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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평가 개요

1 법적 근거

 1-1.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1-2. 이에 따라 대학은 자체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Ÿ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10. 신설)
Ÿ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8.5 제정)
Ÿ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9.11 제정)
Ÿ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08.12 제정)
Ÿ  본교「자체평가규정」(2009. 4 제정) 

1-3. 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근거

Ÿ 대학학사제도과-1251(2015.02.13) 대학평가결과 중 대학원 분리공시 지침
Ÿ 대학원정보공시 항목 : 14-자. 「고등교육법」제11조2조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2 목적

 2-1.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유지·개선사항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2. 대외에 경쟁력 있는 대학원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3. 대학원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자 함

3 평가지표 선정 원칙

 3-1. 정보공시 항목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표
 3-2. 대학원의 대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4 평가결과 활용

 4-1. 대학원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4-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원의 자원 배분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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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내용 

m 평가대상 대학원
구분 평가대상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신학, 간호)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m 평가방법
  - 평가요소 : 평가업무 경감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 지표 구성
  - 평가지표 :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총 3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

[표 2-1] 2021년 대학원 자체평가 지표 

영역 평가지표 구분 공시항목 및 비고

1. 학생

1.1. 신입생 충원율 정량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정원내입학자÷입학정원×100(%)

1.2. 재학생 충원율 정량 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생 포함)
정원내·외재학생÷(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1.3. 중도탈락율 정량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중도탈락학생수÷재적학생수)×100(%)

2. 교육여건  
   및 성과

2.1. 교원강의 담당 학점 및 
비율 정량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당해연도 개설강좌(1,2학기) 기준
전임교원강의담당학점÷강의담당학점총계×100(%)

2.2. 장학금 수혜 현황 정량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교외장학금 합계÷재학생(4.1일자+10.1일자 학생수/2학기)

3. 재정
   및 운영

3.1. 등록금 현황 정량 8-차-1. 등록금 현황
학과별 학기별 학생(정원내) 1인당 등록금

3.2. 강사 강의료 정량 14-차. 강사 강의료
Σ(시간당지급기준단가x총강의시간수)÷Σ(총강의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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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결과

  1. 학생

대학원은 학생이 교육목표 및 교육목적에 부합한 인재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대학 전반에 대한 학생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1-1. 신입생 충원율
 

Ÿ 각 대학원별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원 75%, 보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100%, 신학대학
원 70.3%이며 전체 평균은 80.2%로 나타남

Ÿ 신학대학원은 전년 81.1%보다 10.8%가 감소된 70.3%로  전년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입시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함 

Ÿ 일반대학원은 전년 110%의 높은 충원율을 나타냈으나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모집에 
어려움으로 35%가 하락한 75%의 충원율을 나타냄

Ÿ 전체 충원율은 80.2%로 전년 97.5%보다 17.3%가 감소되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원별 모집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3-1-1] 대학원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연도 대학원
입학
정원

지원자 수 입학자 수 신입생 
충원율

(%)

전년도
결과값

전년대비
증감율

(%)계 남 여 계 남 여

2020

일반대학원 20 31 10(3) 21(1) 25 7(2) 18(1) 110 65 25

보육대학원 17 25 0 25(1) 18(1) 0 18(1) 100 100 5.9

사회복지대학원 7 12 1 11 7 1 6 100 114.3 -14.3

신학대학원 37 45 31(1) 14 30 22 8 81.1 113.5 -32.4

합계 81 93 42(4) 71(2) 80(1) 30(2) 50 97.5 98.8 -1.3

2021

일반대학원 20 19 11 8 15 8 7 75 110 -35

보육대학원 17 21 0 21(1) 18(1) 0 18(1) 100 100 -

사회복지대학원 7 11 2 9(1) 8(1) 0 8(1) 100 100 -

신학대학원 37 42 19 23(2) 27(1) 14 13(1) 70.3 81.1 -10.8

합계 81 0 32 61(4) 68(3) 22 46(3) 80.2 97.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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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학생 충원율
 

Ÿ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원 102.2%로 전년 97.8%보다 4.4% 증가하였으며, 보육대학원 
103%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회복지대학원 114.3%로 전년 92.9%보다 21.4%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Ÿ 신학대학원은 전년 88.3%보다 3.6% 감소한 84.7%의 충원율을 나타냄
Ÿ 전체 대학원 재학생 충원율은 93.1%로 전년 93.2%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표 3-1-2] 2021년 대학원별 재학생 충원율 현황 

연도 대학원 학생
정원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

전년도
결과값

전년대비
증감율

(%)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2020

일반대학원 46 45 31 10 4 97.8 79.2 18.6

보육대학원 34 35 35 0 0 103.0 102.9 0.1

사회복지대학원 14 13 13 0 0 92.9 100.0 -7.1

신학대학원 111 98 98 0 0 88.3 92.1 -3.9

합 계 205 191 177 10 4 93.2 91.4 1.8

2021

일반대학원 45 46 28 9 9 102.2 97.8 4.4

보육대학원 34 34 34 - - 100 102.9 -2.9

사회복지대학원 14 16 16 - - 114.3 92.9 21.4

신학대학원 111 94 94 - - 84.7 88.3 -3.6

합 계 204 190 172 9 9 93.1 93.2 -0.1

1-3. 중도탈락율

Ÿ 대학원별 중도탈락율은 일반대학원은 0%로 전년 6.8%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보육대학원
은 0%, 사회복지대학원 15.8%로 전년 14.3% 대비 1.5%가 증가되었음

Ÿ 신학대학원 전년 10.4% 대비 올해 10.6%로 차이가 나타나지 아니함  
Ÿ 신학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은 10%대의 중도탈락율을 보이고 있는데 두 대학원 모두 미복학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업과 직장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상황
의 악화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중도탈락 학생
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상담과 지도를 강화하고 장학금 증대 등의 관리가 필요함

Ÿ 대학원 전체 중도탈락율은 전년 8.5%대비 올해 6.78%로 1.7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사관리가 잘 이루졌으며 원우 중심의 학사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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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대학원별 중도탈락율 현황 (2021년 4월 1일 기준)

연도 대학원 재적
학생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

탈락율
(%)

전년
결과값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미등록 미복학 자퇴

2020

일반대학원 44 3 0 3 0 6.8 10.8 -4

보육대학원 35 0 0 0 0 0 2.6 -2.6

사회복지대학원 21 3 0 2 1 14.3 8.0 6.3

신학대학원 125 13 5 7 1 10.4 10.9 -0.5

합계 225 19 5 12 2 8.5 9.1 -0.6

2021

일반대학원 53 - - - - 0 6.8 -6.8

보육대학원 36 - - - - 0 0 -

사회복지대학원 19 3 - 3 - 15.8 14.3 1.5

신학대학원 113 12 2 5 5 10.6 10.4 0.2

합계 225 16 2 8 5 6.78 8.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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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여건 및 성과

대학원은 원우들의 교육, 연구 활동, 편의복지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합리적

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학문발전에 기여

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2-1. 교원강의 담당 학점 및 비율
 

Ÿ 대학원별 전임교원 담당학점 및 비율 현황은 보육대학원 88.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대학원 
85.8%, 신학대학원 66.7%, 사회복지대학원 61.7% 순으로 나타남

Ÿ 신학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은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교수 연구년으로 전년대비 각각 16.5%, 
11% 감소하였음

Ÿ 2020대비 2021년도 전체 전임교원 학점담당비율은 76.5%로 전년 77.3%에 비해 0.8%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임교원 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3-2-1] 2021년 대학원별 교원강의 담당 학점 및 비율 현황

대학원
강의
담당
학점

전임
교원

비전임교원 전임
교원
전년
대비

증감(%)

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시간강사 기타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일반
대학원

2020 126 93 73.8 33 26.2 0 0 3 2.4 24 19 0 0 6 4.8
12.0

2021 127 109 85.8 18 14.2 0 0 0 0 12 9.4 0 0 6 4.7

보육
대학원

2020 50 39 78 11 22 0 0 0 0 8 16 0 0 3 6
10.4

2021 43 38 88.4 5 11.6 0 0 0 0 5 11.6 0 0 0 0

사회복지
대학원

2020 44 32 72.7 12 27.3 3 6.8 0 0 6 13.6 0 0 3 6.8
-11.0

2021 47 29 61.7 18 38.3 6 12.8 0 0 9 19.1 0 0 3 6.4

신학
대학원

2020 101 84 83.2 17 16.8 0 0 4 4 13 12.9 0 0 0 0
-16.5

2021 102 68 66.7 34 33.3 0 0 6 5.9 28 27.5 0 0 0 0

2020 346 248 77.3 73 22.7 3 0.9 7 2.2 51 15.9 0 0 12 3.7
-0.8

2021 319 244 76.5 75 23.5 6 2.0 6 2.0 54 16.9 0 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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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학금 수혜 현황
 

Ÿ 대학원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일반대학원 3,503.6천원, 사회복지대학원 3,127.3천원, 
보육대학원 2,706.7천원, 신학대학원 2,111.9천원 순으로 일반대학원이 가장 높은 장학금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학대학원의 장학금은 2,111.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3천원이 감소하였음

Ÿ 일반대학원의 전년대비 증감은 326.5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사업에 대학
원 재학생이 근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16,163천원 집행되었으며 코로나 특별장학
금으로 기타장학금이 전년 800천원 대비 4,700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Ÿ 2020년도 전체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2,631천원으로 전년 2,641천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대학원 장학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사업에 따른 장학금이 증가한 것으
로 근로장학금은 전년 79,583천원 대비 올해 30,799천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2] 2021년 대학원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현황 (2020년 결산 기준)

대학원
재
학
생

교외 교내

총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천원)

전년
대비
증감
(천원)

국가 
/

사설
및

기타

소계
성적
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
타

2019
일반대학원 32 800 105,361 - 8,061.5 12,350 84,949.5 106,161 3,317.5 

326.52020
일반대학원 42 800 132,637 - 9,002 8,160 115,475 133,437 3,177.1

2021
일반대학원 46 21,663 139,502 1,985 1,651 3,970 131,896 161,165 3,503.6

2019
보육대학원 37 700 97,303 4,370 - 6,555 86,378 98,003 2,648.7 

16.12020
보육대학원 35 - 94,170 4,370 - 6,555 83,245 94,170 2,690.6

2021
보육대학원 35 900 93,835 4,370 4,370 85,095 94,735 2,706.7

2019
사회복지
대학원

16 1,500 47,985 4,370 - 2,185 41,430 49,485 3,092.8 

-55.3
2020

사회복지
대학원

14 5,300 39,256 4,370 - 2,185 32,701 44,556 3,182.6

2021
사회복지
대학원

14 600 43,182 4,370 - 2,185 36,627 43,782 3,127.3

2019
신학대학원 100 11,262.5 192,059.7 7,062.5 43,734.7 1,412.5 139,850.0 203,322.2 2,033.2 

-2232020
신학대학원 104 10,793 232,037 7,063 70,587 2,825 151,563 242,830 2,334.9

2021
신학대학원 96 16,725 186,021 8,475 29,148 4,238 144,160 202,746 2,111.9

2019 185 14,262.5 442,708.5 15,802.5 51,762.5 22,502.5 352,607.5 456,971.2 2,470
-102020 195 16,893 498,100 15,803 79,589 19,725 382,984 514,993 2,641

2021 191 39,888 419,958 19,200 30,799 14,763 397,778 502,428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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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 및 운영

  대학원은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대학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표 및 교육목적

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함

3-1. 등록금 현황
 

Ÿ 2020년 대학원별 등록금 현황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함
Ÿ 대학원별 등록금은 일반대학원 평균4,550천원, 보육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4,370천원, 

신학대학원 3,225천원 순임

[표 3-3-1] 2021년 대학원별 등록금 현황 

대학원 입학금
입학정원

수업료 등록금
전년

결과값

전년대비
증감액
(천원)박사 석사 석·박사

2020

일반대학원 400 3 30 12 4,550 4,550 4,550 -

보육대학원 400 - 34 - 4,370 4,370 4,370 -

사회복지
대학원 400 - 14 - 4,370 4,370 4,370 -

신학대학원 400 - 111 - 3,225 3,225 3,225 -

2021

일반대학원 400 4 30 11 4,550 4,550 4,550 -

보육대학원 400 - 34 - 4,370 4,370 4,370 -

사회복지
대학원 400 - 14 - 4,370 4,370 4,370 -

신학대학원 400 - 111 - 3,225 3,225 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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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사 강의료
 

Ÿ 2020년 대학원별 시간강사 강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0원임. 사회복지 대학원은 시
간강사에 대한 강의가 없어 시간강사 강의료가 없음

 [표 3-3-2] 2021년 대학원별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시간당 지급단가 55,000원

년도 대학원
지급
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금

인원비율(%)
시간강의료 합

(천원)
전년대비

증감액(천원)

2020

일반대학원 4 180 100 9,900 -660
보육대학원 3 120 100 6,600 2,200
사회복지
대학원 - - - - -

신학대학원 3 105 100 5,775 -3,025

소계 10 405 22,275 -1,485

2021

일반대학원 3 135 100 7,425 -2,475
보육대학원 1 45 100 2,475 -4,125
사회복지
대학원 - - - - -

신학대학원 5 165 100 9,075 3,300

소계 9 345 18,975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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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요약

1. 신입생 충원율
- 각 대학원별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원 75%, 보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100%, 

신학대학원 70.3%이며 전체 평균은 80.2%로 나타남
- 신학대학원은 전년 81.1%보다 10.8%가 감소된 70.3%로 전년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입시 방안 모색이 시급함 
- 전체 충원율은 80.2%로 전년 97.5%보다 17.3%가 감소되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원별 모집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재학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율
-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대학원 102.2%로 전년 97.8%보다 4.4% 증가하였으며, 

보육대학원 103%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회복지대학원 114.3%로 전년 92.9%보다 
21.4%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대학원별 중도탈락율은 일반대학원은 0%로 전년 6.8%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보육대학원은 0%, 사회복지대학원 15.8%로 전년 14.3% 대비 1.5%가 증가되었음

- 대학원 전체 중도탈락율은 전년 8.5%대비 올해 6.78%로 1.7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사관리가 잘 이루졌으며 원우 중심 학사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3. 교원강의 담당 학점 및 비율

- 대학원별 전임교원 담당학점 및 비율 현황은 보육대학원 88.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대학원 85.8%, 신학대학원 66.7%, 사회복지대학원 61.7% 순으로 나타남

4. 장학금 수혜 현황
- 전체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2,631천원으로 전년 2,641천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대학원 장학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혁신사업에 따른 장학금이 증가한 
것(전년대비 16,163천원)이며 코로나 특별장학금 4,700천원이 집행되어 증가한 것임

- 대학원 근로장학금은 전년 79,583천원 대비 올해 30,799천원으로 크게 감소함
- 대학재정의 위기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근로장학금 집행이 크게 감소하여 대학원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 재원 마련이 시급함 

5. 등록금 현황
 - 2020년 대학원별 등록금 현황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남. 

대학원별 등록금은 일반대학원 4,550천원, 보육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4,370천원, 
신학대학원 3,225천원 순임

6. 강사 강의료
 - 2020년 대학원별 시간강사 강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0원임. 사회복지 

대학원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가 없어 시간강사 강의료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