모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교육 공급자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부문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대학은 국가ž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 나름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1 교육목표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립하여 대학요람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추진과정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복음전도자로서의 
섬김의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음

충족(P)

o 명료한 교육목표

▪ 그리스도 정신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학과의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민족의 복음화와 복지실현, 인류행복의 증진 이며,

학부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것임

▪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복음전도자 양성 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함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신앙과 생활의 통합

을 통한 덕성을 함양하여 복음적 가치를 삶 속에 구현함으로써 영성-지성-덕성의 통합을 토대로 섬김

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추구

-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함양

- 영성-지성-덕성의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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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학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체계도

▪ 우리 대학은 그리스도 정신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상호간 유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구축됨

▪ 복음전도자 양성 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신

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을 함양하며, 영성-지성-덕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함 ([그림

1.1.1-1] 참조)

[그림 1.1.1-1]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체계도

o 복음전도자로서의 섬김의 인재상

▪ 복음전도자 란 “성서가 가르치는 진리와 그 방법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

한 사상을 심어주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구자”를 의미함

▪ 교육목표에 의해서 구현된 복음전도자는 영성-지성-덕성의 3대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임

- 영성 : 영적 영역에서 성서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각각의 삶의 영역(지성 및 덕성)과의

균형 및 통합할 수 있는 역량

- 지성 : 지성의 영역에서 “사랑”과 “정의”의 복음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으로, 학문 영역에서 탁월

함, 성실함, 정직함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

- 덕성 : 인성의 영역에서 복음적 덕성을 갖추는 것으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력 및

조정”,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역량

▪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K-BIBLE VISION 2022(2012-2022)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 과 교육목

표 를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전도자 로서

의 인재상을 섬김의 인재 로 제시함

- 섬김의 인재란 밀알정신 을 토대로 영성-지성-덕성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의미함. 밀알정신 이

란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희생과 본질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과 결

실을 의미함

▪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K-BIBLE VISION 2022에서 섬김의 인재 는 창의적 전문성 , 영성과 인

성 , 봉사와 실천 3가지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임 ([그림 1.1.1-2] 참조)

- 창의적 전문성 : 성서적 진리관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한 첨단 학문에

서도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면서 21세기 지식 전달체계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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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 영성과 인성 : 복음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구비한 인

성을 가진 인재

- 봉사와 실천 : 상대방과 함께,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통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시대

적 사명을 지닌 인재

[그림 1.1.1-2] 복음전도자로서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o 주요 현황 및 종합 진단 결과

▪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설립된 우리 대학은 그리스도 정신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복음전도자 양성 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 영성을 기반한 지성과 덕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통해 구

현하고 있음

▪ 대학의 교육목표와 각 학과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잘 반영하고 있음

▪ 우리대학의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 K-BIBLE VISION 2022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보다 구체적으

로 구현하고, 환류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교육 중심대학 (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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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함

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들이 인재상과 연계되어 잘 수립되어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음

▪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인재상과 잘 연

계되어 수립되었음

충족(P)

o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우리 대학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인 K-BIBLE VISION

2022 (2012-2022년)를 수립하여 3단계 중 2단계(2015-2018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K-BIBLE VISION 2022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의 비전과 발전목표,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림 1.2.1-1]와 같이 SWOT분석, 교내 구성원 의

견수렴, 졸업생·학부모·교육전문가·산업체의 제안 및 조언, 교무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음

[그림 1.2.1-1] 중장기 발전계획 K-BIBLE VISION 2022의 수립과정

▪ K-BIBLE VISION 2022에서는 [그림 1.2.1-2]와 같이 SWOT분석 결과에 따라 4대 전략방향을 설정

하였으며, 각 전략방향마다 4개씩, 총 16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1단계(2012-2014년), 2단계

(2015-2018년), 3단계(2019-2022년)로 구분하여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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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2] 한국성서대학교의 SWOT분석 결과

▪ K-BIBLE VISION 2022에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 과 교육목표 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

로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교육 중심대학 으로 제시함 ([그

림 1.2.1-3] 참조)

-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우리 대학의 모든 가르침과 배움이 참된 섬김의 인재 로 변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To Learn is To Change 으로 제정함

-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완성되는 해인 2022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기독교

학부대학(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으로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Best Value 2022 로 발전목표를

제시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각

전략방향마다 4개씩 총 16개의 세부전략 과제들을 제시함

[그림 1.2.1-3] 중장기 발전계획의 4대 전략방향 및 16개 세부전략과제

o 특성화 계획 및 세부추진전략

▪ 우리대학의 설립 목적과 목표를 기반으로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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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K-BIBLE VISION 2022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특성화계획을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함

- 특성화계획은 [그림 1.2.1-4]와 같이 학부교육중심대학」이라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행하는 핵심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

계획을 추진함

-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소규모 대학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대학의 특정한 학과중심의 특성화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특성화에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함

- 소규모 대학의 창조적인 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능력 또는 보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함

-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전략방향은 기초교육 특성화를 통한 학부교육 중심대학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그 전략방향은 인격교육강화 , 기초능력강화를 통한 직무역량강화 의 2개 분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과제 및 15개의 세부과제를 1단계(2012-2014년), 2단계(2015-2018년), 3단계(2019-2022년)로

나누어 수립하여 추진함

-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추진을 위해 10년간 총 사업비 60억원(2015년 1년 예산 158억원의

38%, 사업기간 연평균 3.8%)의 예산확보 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1.2.1-4] 한국성서대학교의 특성화 계획

o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과 인재상과의 연계성

▪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복음전도자 로 형상화되어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2

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섬김의 인재 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으며, “섬김의 인재”란, “창의적 전문

성”, “봉사와 실천”, “영성과 인성”이라는 핵심역량을 가진 융복합적 인재를 의미함

▪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교육 중심대학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

개 분야 전략방향 및 7개의 전략과제를 세분화함으로써 인재상과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명확

하게 함

▪ 특성화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그 목표를 소규모 대학의 창조적인 교육 패러다임 구축 으

로 설정하고, 인격교육강화와 기초능력강화를 기반을 둔 역량중심의 전략들을 구성하여 인재상과 특

성화 계획의 상호 연관성을 명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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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대학에 반영하고 있음

충족(P)

o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시스템

▪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인 대학자체평가위

원회를 두고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림 1.2.2-1]과 같이 평가업무를 체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전략방향별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별 목표향상 기준을 설정함

- 각 전략과제별 실행 및 달성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실행 중심의 세부사업을 추진 및 유도함

-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목표달성을 전년도 대비 증감률 등을 검토하여 지표관리 계획의 수정, 보완, 개선

을 통하여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함

- 평가준비부터 평가결과의 활용에 이르는 각 단계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관계 및 환류체

계를 구축 및 운영함

- 각 전략별 실행 결과는 교육목표 달성도 및 핵심 발전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지속성 여부, 예산배분, 과제 주체, 사업 존폐 등을 결정함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특성화 사업의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함

[그림1.2.2-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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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발전계획의 4개 분야 및 16개 세부전략과제와 특성화계획의 2개 분야 및 7개 세부전략과제에

대한 핵심발전지표를 설정하여 <표 1.2.2-1>과 <표1.2.2-2>와 같이 단계별 평가 계획을 수립함

<표 1.2.2-1>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성과목표 및 1단계 성과

핵심발전 지표 
1단계(2014) 2단계(2018) 3단계(2022)

목표값 달성값 달성율 목표 값 목표 값

전임교원 확보율(%) 75 78.7 104.9 80 85

외국인교원 확보율(%) 14.2 10.4 73.2 14.8 15

중도탈락율(%) 5 6.8 136 3.5 2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80 78.5 98.2 83 85

현장 연계학습 참여 학생율(%) 10 5.6 56 15 20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14 6.2 44.3 17 20

취업률(%) 64 62.7 98 67 70

장학금 지급률(%) 15.2 19.5 128.3 18 20

학생1인당 기부금액(천원) 250 301 120.4 330 400

국고수입 예산비율(%) 9 16.8 186.7 12 15

<표 1.2.2-2> 특성화계획의 핵심발전지표

핵심발전 지표 
1단계(2012~2014)

달성목표

2단계(2015~2018)

달성목표

3단계(2019~2022)

달성목표

인격 교육 및 기초 능력 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개발 및 연구 운영 및 활성화 성과의 극대화

교육 브랜드 가치 상승 브랜드화 완료 브랜드 홍보

브랜드 가치상승브랜드 교육의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브랜드 교육 
평가

o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 매년마다 주기적인 대학자체평가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시행여부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2단계 및 3단계에 반영함

▪ <표 1.2.2-3>과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 2단계 1년차 추진실적은 138개의 세부실행사업 가운데 30개가

완료되어 21.85%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1.2.2-3> 2차 중장기 발전계획 2단계 1년차 추진 실적

구분
세부실행 

과제수

실행실행 과제수
달성률

달성 진행 계획

기독교 대학 핵심기반 강화 28 6 19 3 21.4%

교육학습 시스템 구축 45 9 21 15 20.0%

수요자중심 행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1 7 12 12 22.5%

교육공동체 가치 구현 34 8 15 11 23.5%

계 138 30 67 41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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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3. 자체평가

대학은 관계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의 개선에 적절히 활용

하고 있다.

1.3.1 자체평가 수행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주기적인 자체평가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공
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20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받고 13개 이
행과제를 기한내에 이행완료 및 진행중임

충족(P)

o 자체평가 실시 및 공시

▪ 우리 대학은 관계법령에 의거 1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장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상설전담

기구로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 상설기구인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 산

하에 따라 평가별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를 대학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대내외적으로 학교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교직원 연수에서 자체평가위원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교직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나타난

장·단점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교육과 대학경영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체계 환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2014년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받았

고, 이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보, 중도탈락률 개선,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교직원 평가제도 개

선, 교육과정 개편 및 학칙 개선의 이행과제들 중 9개는 이미 이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의 이행과

제 중 3개는 2016년 3월까지이고, 1개는 2016년 4월까지 이행기한이 남아 있으나 이미 이행목표를 달

성하였음 (<표 1.3.1-1> 참조)

o 자체평가 모형

▪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목적은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의 항목들과 대학

정보공시 항목들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표1.3.1-2>과 같이 2015년도 대학자체평가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의 5개 평가영역, 16개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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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의 평가준거를 적용하여 실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5개 평가영역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으로 구성됨

<표 1.3.1-1> 20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 반영실적

개선부문 반영실적

1. 대학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의 명료화 및 체계화

- 대학의 교육목표, 목표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간의 위계적 질서 확립  

-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성과평가기구 선정

2. 교육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칙 개선

-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단행

- 조직개편에 따른 전 규정 및 시행세칙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전면 개정 

-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한 전 부서의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구축

- 전공별 진로지도 상담체계 구축

- 전공별 전공심화특강 실시 

- 교수학습센터 예산 확대

- 취업과 진로강좌개설 및 예산 확대

- 취업 멘토링 및 컨설팅 실시

- 대학생 핵심 역량평가 실시

3. 대학구성원

- 교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 산학협력단 연구 활동 실태조사 강화 

- 교수의 교육매체개발 및 수업 매뉴얼개발 지원

- 교수클리닉 및 교수법 연수 실시

- 교직원평가제도 개선

-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전문성 이수교육 장려

- 상담센터운영을 위한 예산확대 및 전문 상담인력 충원

4. 교육시설

- 일립관 리모델링을 통한 교사 확보율을 대폭 향상 

- 장애학우들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 최신의 책상 및 의자 교체와 컴퓨터 관련 장비교체를 통한 강의실 대폭개선

5. 기부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 기부금을 통한 재정확보를 위해 대외협력실을 총장직속으로 조직개편

-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 개선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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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2> 2015년 대학자체평가 모형 및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결과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충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충족

1.3 자체평가 충족

2. 교육

2.1 교육과정 충족

2.2 교수․학습 충족

2.3 학사관리 충족

2.4 교육성과 충족

3. 대학 구성원

3.1 교수 충족

3.2 직원 충족

3.3 학생 충족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 시설 충족

4.2 교육지원 시설 충족

4.3 도서관 충족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충족

5.2 재정 편성 및 집행 충족

5.3 감사 충족

5개 평가영역 16개 평가부문
53개 평가준거

(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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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2. 교육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대학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대학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평가부문                  2.1 교육과정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요구

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및 편성은 대학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교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교육을 통해 잘 실현되고 있음 
충족(P)

o 교육과정의 기반인 교육목표

▪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이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성서를 토대로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함양하여,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복음전도자 를 양성한다는 교육목적에 따라 <표 2.1.1-1>에서와 같이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신앙의 빛으로 모든 인간지식에 담긴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깨닫고,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하여

복음적 가치를 삶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추구,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함양, 그리고 영성에 의한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통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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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육체계도

<표 2.1.1-1>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육목표

핵심역량 내용

지성  ∙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 추구

덕성  ∙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함양

영성 ∙ 성서적 영성에 의한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추구

o 교육목표를 위한 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공교육과정, 교양교육, 그리고일립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음.

- 일립교육부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과 세계관 영역, 인성

및 리더십영역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앙교육과정을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신앙교육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기독교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교양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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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교육과정은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간호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개 과정으로 구성되

어있고 기독교정신에기초한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전문인양성을목적으로 하는 다양한트랙과정들로구성되어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토대로 각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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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한국성서대학교 교육과정 체계도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2.1.1-3]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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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목표와 연계한 기초·전공과정의 편성

▪ 우리 대학의 기초교육과정은 지성, 덕성, 영성이라는 핵심역량을 갖춘 전인적인 복음전도자 양성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일립교육과정 : 우리 대학의 고유한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영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별히일립교육부의 비교과교육과정(채플, 신앙수련회, 밀알훈련, 전도훈련, 사회봉사)프로그램은

영성과 인성함양에 토대가 되고 있음

▪ 기초 교양교육과정: 영어교육을 포함한 학문의 기초과목,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교직과정, 상담심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학습역량을 학생주도하에 개발하고 교양과 전공간의 연계를강화하는 교양교육과정을운영하

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 : 학문의 기초, 핵심교육, 자유전공프로그램 등 기초능력 함양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과정임.  

 각 전공은 기독교정신을 토대한 실무중심적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2.1.1-2>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편성

교육목적 복음전도자양성

교육목표 지성 덕성 성서적 영성

핵심역량 창의적 전문성 봉사와 실천 영성과 인성

일립교육과정

기초교양과정

- 외국어프로그램

- 학문적 글쓰기

- 컴퓨터 활용

- 사회봉사

- 전도훈련

- 채플

- 세계문명시리즈

- 밀알훈련, 신앙훈련

전공교육과정

- 성서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성서적 진리에 입각한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 기독교영유아교사 양성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 글로벌 IT 크리스챤 리더 양성

- 기독교적 간호지도자 양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 보육실습

- 장애아보육실습

- 교육봉사

- 직장체험

- 인턴십

- 바이블리딩

- 기독교사회복지

- 유아교육세미나

- 영적간호

- 호스피스간호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

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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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시대적∙사회적∙학문적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함

▪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을 편성을 통해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보장함

충족(P)

o 교양교육과정 편성

▪ 시대적·사회적·학문적 요구 반영

- 지식정보화 시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창출수단이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각자의 개성과 적성을 극대화할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

- 융복합교육 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학문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복합적인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문 간의 경계를뛰어넘는 융복합교육을강화할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글로벌시대: 세계화 추세인글로벌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의 폭넓은 소양과 종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요구됨

▪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일립교육부, 기초교양교육원, 영어교육센터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독교 정신을 원리로 지성과 덕성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인성함양에 중점을 둠

- 영성, 지성, 덕성의 통합을 통한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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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잡을 수 있는폭넓고깊이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함

▪ 기초교양교육원은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대학생활설계와 자기개발, 상담심리과정, 학생주도교육프로그

램, 교직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 영어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영어를특화하고, 학생이 설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전공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함.

                  

<표 2.1.2-1> 교양교육과정 편성표

학과 일립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교육 교직교육
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성서학과 8 6 15 (6) 12 -

사회복지학과 13 6 15 (6) 12 -

영유아보육학과 13 6 15 (6) 12 23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13 6 15 (6) 12 -

간호학과 13 6 15 (6) 12 -

o 다양한 교양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선택권 보장

▪ 교양교육과정은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를 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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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졸업 이수 140학점중에 교직교육외의 교양학점은 41-46(29.3%-32.9%)학점으로 적절한 수준의 교양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음.

▪ 일립교육은 우리학교의 교육목표인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서에 기초한 바른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을 소유함으로 복음 전도와 희생적 봉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

▪ 교양교육과정의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를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교양선택 과목은 컴퓨터,

제2외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핵심교양에서는 5영역(인간의 이해, 자연과 과학, 사회의 이해, 역사와 문화, 예술의 이해)으로 구분하여 4개영역

이상에서 1개 이상씩 최소 1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일반교양의 영역에서는 핵심교양과 마찬가지로 5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문의 기초’나 ‘핵심교양’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수케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신입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0학점 교양과목인 ‘대학생활설계와 자기계발’ 과목을 운영하여

학습스타일검사 및 학습전략검사 등을 비롯한 학습활동지원, 신입생으로서 학교 생활지원, 전공과취업 등을

연계한 진로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함.

▪학생주도 교육프로그램 과목 (2학점)을 통해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직접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세미나 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미나를 수행함으로써 일반교양 및 전공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교과목을 운영함.

▪ 상담심리과정을 신설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을 개설함

▪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배양, 타문화를 이해하는글로벌비전 함양, 합리적, 논리적 사고 능력증진

을 목적으로 총 12학점 (필수)으로 구성하여 운영됨.

<표 2.1.2-2> 교양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학과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

(D=A+

B+C)

필수

교양교과 

총 이수학점

(A)

선택필수
총 

개설

학점

총 

이수

학점

(C)

비율(%

) C/D

×100

총 

개설

영역

수

총 

개설

과목 

학점

총 

이수

영역 

수

총 

이수

학점

(B)

비율(%)(

A+B)/

D×100

성서학과 26 5 72 4 15 100% 152 - 0% 41

사회복지학과 31 5 72 4 15 100% 152 - 0% 46
영유아보육학과 31 5 72 4 15 100% 152 - 0% 4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1 5 72 4 15 100% 152 - 0% 46

간호학과 31 5 72 4 15 100% 152 - 0% 46

<표 2.1.2-3> 졸업 이수 학점

학과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

졸업이수
학점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성서학과 8 6 15 (6) 12 3 17 46 33 140

사회복지학과 13 6 15 (6) 12 3 27 36 28 140

영유아보육학과 13 6 15 (6) 12 6 18 42 28 140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13 6 15 (6) 12 6 15 45 28 140

간호학과 13 6 15 (6) 12 23 65 6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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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대학은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학교 교육목적과 목표에 기반한 전공 역량개발에 
타당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 선택과목과 복수전공 등을 통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

충족(P)

o 전공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21세기형 섬김 정신을 지향하는 현장친화형 밀알교육을 통한 밀알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교육과정을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각 전공의 교육 목적 및 목표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각 전공의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내용에포함하게함으로써 전공의 목적을 대학의 교육목적과 잘 연계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5개 학과 20개 세부전공영역의 전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전공에서는 전공의 교육목적

및 목표와 체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전공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표 2.1.3-1> 전공 및 세부전공

5개 전공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

소프트웨어학
간호학

세부전공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선교학

실천신학

노인·장애인

청소년·아동

의료·정신보건

가족(건강가정사)

영유아보육

장애아통합보육

교직(유치원정교

사2급)

SW개발기술

정보처리기술

웹기반기술

컴퓨터네트워킹

정보화교양

임상간호

지역간호

국제간호

o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 각 전공은 각 전공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연계하여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1.3-2>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단위 : %)

구분
전공기초 학점 비율 전공필수 학점 비율 전공선택 학점 비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대학 3 23 15 65 6 46

- 2013년 전체적으로 전공에서필수과목 비율이매우높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는 자격증 이수 과목, 혹은 학교의

정체성 관련 과목들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나 추후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공

선택 과목의 폭을 더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전공필수 학점 비율을 줄이고 전공선택 학점 비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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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복수전공 운영

▪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복수전공이란 소속 전공을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말하며, 부전공이란일정학점이상

소정의 타 전공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함

▪ 최근 3년간 부·복수전공 이수자는 <표 2.1.3-3>와 같음

▪ 최근 3년간 부전공 이수자는 단 한명도 없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마련이 요구됨.

<표 2.1.3-3> 최근 3년간 부·복수전공 이수자 현황

학년도 졸업인원 복수전공 부전공 비율(B/A)(%)

2012 230 8 0 3.48%

2013 248 16 0 6.45%

2014 296 9 0 3.04%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대학은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린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함

▪ 실험·실습·실기교육을 활용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
고 있음

충족(P)

o 실험·실습·실기과목 개설현황

▪ 우리대학의 실험·실습·실기과목은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방법(발표 및 토론, 실험 및 제작, 프로젝트, 현장인턴실습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단순히 이론교육으로만 구성된 과목의 비율은 2013년 64.7%에서 2015년 55.9%로 줄어들었음. 성서학과의 경우

이론만 진행하던 수업의 비율은 2013년 96%에서 2015년 70%로 현저히 줄어듬.

▪순수하게실험·실습·실기 교과로 편성된 경우는 2015년 24.1%로 2013년 9.6%에 비해크게 증가했으며, 공학계열의

전공은 69.2%로 높은 수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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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1> 실험·실습·실습 과목 비율

구분 전공

이론 이론+실험 ․실습 ․실기 실험 ․실습 ․실기 전체 개설 

과목수

(D=A+B+C)
과목수(A)

비율(%) 

A/Dx100
과목수(B)

비율(%) 

B/Dx100
과목수(C)

비율(%) 

C/Dx100

인문사회계열

성서학 35 70.0 0 0 15 30.0 50

사회복지학 32 74.4 4 9.3 7 16.2 43

영유아보육학 15 62.5 6 25 3 12.5 24

자연과학계열 간호학 20 46.5 21 48.8 2 4.6 43

공학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 7.6 6 23.0 18 69.2 26

계 104 55.9 37 19.8 45 24.1 186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은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고 있음
충족(P)

o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

▪ 우리 대학은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인턴십 등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o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실무능력이 강화된 현장 전문가의 양성이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산학연계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

<표 2.1.5-1>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현황

교과목  개설학과  개설학년   개설학기

직장체험 기초교양교육원 전학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기초교양교육원 3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기초교양교육원 3학년 2학기

인턴쉽1~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1,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과 3학년 2학기

사회복지심화실습 사회복지학과 4학년 1학기

보육실습 영유아보육학과 4학년 1학기

장애아보육실습 영유아보육학과 4학년 2학기

임상실습Ⅰ~Ⅴ 간호학과 1~4학년 1,2학기

시뮬레이션실습Ⅰ,Ⅱ 간호학과 4학년 1,2학기

선택실습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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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 우리대학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과 진로,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치우쳐 있음

▪ 실제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산업체와 연계한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학협력네트워크를강화 할필요가

있음

<표 2.1.5-2>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학과/전공
참여자
(학생수)

비고

2013

취업멘토링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6명

21명

1명

2명

졸업생상담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간호학

84명

88명

41명

8명

20명

진로 및 취업세미나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간호학과

98명

298명

41명

34명

144명

2014

홀랜드 직업탐구

취업멘토링
사회복지학 42명

취업컨설팅

졸업생상담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간호학과

78명

100명

43명

42명

37명

진로 및 취업세미나

성서학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간호학과

65명

217명

127명

119명

143명

2013~2015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대학교 중심 

PBL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학습/실천 연계)

사회복지학과 52명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사업

(교수진 4명 지속 지도)

2015

<비교과>
현장 인재상 기반

내부모의면접
사회복지학과 26명

음률을 활용한 효율적 상호작용 영유아보육학과 149명

우크렐레를 이용한 음률활동 영유아보육학과 19명

영유아교육현안세미나-아동권리존중 영유아보육학과 167명 세미나

텃밭활동을통한 자연친화의 실제 영유아보육학과 159명 세미나

유초중등교원교육연계 음률프로그램 영유아보육학과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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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의 실시

▪우리대학은기업의조직문화를경험하고실무능력을향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기업인턴십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인턴십 참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

<표 2.1.5-3>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학과/전공  참여자(학생 수) 비고

2013년

인턴쉽(2학기)

 성서학 3

총 21명 사회복지학 14

 영유아보육학 4

인턴십(동계계절강좌)

 성서학 2

총 5명 사회복지학 2

 영유아보육학 1

2014년

인턴십(하계계절강좌)

 성서학 1

총 12명 사회복지학 9

 영유아보육학 2

인턴십(동계계절강좌)

 사회복지학 8

총 13명 영유아보육학 4

컴퓨터소프트웨어학 1

2015년

인턴십(하계계절강좌)  사회복지학 6 총 6명

인턴십(동계계절강좌)

성서학 4

총 6명사회복지학 1

영유아보육학 1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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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0.2 0.249
▪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

을 증진함
충족(P)

※ 우리대학 지표 값 산출식 : 2015학년도 국·내외 파견·유치 총인원 ÷ 2015/04/01기준 재학생 1,126명

o 국내·외대학과의 교류현황

▪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현황

- 학생에게 강의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이 유리한 지역의 대학들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

- 2010-2012년 국내 대학 학점교류 현황에 비해 교류대학의숫자는 증가했으나 교류인원이 다소줄어들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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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1> 국내 대학 학점교류현황

학년도
학점교류현황

교류대학 수 파견인원 유치인원

2013 5 7 8

2014 6 7 11

2015 6 9 15

▪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현황

- 우리 대학은 국외대학과 학점교류를 하기 위하여몽골, 미국, 뉴질랜드, 중국, 캄보디아 등의 세계나라의 대학과

국제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국제 학점 교류 유치 인원이 단 한명에 그치고 있어 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

- 재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과글로벌문화체험을 위해 미국, 뉴질랜드등지에서 실시하던단기 해외연수는 현재

중단된 상태임

<표 2.1.6-2> 국외 학점교류현황

기준학년
학점교류현황

교류대학수 파견인원 유치인원

2013 2 3 5

2014 1 0 1

2015 2 3 1

2.1.7 사회봉사 정책 및 실적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다. 대학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대학의 교육목표를 토대로 사회봉사활동을지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충족(P)

□ 대학의 사회봉사 정책

▪우리대학은대학의교육목적및목표를토대로중장기발전계획의비전을 섬김의인재를양성하는학부교육중심대

학 으로 설정하고 섬김의 인재의 핵심역량을 봉사와 실천 으로 명시함

▪ 우리 대학은 섬김의 인재의 핵심역량인 봉사와 실천 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학차원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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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자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봉사활동 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함

<그림 2.1.7-1> 사회봉사 정책 체계

□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밀알사회봉사단』 설치

▪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특성을 토대로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밀알사회봉사단 을 조직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밀알사회봉사단’은 학생들의 능동적이며 다양한 봉사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대·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봉사활동을 능동적으로 구현함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우리 대학은 인재상에 따라 그 핵심역량을배양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및 선교실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봉사교과는 봉사 전 사전교육, 봉사활동실시, 봉사 후 사후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회봉사에앞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후사후활동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다룬 소감문을 작성하고, 이를 소그룹 나눔과 토의를 통해 심화시켜 봉사와 실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2013년 이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인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마련이 필요함.

<표 2.1.7-1> 최근 3년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현황

구분
개설 과목

계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선교실습

2013 66 67 11 144

2014 43 32 13 88

2015 28 22 0 50

총 합계 137 121 24 282

o 4대 신앙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봉사의 해』 시행

▪ 우리대학은 4년주기로핵심주제를정하여주제에따라각종프로그램을실행하는신앙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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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주기 핵심주제는 말씀, 기도, 전도, 봉사 로 설정하고, 4년 주기로돌아오는 봉사의 해 에는 대학 구성원이

전원이 참여하는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1.7-2> 섬김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4대 신앙교육 프로그램

o 지역사회 연계 봉사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집 및

장애아보육시설, 방과 후 교실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연계된 위탁 기관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필요에 부응하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본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전문 봉사자로서의 졸업생들과 현장 연계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은 국내활동 뿐 아니라 국외 봉사활동까지 폭 넓은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음

o 대학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 우리 대학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교육봉사, 지역사회봉사, 국외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시

<표 2.1.7.-2> 사회봉사 계획

구분 프로그램  활동내용  참여대상

교육봉사

학생교육기부
외부기관과 연계한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교수, 학생

전문가교육기부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교육 기부 
교수

학생화, 봉사동아리 
교육봉사활동

불우아동 및 청소년대상 재능기부  학생

지역사회봉사

농촌봉사활동 지역사회일손돕기 봉사단, 학생
독거노인돌봄봉사활동 지역독거노인을 위한 노력봉사 봉사단

지역사회환경미화 환경개선 및 청소 동아리
장애인 봉사활동 장애인 활동보조 봉사단, 동아리

호스피스 의료봉사 봉사단, 동아리

국외봉사 
하계봉사단파견

대민봉사, 지역주민과 문화교류
교수, 학생

동계봉사단파견 교수, 학생
자체개발해외봉사단파견 교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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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봉사활동 실적

▪ 우리 대학은 학생교육기부의 활동의일환으로매년 지역의 어린이 및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음

▪ 밀알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국내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하여 농촌봉사, 독거노인

가옥수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숫자가점점줄어들고 있어서 체계적인 활동계획 수립과

지도가 요구됨. 특히 지역사회공동체 개념이강조되고 있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봉사 실적의 감소는

심각하게 재고해야할 사안임.

▪ 학생동아리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요구되며 실적 기록과 평가가

필요함.

▪ 교직원의 사회봉사 실적에 대한 관리도 요구됨

<표 2.1.7-3> 최근 3년간 국내 봉사 활동 현황

프로그램 주요 활동
참여인원(명)

2013 2014 2015

학생교육기부
§ 어린이 밀알캠프 74 37 42

§ 청소년 밀알캠프 68 68 46

지역사회봉사

§ 장애인 노인 가옥 도배 및 농촌 봉사
§ 농촌 봉사, 사과수확 봉사
§ 독거노인 가옥 도배 및 담장 쌓기 

노력봉사
§ 호스피스봉사

24 0 0

<그림 2.1.7-3> 밀알사회봉사단 <그림 2.1.7-3> 독거노인 도배 활동

o 국외봉사활동 실적

▪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타문화 이해와 다양성 수용을 통한 ‘세계공동체’를 섬기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위해 대학자체에서 해외봉사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44명이 2개 국가에서

해외봉사에 참여함. 이는 2012년 한 해 해외봉사 실적이 4개국 78명임을 감안할 때 현저히 줄어든 숫자임.

2015년에는 교외기관 연계를 제외한 자체 해외봉사 실적이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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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 주요 활동 인원

2013
하계봉사

필리핀(세부)
-태풍피해지역 시설보수
-지역주민과 문화교류
-태풍피해지역 대민봉사(노력봉사)

20명

태국 -현지 어린이 교육 및 봉사 11

2014 태국
-노후 건물 보수 등 노력봉사
-문화교류 및 대민봉사

13

합계 44명

▪우리대학은해외봉사를활성화하기위해교외기관과연계한하계및동계해외봉사활동을행·재정적으로지원하고

있음

<표 2.1.7-2> 대학자체 해외 봉사실적

<표 6.1.2-3> 교외기관과 연계한 해외봉사실적

연도 참여기관 주요 활동 참여인원

2013

동계 27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탄자니아, 우간다,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등 4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2명
§ 교원 1명
§ 직원 1명

동계 PAS해외봉사단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2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3명

하계 26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 탄자니아, 우간다,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등 4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4명
§ 직원 1명

하계 PAS해외봉사단
§ 필리핀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1명

2014

동계 29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4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3명
§ 직원 1명
§ 교수 1명

동계 PAS해외봉사단
§ 라오스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1명

하계 28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 몽골,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4명
§ 직원 1명

하계 PAS해외봉사단
§ 필리핀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2명

2015

동계 31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 3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3명

동계 PAS해외봉사단
§ 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1명

하계 30기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

§ 베트남 캄보디아 등 2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2명

하계 PAS해외봉사단
§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3개국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 교류 등 실시

§ 학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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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 2013년 해외봉사활동

<그림 2.1.7-5> 동아리 사회봉사활동

o 지역사회 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지역봉사 지원활동 및 현황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보육정보센터 등을 위탁하여 운영

-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원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보육 기관들과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음

- 이외에도 우리가족상담소, 꿈빛어린이집(장애아동보육시설), 꿈나무방과후교실(저소득층아동보육), 보듬이나누

미24시어린이집 등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운영되는 기관들을 위탁 운영함으로 대학의 고유한 임무

가운데 하나인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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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4> 최근 3년간 위탁기관 재정지원 실적

위탁기관명 2013 2014 2015(추경)

월계종합사회복지관 50,000,000 50,000,000 50,000,000

노원구보육정보센터 40,000,000 40,000,000 30,000,000

우리가족상담소(가정폭력) 5,000,000 5,000,000 5,000,000

꿈빛어린이집(장애아동) 5,000,000 5,000,000 5,000,000

꿈나무방과후교실
(저소득층 아동 보육)

13,000,000 13,000,000 13,000,000

계 113,000,000 113,000,000 103,000,000

<표 2.1.7-5> 최근 3년간 위탁기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내용

위탁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가족기능강화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사회운동사업                       § 교육문화사업
§ 자활사업                           § 노원 희망네트워크 사업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 보육정보실 운영                    § 장난감 도서관 운영
§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         § 보육기관 지원사업
§ 장애아보육 및 가족지원사업
§ 저소득층 유아 및 가족지원사업      § 보육/양육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우리가족상담소
§ 가정폭력 위기지원사업              § 가해자교정프로그램
§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 출판 홍보사업
§ 가정폭력 예방사업                  § 심리검사

o 대학의 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현황

▪ 2012년 창단한 밀알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영 지원

- 사회봉사활동의 전문적인 관리·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된 밀알사회봉사단은 사회봉사 활동 기획과 이에 기초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집행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을집약하여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의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도가높아짐에 따라 2012년도 대학이 지정한

봉사의 해를 맞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 지원액수가 급감하고 있음.

사회봉사 장학금 지금

▪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회봉사 장학금을매학기 5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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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6>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구분 주요봉사활동 내역 2013 2014 2015

국내

§ 농촌 봉사
§ 독거노인 도배활동
§ 호스피스 봉사
§ 어린이 청소년 밀알캠프

36,298,276 16,801,450 17,804,690

국외 § 태국, 필리핀, 중국, 몽골 28,376,227 25,610,765 6,500,000

사회봉사 장학금 § 매 학기 5명(총10명) 5,000,000 5,000,000 5,000,000

합  계 69,674,503 47,412,215 29,304,690

2.1.8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 및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

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음

충족(P)

o 교과과정 위원회운영

▪ 우리 대학은 교육목적과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교육과정을운영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4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o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 우리 대학은 매년 교육과정편성위원회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수립에 관한 업무,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 보고서,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등 논의하고 의결함.

▪ 2015년 설치된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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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1> 지난 3년간 교육과정 개선 실적

학년도 회의 개최 수 중요개선내용

2013 5 - 2014-2018년 교육과정 개정논의

2014

1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 
- 2015교육과정 편정지침 결정
  ① 진로 및 취업 과목 교양 및 전공 개설
  ② 1학년 교육과정에 전공필수 교과목 배정

1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2014교육과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함.

  ② 진로/취업 과목을 전공과 교양에 각각 편성
    교양 : 핵심교양 학점 15학점에 포함/ 취업지원팀 연계 
    전공 : 필수과목으로 지정 P/F로 운영/ 책임지도교수제와 연계
  ③ 1학년 교육과정에 전공 필수 2과목 배정(학기당 1과목 개설)

2015

1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2016학년도 교육과정 개정 방향성 논의
  ①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활성화, 제도화를 위하여 전공학점 최소화
  ② 교양이수 구분을 역량중심으로 틀 개편

2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지침에 따른 2016교육과정 개선안 논의
  ①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활성화, 제도화를 위하여 전공학점 최소화
  ② 교양이수 구분을 역량중심으로 틀 개편

▪ 4년 주기별 교과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최신 학문동향 및 학습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매년일부 교과목을

개선함

▪ 지난 3년간 명칭이 변경된 교과목은 1개, 신설된 교과목은 13개로 총 14개 과목이 수정되고 개선되었음

<표 2.1.7-2> 교육과정 교과목 개선 현황

학년도
명칭 변경 

교과목 수 (A)
폐지 

교과목 수 (B)
신설 

교과목 수 (C)
개선 교과목 수

(A+B+C)

2013 - - 5 5

2014 - - - -

2015 1 - 8 9

계 1 -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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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연도

/학기
구분

강좌규모별 학생 수

20명이하 21-50명 51-100명 101명이상 201명이상 계

2013-1
강좌수 273 150 28 0 0 451

비율(%) 60.53 33.25 6.20 0 0 100

2013-2
강좌수 275 151 14 2 0 442

비율(%) 62.21 34.16 3.16 0.45 0 100

2014-1
강좌수 248 151 31 0 0 430

비율(%) 57.67 35.11 7.20 0 0 100

2014-2
강좌수 251 168 13 0 0 432

비율(%) 58.10 38.88 3.0 0 0 100

2015-1
강좌수 279 158 29 0 0 466

비율(%) 59.87 33.90 6.22 0 0 100

2015-2
강좌수 284 156 12 0 0 452

비율(%) 62.83 34.51 2.65 0 0 100

평가부문 2.2 교수ž학습

대학은 적정 수준의 강좌별 학생 수를 유지하고, 충실한 강의계획서 작성을 통해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교수·학습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2.2.1 수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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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25 60.2

▪ 지난 3년간 20명 이하의 강좌가 전체 강좌의 60% 

이상으로 기준 값 2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충족(P)

2.5 0.0
▪ 101명 이상의 강좌는 전체 2013년 2학기 2개 

강좌 외에는 단 한 강좌도 없음
충족(P)

o 최근 3년간 수업 규모의 변화

▪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강의 중 101명 이상의 강의는 13년에는 2강좌, 14년과 15년에는 0강좌임

▪ 수강 인원이 많은 강좌는 분반을 통해 강좌 당 학생 수를 최적화 하고자 노력함

▪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강좌수를 60% 전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함.

<표 2.2.1-1> 강좌 규모별 강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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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좌당 학생 수 배정, 분반을 위한 지침

▪ 우리 대학에서는 수강인원의 제한제도를두고 있어 전공강좌 40명, 교양강좌 60명, 교양컴퓨터 25~60명, 글쓰기

30명을 기준으로 운영함. 단 수강인원 과다 초과 시 필수 강좌인 경우만 분반하여 개설

▪ 위와 같은 분반을 위한 지침은 매년 수강편람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음

o 필수 과목의 폐강기준의 적절성

▪ 폐강에 관한 규정(학사내규 제 10조)을 통해 폐강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있음

▪ 개설된 강좌 중에서 교양선택은 18명 미만, 전공선택은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조치하고, 원어 및 제2외국어

강좌일경우에는예외로하고 있음. 단지필수과목의경우인원이적어도폐강하지않고강좌를운영하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수, 학생, 교육매체를 영역별로 지원하며, 그 영
역별로 적절한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 

▪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수, 학생, 교육매체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
을 편성 및 집행함

충족(P)

o 교수, 학생, 교육 매체 영역별 지원 현황 및 인력 운영 체계

▪ 우리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여, 교수지원과 학습, 매체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음

▪ 2008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초기부터 2013년까지 연속 6년간 선정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옴

▪ 2013년 이후교수학습센터의 인프라(학습실, 기자재, 스튜디오등)를 확충하고, 교수학습센터 연구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음

<그림 2.2.2-1> 교수학습센터 구성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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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교수학습센터 지원체제 및 지원 업무

1:1 학습지원실
 [3인실 3개실 보유]

그룹학습실
[6인실 9개실 보유]

대규모 그룹학습실
[12인실 2개실 보유]

세미나실
[1개실 보유]

학습 상담실 소셜 스페이스 오픈 스터디 교육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표 2.2.2-1> 교수학습센터 시설 현황   

▪교수지원, 학습지원,매체지원의 3가지분야로나뉘고, 대학의교수및학생들의역량향상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o 교육학 전공 인력 확보를 통한 교수학습센터의 전문적 운영

▪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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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행정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됨

▪ 교수학습센터센터장을 교육공학 전공의 전임교원으로배치하였고, 연구원또한 교육공학 및 교육평가 전공자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함

▪ 대학교육개발협의회 교육, 고등교육 관련세미나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교육을흐름을파악하고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각 지원 파트별로 조교를 2인씩 배치하여 지원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함

o 교수학습센터의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학습지원 프로그램

- 학습지원프로그램예산은 2015년에들어 현저하게감소함. 이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중단과 교수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개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 학습지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표 2.2.2-2> 학습지원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프로그램명 2013 2014 2015

학습향상 스터디

(명칭 변경 2015년 이후 스터디그룹)
100,410,000 53,894,500 52,640,000

간호학 스터디 - 75,800,000 -

목적지향스터디

(명칭 변경 2015년 이후 목적달성프로젝트)
9,450,000 6,371,370 9,000,000

스마트업 아카데미 2,449,500 976,800 740,000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6,492,500 2,300,900 1,400,000

성적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명칭 변경 2015년 이후 Hug프로그램)
- 2,014,600 4,356,200

그룹학습실 운영비 및 운영소모품비 3,032,000 767,680 720,000

학습서포터즈 지원금 9,166,000 - -

합계 131,000,000 142,125,850 68,8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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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지원 프로그램

- 학습지원프로그램예산 및집행은 2015년 10배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교수들이 수업매뉴얼을 제작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 결과임

- 교수클리닉 예산을 늘리고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교수자의 참여통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2.2.2-3> 교수지원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프로그램명 2013 2014 2015

교원연수

(교수법연수, S.F.G.연수, S.G.연수, 전문성개발워크샵)
2,350,000 1,099,260 1,654,630

교수클리닉 1,800,000 2,190,880  296,600 

교과목 Renewal - - -

매뉴얼개발지원사업 - - 38,165,220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 - 3,000,000

합계 4,150,000 3,290,140 43,116,450

▪ 매체지원 프로그램

<표 2.2.2-4> 매체지원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프로그램명 2013 2014 2015

교수매체개발 - 495,000 495,000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41,000,000 - 195,600

합계 41,000,000 495,000 690,600

o 교수학습센터 예산 집행 현황 : 최근 3년간

<표 2.2.2-5> 교수학습센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년도 2013 2014 2015 합계

예산 185,600,100 153,055,000 122,571,390 461,226,490

결산 166,984,000 145,910,990 112,663,250 425,558,240

2.2.3교수·학습 개선 노력

대학은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지속적인 수업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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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효과를 꾀하는 방향
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교수학습센터 각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프
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교수학습 관련 자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다
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충족(P)

o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 학생 지원 분야

<그림 2.2.3-1> 학습지원 프로그램

▪ 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스터디 그룹, 목적달성 프로젝트, HUG 프로그램,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스마트업

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스터디 그룹 : 매 학기 학습향상 스터디와 CIS 스터디(교과 내에 팀플을 지원하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음

- HUG프로그램 : 학사 경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사경고자 학생들을 Healing하고,

Understanding하여, 성적을 Growing한다는취지의프로그램이며. 교학팀 및 학생생활상담센터, 교목실과 연계

하여, 학생들을 선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 목적달성프로젝트 :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팀의 목적(예:토익성적, 공모전 참여 등)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시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임

-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 도우미가 배우미에게 학습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만학도, 장애우, 외국인 등을

돕는 특수학생 학습지원, 내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인 학생들이 모국어를 가르치는 글로벌 학습지원,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Korean Talk, 다음 학기 과목을 미리 선수 학습하는 Pre-start

학습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스마트업 아카데미 : 학생이 자신 있는 콘텐츠로 타학생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강의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강의 진행과 만족도 80% 이상일 경우, 우수 강의자 인증서를 발급함

- 각프로그램은 학기별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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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1학기 인원+2학기 인원)

재학생 대비 비율(%)

1학기 인원+2학기 인원
1학기 재학생+2학기 재학생

2013

스터디그룹

학습향상스터디 516 22.53

CIS Group 549 23.97

목적지향스터디 118 5.15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107 4.67

스마트업아카데미 132 5.76

2014

스터디그룹

학습향상스터디 485 20.62

CIS Group 715 30.41

목적지향스터디 65 2.76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47 1.99

스마트업아카데미 158 6.72

H.U.G. 프로그램 (1학기) 30 2.49

학습법 상담 (2학기) 2 0.17

기초역량강화 워크샵 (2학기) 24 2.09

2015

스터디그룹 451 20.65

CIS 스터디 803 36.76

목적달성 프로젝트 68 3.11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9 0.41

Korean Talk (2학기) 14 1.32

스마트업아카데미 36 1.64

H.U.G. 프로그램 60 2.74

연도 프로그램명 성과

2013

스터디그룹
스터디그룹 참여율 78.35%

성적향상자율 (이전학기 평점 3.0 이하) 79%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도우미 누적 인원수 206명

배우미 만족도 84%

스마트업아카데미
학생 강사 인원수 15명

강의 종류 20종

2014

스터디그룹 성적향상자율(이전학기 평점 3.0 이하) 75%

스마트업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85%
강의 횟수 14회

성적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학교생활만족도 93.63%

2015

스터디그룹 (1학기) 성적 향상자율 61.36%
목적달성 프로젝트 (1학기) 목적 달성률 25%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활동 완료율 100%

스마트업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93.54%
강의 횟수 11회

H.U.G. 프로그램 (1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자비율 63.1%

▪ 프로그램 종류, 참여인원 및 재학생 대비 비율

<표 2.2.3-1> 프로그램 종류, 참여인원 및 재학생 대비 비율

▪ 프로그램 성과

<표 2.2.3-2> 프로그램 성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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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HUG 프로그램 특강 <그림 2.2.3-5> 목적지향 스터디 발표

<그림 2.2.3-6> 스마트업 아카데미 강의 <그림 2.2.3-7> 스마트업 아카데미 우수자 시상

o 교수 지원 분야

▪ 교수 지원 프로그램 현황

<그림 2.2.3-2> 스터디그룹 OT <그림 2.2.3-3> HUG 프로그램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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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교수지원 프로그램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전문성개발워크샵 : 교수자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가르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수 방법과 전략 등의 노하우를접하며 이를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함

- 교수클리닉 : 교수활동의컨설팅(자가클리닉, 동료클리닉, 외부클리닉)을 통하여 성찰적 역량을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

- 수업매뉴얼 개발 사업 : 2015년에는 교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과목을 학생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있도록교과목의내용을역량을기반하여매뉴얼형태(교수자용, 학생용)로개발하는사업을시행하여전체교원

이 참여함.

-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 학생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수 연구 모임으로, 우리 대학 실정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 방법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함.

▪ 프로그램 종류 및 교수 참여 비율

<표 2.2.3-4> 프로그램 종류 및 참여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참여인원

2013
전문성개발워크샵 2회 41명

교수클리닉 24건 19명(중복제거)

2014

교수클리닉 66회 44명(중복제거)

교원전문성강화사업 5회
140명(중복), 

41명(중복제거)

2015

교수클리닉 44회 24명(중복제거)

매뉴얼개발지원사업 8개월간 개별진행 37명

교원전문성개발워크샵 29회
272명(중복)

48명(중복제거)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8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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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프로그램명 참여율(%)

2013
전문성개발워크샵 91.1

교수클리닉 35.6

2014

교수클리닉 91.1

교원전문성강화사업 95.5

교육매체개발사업 6.6

2015

교수클리닉 53.3

매뉴얼개발지원사업 82.2

교원전문성개발워크샵 100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22.2

▪ 프로그램 성과

<표 2.2.3-5> 프로그램 참여 비율

- 교수클리닉참여율과 지원예산이 2015년 현격하게줄어듬. 이는 2015년특별사업으로 수업매뉴얼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매뉴얼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가 요구됨.

<그림 2.2.3-9> 교원전문성개발워크샵 <그림2.2.3-10> 교수클리닉-자가클리닉

<그림 2.2.3-11>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그림 2.2.3-12> 매뉴얼개발지원사업 개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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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체지원 프로그램

▪ 매체지원 프로그램 현황

<그림 2.2.3-13> 매체지원 프로그램

- 강의지원 프로그램 :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강의 촬영, 강의파일

변환, 변환 파일 업로드 등)를 지원함

- 교수매체개발 지원사업 :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익숙한멀티미디어적 교육매체(마인드맵프로그램인 imind-

map 및 각종 템플릿과 이미지를 제공하는 iclickart 사이트)를 교수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디지털화된 학생들에게 첨단의 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을

선진화하고, e-Learning 기반의 교수 학습 지원 체계를 스마트 러닝 기반의 교수 학습 환경으로 개선함

▪ 프로그램 종류 및 교수 참여 비율

<표 2.2.3-6> 프로그램 종류 및 참여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참여인원

2013
강의지원 프로그램 2건 2명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

2014

교육매체개발사업 4건 3명(중복제거)

강의지원 프로그램 9건 4명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

2015
강의지원 프로그램 8건 5명(중복제거)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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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성과

<표 2.2.3-7> 프로그램 참여 비율

연도 프로그램명 참여율

2013
강의지원 프로그램 4.4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2014

교육매체개발사업 6.6

강의지원 프로그램 8.7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

2015
강의지원 프로그램 11.1

스마트 교육 지원사업 2.2

o 프로그램 성과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 교수학습센터의 모든프로그램은참여 학생에 대한평가, 교수학습센터 자체평가, 학과장교수 및협력 부서장들의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차회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함

-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 : 모든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만족도 설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여 새로운학기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

- 운영부서에 대한 자체 평가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주사업 부서인 교수학습센터 구성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

- 학과장 및 부서장들의 평가 : 매월 실시하는 학과장 교수들의 회의 및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친 보고와 그에 대한 피드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영함

<그림 2.2.3-16>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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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수 학습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주제의 다양성

▪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개발되는 교수 학습 관련 자료는 인쇄매체, 동영상 등의

형태로 개발되어 지속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교수지원 :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수업 스킬 역량 향상 자료, 학생 역량 향상 연구 및 트랜드 교수법 자료,

학생 생활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자료가 갖추어져 있음

▪ 학생지원 :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학습스타일및 학습전략, 전공별 실습전략, 마인드학습법 등의 학습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음

▪ 다음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및 확보하고 있는 주제별 리스트임

<표 2.2.3-8>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확보 리스트
분류 교수학습자료 리스트 워크북자료 영상자료

교수지원

멀티미디어연수 : 파워포인트 제작, 동영상제작, 이미지편집 o

Digital Convergence with 3.0 Trends (교육과 sns접목) o o

학생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교육 프레젠테이션 전달 스킬 o o

K-CESA 역량 강화 적용 방안 o o

강의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o o

교육매체 제작 및 PT스킬 향상 o

Prezi 활용법 o o

수업에서의 Smart 기기 활용 방법 o o

Movie maker를 활용한 간편한 동영상 제작법 o o

수업에서의 마인드맵 활용 o o

Problem based Learning o o

상담의 이론과 실제 o o

엑셀을 활용한 성적산출 및 학생관리 o o

고급통계 AMOS o o

Refworks(논문표절프로그램) 교육 o o

컨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워크샵 o o

컨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워크샵 o o

2010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활용 성적산출 o o

prezi 입문하기 o o

학습지원

멀티미디어 교육(파워포인트, 동영상, 이미지편집) o o

학습동기부여 : 우등생이 되어보자 o o

학습스타일 관리하기 o o

나만의 학습전략 개발하기 o o

학습 도우미에 대한 성경적 입장 o o

사회복지 관련 정보 공유 o o

Prezi의 기본적 활용법 o

성서인은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o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교육 o

서평 잘 쓰는 법 o

영어 말하기 훈련법 o

대외활동 및 공모전, 이것만은 꼭꼭꼭 o

아프니까 실습이다 o

포토샵을 이용하여 교회 포스터 만들기 o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발표) 기법 o

영어원서 초급, 중급 읽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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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수학습자료 리스트 워크북자료 영상자료

마인드맵 강의 o o

학습법 세미나 o o

노트북 200% 활용하기 o

서평 잘 쓰는 방법 o

일러스트 활용법 o

성경졸업고사 마스터하기 o o

육군학사장교시험 합격하기 o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조치법 o

성경 파노라마 시리즈 o o

헬라어 포기한 자 구출 작전 o

영어 단어 암기 및 독해법 o o

효과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o

사회복지학과 매뉴얼 o

PPT 동화 만들기 o

동영상 제작하기 o

효과적인 PPT자료 만들기 o

자료분석론(SPSS) 배우기 o

기초 역량 워크샵 - 포토샵 o o

기초 역량 워크샵 - 동영상 제작 o o

기초 역량 워크샵 - Prezi o o

기초 역량 워크샵 - 엑셀 o o

학습 역량 상담 프로그램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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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3 학사관리

대학은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3.1 학사관리 규정

대학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합리적이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행정, 교무, 인사, 학사, 성적, 강사관리 등 학사 

관리 제반규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갖추어
져 운영되고 있음

충족(P)

o 학사관리규정

▪ 우리 대학의 학사관리규정은 학칙을 기본규정으로 학사내규, 졸업고사시행세칙이 세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칙과 학사내규에서는 입학, 등록, 휴학·복학·제적·퇴학,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전부, 교직과정, 교과와 이수,

시험과 성적, 학사경고 등 전반적인 학사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학사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 및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학사관리규정은 우리 대학의특성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체계와 학사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엄격히 그 기준에 따라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o 학사관리규정의 합리성 제고 및 개선

▪ 학사관리규정의 제·개정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고, 심의된 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침으로써 학사관련 제반규정 제·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음

2.3.2 성적관리

대학의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성적관리는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충족(P)

o 성적관리규정에 의한 관리

▪ 우리 대학은 학칙 제 39조(학업성적) ~ 48조(특별처리)에 의거하여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의 하나로, A:20~30%, B:25~35%, C:25~35%, D:10~30% 범위로

상대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단지 학사내규 제16장 40조에 의거 1) 전공필수 실습교과, 2)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에 한하여 절대평가를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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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1> 최근 3년간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강좌수와 비율

학기
상대평가 절대평가

계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2013-1 215 47.6 236 52.3 451

2013-2 213 48.1 229 51.8 442

2014-1 256 59.5 174 40.4 430

2014-2 240 55.5 192 44.4 432

2015-1 278 59.6 188 40.3 466

2015-2 298 65.9 154 34.0 452

계 1,500 56.1 1,173 43.8 2,673

▪ 최근 3년간 상대평가를 실시하는강좌의 비율은 13년 1학기 47.6%에서 15년 2학기 65.9%로 지속적인 향상세를

보이고 있음.

▪ 절대평가에서예외로 하고 소규모강좌및 실습교과 때문에 A학점비율이규정보다 약간높게나타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표 2.3.2-2> 성적평가 결과 비율(%)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전공 34.8 32.7 33.4 33.4 27.7 30.2

교양 33.3 28.0 32.8 35.8 26.2 31.6

교직 42.1 48.4 31.7 25.9 23.4 25.1

계 36.7 36.3 32.6 31.7 25.7 28.9

2.3.3 수업평가

대학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

를 반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문항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강의 평가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음

▪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음

충족(P)

o 수업평가 실시

▪ 교수들의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 학기말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학생이 성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업평가를필수적으로완료해야 하므로 수업평가강좌의 응답률은

지난 3년간 90%를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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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전체 강좌수
수업평가 실시 강좌

(전체 강좌대비 비율%)

수업평가 

응답율(%)
평가결과(점)

2013-1 312 286(91.6) 93.4 4.5

2013-2 302 288(95.3) 94.4 4.5

2014-1 270 256(94.8) 95.8 4.5

2014-2 275 264(96.0) 93.6 4.6

2015-1 256 249(97.2) 96.5 4.6

<표 2.3.3-1> 수업평가 결과 현황(전도훈련, 진로과목 제외)

▪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전임교원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 2014년 1, 2학기 평균 4.6으로 90점

이상을 보여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3-2> 전임교원 수업평가(전도훈련 제외)

전임교원 강의교과목의
강의평가 점수의 합(A)

전임교원 담당강의 수(B)
강의당 강의평가 점수 평균

A/B=C 

2014-1 2014-2 계 2014-1 2014-2 계 2014-1 2014-2 계

708 750 1,450 155 161 176 4.56 4.65 4.6

▪ 수업평가 문항은 총 14개로강의 구조 영역과강의 내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규모대학인 관계로 계열별

및 교과목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평가항목을 달리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 대학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공이 단출하여 강의평가 항목의

계열별 차등화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후 계열 특성별로 문항을 조정할 예정임

- 2015년 수업평가 문항에 대한 수정작업이 실시됨

o 수업평가 결과의 활용

▪ 강의평가점수의 공개는 본인점수만 개별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 과목 평균 점수를 공개하여 본인의 평가결과

대한 수준(3단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임 교원의 수업평가는매년 시행하는 교원업적평가에포함되며, 최우수 수업평가 교수를매년 선정하여 시상함

▪ 비전임 교원인외래교수의 수업평가는외래교수 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최우수 및 우수외래교수 선정에 반영하고,

외래교수위촉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대학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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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
발책 및 보상제도를 수립함

▪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 방안을 수
립하여 학습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충족(P)

o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및 동기유발책

▪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역량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금지급, 조기졸업신청, 학점초과신청, 성적마일리지

수여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장학금 제도

-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함

▪ 성적 마일리지 제도

- 성적, 졸업시험, 토익·컴퓨터 시험, 신앙훈련, 해외자격증취득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함

▪ 학점초과신청

- 학기당평균 17학점이상이수하고 총성적평점평균이 3.7이상인경우 23학점까지, 4.0이상인학생은 25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조기졸업제도

- 6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경우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o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 관련 실적

- 수업우수자 동기유발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제도, 성적마일리지 제도, 학점초과신청, 조기졸업 제도의

최근 3년간 실적은 다음 <표 2.3.4-1>과 같음

<표 2.3.4-1> 최근 3년간 수업우수자 동기유발 관련 실적

학업우수자
동기유발제도

2013년 2014년 2015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성적우수자장학금(원) 99,998,000 146,937,000 122,850,500 172,715,000 195,899,000 260,272,500
성적마일리지 7,300,000 7,600,000 26,390,000 30,752,900 40,256,000 19,005,000
학점초과신청 16 21 4 13 7 11

조기졸업 0 0 0 0 1 0

o 학사경고자에 대한 추후 지도 프로그램

▪ 학사경고는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하거나 혹은 학기당 3과목 이상 F인 경우에 해당함.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수는 2.43%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2010-2012 3년간 평균 학사경고자 비율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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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2>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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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1학기 1,164 47 4.04%

2013학년도 2학기 1,126 28 2.49%

2014학년도 1학기 1,203 19 1.58%

2014학년도 2학기 1,148 27 2.35%

2015학년도 1학기 1,126 19 1.69%

계 5,767 140 2.43%

▪ 우리 대학은 학사경고자 관리를 위해서 상담제도, 학점신청 제한 제도, 1:1 학습 멘토링 제도 (도우미-배우미

프로그램), 재입학제도 등을 운영함

▪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기별로 명단을 해당 전공에 통보하여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당부서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경고자의 학업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2.3.4-3>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상담율

학년도/학기 학사경고자수(B) 상담 참여자수(B) 상담참여율(%)
(B/A×100)

2013학년도 1학기 47 27 57.45

2013학년도 2학기 28 19 67.86

2014학년도 1학기 21 18 85.71

2014학년도 2학기 27 23 85.19

2015학년도 1학기 19 14 73.68

계 142 101 71.13

▪ 상담 후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하여 1:1 학습멘토링 제도인 도우미-배우미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점신청

시 15학점 이하를 신청하도록 권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조절하도록 함

▪도우미-배우미 프로그램은 학습활동에 언어적, 물리적, 학습 역량적 어려움이 있는 학우들에게 학습 도우미를

매칭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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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졸업자

(A)
취업자

(C)
진학자

(B)
입대자

(D)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기타
(미취업자)

건강보험DB
연계취업률(%)

2014 241 132 31 1 10 7 60 68.8

연도
졸업자

(A)
취업자

(C)
진학자

(B)
입대자

(D)
외국인

유학생(F)
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대상(G)
기타

(미취업자)
건강보험DB

연계취업률(%)

2013 244 141 21 5 9 4 62 69.5

평가부문 2.4 교육성과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4.1 졸업생의 취업률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45 이상 62.5 ▪ 적정수준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충족(P)

o 취업률현황

▪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68.8% (2014년 12월 31일 기준)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음.

<표 2.4.1-1> 2013학년도 졸업생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현황(12/31일 기준)

<표 2.4.1-1> 2014학년도 졸업생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현황(12/31일 기준)

o 취업프로그램운영

▪ 우리 대학의 종합인력개발센터는 행정, 교육, 네트워크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학생들의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행정부문 : 취업통계조사, 취업통계조사 분석 및 피드백 등

- 교육부문 : 취업특강, ‘취업과 진로’ 교과목 운영, 취업전담반 운영, 취업 및 진로상담, 취업 아카데미, 잡투어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등

- 네트워크부문 :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전문홈페이지운영으로취업정보 제공 및 이력서클리닉지원, 취업전략

수립을 통한 산업체 방문 등으로 산학 협력 및 산학연계

<표 2.4.1-2> 최근 4년간 졸업생 취업률 변화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취업률 62.5% 69.5% 68.8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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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교육만족도

대학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관리 및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다양한 방법의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의 요구를 반영함

▪ 평가결과를 근거로 교수내용 및 체계의 질적인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충족(P)

o 재학생 만족도 조사

▪ 대학생활만족도조사

-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향신문의 대학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을 토대로 대학생활만족도 조사를 설문을 통해 실시함

(평가시기 : 2015. 10.21 - 11.8, 19일간)

- 평가대상 : 본교 학부생 전원 중 586명 참여 (참여율 57.2%)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조사

- 평가문항 : 5점 척도의 7대 영역 42개 세부 문항

-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관계를 2차원측으로 도식화하여

개선요소의 우선순위를 정함

- IPA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장점으로 평가되지만 평가문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 방법사용이 요구됨.

- 향후 표준화된 평가문항을 도입하여 종단적 연구를 통해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요구됨.

<표 2.4.2-1> 2015학년도 대학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영역 만족도

대학교육 68.5

시설 및 복지 65.5

정보화 68.3

취업지원 69.6

행정 서비스 73.4

교수상담 76.6

소통 65.6

§ 우리학교 학부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종합점수는 69.4점임

§ 항목별로는 교수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7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교수상담 만족도 결과를 우리대

학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3.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교직원의 신속한 일처리 항목에 대한



2. 교육

65

자체평가보고서

영역 만족도 평균

대학교육

전반적인 교육만족도 69.9

68.5

수강신청의 어려움 64.0

다양한 강의 개설 58.8

학생의 수업참여 정도 63.9

교수의 강의준비 78.6

과제 발표에 대한 피드백 75.3

교수학습프로그램 제공 71.4

분야별 균형적 교육과정 편성 70.9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64.4

개선이 필요함

§ 소통, 시설 및 복지, 정보화, 대학교육 만족도는 종합만족도 69.4점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 중점개선사항으로는 등록금 대비 교육서비스, 대학식당, 휴식공간, 멀티미디어사용환경, 효과적인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점진적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의 수월성, 수업에 학생의 참여도, 편의시설 구

비, 컴퓨터 시설 이용의 편리,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함

<표 2.4.2-1> 2015학년도 대학교육 세부항목 만족도 결과

§ 교육영역에 대한 평균은 68.5점이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69.9점임

§ 항목별로는 교육영역에서 교수의 강의준비 (78.6%)와 과제발표에 대한 피드백 (75.3%)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양한 강의개설은 5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등록금 대비 교육서비스에 대한 중점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복지영역 평균점수는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68.3점으로 평균만족도보다 훨씬 낮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임. 세부항목별로는 장학생선발결과 7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식당만족이 가장 낮은 51.7점으로 나타나서 해마다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식당운영 개선이

시급함.

§ 정보화영역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69.6로 전체만족도 평균과 유사하지만 정보화영역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전체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남. 세부항목별로는 홈페이지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이용의 편의성 62.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및 진로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69.8로 전체평균과 비슷하지만 IPA 분석결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 항목이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점적 개선이

필요함 세부항목별로는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7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68.3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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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균점수는 73.4점이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71.5점임. 교직원의 친절성이 78.4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70.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교직원의 친절성은 78.4로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음 (교수 상담 만족도와 더불어 유용한

홍보자료가 될 수 있음)

§ 소통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동기 및 선후배와의 교류, 특정학과 위화감 조성, 학생의견 반영)에서

종합만족도 69.4점 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정학과 위화감 조성 항목이

60.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 대학 애정도 영역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는 항목이 72.6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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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3. 대학 구성원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교수의 전문성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능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을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부문 3.1 교수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업적

평가제도 운영,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는 대학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연구 성과를 보

이고 있으며, 학연산관협력을 통하여 연구비를 확보하고,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 및 기술과 특허의 환원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1.1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원활한 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하여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61 78.69%

▪ 최소 기준 값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을 충원 하였

으며,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이 꾸준히 상승함

충족(P)

o 전임교원 확보율 현황

▪ 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은 78.69%로 평가 준거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임교원을 확보해가고 있음

<표 3.1.1-1>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현황

구분
학부(명) 대학원(명) 전체(명)

법정교원수
(명) 전임

교원수(명)

전임교원
확보율(%)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2013 960 1164 310 288 1270 1452 55 63 45 81.82 71.43

2014 960 1203 310 265 1270 1468 54 64 46 85.2 71.9

2015 960 1126 310 271 1270 1397 54 61 48 88.89 78.69

o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신규충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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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신규 충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계

신임교원 충원 인원(명) 7 2 3 12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있음

충족(P)

o 교원 임용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

▪ 우리 대학은 교원 임용에 있어서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의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원 임용 절차 및 방법을 운영

하고 있음

▪ 교수채용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국내 일간신문, 전문학술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

여 모집을 공지함으로써 공고 방법을 다양화함

▪ 교원 임용 시 임용일 3개월 전에 공고하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30일 이상의 기

간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모집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함

o 교원 임용 절차 및 방법의 엄정성

▪ 교원 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다음 [그림 3.1.2-1]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원 임용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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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기초심사 기초심사위원회
• 위원장: 교학처장

• 위원: 모집 대상 분야의 전공교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전공심사 전공심사위원회

• 위원장: 총장 임명

• 위원: 모집 대상 분야의 교원이나 전문가 6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의 1/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회

• 위원장: 총장 임명

• 위원: 교학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교목실장과 총장이 임

명하는 교원 7인 이내로 구성

임용대상자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 위원장: 대학원장

•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5인으로 구성

임용대상자 제청 총장

임용대상자 임용 
승인 심의

법인 이사회

임명 법인 이사장

[그림 3.1.2-1] 교원 임용 절차

▪ 교원 임용 절차의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표 3.1.2-1>과 같으며, 특히 전공심사위원회는 위

원회의 1/3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교원 임용 절차 및 방법의 엄정성을 기함

<표 3.1.2-1> 교원임용 단계별 심사위원회 구성

▪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을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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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총개설

강의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2013-2 853 530 62.1 323 37.8

2014-1 807 540 66.9 267 33.0

2014-2 794 516 64.9 278 35.0

2015-1 769 571 74.2 198 25.7

2015-2 745 531 71.2 214 28.7

학년도
총개설
강의
학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비전임교원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2013-2 853 42 4.9 59 6.9 203 23.7 19 2.2 323 37.8

2014-1 807 36 4.4 47 5.8 156 19.3 28 3.4 267 33.0

2014-2 794 39 4.9 41 5.1 172 21.6 26 3.2 278 35.0

2015-1 769 15 1.9 34 4.4 131 17.0 18 2.3 198 25.7

2015-2 745 18 2.4 30 4.0 136 18.2 30 4.0 214 28.7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대학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비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50 이하 41.8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최소 기준 값 이하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 2010년 이후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지속

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충족(P)

▪ 우리 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연도별로 개선되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

학기와 2학기 평균 27.2%로 13년도 2학기에 비해 10%가량 낮아져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3-1>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

<표 3.1.3-2>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 구분별 강의담당 비율(%)

3.1.4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운영

대학은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수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

여 규정화하고 있음 

▪ 합리적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급여인상, 재임용, 승진, 교원표창, 연구년 등을 결

정하는데 반영함. 그러나 최근 연구년 참여교수가 

급격히 감소항 참여자가 없음

미충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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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구분 대항목 소항목

신앙영역
신앙훈련참여도 F.T․밀알훈련․전도훈련․BRC운영․신앙상담․일립교육과정 운영

예배참석 교직원아침경건회․채플․대학원채플 참석

교육영역

수업계획 수업계획서 충실도

수업진행 출결관리․휴강과보강․평가(시험) 운영․피드백․성적분포/학사관리

수업혁신노력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방법 개발 및 적용․수업평가 등을 반영한 개선 노력
수업메뉴얼 유무 및 충실도․교내외 연수 참여․교수클리닉 참여

수업성과 강의평가․중도탈락률(학과공통)․취업률(학과공통)․취업을 위한 노력

수업부담 시수․과목수․수강학생 수․주․야간강의․원어강의․계절강의․0교시 강의

학생지도
실습지방문․논문지도․MT등 학과단위 모임참석․학교행사․총학생회 행사참석
신입생예비대학 학생참여률․학생상담

연구영역

저서
국제전문학술서, 국제일반저서, 국내전문학술서, 국내일반저서, 전문학술번
역서, 편저서 및 기타저서, 저서개정판 

논문 국외논문, 국내논문, 번역논문

학술회의 발표논문 국제논문발표, 국내논문발표

수상 국외학술상, 국내학술상 등

특허 국제발명, 국내발명,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국가기관연구보고서,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보고서, 기타연구보고서

외부연구과제수탁 수탁금액에 따른 구분 

봉사영역

교내봉사 교내 각종 보직, 교내 각종 위원회 활동, 각종 교내활동

대학발전기여 주요 정책과제 참여, 발전기금유치

산학교류 산업자문

학회활동 국제․전국규모의 학술대회 회장, 회장단, 임원, 행사 임시활동

사회봉사
정부단체 임원 및 위원, 사회봉사단체 임원 및 위원, TV․라디오 출연, 신
문․잡지 등 기고

수상 봉사활동 관련 수상

교회봉사 협동목사․교사․성가대 등 교회봉사활동

o 교수업적평가제도의 규정화

▪ 우리 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교수업적평가의 목적, 기구, 절차, 결과 활용 등

의 내용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원의 신앙ž교육ž연구ž봉사활동에 대한 업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함

▪ 교수업적평가결과는 교원인사 규정 및 시행세칙,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승진, 급여, 교수표창, 연구년, 해외연수 등을 결정하는데 반영함

o 교수업적평가 제도 운영

▪ 평가 항목은 신앙ž교육ž연구ž봉사의 4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대항목과 소항목, 세부 지표로 세

분화되어 있음(<표 3.1.4-1> 참조)

<표 3.1.4-1>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구성표

▪ 예능계 연구업적의 경우 공인전문단체(국립, 시립단체, 기타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독창회,

반주, 협연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전공영역의 특수성을 연구영역에 반영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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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1년 단위로 개별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고, 신앙ž교육ž연구ž봉사 4영역의 평가 비중은 4:4:5:2이며,

세부지표 역시 그 중요도에 따라 배점이 다양함

▪ 평가점수는 비중에 따른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산으로 산정하고 평가결과는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균등하게 33.3%로 나누어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함

o 교수업적평가 절차

▪ 교수업적평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적에 대해 평가하며, 교수업적평가

보고서 양식에 따라 업적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함

▪ 아래 [그림 3.1.4-1]의 절차에 따라 업적 평가가 진행되는데, 1차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이의 사항

접수 과정을 거쳐 이의사항을 반영한 2차 평가가 이루어지고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평가 및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그림 3.1.4-1] 교수업적평가 절차

o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개선

▪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2014년도 경영컨설팅의 권고사항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항

목과 배점으로재구성되어 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시행됨

o 교수업적평가 결과 반영

▪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매년 급여의 인상과 재임용, 승진, 교원 표창, 연구년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표 3.1.4-2> 최근 3년간 재임용 현황

학년도 대상인원 제청인원 재임용인원 재임용탈락인원

2013 11 11 11 0

2014 25 25 25 0

2015 17 17 17 0

<표 3.1.4-3> 최근 3년간 승진 현황

학년도 대상인원 제청인원 승진인원 승진탈락인원 승진탈락사유

2013 6 3 3 3 승진조건 미충족

2014 6 1 1 5 승진조건 미충족

2015 5 3 3 2 승진조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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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 최근 3년간 교원표창 현황

학년도 포상영역 포상인원(명) 포상내역

2013
강의평가 1 상금 300,000원 지급

업적평가 1 상금 500,000원 지급

2014
강의평가 1 상금 300,000원 지급

업적평가 1 상금 500,000원 지급

2015
강의평가 1 상금 300,000원 지급

업적평가 1 상금 500,000원 지급

<표 3.1.4-5> 최근 3년간 연구년 참여 현황

학년도 신청인원 승인인원 미승인사유

2013 2 2  

2014 1 1

2015 1 - 평가성적 저조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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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

적․재정적․물리적 지원을 하고 있음
충족(P)

o 교수의 교육 활동 지원

▪전문성개발워크샵 : 교수자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가르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수 방법과 전략 등의 노하우를

접하며 이를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함. 참여율 91.1%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교수클리닉 : 교수활동의 컨설팅(자가클리닉, 동료클리닉, 외부클리닉)을 통하여 성찰적 역량을 강화하

고 교육의 질을 높임

▪수업매뉴얼 개발 사업 : 2015년에는 교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과목을 학생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역량을 기반하여 매뉴얼 형태(교수자용, 학생용)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교원이 참여함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 학생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수 연구 모임으로, 우리

대학 실정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 방법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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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교내 교외

38,583 47,000 24,000 18,340 48,000 97,416

<표 3.1.5-1> 최근 3년간 교수의 교육활동 지원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참여인원 참여율

2013
전문성개발워크샵 2회 41명 91.1

교수클리닉 24건 19명 35.6

2014

교수클리닉 66회 44명 91.1

교원전문성강화사업 5회
140명(중복), 

41명(중복제거)
95.5

2015

교수클리닉 44회 24명 6.6

매뉴얼개발지원사업 8개월간 개별진행 37명 53.3

교원전문성개발워크샵 29회
272명(중복)

48명(중복제거)
82.2

역량중심교육과정개발연구회 8회 10명 100

<표 3.1.5-2> 교수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교수자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업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교수자의 교육 연구 및 개발을 강조하고

지원함

▪ 효과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다양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교육컨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도 추가 지원하는 등 교수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갖추

고 있음

- 모의수업실/수업행동분석실: 학생들의 수업 진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 대상의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수자로서 역할시 교수방법,

태도, 의사소통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 멀티미디어 제작실: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 및 학습자료 제작, 멀티교수자료 제작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의 수업매체개발 및 멀티교수학습자료 제작 능력 향상을 도움

- 교육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컨텐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를 갖추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동기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마인드 맵 프로그램: 교수법 개발 연수와 연계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교수자가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수법 개발을 함

- 학생응답시스템: 수업 내에서 클리커(무선응답장치)를 통해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의 적극적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교수자의 학생 학습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

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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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교내 교외 교내 교외

38,583 47,000 24,000 18,340 48,000 97,416 57,000 27,23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학술지 16,807 14,062 17,555 20,092 68,516

학술회의 참가지원 12,677 6,038 4,375 - 23,090

저역서 발간 13,855 3,105 5,660 7,125 29,745

발표회  1,000 1,000 1,000 1,000 4,000

계 44,339 24,205 28,590 28,217 125,351

<표 3.1.5-3> 교수의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현황

구분 구비 기자재 사양 및 현황

시설

모의수업실/
수업행동분석실

• PC, 빔프로젝트, 녹화시스템, 음향녹음시설, 일방경 등을 구비함

멀티미디어 제작실 • PC,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을 구비함

교육컨텐츠 제작 스튜

디오

• PC 1대(xinics silver stream producer 프로그램 탑재, 판서용 타블렛 포

함), 동영상 촬영장비 1대 등 구비 예정

프로그램 마인드맵
• 교수매체 제작용 프로그램으로 imindmap ultimate (아이 마인드맵 5.0) 7 

copy

기자재 학생응답시스템

• 학생단말기 50EA와 교수자 단말기, 수신기로 구성된 1set

• 학생 응답 내용을 자동 취합 및 분석, 기록 가능 

• MS Powerpoint 및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동 가능

o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규정과 연구장려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지 게재, 학술회의 참가, 저역서 발간,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제비용을 지원함

<표 3.1.5-4> 최근 3년간 연구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표 3.1.5-5> 최근 3년간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천원)

o 연구년제 운영

▪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신장을 위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년 교원은 연구업적(30%), 연구계획(20%), 교내봉사

실적(20%), 재직년수(30%), 신앙과 학교발전에의 공헌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최근 3년간 매년 1-2명의 인원이 신청하고 1-2명의 교원이 승인을 받아 연구년에 참여함으로써 그 제

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바, 최근3년간 연구년제 참여율 평균은 신청인원 대비 승인인원 비율은

66.6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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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신청인원(명) 승인인원(명) 전임교원수(명) 신청율(%) 승인율(%)

2013년 2 2 45 4.44 100

2014년 1 1 46 2.17 100

2015년 1 - 48 2.08 0

▪ 최근 3년간 연구년제 신청은 다소 저조했으며 연구년제 활성화를 위한 학기별 연구년제 도입 및 재

정적 지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음

<표 3.1.5-6> 최근 4년간 교원의 연구년제 참여 현황

o 대학의 조교 현황 및 활용

▪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3.1.5-7>과 같이 행정조교 및 연구실습조교를 확보

하여 활용하고 있음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상 연구조교, 실험실습조교, 행정조교의 업무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

로 실험실습조교가 실험실습 관련 제반 업무 외에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행

정조교 역시 전공 행정에 관한 업무 및 기타 학교 행정 업무 외에도 교수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보조

하고 있음

<표 3.1.5-7> 2015년 전공별 조교 운영 현황

전공
조교 수(명)

전임교원수(명)
전임교원1인당 
조교의 수(명)행정조교 연구·실습조교

성서학과 1 16 0.06

사회복지학과 1 7 0.14

영유아보육학과 1 5 0.2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 4 0.5

간호학과 2 8 0.25

기초교양교육원 1 8 0.13

계 4 4 48 0.21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대학은 시간강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강사료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42,000

▪ 시간강사 강의료는 최소 기준 값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 시간강사를 위한 복지제도로 연구실 마련, 평가결과

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교수활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충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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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료를 꾸준히 상향조정하여 2015년 현재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o 시간강사에 대한 복지 제도

▪ 시간강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로 시간강사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교수법 연수 및 교수클리닉과 같은 교수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표 3.1.6-1> 최근 3년간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현황

학년도 지급총액(원) 강의시간
지급인원수
(강좌기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원)

2013년 346,750,000 8,086 735 42,610

2014년 266,099,000 5,819 542 46,000

2015-1 114,930,000 2,298 199 50,000

<표 3.1.6-2> 시간강사 복지 지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시간강사 연구실
• 시간강사 연구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하고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팩

스, 개인사물함, 차 등을 제공함 

인센티브 제도
• 강의평가, 학생지도, 회의 및 채플 참석 등을 포함하는 시간 강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

교수활동 지원 •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수법 연수 및 내/외부 교수클리닉 참여 기회를 제공함

사회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함

주차요금 지원 • 주차요금을 100% 지원함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교수는 대학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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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값 2015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1)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       0.50

0.6968
▪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1.11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P)

2)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       0.10

0.1589
▪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실적은 0.13으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P)

3)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0.35

0.4785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은 0.68로 

최소 기준값 이상임
충족(P)

4)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       0.05

0.1589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은 0.13으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P)

5)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0.07

0.1783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0.19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P)

6)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1,000

1,000
▪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는 1,294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P)

7)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10,000

2,029.5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는 296로 최소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함
미충족

o 학술지 게재 및 저•역서 실적, 연구비수혜실적

▪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논문 실적,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 최근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13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제논문 및 SCI급 논문실적과 교외 연구비가

향상됨

<표 3.1.7-1>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논문 실적 (단위 : 건)

공시년도
논문 실적(건수)

등재후보논문실적 SCI급 논문실적
국내 국제

2015년 0.6968 0.1589 0.4785 0.1589

<표3.1.7-2>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단위 : 건)

공시년도 저서(건) 역서(건) 총계(건) 전임교원 수(명)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건)

2015년 7.1666 1.3929 8.5595 48 0.1783

<표 3.1.7-3>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 천원)

공시년도
총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2015년 48,000 97,416 1,000 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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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지식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대학은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지역기관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강좌 및 자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교원의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회로 적절하게 환원하고 있음
충족(P)

o 지식의 환원 실적

▪ 우리 대학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 교육 :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기관 종사자 및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정부조직 및 법인 단체 활동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법인 단체에서 자문/연구/상담/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함

- 특허 및 국책 과제 수행 : IT 관련 각종 특허 및 각 전문 분야의 국가 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함

- 각종 평가 :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평가위원으로 활동함

- 학술 활동 : 각 학문 분야 학회에서 이사 및 각종 분과 위원장․위원의 활동을 감당하며 학술지 게

재 논문심사 활동을 통해 학문분야 발전에 기여함

- 2012년도 총 건수 155건에 비해 2014년 215건으로 지식의 환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매우 향상되

고 있음

<표 3.1.8-1> 최근 3년간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단위 : 건)

학년도
정부조직 및 
법인단체활동

특허 및 국책과제 
수행 

각종 평가 학술활동 총 건수

2012년 38 8 8 101 155

2013년 16 5 3 79 103

2014년 50 14 22 12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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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2 직원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

해 지원하고 있다.

3.2.1 직원 규모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직원1인당 재학생 수 
70 미만

22.5
▪ 최소 기준 값을 충족하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충족(P)

o 직원현황

▪ 최근 3년간 직원현황을 보면 모두 최소 기준 값을 충족함으로써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

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1> 최근 3년간 직원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정원
대학(교)현원

재학생 수
직원1인당 
학생 수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계

2013년 50 28 2 3 19 52 1164 22.4

2014년 50 32 2 0 23 57 1203 24.2

2015년 50 35 2 0 21 58 1126 22.5

* 계약직은 정원에 미포함

3.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대학은 직원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등 인사제도가 규정에 의거하

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충족(P)

o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우리 대학은 임용, 승진, 퇴직, 교육 등 직원 관련 각종 사항을 규정하는 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직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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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원의 임용 절차

▪ 직원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그림 3.2.2-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그림 3.2.2-1] 직원 임용 절차

o 직원의 승진 제도

▪ 직원의 승진, 전보, 보직 및 변경 등은 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승진자격 및 시기, 심사기준은 다음 <표 3.2.2-1>과 같음

▪ 직원의 승급에 정체가 발행하지 않도록 매년 인사발표시 승급자 심사를 통해 승급하고 있으며 직원

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급별 전문 교육을 위하여 직급별 직위명을 부여하였움

<표 3.2.2-1> 직원 승진 기준 및 심사

승진 직급 승진자격 승진 시기 및 심사 기준

3급➜2급
5년 • 매년 1회 3월 1일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함

• 최근 3년간 근무성적(60점), 근속기간(30점), 공동체기여도(10점)를 

합하여 100점 만점에 대한 점수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함

•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

해제와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함

4급➜3급

5급➜4급 4년

6급➜5급

3년
7급➜6급

8급➜7급

9급➜8급

<표 3.2.2-2> 직급별 직위명

직급 직위명

일반직 2급이상 국장

일반직 3급 부장

일반직 4급 차장

일반직 5급 과장

일반직 6급 대리

일반직 7급 계장

일반직 8급 주임

일반직 9급 직원



82

자체평가보고서

구분 세부내용

교육 지원 교육비 지원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교직원 직계자녀의 본교 입학 시 등록금의 80%의 장학금 

지급 

자녀양육
지원

보육비 지원 •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의 30% 지원(2013년 10월 이후 폐지)

육아휴직 • 만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휴직

식사 지원 식사비 지원
• 야간 시간외 근무 시 저녁식사 비용 지급

• 방학 중 교직원 식당 식사비용의 2/3 지원

건강관리
지원

체력단련실 
이용 지원

• 본교 체력단련실 이용 시 이용료의 25% 할인 혜택 제공

여가 지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

• 강원도 평창 소재 펜션 이용시 할인혜택

• 포천 밀알훈련센터 무료 이용

기타

최우수 직원 
포상

• 직원 근무 평정규정을 근거로 매년 개인근무성적, 팀성적, 기본자료성적(근태, 교

육훈련, 신앙, 봉사)의 크게 3가지로 평가하여 평가등급(A,B,C 등급)에 따라 연봉 

책정 시 일정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반영하며, 최고점을 받은 직원에게 최우수직

원 상장과 포상금 50만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 업무와 관련한 재해 사망, 수술, 입원, 치료 시 보장

편의시설 • 여직원 휴게실 마련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직원의 전문성 개발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충족(P)

o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교내에서는 업무 관련 자체연수 프로그램, 소규모 스터디 그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관련 교외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표 3.2.3-1>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훈련 이수 실적 및 지원금액

학년도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가인원 원격연수

(명)
지원금액
(천원)교내(명) 교외(명)

2013년 125 89 - 5,512,1

2014년 136 79 - 7,114.2

2015년 100 51 - 5,593.8

o 직원 복지제도

▪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교육지원, 자녀양육지원, 식사지원, 건강관리지원, 여가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표 3.2.3-2> 참조), 직원의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은 <표 3.2.3-3>과 같음

<표 3.2.3-2> 직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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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복지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의 긴축운영으로 인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표 3.2.3-3> 직원 복지 관련 재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금액 55,889.6 42,130.6 35,941.9 44,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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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

모집유형
정원 
내/외

전형 구분
모집인원

(명)
선발 방법

수시

일반학생 정원내 일반전형 60 학교생활기록부 80% + 면접 20%

KBU인재 정원내 대학별독자적 기준 27
학교생활기록부 50% + 서류평가 40% 
+ 면접 30%  

담임교사추천자 정원내 대학별독자적 기준 26 학교생활기록부 50% + 면접 50%

농어촌고교출신자 정원외 농어촌학생 6

학교생활기록부 70% + 면접 30%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외 장애인등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제 7

단원고 특별전형 정원외 단원고졸업 대상자 2

재외국민과외국인 정원외 외국인 대상자 4 서류평가 100%

정시 다군 일반학생 정원내
일반전형(수능위주) 115 대학수학능력시험 80% + 면접 20%

일반전형(학생부위주) 10 학교생활기록부 80% + 면접 20%

편입

일반 정원내 24

전적 대학교 성적 60% + 면접 40%

학사 정원외 4

특성화고
졸업자

정원외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원외 2

의료인력양성관련
학과학위소지자

정원외 4

평가부문 3.3 학생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상담 체제

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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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정부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학생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

충족(P)

o 학생 선발 제도

▪ 우리 대학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대학입학전

형기본사항 을 준수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정한 우리 대학 학칙의 입학규정과 학생선발계

획에 의거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협의․조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선발함

<표 3.3.1-1> 2013학년도 신․편입학 전형 계획 및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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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선발 조직

▪ 신․편입생 선발 조직은 다음 [그림 3.3.1-1]과 같음

[그림 3.3.1-1] 신․편입학 선발 조직

o 학생선발 절차

▪ 신․편입생 선발 절차는 다음 [그림 3.3.1-2]과 같음

[그림3.3.1-2] 신․편입학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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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95 100.0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최소 기준 값을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충족(P)

o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최근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운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표 3.3.2-1>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학년도 모집인원(명) 등록인원(명) 충원율

2013년 236 239 101.3

2014년 240 242 100.8

2015년 237 237 100.0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70 103.3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최소 기준 값을 크게 상회하

는 수준으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충족(P)

o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3-1> 최근 3년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학년도 편제 정원(명) 정원 내 재학생(명) 충원율(%)

2013년 960 1,025 106.8

2014년 960 1,059 110.3

2015년 960 99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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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함

충족(P)

□ 학생 상담 체제 및 실적

▪ 우리 대학은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 분야에서의 성취를 통해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

합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신앙, 학교생활, 학업, 진로 및 취업의 4개 영역에서 다각적으

로 접근하는 상담체제를 갖추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생생활상담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상

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생상담과 검사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표 3.3.4-1> 학생상담 부서 및 주요 역할

상담영역 지원부서 주요 역할 및 상담 내용 

정신건강 학생상담센터

•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함

• 진단 및 검사를 통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함

•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함

신앙영역
교목실 / 

각 학과

• 신․편입생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신앙상담을 연 1회 정기적 개별상담으로 진행함

• 수시 개별상담으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신앙 관련 상담이 이루어짐 

• 각 전공 교수들이 담당하는 전도훈련반을 통해 1학년 입학부터 4학년 졸업까지 신

앙에 대한 훈련 및 지도․상담이 이루어짐

• 2015년도부터 학과별 교목제도를 시행하여 학과의 특성에 따른 신앙상담이 이루어짐

학교생활

영역

교학팀

• 수시 개별상담으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내

용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짐

•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업 관련 행정적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에 개별상담이 이루어짐

• 2015년도부터 시행된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함

학생팀
• 휴․복학 및 제적 등 학적 변동과 장학금 관련된 행정적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수시 

개별상담이 이루어짐

각 전공
• 각 전공에서 배정한 학년별 지도교수에 의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개별 상담이 이루어짐

학업영역
교수학습센터 

/ 각 전공

• 수시 개별상담으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업 성취 관련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짐 

진로․취
업

영역

종합인력

개발센터

(취업지원팀*)

• 직업심리검사 진행,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관련 상담 등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위한 제반 상담이 이루어짐

각 전공
• 각 전공 소속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하여 전공교수들의 개별상담이 이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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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설명

구직

지식

자신에게 적합한 첫 직장을 
탐색하고 입직하기 위해 갖
추어야 할 지식

구직

기술

첫 직장을 선택하고 그곳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기술

구직

태도

첫 직장에 취업하고 적응하
는데 갖추어야 할 태도 및 
가치관

직무

적응

첫 직장에서 직무를 성공적
으로 수행, 지속적인 발전
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표 3.3.4-2>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학생 현황

학년도 진로상담 학생 수 심리상담 학생 수 계

2012년 1371 658 2,029

2013년 1561 509 2,070

2014년 1762 1558 3,320

3.3.5 취창업 지원

대학은 학생들의 취창업과 관련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함

충족(P)

□ 취업 및 진로지도 체제 및 실적

▪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지도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종합인력개발센터(2015년도

부터 행정본부 산하 취업지원팀으로 직제 개편됨)를 두고,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 시 까지 매시기별

목표 하에 각종 진로 관련 검사 및 정보제공, 취업 및 진로 관련 특강, 입사서류 클리닉 및 모의면접,

현장전문가와 연계하는 취업멘토링, 인턴십, 직장 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는 사전조사 및 분석내용에 따라 구직지식, 구직기술, 구직태도, 직무적

응 등 4가지 모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그림 3.3.4-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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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3> 최근 3년간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실적

학년도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실적

구직지식 구직기술 직무적응

K-CESA
직무적성
능력검사

전공세
미나

휴먼네
트워크 
멘토링

진로
특강

취업멘
토링

취업컨
설팅

창업지
원

청년강
소기업
체험프
로그램

강소기
업탐방
프로그

램

인턴십

2013 158 - 609 20 172 30 167 1 36 - 41

2014 196 131 547 20 - 17 159 - 17 - 25

2015 184 117 345* 16 70 24 185 - 22 100 13

* 2015년 전공세미나의 경우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로 산출하였음

<표 3.3.4-4> 최근 3년간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관련 재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193,427 102,711 88,357

□ 취창업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자원 확보 현황

▪ 관련 규정

규정명 내용

학칙 ‘제 76조 1항’에 근거,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

종합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종합인력개발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취업활동위원회 운영 규정 종합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 근거

현장실습 세부지침
학칙 제44조 제3항, 제6항 ; 
국내외 현장실습교과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창업규정 한 국 성 서 대 학 교  구 성 원 의  창 업 에  관 한  제 반 사 항  규 정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 5 장  제 2 8 조  1 항  ; 산 업 체  및  기 관 방 문 (5 점 *방 문 횟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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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 업무분담체계

[그림3-3-4-2] 취․창업지원프로그램 조직·인력·업무분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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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4. 교육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

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평가부문 4.1 교육기본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확보하며, 강의실, 실험·실습실,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100 193.2
▪ 대학의 교사는 22.571㎡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충족(P)

o 교사확보율

▪ 우리 대학의 교사시설은 총 면적 22,571㎡로, 교사 확보율은 193.2%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1.1-1> 교사확보율

(단위 : ㎡)

교사기준시설
부속시설

(b)

기타시설

(c)

합계

(a+b+c)
보유시설

기준시설 확보율(%)
기본시설① 지원시설② 연구시설③ 계(a)

18,140 4,336 95 22,571 11,680 193.2 0 0 22,571

4.1.2 강의실 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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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1.2 2.3

▪ 대학의 재학생 1인당 강의실면적은 2.3m2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전체 멀티미디어 강의실로 구성됨

▪ 모든 강의실은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고 있음 

충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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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학생1인당 강의실 면적

▪ 우리 대학의 강의실 확보현황은 멀티미디어 강의실 27실, 총면적 2,649.9㎡ 이며, 재학생 1인당 강의

실 면적은 2.3㎡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1.2-1> 강의실 확보 현황
(단위 : ㎡)

구분 실수(개)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멀티미디어 강의실 27 2,649.9 1126 2.3

합계 27 2,649.9 1126 2.3

o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보현황

▪ 우리대학의 전 강의실은 멀티미디어실로 구성됨

o 강의실 환경 및 유지관리

▪ 원활하고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멀티미디어 기자재는 매일 오전에 전체 강의실을 점검하며, 각 건물

별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함

▪ 각 강의실은 실별로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외관 수리, 형광등 교체, 책상 및 의자 수시 교체, 수시 청결

관리)을 기울이고 있음

▪ 교육의 질적 제고와 강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러닝을 위한 교육 콘텐츠 스튜디오를 지

속적으로 구축 예정임

o 강의실 활용의 효율성

▪ 우리 대학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강의실 운영을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의 시간당 활용 가능한 강의실을 27개이며, 실제 활용된 강좌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률을 계

산한 결과 강의실 활용률은 76.5%에 해당함

▪ 2015년 학부생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실 좌석 및 시설은 72.4점, 기자재 이용 및 대여는

69.9점으로 전체평균점수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o 강의실 활용의 개선점

▪ 강의실내 멀티미디어 노화로 지속적인 교체가 요구됨

<표 4.1.2-2> 강의실 활용률

학년도학기 일주단위 사용가능한 강의실 수 일주단위 사용한 강의실 수 비율(%)

2015-1 810 620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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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멀티미디어 강의실 1 [그림 4.1.2-2] 멀티미디어 강의실 2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대학은 실험·실습·실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실습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2.5 3.2

▪ 대학의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재학생 1인당  
3.2m2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안전관리가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잘 시행되
고 있음

▪ 실험·실습실은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기에 쾌적
한 환경으로 구성됨

충족(P)

o 재학생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 우리대학의 실험·실습실 확보현황은 실험·실습실 19실, 총 면적 3,612㎡로 재학생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3.2㎡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1.3-1> 실험·실습실 확보현황

(단위 : ㎡)

계  열 실수 면적(A) 재학생수(B)(4.1일자) 재학생 1인당 면적(A/B)

인문사회 10 2,169 807 2.68 (①)

자연과학 4 768 193 3.97 (②)

공    학 5 675 126 5.35 (③)

의    학 · ·

예 ․체 능 · ·

합    계 19 3,612 1126

평    균 평균산출식={(3×①)+②+③} /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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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험․실습실 관리 및 운영

▪ 우리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실험·실습실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있음

▪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있음

▪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일상점검으로 (매일 1회)과 정기점검(매년 1회)으로 진행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안전관리 교육은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 실무자 및 연구 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고체계를 규정화 하여 교육 및 관리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4.1.3-1] 간호학 실습실 [그림 4.1.3-2] 공학실습실 : 정보실

4.1.4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대학은 실험·실습·실기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229.89 373.51
▪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최근3년 평균 실험실습 기자

재 구입비는 373.51천원으로 기준 이상임.
충족(P)

o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현황

▪ 우리대학의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373.51천원으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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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1> 최근 3년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단위 : 천원)

계  열
금  액 재학생수(4.1일자) 재학생 1인당 

구입비(A/B)2012 2013 2014 계(A) 2012 2013 2014 계(B)

자연과학 33,490 124,428 18,996 176,914 115 166 184 465 380.46

공    학 48,213 40,700 61,371 150,284 126 134 151 411 365.65

의    학

예 ․체 능

합    계 ① 327,198 ② 876 ③ 373.51

인문사회 810 11,196 1,331 13,337 618 864 866 2,348 5.68

<표 4.1.4-2> 재학생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 값

(단위 : 천원)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670 7,850 1,180 ④ 177

▪현재의 실험·실습 기자재는 총 300여종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실험과 실습이 가능함



96

자체평가보고서

평가부문 4.2 교육지원시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활용

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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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10 13.5

▪  대학의 기숙사는 약 17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152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13.5%로 기준 이상임. 

충족(P)

o 기숙사 수용률 현황

▪ 우리대학은 2015년 1학기 공시지표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14.2%로 더욱 향상됨

<표 4.2.1-1> 기숙사 수용률

(단위: 명)

년도 
2013 2014 2015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재학생 인원 896 878 1,217 1,148 1,126 1,068

기숙사생 인원 125 149 147 144 152 152

수용 가능 인원 136 180 184 184 176 176

기숙사 수용율(%) 13.9 16.9 12.1 12.5 13.5 14.2

▪ 2013년도 일립관 증축 이후로 기숙사가 14개실이 증가되어 48명이 추가로 생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o 기숙사 시설 현황

▪ 기숙사실 내부에는 개인용 침대, 개인용 책상, 책꽂이, 의자와 2인용 옷장이 구비되어 있고, 냉방을

위한 에어컨과 난방을 위한 보일러 시설, 채광창 등이 잘 갖춰져 있음

▪ 기숙사생들의 위한 공부방, 다용도실 등이 각 층별로 마련되어 있고, 공동 편의 시설로 쇼파, 테이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기숙사생 전용 공부방과 다용도실 등을 각 층별로 갖추고 있음

▪ 기숙사는 시설팀에서 수시로 각종 시설 및 기자재 등을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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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생 복지시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다양한 학생복지 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충족(P)

o 학생 복지시설 현황

▪ 본 대학은 학생 복지시설의 분류를 편의시설, 체육시설, 휴게·휴식실, 경건시설, 학습지원실 및 자치

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들에 대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2.2-1> 학생 복지시설

분류 실명 위치 개/실수 면적(㎡)

편의시설

식당 밀알관 지하 1층 1 1,079

카페테리아 밀알관 지하 1층 1 128

매점 밀알관 지하 1층 1 77

서점 밀알관 1층 1 81

복사실 밀알관 지하 1층 1 77

Job cafe` 모리아관 1층 1 62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밀알관 지하 2층 1 499

탁구장 밀알관 지하 2층 1 189

풋살장 모리아관 뒤 1 462

농구장 모리아관 뒤 1 435

휴게. 휴식 실

남자장애인휴게실 일립관 1층 1 30

여자장애인휴게실 일립관 1층 1 30

여학생휴게실 밀알관 1층 1 146
휴게. 탈의실 일립관 4층 1 29.2

고승태홀 밀알관 1층 1 224
학생정원 복음관 옥상/정원 2 571
잔디밭 운동장 1 2500

경건시설 개인기도실 밀알관 지하 1층 13개실 62.4

학습지원실

교수학습센터 일립관 6층 15개실 319.9
학생생활상담센터 밀알관 2층 1 72.9

취업지원프로그램실 모리아관 1층 1 45
수업지원센터 복음관 1층/일립관 1층 2 -

열람실 모리아관 2층 1 99
영유아 실습실 일립관 3층 3 152.5

피아노실 모리아관 1층 1 16.5
도서관서가 갈멜관 B1 1 67.1
세미나실 일립관/밀알관 3 409.6

자치시설

총학생회실 모리아관 1층 1 113
학회실 모리아관 1층 1 23

동아리연합회실 모리아관 1층 1 23
조림센터(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수영장)
포천 (99,178.6)

합계 36(28실) 8,023.1

*영유아실습실은 멀티미디어제작실, 모의학습실, 수업행동분석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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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카페테리아 외부전경 [그림 4.2.2-2] 체력단련실

[그림 4.2.2-3] 옥상공원 [그림 4.2.2-4] 풋살장

▪ 우리 대학의 주간 평균 1126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35개실의 다양한 학생 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교내 복사실 뿐 아니라 곳곳에 복사 및 프린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각 건물마다 복사기 1~2대, 프

린터기 2대 이상씩 복사시설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

▪ 교내 학생 복지 시설에는 일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이 전 건물에 걸쳐 사용할 수 있

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선 인터넷 또한 전체 학생 복지시설에 구축되어 있고, 무

선 인터넷 시설도 점차 확장되고 있음

▪ 기타 복음관 옥상에 샤론의 정원과 복음관 뒤쪽에 성은 동산도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쉴 수 있는

정원시설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

▪ 교내 학생 복지 시설 외에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 밀알훈련센터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림 4.2.2-5] 밀알 훈련 센터 내 김영수 기념관 [그림 4.2.2-6]밀알훈련센터 내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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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 복지시설 관리

▪ 학생 복지 시설은 학생복지시설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관리 및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학생의 복지를 우선시 하고

있음

o 학생 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학생 만족도

▪ 2011년 학생 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49.8점으로 전국 대학 평균 50.26과 유사한 수준이

었음

▪ 2015년 학생 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평균 65.5점으로 2013년 55.8점보다 높아져 지속적

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생활 만족도 종합점수 69.4점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

요함.

o 학생 복지시설 개선점

▪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결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대학식

당과 충분한 휴식공간에 대한 중점적 개선이 필요함

▪ 대학인증평가에서 요구된 동아리실 및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2.3장애학생 지원시설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편의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최상의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충족(P)

o 장애 학생 교육 및 편의 지원시설

▪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관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를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됨(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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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설치 시설수 시설 현황 

전용화장실 25

§ 장애인용 화장실은 5개 건물에 남녀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전용 12개, 겸용 13

개 확보되어 있음. 특히 전체 화장실수 46개 대비 54.3%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함.

§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내표시와 대변기의 높이는 모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활동 공간 및 진∙출입도 자유로운 환경임.
전용주차장 7 § 장애인용 주차장을 7곳을 지정하여 법정대수(2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모두 

<표 4.2.3-1> 장애 학생 교육지원 기자재

보유기자재명 장애유형 수량 유지정도 구비장소

17" LCD  모니터 시각, 청각, 지체장애 2 양호 도서관, 장애인휴게실

노트북 시각, 청각, 지체장애 3 양호 도서관, 수업지원센터

데스크탑 시각, 청각, 지체장애 2 양호 도서관, 장애인휴게실

실물화상기
(확대독서기 대용)

시각장애 1 양호 수업지원센터

저시력
독서화상기세트

시각장애 1 양호 장애인휴게실

보이스레코더 시각장애 2 양호 수업지원센터

오피스 시각, 청각, 지체장애 4 양호 전산센터

한글 시각, 청각, 지체장애 4 양호 전산센터

O S 시각, 청각, 지체장애 2 양호 전산센터

바이보이스 시각장애 4 양호 전산센터

컴퓨터용 책상
(높낮이조절용)

시각, 청각, 지체장애 2 양호 장애인휴게실

골도전화기 청각장애 1 양호 장애학생지원센터

적외선 무선음성청취기 청각장애 1 양호 장애학생지원센터

화면낭독기 청각장애 1 양호 도서관

휠체어리프트 지체장애 1 양호 장애학생지원센터

렉시스 청각장애 1 양호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림 4.2.3-1] 골도 전화기
[그림 4.2.3-2]적외선 무선 음성 

청취기 [그림 4.2.3-3] 화면 낭독기

o 교내 일반 시설의 장애학생 편의 지원시설

<표 4.2.3-2> 장애 학생 편의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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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설치 시설수 시설 현황 

교사 시설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음.

장애인용 

승강기
5

§ 휠체어 장애인의 수직이동을 위해서 갈멜관, 복음관, 밀알관, 일립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총 4개동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었음.

§ 승강기가 없는 1개동(모리아관)은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함. 

§ 장애인 사전수강신청제도를 통해 모리아관에는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를 원

칙적으로 배정하지 않음

경사로 14
§ 건물 5개 동 가운데 4개동은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에서 바로 승강기까지의 진

입이 원활하며, 1개동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출입이 용이함. 

전용기숙사 2
§ 남․여 장애학생 기숙사가 기숙사 건물 1층에 각 1개씩 있음.

§ 장애인용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전용휴게실 2 § 남․여 장애학생 휴게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음.

자동문 2 § 휠체어의 출입을 위해 밀알관, 일립관에 자동문 설치.

점자표시판 § 전체강의실 및 편의시설

[그림 4.2.3-4] 장애유도표시 [그림 4.2.3-5] 장애인용 경사로

[그림 4.2.3-6] 장애화장실 외부 [그림 4.2.3-7] 장애화장실 내부

o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

▪ 장애학생 지원 장학제도 운영 : 장애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비장애학생과는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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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프로그램 : 장애 학생들에게 생활도우미 프로그램, 학습지원 도우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장애 학생 사전 수강 신청제 : 장애 학생들의 경우 일반인 학생들보다 수강신청을 먼저 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 학습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함

▪ 장애 학생 학사 지원 : 장애 학생이 수강한 강의의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 학사 지원 안내문을 발송

하여 학습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교수 또한 강의계획서 작성시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 학생 총장 간담회 : 매 학기 장애학생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들을 파악하여, 즉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 시설 개

보수 및 교직원의 장애우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기자재 대여 : 장애학생만을 위한 노트북, 우산 등 기자재 대여하고 있음

▪ 장애인석 배치: 전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식당 및 도서관등에 장애인석을 표시하여 운영함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학칙 : 본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학칙으로 명시하

고 있음

- 장애학생 시험 시간 연장 및 시험 도우미 제공

- 청각장애학생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 제외

- 장애학생은 학점등록을 허가함

▪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완 관련예산 우선 배정하여 운영함

o 장애 학생을 위한 개선점 및 활동

▪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수업배정을 타 건물로 하고 있음. 또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접근성을 보장

하고 있음

▪ 모리아관의 장애인 접근성 측면을 고려한 장애인 전용 리프트 설치에 대해 논의된 바 모리아관은 재

건축을 고려중으로 재건축시 본 사항에 대해 반영하기로 계획함

▪ 로고스홀 강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림 4.2.3-8] 장애학생 학사지원 안내문 [그림 4.2.3-9]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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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3 도서관

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 전

자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3.1 도서관 운영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준거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천원)
50 83.98

▪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자

료구입비는 83.98천원으로 기

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충족(P)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1.0 1.9

▪ 대학의 재학생 1,000명당 도

서관 직원수는 1.9명으로 기

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충족(P)

o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현황

▪ 우리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83.98천원으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3.1-1>최근 3년간 도서구입비 현황

(단위 : 천원)

계  열

금  액(예산) 재학생 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단행본 40,265 42,516 35,227

1,327 1,356 1,380

30.34 31.35 25.53

연속간행물 14,260 13,413 8,701 10.75 9.89 6.31

비도서 72,8 17,5 1,040 0.05 0.01 0.75

전자

자료

전자저널 0 0 0 0.00 0.00 0.00

웹DB 43,051 47,408 51,546 32.44 34.96 37.35
기타 

전자자료
2,990 7,564 19,407 2.25 5.58 14.06

계 100,622 111,471 115,893 75.83 82.21 83.98

o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현황

▪ 우리대학의 도서관 직원현황은 재학생 1,000명당 1.9명으로 나타나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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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2>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구분

직원 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당 

직원 수

{C/(D×0.001)}

겸직

직원 수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소지자 2 0 2

1,307

-

사서자격증미소지자 0 1 0.5 -

계 2 1 2.5 1.9

*재학생수는 대학원 포함임

o 도서관의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공 및 첨단 시스템 제공

▪ 도서관은 2개의 열람실 총325석 구비하고 있음

▪ 학기별 정기적 정보 이용 교육과 학과와 연계하는 수업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적 소규모

교육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음

▪ 전자자료(웹 DB, e-book, 오디오북, 외국어 강좌/e-learning) 및 연구학습 지원(refworks, 표절방지시

스템) 서비스, 교내원문복사 서비스, 학술지 기사색인 서비스 등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원

하는 학습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추천도서, 전공별 지정도서, 수험서 전용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서가(중국어 서가), 교목실 핵심 역량

도서, 방학과제 도서, 학교 이념을 배우는 일립 도서 등 특별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함

▪ 도서관 내에서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PC, PDP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룹 학습실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내 노트북 대여, 핸드폰 충전기 대여를 하고 있음. 특히 장애

학우들을 위한 전용 열람좌석 및 PC(노트북 포함)를 운영하고 있음

▪ 시험기간에는 열람실을 추가확대하고 모든 도서관 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학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

으며, 시험 기간 중 학생들에게 야식 서비스를 제공함

▪ 도서관 웹진, facebook 등을 통해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축제기간 도서관 홍보

부스 운영, 도서관전자정보박람회를 통한 전자자료 소개, 학기별 도서벼룩시장을 통한 도서 나눔 행

사, 바이블시네마, 도서관의 날등 문화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학생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

록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림 4.3.1-1] 도서벼룩시장 [그림 4.3.1-2] RBC 100 독서클럽 토론회

▪ 기독교적 인재양성을 위해 4년 동안 100권의 도서를 읽는 RBC 100 독서클럽을 운영하여, 기초 인문

학 훈련인Reading/Writing/Speech를 발전시켜 창의적 전문인으로 갈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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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5. 대학재정 및 경영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재정을 다양한 재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효율적·합리적으로 재정

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재정 및 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부문 5.1 재정 확보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충족(P)

o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

▪ 우리 대학은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K-BIBLE VISION 2022과 연계

된 중장기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재정 확보계획은 재원을 학생등록금, 기부금, 법인전입금, 국고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

분하였고 과거의 재정확보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음

<표 5.1.1-1>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단계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계정과목 단기(2012~2014) 중기(2015~2018) 장기(2019~2022) 계

기독교 대학 핵심기반 강화 130,000 215,000 135,000 480,000

교육 학습 시스템 구축 430,000 630,000 380,000 1,440,000

수요자중심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370,000 670,000 460,000 1,500,000

교육공동체 가치구현 765,000 998,000 827,000 2,590,000

계 1,695,000 2,513,000 1,802,000 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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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2013년 대비

2015년 예산 증감율

법인전입금 377,602 339,153 320,000

기부금 455,707 415,947 906,690

국고보조금 2,521,278 2,616,932 2,607,004

단기과정 운영수입 956,254 516,984 705,100

기타 수입 4,326,860 2,388,580 1,768,783

계 8,637,701 6,277,596 6,307,577 -27.0

<표 5.1.1-2> 재정 확보 및 운영계획(2012-2014년도)

(단위 : 천원)

            연도
계정과목 단기(2012~2014) 중기(2015~2018) 장기(2019~2022) 계

재원 투자 요구액 1,695,000 2,513,000 1,802,000 6,010,000

수입 재원 확보액 1,695,000 2,513,000 1,802,000 6,010,000

등록금 수입 500,000 600,000 500,000 1,600,000

발전기금 300,000 400,000 400,000 1,100,000

전입금 및 기부금 300,000 500,000 350,000 1,150,000

국고지원금 495,000 873,000 452,000 1,820,000

기타 수입 100,000 140,000 100,000 340,000

계 1,695,000 2,513,000 1,802,000 6,010,000

o 등록금 외 수입 실적은 2013년도에 교사시설 건축으로 인해 건축기금 인출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표 5.1.1-3> 2013~15년 예결산 등록금 외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o 재정확보 전략

▪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대내외 발전기금모금운동의 활성화, 수익사업개발계획 추진,

정보 및 지자체 지원 유치, 대학 재정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함

▪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성서대학돕기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기부금 모금운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특히, 2014년 2학기부터 준비한 다양한 방법의 기부금 모금운동의 성과가 2015년의 기부금 확대

로 나타남

▪ 법인에서는 기존의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처분하여 고수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 처분계획을

수행 중이며, 학교부지(포천임야, 양평부지)에 대한 태양열 발전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을

추진 중임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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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72 이하 59.37
▪ 세입액 대비 입학금과 수업료의 비율이 55.68%로 

기준을 충족함 
충족(P)

o 등록금 의존율 개선현황

▪ 최근 3년간의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3년의 51.4%, 2014년의 59.2%, 2015년 55.9%로 2013

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햐였음

▪ 교비수입이 2013년에 건물 신축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 2014년과 2015년에는 교비수입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상승함.

<표 5.1.2-1> 최근 3년간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연도 등록금 수입(천원) 교비수입(천원) 등록금의존율(%)

2013 9,142,270 17,779,971 51.4

2014 9,090,709 15,368,305 59.2

2015(추경) 8,840,137 15,807,031 55.9

*2013년~2014년 정보공시자료, 2015년은 추경예산자료를 활용함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5

70.8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0.8%로 기준을 

충족함
충족(P)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0.6

1.39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1.1%로 기준을 

충족함
충족(P)

o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현황

▪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3년의 56.2%, 2014년의 52.9%, 2015년 70.8%

로 2014년의 일시적인 감소세 이후 2015년에 증가함.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충족기준인 15%를

충족하고 있음

<표 5.1.3-1>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운영수익총계(A)
전입, 기부, 

원조보조수입(B)
기준액
(C=A-B)

보유액(D)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D/C)×100

2013 13,190,181 748,194 12,441,987 6,990,499 56.2

2014 14,749,492 833,309 13,916,183 7,355,721 52.9

2015 13,893,780 3,372,031 10,521,849 7,450,409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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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충족기준인 0.6%를 충족하고 있음

<표 5.1.3-2>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결산 기준 연도 순수익액(천원) 평가액(천원) 수익률(%)

2013 (2012년도 결산 기준) 118,860 6,990,499 1.7

2014 (2013년도 결산 기준) 102,547 7,355,721 1.4

2015 (2014년도 결산 기준)  83,527 7,450,409 1.1

o 수익률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제고 방안

▪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013년의 1.7%, 2014년의 1.4%, 2015년 1.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3개년도 모두 최소기준 값 0.6%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 예금 이자율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용 임대 부동산 확보로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음

▪ 태양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법인전입금 

비율 0.15
2.07

▪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2.06%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충족(P)

o 세입 중 법인전입금

▪ 우리 대학의 세입 중 법인전입금은 건축으로 인한 사학재단 융자금 등으로 인해 2013년 2.124%,

2014년 2.207%, 2015년 2.06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표 5.1.4-2-1>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 천원)

결산년도 세입 총액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비율(%)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계

2013 17,779,971 89,715 287,887 377,602 2.124

2014 15,368,305 75,157 263,996 339,153 2.207

2015 15,807,031 15,000 410,000 425,000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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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2 재정편성 및 집행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확보된 재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충족(P)

o 합리적 예산편성 절차

▪ 우리 대학은 예산편성규정 에 의거 정한 절차와 학교 교육목표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하여 합리

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대학은 기획평가실 주관으로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단위부서의 예산편성, 예산 심의 및 조

정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을 받아 법인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두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전년도 예산운용 결과를 분석하여 발전계획과 추진전략을 반영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하고 각 단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함

▪ 기획평가실은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초안을 작성함

▪ 기획평가실은 교무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인이사회의의 의결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확정된 예산을 공개하며 각 부서에 예산 배정 확정액을 통보함

[그림 5.2.1-1] 예산편성 절차



110

자체평가보고서

o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민주적인 절차

▪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차년도의 등록금을 심의·책

정함. 그 결과 2014년, 2015년 등록금을 동결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음

▪ 우리 학교는 입학당시의 등록금을 4년 동안 동일하게 납부하는『단일등록금제』를 운영하고 있음으

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등록금 인하율은 2014년 4.3%, 2015년에서는 2.8% 로 나타남

[그림 5.2.1-2] 등록금 책정 현황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161.2

▪ 교육비 환원율은 2014년 146.7%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음

충족(P)

o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

▪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 138.7%, 2014년 147.2%, 2015년에 161.2%로 3년 연

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음

<표 5.2.2-1> 최근3년간 교육비 환원율 현황

결산년도 총교육비(천원)
등록금(천원)

(단기수강료 제외)
교육비 환원율 충족기준

2013 12,716,038 9,142,270 138.7

1002014 13,382,290 9,090,709 147.2

2015(추경) 14,246,616 8,840,137 161.2

5.2.3 장학금 비율(필수평가준거)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장학금 비율
10 이상

19.5
▪ 장학금 비율은 2012년도 15.2%로 기준 

값을 충족함
충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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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률

▪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률은 2013년도 15.6%, 2014년도 18.2%, 2015년도 최종추경 기준

19.5%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음

<표 5.2.3-1>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

결산년도
장학금 지급 총액(천원)
(국가,지자체 장학제외)

등록금 수입 총액(천원)
(단기수강료 제외)

장학금 지급율(%) 충족 기준(%)

2013 1,417,623 9,142,270 15.6

102014 1,608,644 9,090,709 18.2

2015(추경) 1,727,007 8,840,137 19.5

o 장학금 지급 총액 세부 내역

▪ 우리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총액이 매년 증가함

▪ 국가 장학금을 비롯한 교외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이 모두 최근 3년간 지급 총액이 매년 증가함

<표 5.2.3-2> 장학금 총 지급 현황

결산

년도

교외장학(천원) 교내장학

(천원)
계(천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소계

2013 1,908,766 1,710 199,407 2,109,883 1,218,216 3,328,099

2014 2,577,193 7,380 331,250 2,915,823 1,277,394 4,193,217

2015(추경) 3,115,493 6,065 231,961 3,353,519 1,495,046 4,8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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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3 감사

대학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5.3.1 감사제도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충족(P)

o 감사제도의 현황

▪ 우리 대학의 예산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감사제도는 크게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고,

내부감사는 학교법인감사, 학교자체감사, 외부감사가 있음

▪ 학교법인감사는 사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지금까지는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회계감사만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 및 부속기관에 대한 결산회계보고를 기초로 회계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통해 개선방향 등을 제시함

▪ 학교자체감사는 자체감사규정에 근거해서 사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됨

- 2013년도 하반기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행정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5년도에 구체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자체감사백서를 제작하여 감사 매뉴얼을 제작하고 자체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서별로 업무영역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

- 2016년도에는 업무영역별로 자체감사백서에 근거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o 자체감사 절차

▪ 우리 대학은 자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체감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평

가팀에 업무분장을 두어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기획평가팀에서는 자체감

사규정에 근거하여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함. 감사반에서는 세부적

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자체감사실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기본 계획 수립
§ 정부시책 및 감사반 활동방향 등 감사환경과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감사계획을 수립
§ 기본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반이 편성되면 감사반장 주도하에 세부감사 계획을 
,수립함

⇣
감사실시

§ 종합적인 감사 수행
§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관련 수감부서 강평회

⇣
감사결과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처분 및 시정 요구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시정 요구
§ 요구사항 조치로 감사 완료 

[그림 5.3.1-1] 자체감사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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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1> 내부 및 외부 감사 실시 현황

구분 감사 기간 감사 내용 비고

내부감사

자체감사

2013. 12. 10 ~ 11 - 일상감사 실시(주요정책사업 성과감사)

2016. 1. 27 ~ 2. 12
- 정기감사
  (전체 업무영역에 대하여 자체감사 체크    
  리스트에 의한 자체 감사 실시)

학교법인감사

2013.04.08~10
- 교비 결산 회계
- 산학협력단 결산 회계
- 부설기관 결산 회계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의뢰

2014.04.02~04

2015.04.06~08

5.3.2 감사결과 활용

최소 기준 값 우리 대학 지표 값 자체 진단평가 요약 충족 여부 

정성
▪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를 공개 하고 있음
충족(P)

o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반영실적

▪ 우리 대학은 최근 3년간 법인감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외부회계감사의 결과를 회계집행 관련부서가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감사결과 개선을 요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감사자의 의견으

로 제시된 효율적인 회계집행에 대한 제안은 회계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

o 감사결과 공개

▪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회계전문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대학과 법인을 비롯한 부속기관에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증명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는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표 5.3.2-1> 외부 회계감사결과 업무 반영실적

구분 개선 실적

내부 감사
자체성과감사 - 감사가 실시된 행정부서별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회계감사 - 지적 사항 없음, 감사결과보고서 회계관련부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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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평가결과 요약 ▶ 영역 평가결과 : 충족

평가구분
평가결과

평가부문 평가준거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①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립하여 

대학요람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

②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추진과정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③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복음전도자로서의 섬김의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음

충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음

②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③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인재상과 잘 연계되어 수립되었음

충족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①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②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대학에 반영하고 있음

충족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①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② 주기적인 자체평가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③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④ 20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받고 13개 이행과제를 기한내에 

이행완료 및 진행중임

충족

1.2 향후 발전방향

m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시 평가의견

<1.1. 교육목표>

1. 대학의 교육목표와 각 학부의 교육목표를 연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의 교육목표가

대학의 교육목표를 적극 반영 못하고 있음

2. 학부의 교육목표와 대학의 교육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화 방안이 필요함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의 일반적인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평가는

대학이 역량을 집중시키려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 둘을 분리할 것을 권고함

2. 현재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발전계획 평가를 매년 실시할 것을 권고함

<1.3 자체평가>

1. 자체평가결과를 교육과 대학경영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체계구

축을 권고함

¦ 평가의견에 대한 개선 내용

§ 대학의 교육목표와 각 학과의 교육목표를 연계시키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학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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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이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는 재정투입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1단계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5년도 자체평가가 실시되었음

§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대학경영컨설팅을 진

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함

§ 2014년도 대학경영컨설팅 결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자

체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교직원연수를 통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부서에 회람하여 개선안을 도출하

도록 할 것이며 이를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 유지, 강화를 할 계획임

m 2015년 자체평가결과 평가 의견

§ 종합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지식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같은 다른 현안들이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교육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및 지속성 있는 정책

따라서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의 실행이 제2 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교육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및 지속성 있

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 소규모 대학의 창조적인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특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

인격교육과 기초능력강화를 통해 기독교대학 핵심 기반 및 교육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규모 대학

의 창조적인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특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겠으며, 세상에서 흠모하

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등)로부터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겠음

▪ 성과평가 환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해 구축된 성과평가 환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평가결과의 활

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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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평가결과평가

부문
평가준거

2.1

교육

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①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교육을 통해 잘 실현되고 있음

충족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시대적∙사회적∙학문적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함
②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을 편성을 통해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보장함

충족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학교 교육목적과 목표에 기반한 전공역량개발에 타당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② 선택과목과 복수 전공 등을 통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

충족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①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린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함

② 실험·실습·실기교육을 활용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음
충족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①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충족

2.1.6
국내․외 대학과
의 학점교류

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실적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충족

2.1.7
사회봉사
정책․실적 및 지
원

①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②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충족

2.1.8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①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②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음
충족

2.2

교수․
학습

2.2.1
수업규모

① 20명 이하의 강좌가 전체 강좌의 60% 이상으로 기준 값 2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② 20명 이하의 강의는 지난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60% 이상임
③ 101명 이상의 강좌는 2013년 2학기 2강좌 외에 전체 강좌 중 단 한 강좌도 

없음

충족

2.2.2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① 교수, 학생, 교육매체를 영역별로 지원하며, 그 영역별로 적절한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③ 교수, 학생, 교육매체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

충족

2.2.3
교수 ․학습개선 
노력

①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② 교수학습센터 각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③ 다양한 교수학습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수자로 하여금 수업매뉴얼 

(교수자용, 학생용)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충족

2 교육

2.1 평가결과 요약 ▶ 영역 평가결과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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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향후 발전방향

m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시 평가의견

1. 영어졸업인증제 등의 외국어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국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방향에 부합하도록 학생 비율을 적증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전공교육과정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의 이수학점 비율이 단과대학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전공에

서 학생 선택권 보장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수업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의무적으로 교수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 강의기법 등이 향상되었는

지를 검토하는 등의 추후 확인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교육만족도 조사는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형태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기를 권장함

5. 봉사활동 및 봉사교과 운영을 대학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와 연계 운영하여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6. VMS 시스템 운영 등 봉사활동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교목실과 밀알봉사단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견에 대한 개선 내용

§ 대학교육반족도 조사는 2014년도에는 대학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실시되었고 2015년도에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 동시에 실시하여 학생들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음. 다만, 이로 인해 참여율이 10%가량

감소하였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더욱 홍보 등을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예정임

§ 2014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교목실과 밀알봉사단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학 내 모든 봉사활

동은 밀알봉사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2015년 대학자체평가결과 평가 의견

§ 전공간의 연계와 융합이 부족, 전공간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운영 필요

우리학교의 전공 숫자는 적지만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휴먼서비스와 IT 관련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은 큰 강점임. 하지만 전공간의 연계와 융합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전공간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전담 부서나 직원배치가 필요함

학점교류 실적은 최소 기본 값을 충족 했으나 교류국가와 학교 수가 제한적이며 교류인원이 줄고 있음.

국․내외 대학 간 교류를 늘리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기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 부서나 직원배치가 필요함.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과 지원을 확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

산학협력 네트웤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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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 개념이 중요, 봉사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실적을 파악할 필요

지역사회 봉사와 해외봉사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요구됨. 특히 지역공동

체 개념이 중요시되는 최근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또한 봉사동아리의 신설

을 유도하고 현재 활동 중인 봉사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교수 학습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예산 확충 필요

- 우리 대학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이 필요함. 또한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예산이 감소세에 있음. 교육역량사업 지원금 중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방안이 필

요함.

- 교육환경과 욕구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교수방법을 도입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이 요구됨.

§ 다양한 교과목 개설 필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선택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과목 개설이 요구됨

§ 만족도조사결과의 환류체계 및 문항개발, 종단연구 필요

- 교육만족도 조사의 방법과 분석 방식이 향상되었지만 결과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류체계 (feedback system) 확립과 시행이 요구됨.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문항을 개발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교수 상담 만족도, 교수의 강의준비 및 과제발표에 대한 피드백, 직원의 친절성

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학교 홍보에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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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평가결과평가

부문
평가준거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을 충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이 꾸준히 상승함

충족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있음

충족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최소 기준 값 이하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 2010년 이후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충족

3.1.4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운영

▪ 교수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규정화하고 있음 
▪ 합리적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급여인상, 재임용, 

승진, 교원표창, 연구년 등을 결정하는데 반영함
미충족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물리적 지
원을 하고 있음

충족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 시간강사 강의료는 최소 기준 값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 시간강사를 위한 복지제도로 연구실 마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교수활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충족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0.7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실적은 0.16으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은 0.48로 최소 기준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은 0.16으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0.18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는 1,000으로 최소 기준 값 이상임 충족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는 2,029.5로 최소 기준 값에 미치지 못함 미충족

3.1.8
지식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교원의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회로 
적절하게 환원하고 있음

충족

3.2
직원

3.2.1
직원 규모

▪ 최소 기준 값을 충족하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충족

3.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등 인사제도가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충족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  직원의 전문성 개발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충족

3 대학구성원

3.1 평가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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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평가결과평가

부문
평가준거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 정부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학생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

충족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최소 기준 값을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준거를 
충족함

충족

3.3.3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최소 기준 값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
가준거를 충족함

충족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함

충족

3.3.5
취창업 지원

▪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함

충족

3.2 향후 발전방향

m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시 평가의견

1.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는 2012년 기준으로 6개 지표를 충족하고 있으나 전임교원1인당 교외

연구비 미흡지표를 위한 연구활성화 제도 마련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2. 교원의 연구년 참여율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강사의 처우와 후생복지를 개

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견에 대한 개선 내용

§ 교원의 교외 연구에 대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2년에 296천원에 비해 2014년

결산은 2,029원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준 값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속

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연구하도록 할 것임

§ 교원의 연구년 참여율 증진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미비하였고 선발기준에 미흡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역량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으며 매 학기 초에는 학과별로 전임교수와의 모임을 통해 교육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강사료 또한 2012년 39,600원에서 2014년 50,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시간강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 2015년 대학자체평가결과 평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연구년 제도 운영 및 교수의 교외연구비 수주의 제도적 유인장치 필요

교수의 연구 역량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년 제도의 보완 및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음. 또한, 교수의 교외 연구비 수주의 독려를 위한 제도적 유인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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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 직급별․담당업무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직원 교육 필요

직원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직원 인사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직급별․담당업무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직원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교내외 연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 학생상담의 체계적 관리 필요

- 학생상담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들의 학생상담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학생상담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 학생의 상담결과에 근거한 다양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적

안녕과 건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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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4.1 평가결과 요약 ▶ 영역 평가결과 : 충족

평가구분
평가결과

평가부문 평가준거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

① 교사는 22.571㎡로 기준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② 일립관 증축으로 더 넓은 교사가 확보되었음
충족

4.1.2

강의실 확보율

① 재학생 1인당 강의실면적은 2.3m2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

음.

② 전체 멀티미디어 강의실로 구성됨

③ 모든 강의실은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 

충족

4.1.3

실험·실습실 확보

율

①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재학생 1인당 3.2m2로 기준 이상을 확

보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가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잘 시행되고 있음 

③ 실험·실습실은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기에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됨

충족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①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373.51천원으로 기준 이상임.
충족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① 기숙사는 약 17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152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13.5%로 기준 이상

임. 

충족

4.2.2

학생 복지시설

① 다양한 학생복지 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충족

4.2.3

장애학생 지원시

설

①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편의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최상의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음

충족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①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는 83.98천원으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②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는 1.9명으로 기준 이상을 확

보하고 있음

충족

4.2 향후 발전방향

m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시 평가의견

1. 실험 실습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예산집행 등 각종 조치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

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학생복지시설의 확보나 운영 관리는 비교적 양호하나, 동아리방이나 보건 위생 관련 시설이 미비

하여 조속한 확보가 요망됨



제Ⅳ장 종합 및 논의

124

자체평가보고서

¦ 평가의견에 대한 개선 내용

§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제정, 관련 보험 가입, 안전교육 및 관리자 교육 등 각종 조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보건위생시설과 동아리방은 교내 전체적인 교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모리아관 재건축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

¦ 2015년 대학자체평가결과 평가 의견

▪ 노화된 멀티미디어 시설의 개선이 필요

교육기본 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관리 개선이 계속되어야 함.

특히 강의실내 멀티미디어 노화는 강의진행의 지연요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체가 요구됨

▪ 대학식당의 메뉴 개선 및 휴식공간 확보 필요

-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생 편의 및 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외에 문화 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동아리실 및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대학식당의 식사메뉴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중점적 개선이

필요함

▪ 로고스홀 강단 및 모리아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꾸준한 개선으로 장애학생이 다니기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강해야함. 세부적으로 로고스홀 강단 및 모리아관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서 구입 확충

교수연구, 학생들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자료구입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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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재정 및 경영

5.1 평가결과 요약 ▶ 영역 평가결과 : 충족

평가구분
평가결과

평가부문 평가준거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①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충족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① 세입액 대비 입학금과 수업료의 비율이 55.68%로 기준을  

충족함
충족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입률

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0.8%로 기준을 충족함

②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1.1%로 기준을 충족함
충족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①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2.58%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충족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①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충족

5.2.2

교육비 환원율(필수)
① 교육비 환원율은 2012년 127.8%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음 충족

5.2.3

장학금 비율(필수)
① 장학금 비율은 2012년도 15.2%로 기준 값을 충족함 충족

5.3

감사

5.3.1

감사제도

① 예산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충족

5.3.2

감사결과 활용

①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를 

공개 하고 있음
충족

5.2 향후 발전방향

m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시 평가의견

1. 최근3년간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세입 중 법인전입금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주의가 요망됨

2.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무감사. 특정감사 등 더욱 자세한 감사가 필

요함

¦ 평가의견에 대한 개선 내용

§ 최근3년간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순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는 아님

§ 자체감사규정에 복무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차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도 감

사매뉴얼 발간, 2016년 평가감사실 부서 신설 등으로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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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학자체평가결과 평가 의견

▪ 국가장학금 제외 교육비환원율의 상승 고려

우리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지난 3년간 최소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

음. 그러나 전국의 타 대학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교육비 환원률의 지속적인 증가

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 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은 3년 연속 최소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지난 3년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익률이 감소 추세에 있음.

최소 기준 값은 충족하고 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취 필요함

▪ 법인의 수익률 증가를 통한 법인전입금 향상 필요

우리 대학의 세입 중 법인전입금이 최소 기준 값은 충족하고 있으나 감소세에 있음. 세입 중 법인전

입금을 상승시킬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