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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건학이념을 토대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대학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가. 교육목표를 대학구성원들에게 공유한 실적

§ 홈페이지 공지 및 요람 발간 

- 우리대학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소개」란에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공지하고 있으며 대학요람 

및 대학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교육목표 체계도를 공유하고 있음

-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책자에 건학이념, 교육목적과  교육목

표, 인재상을 명시하여 별도의 설명회 시간을 갖고 있음

<그림 1.1.1-1> 한국성서대학교 교육목표 체계도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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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강의실, 로비 등 교내 곳곳에 교육목표체계도를 게시하여 평상시 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매 학년 초 신입생학부모를 초청하여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소개하여 대학과 

학부모간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그림 1.1.1-2> 강의실 입구 및 교사 로비에 교육목표체계도 게시 현황

나.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의 교육목표의 연계성

§ 우리 대학은 2014년 자발적인 대학경영컨설팅을 통하여 각 학과의 교육목표, 인재상과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른 학과별 교육목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원연수를 통해 대학의 교육

목표와 학과교육에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표1.1.1-1>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된 학과 교육목표 설정 절차

일정 항목 논의 내용

2014. 03. 10. 2014학년도 1차 교직원 연수
전공 평가(안) 지표 발표

(학과평가지표에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포함)

2014. 12. 15. 2014학년도 3차 교직원 연수 학과발전 로드맵 기본 방향 설정

2015. 03. 09. 2015학년도 1차 교직원 연수 학과 발전 방향 토의

2015. 05. 29. 전공교육부 정책과제 선정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른 학과별 발전계획 및 교육목표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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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명
학과의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

영성과

인성

탁원한

지성

실천하는 

덕성

성서

학과

1) 성서 연구와 실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 추구 l l

2) 바른 성서 해석과 활용 능력을 소유한 전문 지식 확립 l

3) 신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l

4) 복음전도와 선교의 원리의 실천적 방법론 숙지와 훈련 l

사회복지

학과

1) 성서적 진리에 기초한 사회복지 전문 지식 습득 l

2) 섬기는 리더십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능력 향상 l l

3) 성서적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복지사 태도 및 윤리 함양 l

영유아

보육학과

1) 기독교 진리에 근거한 영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l

2)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한 기독교인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태도 확립 l

3) 밀알정신에 입각한 영유아교육 현장 기반의 섬김의 리더십 함양 l

컴퓨터

소프트

웨어학과

1)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 배양 l

2) 기독교 진리 탐구를 통한 윤리의식 함양 l l

3) 국제공인 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능력 배양 l

간호학과

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l

2) 다양한 교양지식, 전공지식과 간호술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l

3)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자 및 타 전문분야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l

4)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분야와 협력한다. l

5)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사고기술을 적용한다. l

6)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l

7)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l

8) 근거기반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l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응한다. l

10)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l

<표 1.1.1-2>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된 학과의 교육목표

o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페이지

[1-1] 1. 대학요람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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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음

§ 중장기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세부 전략에 따라 대학운영 실적을 극대화 하고 있음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가. 중장기발전계획「K-BIBLE-VISION 2022」체계도

<그림 1.2.1-1> 한국성서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K-BIBLE-VISION 2022」체계도

나.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실적

▪ 우리 대학은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중장기발전계획과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예산총칙에 제시함으로 대학의 예산편성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 및 

핵심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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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우선 배정하여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핵심성과지표는 우수한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장기발전계획 세부실행과제 코드와 키워드를 기록하도록 하여 사업별 목적과 

목표 설정 시에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업무가운데 대학의 발전전략과 

목표를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 1.2.1-2 >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2016년도 사업계획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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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실적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표1.2.1-1>「K-BIBLE VISION 2022」추진내용 및 주요 성과

4대 전략 영역 주요 추진내용

기독교

핵심기반강화

§ 조직 개편 : 교목실 ð 일립교육부

➡ 교목실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채플, 신앙교육, 상담, 정체성 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관리 조직을 개편함 : 교목실, 신앙훈련과, 세계관교육과, 봉사단. 

상담센터

§ 일립교육부 교육과정 체계화

  ➡ 성경졸업고사 출제유형 개발 연구 및 세계관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완료

교육학습

시스템 구축

§ 조직 개편 : 5개 학과 등 ð 전공교육부

➡ 학생들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부서를 전공교육부로 통합하여 체계화

  : 5개 학과, 기초교양교육원, 영어교육센터, 교수학습센터, 교학처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학과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인재상 수립

§ 책임지도교수제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

➡ 학과별 교수1인당 학생 10여명을 배정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지고 대학생활, 

학업, 진로, 취업  에 대해 지도

§ 교육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교원업적평가 개선

   : 중장기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반영한 영역별 가중치 조정

   : 교육 및 연구결과에 따른 평가항목 및 점수 가중치 조정

➡ 학과평가 도입

   : 중장기발전계획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로 반영

§ 교수학습센터 조직 및 인력 확충

➡ 교수학습센터 시설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수요자중심

행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조직 개편 

➡ 연계 업무간 부서 통폐합을 통한 행정시스템 효율화

➡ 규정 전면 개정 시행 : 96개 규정 체계화 

§ 행정전산화 도입 :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문서유통시스템 도입

§ 기부금 및 전입금 모금 활성화로 모금액 확대 

➡ 2015년 결산 모금액 약11억원(2014년 대비 168% 증가)

§ 일립관 증축으로 교사시설 확충

➡ 간호학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확충

➡ 교수학습센터 및 e-Zone확충

➡ 기숙사 확충

§ 부서평가 도입

➡ 직원평가규정 개정을 통하여 개인 및 팀별 역량평가 및 성과(MBO)평가 도입

교육공동체 가치 

구현

§ 학생동아리 지원 확대 : 2013년 0원 ð 2014년 3,540,000원 지원

§ 교직원 교육 강화 : 교직원 교내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장학금 지급액 확대 : ð 2014년 18.0% ð 2015년 결산 19.3% 향상

§ 평생교육원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 확대

➡ 지역 고등학교 인성교육 지원사업 위탁 운영

➡ 발달장애아동부모회 연계 부모 특강 연구과제 개발 및 시행 수행

➡ 각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수주 및 위탁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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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추진내용

인격교육

특성화

§ 인격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원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성서에 입각한 섬김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밀알훈련 프로그램 체계화

 : 밀알훈련을 참여했던 선배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 교수 및 교직원 자원봉사자로 동행하여 섬김의 모델링을 함

 : 섬김의 리더십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존중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동체 활동 실시 

➡ 신앙에 기반한 인격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성서적세계관 3개 교과목 교재 개발 완료 및 강의

§ 봉사활동 강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밀알사회봉사단 독립부서로 개편 및 봉사단 창단

➡ 국내외 봉사 활발한 참여 및 지원  

라. 특성화 계획 추진 개요

§ 우리 대학은「K-BIBLE VISION 2022」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특성화를 수립하여 소규

모대학의 창조적인 패러다임 구축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인격교육과 기초교육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7개의 세부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음

<그림1.2.1-3> 대학 특성화계획 체계도

<표 1.2.1-2> 대학특성화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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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추진내용

기초능력

강화

특성화

§ K-CESA 진단평가 실시

➡ 매년 신입생과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K-CESA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역량의      

 향상도를 점검

➡ 모든 수업계획서에 K-CESA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명시 의무화

§ 2014년도 조직개편 : 교양학부 ð 기초교양교육원

➡ 기초교양교육원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기초교양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

➡ 교양교육의 한계를 넘어 글쓰기 등 기초능력강화를 위한 각종 교과목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함

  : 사고력 증진을 위한 글쓰기 센터 운영, 학술적 글쓰기 경진대회 개최,        

  영어찬양대회 개최, 컴퓨터활용역량 강화 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1-2] 1.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서 및 특성화 계획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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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대학에 반영하고 있음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 우리 대학은 매년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의 지침으로 활용됨

▪  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우리 대학이 주력해야 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그림 1.2.2-1> 「K-BIBLE VISION 2022」자체평가 환류시스템

▪ 우리 대학은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평가실 내에 자체평가위원회를 평가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업무를 체계화함

▪ 평가준비부터 평가결과의 활용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따라 각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 

환류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자체평가시행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에 대하여 각 전략과제별 실행 및 달성도 평가를 실시

- 핵심성과지표 달성율 평가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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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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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전략방향별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별 목표향상 기준을 설정함

➡ 개선안 반영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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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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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의 반영 사례

§ 발전계획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대학운영방침 및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 대학운영에 

실제적으로 피드백 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1.2.2-1>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주요 반영 사례

영역 주요 반영 사례

기독교핵심기반강화

▪ 밀알사회봉사단 사업비 우선 배정

▪ F/T 참가비 인상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

▪ 학생상담센터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교육학습시스템 구축

▪ 핵심성과지표인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하여 책임지도교수제, 학생상담센터 

활성화 등 핵심지표관련 사업비 우선 배정 및 확보

▪ 학생진로지도의 날을 선정하여 모든 교수가 학과별 배정된 학생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날을 정하여 학생진로지도를 시행함

▪ 전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1인당 주요 전공교과목 1개씩 교과목 

교안 연구 개발비 지원

수요자중심행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대학경영컨설팅 위탁 자체평가 시행(한국생산성 본부)

  : 행정, 조직, 학사 등 대학 전반에 걸친 진단 및 분석 실시

  : 컨설팅 결과 산출된 이행과제 100% 수행 완료

▪ 직원평가규정 개정 및 부서평가제도 시행

교육공동체 가치 구현

▪ 교내장학금 지원 예산 확대 (교내장학금 비율 18%(´14)-> 19.2%(´15))

▪ 4대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일립교육부, 교수학습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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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발전계획의 성과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우선 배정 및 각종 자원 배정 등에 활용함

<표 1.2.2-2>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핵심 성과지표 목표값               

핵심발전 지표 
2단계(~2018)

2015년 결과값 2016년 2017년 2018년

전임교원 확보율(%) 78.7 79% 79.5% 80

외국인교원 확보율(%) 10.4 12 13.5 14.8

중도탈락율(%) 6.8 4.2 3.9 3.5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78.5 81 82 83

현장 연계학습 참여 학생율(%) 5.6 10 13 15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6.2 11 14 17

취업률(%) 62.7 65 66 67

장학금 지급률(%) 19.5 20 20 18

학생1인당 기부금액(천원) 301 210 250 330

국고수입 예산비율(%) 16.8 10 11 12

▪ <그림1.2.2-2>와 같이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최종추경예산에 

근거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함

  

<그림1.2.2-2> 중장기발전계획 재정투입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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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특성화 평가 결과 주요 반영 사례

▪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특성화와 연계된 사업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분석함으로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표 1.2.2-3> 특성화계획평가결과 주요반영 실적

전략과제 평가결과 주요반영 사례

인격 교육 강화
▪ 밀알훈련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연구 미흡

▪ 평가도구 개발 미시행

▪ 밀알훈련 소감문 분석 및 평가지표 

  키워드 분석을 통한 평가도구 개발

▪ 밀알훈련 체계화를 위한 연구 공모

기초능력 강화 ▪ 종합적 사고력 강화 프로그램 필요 ▪ 대학생 핵심역량 (K-CESA)평가 지속적 실시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1-3]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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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매년 교육 및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적

으로 공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개선 노력을 수립, 실행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가. 2015년도 조직 개편 : 평가 전담부서 신설 

▪ 우리대학은 기존에 2년을 주기로 실시하던 대학자체평가를 자체평가규정 개정을 통해 매년 실시하

는 것으로 변경함.  또한, 평가업무와 감사업무를 기획평가실에서 담당해 왔으나 각종평가와 감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평가실을 기획실과 평가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1.3.1-1> 2015년도 개편된 조직도(대학 홈페이지 발췌)

나. 자체평가 수행 실적 

▪ 2년을 주기로 실시되던 대학자체평가는 2013년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기점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 2014년도에는 대학기관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사학

진흥재단과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하여 대학재정, 조직/행정, 교수/연구, 학사, 평가제도, 교육과정 

개선 등을 주제로 자율적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학칙 개정 등 총 25개의 이행과제가 

산출되었음

▪ 2015년도에는 대학기관인증평가와 동일한 평가지표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여 2016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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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행 과제명 목 표 이행기한 이행결과
이행 미이행

1 재정안정성 확보

① 기부금 모금액 및 법인전입금 17.5억원 ① 2016년 3월 ○

② 비용 절감- 관리운영비 및 시간 강의료 등
  : 2013년도 말 기준 2015년도까지 

4억3천만원 절감 (2014, 2015 회계연도 합계)
② 2016년 3월 ○

2 중도탈락률 개선 ① 2015학년도 중도탈락률 5.2% 이하 ① 2016년 4월 ○

3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① 조직 개편 시행(시행 문서) ① 2015년 1월 ○

②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원 재배치(시행문서) ② 2015년 1월 ○

4
교직원 평가제도 

개선

① 행정직원 인사평가 항목 개정 ① 2015년 2월 ○

② 학과평가 규정 신설 ② 2014년 12월 ○

③ 교원업적평가 개정 ③ 2015년 2월 ○

5
교육과정 개편 및 

학칙 개선

① 교양, 전공에 취업진로과목 각각 1과목 편성 ① 2015년 3월 ○

② 1학년 교육과정에 전공 2과목 의무 편성 ② 2015년 3월 ○
③ 폐강기준 개정 (교양선택 18명 미만, 전공선택 15명 

미만)
③ 2014년 12월 ○

④ 전공전환/복수전공 규정 개정 ④ 2014년 12월 ○

<표 1.3.1-1> 20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 13개 필수이행과제 목록

▪ <표1.3.1-2>과 같이 2015년도 대학자체평가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의 5개 평가영역, 16개 평가부문, 

54개의 평가준거를 적용하여 실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표 1.3.1-2> 2015년 대학자체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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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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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평가결과 반영 실적

▪ 자체평가결과는 각 관련부서에 회람되어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 양식에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적시하도록 규격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명시하도록 함

▪ 2014년도 자체평가로 실시한 경영컨설팅 이행과제로 선정된 13개의 필수 이행과제는 2016년도 

4월에 모두 수행 완료 하였으며 2015년도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실적은 다음 <표 1.3.1-3>과 

같음

 <표 1.3.1-3> 자체평가결과 반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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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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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 기부금을 통한 재정확보를 위해 대외협력실을 총장직속으로 조직개편

-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 개선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1-4] 2015년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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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재상의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영역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그림 2.1.1-1> 한국성서대학교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의 3대 핵심역량

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이 반영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

▪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성, 덕성, 영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따라 � 창의적 전문 역량 ‚ 영

성과 인성 역량 ƒ 봉사와 실천 역량 등 3대 핵심역량을 갖춘 전인적인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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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은 전공교육과 일반기초교양교육의 연계를 통한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교육의 수월성 달성을 위하여 전공분

야별로 지식의 전문성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림 2.1.1-2> 한국성서대학교 교육과정의 인재상

<표 2.1.1-1>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핵심역량별 주요교과목 편성 현황

교육목표 지성 영성 덕성

인재상의 핵심역량 창의적 전문성 봉사와실천 영성과인성

교

양

교

육

과

정

일립

교육

- 사회봉사

- 전도훈련

- 채플

- 세계문명시리즈

- 밀알훈련, 신앙훈련

교양

교육

- ESWP 프로그램

- 학문적 글쓰기

- 컴퓨터 활용

- 인간의 이해

- 자연과 과학

- 사회의 이해

- 역사와 문화

- 예술과 체육

전공

교육

과정

- 성서에 대한 통합적 이해

- 성서적 진리에 입각한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 기독교영유아교사 양성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 글로벌 IT 크리스챤 리더 양성

- 기독교적 간호지도자 양성

- 기독교상담학개론

- 기독교교육 개론

- 선교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심화실습

- 사회복지진로설계

- 보육실습

- 장애아보육실습

-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 미래설계상담

- 간호리더십

- 간호진로설계

- 교육봉사

- 직장체험

- 인턴십

- 기독교윤리학개론

- 바이블리딩

- 선교와 문화

- 기독교사회윤리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기독교사회복지

- 영유아기독교교육

- 유아교육세미나

- 정신건강

- 영적간호

- 호스피스간호



                                                                                                            
                                                                                                2영역 교육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25

교 양 교 육

과 정

ㆍ∙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 등을 강화하여 ‘현장 및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 

ㆍ∙ 1학년 학교적응과 진로 목표를 세우기 위해 교양필수 교과로 ‘대학생활과 자기계발’과목 신규 

개설하여 진로 로드맵 설계과정 도입 (학습 활동지원, 학교 생활지원, 전공과 취업 등을 연계한 

진로지원 과목)                       

전 공 교 육

과 정

ㆍ∙ 전공별 진로과목 신규 개설 

ㆍ∙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인증과 간호학과 간호교육평가인증을 통해 역량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기반 교육과정’개발  

교육목표 지성 영성 덕성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의 핵심역량
창의적 

전문역량

영성과

 인성역량

봉사와 

실천역량

교양

교육

과정

일립교육
신앙영역 l

세계관영역 l
인성 및리더십영역 l l

기초교양
학문의기초 l
영어교육 l

핵심 및 일반 교양
핵심교양 l l
일반교양 l

전공연계
교직 l

상담심리 l l

전공

교육

과정

전공기초 건강가정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보건교육사 l
전공심화 5개 전공 심화과정 트랙 개설 l

현장중심 교육 실험, 실습, 실기 교과 l l l
지역연계 교육 전공별 실습교육, 인턴십, 지역사회간호 l l l

역량달성인증교육 성과기반 교육과정 개설 l

나.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주요 개편 실적

▪ 우리 대학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2014년도 경영컨설팅을 통해 학사개편을 시행하였으며 

개편시에는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현장(지역)연계를 강화하는 교육편성이 필요

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편을 주로 실시함

<표2.1.1-2> 교육과정 개편 실적

다. 핵심역량별 교육과정편성과 운영 실적

▪ 우리 대학의 인재상의 3대 핵심역량인 � 창의적 전문역량 ‚ 영성과 인성 역량 ƒ 봉사와 

실천역량을 중심으로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함

<표 2.1.1-3>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의 핵심역량별 교육과정편성 현황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1 1. 교육과정 편람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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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초, 일립, 핵심교양의 유기적인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권이 보장되

어 있으며 교양학부를 기초교양교육원 조직 개편하여 교양교육과정으로 내실화하고 있음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반영한 교양교육 운영 현황

§ 우리 대학의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신앙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기독리더를 양성하는 일립교육과 전공교

육의 기초교육을 통한 학문의 수월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양교육으로 구성됨

§ 두 트랙의 교양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재상의 3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그림 2.1.2-1> 교양교육과정과 연계된 인재상의 핵심역량

나. 교양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인재상과의 연계성

▪ 교양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은 다음 표와 같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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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 교육목표 핵심역량

기초

교양

1) 학문기초교육을 통한 외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창의적 전문 역량

2)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지식 습득

창의적 전문역량3) 자유전공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자율적 교과 선택과 지도교수의 도움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

일립

교육

1) 성서적 인성과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바른 신앙 교육

인성과 영성역량2)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성서적 정체성 및 세계관 확립

3) 신앙과 삶이 통합된 실천적 복음 전도 훈련 강화

4) 밀알정신 고취와 실천적 봉사 능력 배양 봉사와 실천역량

<표 2.1.2-1> 교양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다. 인재상과 연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 일립교육은 우리학교의 교육목표인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서

에 기초한 바른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을 소유함으로 복음 전도와 희생적 봉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 함.

<표 2.1.2-2> 교양교육과정 편성표 

학과 일립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교육
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성서학과 8 6 15 (6) 12

사회복지학과 13 6 15 (6) 12

영유아보육학과 13 6 15 (6) 12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13 6 15 (6) 12

간호학과 13 6 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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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양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과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1-3> 교양교육과정 편성 현황

구분 교과목 편성 현황 이수학점

일립
교육

경건생활 경건훈련(I-VIII) -

가치관

세계문명과자아I, Ⅱ 2

세계문명과성경I, Ⅱ 2

세계문명과기독교I, Ⅱ 2

공동체 섬김
밀알훈련 1

공동체리더십훈련(I-VIII) 6

기초교양
교육

학문의 
기초

학술적 글쓰기I 3

학술적 글쓰기II 3

컴퓨터 5과목 각 1

제2외국어 10과목 각 2

한국어과정 4과목 각 2

핵심교양

대학생활과 자기계발 P/NP

인간의 이해 5과목

각 3

자연과 과학 4과목

사회의 이해 5과목

역사와 문화 5과목

예술과 체육 5과목

일반교양 일반교양 25과목

영어교육 영어1 ~ 4 12

<표 2.1.1-4> 교육목표와 인재상과 연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현황

대학 교육 목표
인재상의

핵심역량

교양교과목 개설 교과목 수

2014-1 2014-2 2015-1 2015-2

지성 창의적 전문성 27 30 24 27

덕성 봉사와 실천 16 12 11 12

영성 영성과 인성 8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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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5> 졸업 이수 학점 (2015)  

학과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

졸업이

수학점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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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6> 교양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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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2 1. 교과과정개편 관련 위원회 회의록

2-3 2. 2014, 2015학년도 1,2학기 시간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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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다양한 전공 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그림 2.1.3-1>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전공교육과정

가. 대학의 인재상과 전공의 연계성 

§ 대학의 인재상과 그 핵심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각 학과별로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

고 그에 상응한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나.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 우리 대학의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재조정을 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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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구분

2010-2013 2014-2017

전공
탐색

전공
필수

심화
전공 합계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합계

성서학과 3 36 21 60 3 17 46 66

사회복지학과 3 39 18 60 3 27 36 66

영유아보육학과 3 36 21 60 0 18 48 6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 36 21 60 6 15 45 66

간호학과 3 72.5 12 87.5 23 65 6 94

다. 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자 현황 

▪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복수전공 이수자는 <표 2.1.3-3>와 같음

§ 부전공 이수자가 없는 것은 복수전공 또는 전과, 트랙제 운영등으로 인해 부전공의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학생이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졸업 시 이수 내용을 확인

하여 부전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표 2.1.3-2> 최근 3년간 부·복수전공 이수자 현황 

학년도 졸업인원 (B) 복수전공 (A) 부전공 비율(B/A)(%)

2013 248 16 0 6.45%

2014 296 9 0 3.04%

2015 (2016 2월) 265 13 0 4.90%

다. 전공 교육목표와 연계한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

§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연계하여 학과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과별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 학과별 교육목표에 기반한 전공교육과정을 각 전공별 세부전공 프로그램으로 구채화하고 있음 

§ 각 전공 목표별 세부전공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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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 전공교육목표와 연계된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과정 세부운영 현황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4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관련 규정(관련된 학칙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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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린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증진함

▪ 실험·실습·실기교육을 활용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음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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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인

턴실습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단순히 이론교육으로만 구성된 과목의 비율은 2013년 64.7%에서 2015년 55.9%로 줄어들

었음. 성서학과의 경우 이론만 진행하던 수업의 비율은 2013년 96%에서 2015년 70%로 현저

히 줄어듬.  

▪ 순수하게 실험·실습·실기 교과로 편성된 경우는 2015년 24.1%로 2013년 9.6%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공학계열의 전공은 69.2%로 높은 수치를 보임

<표 2.1.4-1> 실험·실습·실습 과목 비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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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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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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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등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표 2.1.5-1>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현황

교과목  개설학과  개설학년   개설학기

직장체험 기초교양교육원 전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기초교양교육원 3학년 2학기

인턴쉽1~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1,2학기

<표 2.1.5-2>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학과/전공  참여자(학생 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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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학과 MOU체결한 산업체 목록

기업 복지시설 병원 보육시설 기타

8 30 34 41 34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5 2014년, 2015년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목록

2-6 2014년, 2015년 MOU 체결 사업체 목록

자체 진단평가 요약



                                                                                                            
                                                                                                2영역 교육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35

▪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가. 국내·외대학과의 교류현황

▪ 학생에게 강의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이 유리한 지역의 대학들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대학을 비롯한 학점교류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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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현황

§ 우리 대학은 국외대학과 학점 교류를 하기 위하여 몽골, 미국, 뉴질랜드, 중국, 캄보디아 등의 

세계나라의 대학과 국제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있음

§ 우리대학의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실적은 최소 기준값을 충족시키고 있음

§ 2015년 11월 15일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6-2> 국외 학점교류현황

기준학년
학점교류현황

교류대학수 파견인원 유치인원

2014 1 0 1

2015 2 3 1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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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개선되고 있음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가.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개편 실적

▪ 우리 대학은 교육목적과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위원회를 교육과정편성위원회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

과정위원회 규정 제2장, 3장, 2015년 9월 11일 전면개정).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대학의 주요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임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 의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실적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매년 

교과목의 개설과 폐지, 학점배정 등 교육과정에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임

<표 2.1.7-1> 2014~2015년 교육과정 개선 실적 

학년도 회의 개최 수 중요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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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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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개편 실적

▪ 주기적인 교육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최신 학문동향 및 학습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

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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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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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학생, 교육매체를 영역별로 지원하며, 그 영역별로 적절한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 

▪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수, 학생, 교육매체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

2.2. 교수·학습

2.2.1 수업 규모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가. 교수, 학생, 교육 매체 영역별 지원 현황 및 인력 운영 체계 

<그림 2.2.2-1> 교수학습센터 조직도

▪ 2013년 이후 교수학습센터의 인프라(학습실, 기자재, 스튜디오 등)를 확충하고, 교수학습센

터 연구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음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됨

▪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또한 교육공학 및 교육평가 전공자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교수학습지원

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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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교수학습센터의 인력현황

직책 2013(기존) 2015(개선)

센터장
직책 : 센터장 (겸직)

사회복지학 박사

직책 :　센터장 

경력 : 8년차, 박사

세부전공:교육공학

연구교수

직책 : 연구교수 

경력 : 1년차, 박사

세부전공: Second Language Education 

& Culture

팀장

직책 : 팀장 (겸직)

경력 : 6년차

교육학 박사수료

연구원

직책 :　연구원

경력 : 5년차, 석사 과정

직책 : 연구원

경력 : 7년차, 석사

세부전공: 교육공학

연구원

직책 :　연구원

경력 : 3년차, 학사

직책 :　연구원

경력 : 5년차, 석사과정

세부전공: 교육평가

나. 교수학습센터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2014년 이후 교육역량평가사업 지원금의 감소로 인해 교수학습센터의 예산이 크게 줄었으나 

교수메뉴얼 제작사업 지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완함

 <표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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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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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효과를 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교수학습센터 각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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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가.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내 외부 교수클리닉,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e-learning, 콘텐츠 개발, 

강의 교안 개발 지원 등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및 지원함

<표 2.2.3-1> 교수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분류 프로그램명
최근 3년간 실적

내용
2013 2014 2015

교수

방법

지원

교원전문성

개발워크샵

43

(95.5%)

43

(93.5%)

45

(100%)
교수자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워크샵 개설

교수매체

개발지원

스마트컨텐츠 

8건
29건 -

교수자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PT자료로 제작 지원

교육매체

대여
30 30 24

교육에 필요한 매체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여 및 이미지/템플릿 이용권 제공

강의촬영

지원
12건 11건 8건

교수자가 교수법 적용 등을 위한 강의 촬영을 

요청할 시 촬영 지원

교수 

질관

리

교수클리닉
23

(51.1%)

44

(95.7%)

24

(53.3%)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자가, 동료, 전문가 등의 

피드백을 받아 강의전문성을 향상하는 사업

K.O.C.W. 

시행

2강의 

29차시

6강의 

78차시

8강의

92차시

대학강의공개 사이트에 우리 대학 교수자들의 

자료를 공유하는 사업

교육

과정

지원

매뉴얼개발

지원사업
- -

44

(97.7%)

교수자가 자신의 과목을 체계적인 매뉴얼로 

정리하여 학생용, 교수자용으로 개발하는 사업

역량중심

교육과정연구
- -

10

(22.2%)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사업

나. 학생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습역량향상과 기본역량 향상에 따른 9개 하위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스터디 그룹, 목적달성 프로젝트, HUG 프로그램,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스마트업 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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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최근 3년간 실적

내용학습동기
검사

2014 2015

학습역량
강화

학습동기검사 - -
950

(84.4%)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요인 검사를 통해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

학습역량상담 
프로그램

-
2

(0.2%)
5

(0.4%)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법 및 전략 등을 

추천해주고 설계해주는 프로그램 

학습향상
스터디 외 2종

516
(44.3%)

485
(40.3%)

468
(41.6%)

학습자들의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스터디 프로그램

C.I.S.
Cooperation-In 

Subject

549
(47.1%)

715
(59.4%)

804
(71.4%)

과목 내 팀 활동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도우미-배우미 
학습지원 외 2종

107
(9.2%)

47
(3.9%)

23
(2%)

학습 소수자를 위한 1:1 학습지원 프로그램

H.U.G.
프로그램

-
30

(2.5%)
34

(3%)
Healing, Understanding, Growing의 약자로 

학사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기본역량
강화

학습기초역량
강화워크숍

-
24

(2%)
35

(3.1%)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PC 관련 프로그램 

활용 워크샵

목적달성 
프로젝트

118
(10.1%)

65
(5.4%)

69
(6.1%)

교과목 외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스마트업
아카데미

28회 20회 12회

학생 스스로가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의용 

자료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표 2.2.3-2> 학생지원프로그램 개발 목록  

(단위: 명, 재학생 대비 참석율)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9] 교수지원 프로그램 목록 및 발간물 목록 

[2-10] 상기 목록 표지 사진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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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학칙 및 학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엄한 학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음

§ 효율적이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칙과 학사내규가 개정되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가. 학사관리규정의 개정 실적

▪ 학사관리 규정은 우리 대학의 특성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체계와 

학사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엄격히 그 기준에 따라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사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은 규정 전문과 함께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표 2.3.1-1> 2014~2015년도 학사관리규정의 개정 실적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학

칙

성적등급 

표기

§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

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함

제적
§ 제적 처리 유보 대상자 : 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제적 처리 유보 대상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애학생

학사경고
§ 재학기간 중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함

학

사

내

규 

성적평가에 

관한 

절대평가 

허용 조건

1. 수강인원 10명 이하

2. 전공필수 실습교과

3. 외국어 교과

1. 삭제

2. 전공필수 실습교과

3. 삭제

4.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훈련

재수강

§ 재수강의 경우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은 교과목당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재수강 과목의 성적과 기존에 취득한 과목의 성

적 중 높은 것을 반영하고 성적증명서에 재수강과

목임을 표기함

휴학
§ 첫 학기 휴학 허가 조건 : 군대 입영, 4주이상

의 입원 치료, 임신,출산,육아의 겨우

조기졸업 § 전공성적 평점 평균 4.0이상 § 총 평점 평균 4.0이상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11]
학사 규정

(성적평가, 수업평가 관련 내용 발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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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상대평가제를 원칙으로 한 엄격한 성적관리를  운영하고 있음

2.3.2 성적관리

가. 성적관리규정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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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고 있음

§ 학기별로 상대평가는 59.5%에서 65.9%로 증가하였고 절대평가 비율은 40.4%에서 34%로 

감소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음

 <표 2.3.2-1> 최근 3년간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강좌수와 비율

학기
상대평가 절대평가

계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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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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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실습교과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에 한하여 절대평가가 가능함

▪ 총 개설과목수가 적은 교직과정에서 절대평가 예외가 허용되는 필수 실습교과목으로 인해 A학

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4년도 48.4%에서 2015년도 38.8%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음

<표 2.3.2-2> 2014년 성적평가 결과 비율(%) <표 2.3.2-3> 2015년 성적평가 결과 비율(%)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전공 32.7 33.4 30.2

교양 28.0 35.8 31.6

교직 48.4 25.9 25.1

계 36.3 31.7 28.9

구분 A학점 B학점 C학점

전공 32.0 33.3 29.7

교양 27.2 36.3 30.9

교직 38.8 30.8 28.9

계 32.6 33.5 29.8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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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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 245 241(98.4) 87.6 4.6

▪ 우리 대학은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문항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강의 평가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음

▪ 강의평가결과를 적절히 공유하며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3.3  수업평가

<그림 2.3.3-1> 수업평가 시행 및 결과의 환류시스템

가. 수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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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학생이 성적 조회를 위한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어 수업평가 응답

률은 지난 3년간 90%를 상회함.

<표 2.3.3-1> 수업평가 실시 결과 현황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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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강의평가 점수의 합(A) 담당강의 수(B)
강의당 강의평가 점수 평균

A/B=C 

2014년도 1,458 316 4.6

2015년도 1,848 401 4.6

<표 2.3.3-2> 전임교원수업평가 결과

나. 수업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업적평가 반영 실적 

▪ 강의평가 점수의 공개는 본인점수만 개별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 과목 평균 점수를 공개하여 

본인의 평가결과 대한 수준(3단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임 교원의 수업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최우수 수업평가 교수를 매

년 선정하여 시상함. 

▪ 비전임 교원인 외래교수의 수업평가는 외래교수 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최우수 및 우수 외

래교수 선정에 반영하고, 외래교수 위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 평가하위그룹은 교수클리닉, 교수법개발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강사는 재위촉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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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제도를 수립함

▪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학습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 경고자에 대한 조치

가.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실적

§ 수업우수자 동기유발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성적마일리지 제도, 학점초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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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5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성적우수자장학금(원) 122,850 172,715 195,899 260,272

성적마일리지 26,390 30,752 40,256 19,005

학점초과신청 4 13 7 11

조기졸업 0 0 1 0

나.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실적

§ 학사경고는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하거나 학기당 3과목 이상 F인 경우에 해당함.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는 2013년 3.27%에서 2014년도에 1.97%, 2015년도에 204%로 점진

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2.3.4-2>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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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45 37.5 3.27

2014년 1,175.5 23 1.97

2015년 1,092 26 2.40

▪ 우리 대학은 학사경고자 관리를 위해서 상담제도, 학점신청 제한 제도, 1:1 학습 멘토링 제

도 (도우미-배우미 프로그램), 재입학제도 등을 운영함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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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하여 HUG프로그램, 도우미-배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3.4-3>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명 2014년 2015년 활동 내용

HUG프로그램 30 34 학사경고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도우미-배우미 프로그램 47 23 학습 소수자를 위한 1:1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습역량상담 프로그램 2 5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법 및 학습 전략 등을    

추천하고 함께 설계하는 프로그램

학습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24 35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PC 관련 프로그램 교육

§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기별로 명단을 해당 전공에 통보하여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

하고, 해당부서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경고자의 학업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로 인

해 매년 학사경고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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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2학기 33 29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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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법의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요구를 반영함

▪ 평가결과를 근거로 교수내용 및 체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의 취업률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2.4.2 교육만족도

가. 재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2013년 대학생활만족도 조사

ð 표집방법 : 전수조사, 2회 평균 응답률 65.4%

ð 평가결과 분석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학과별 

또는 학년별 응답의 빈도분석

ð 조사 결과 요약

 

영역 2013년 2011년 증감

교육 64.2 62.5 1.7
시설 및 복지 55.8 49.8 6.0
소통 및 교류 62.0 57.2 4.8
비전 및 성장 67.0 64.5 2.5
행정 서비스 64.6 60.6 4.0
평균 62.72 59.50 3.20

§ 수업 이외의 개인적 문제 상담이
가능한교수(강사)의수(명) 2.05 1.75 0.30

§ 한 학기 동안 수업 이외의
문제로 상담한 횟수 1.20 1.19 0.66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교육

시설 및 복지

소통과 교류비전과 진로

행정서비스

2013년

2011년

§ 2014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ð 표집방법 :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응답률 67.5%)

ð 평가결과 분석 : 외부 전문기관 위탁(한국생산성본부 자체 프로그램 분석)

ð 평가문항 : 총80개 문항으로 구성됨

ð 조사 결과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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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개선요구사항 결과 조치 수행 부서

2013년

§ 수강신청의 어려움 

§ 수강신청의 어려움

- 1, 3학년 첫째 날, 2, 4학년 둘째 날, 전체 공통 셋째 날로 

구분하여 수강신청이 일시에 집중됨으로 인한 전산과부하 문제 

일부 해소

§ 학생팀

§ 총학생회

§ 행정부서 및 

주요 보직자

§ 교내 휴식공간의 

부족
§ 고승태 홀과 복음관 로비 등 공간에 휴계시설 설치

§ 사무관리팀

§ 시설팀

      

§ 2015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ð 표집방법 :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응답자 수 586명, 응답률 

57.2%)

ð 평가결과 분석 :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회귀분석, IPA분석 실

시

ð 평가문항 : 총42개 문항으로 구성됨

ð 조사 결과 요약

  

나. 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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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개선요구사항 결과 조치 수행 부서

§ 식당 메뉴 및 맛과 

친절한 운영 등 개

선 요청

§ 학생식당 운영 개선

- 총학 주관 매월 학생식당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실시 결과를 근거로 주기적인 면담실시

  : 다양한 메뉴 개발 등을 요구

§ 총학생회

§ 학생팀

2014년

§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요구

§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 2014년 동아리 예산 추경 및 2015년 예산 편성

- 동아리 운영 지원

§ 학생팀

§ 기획평가실

§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부족

§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 총동문회 조찬기도회 학내 개최로 분위기 쇄신

- 현장 전문가 동문 초청 특강

-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 기존 동문의 밤 활성화

§ 각 학과

§ 교학팀

§ 취업정보 및 행정 

서비스 정보체계 

미흡 

§ 취업정보 제공

-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취업지원홈페이지 보수

- 취업정보 및 취업성공사례 등 지속적 업로드

- 홈페이지 활용 안내 및 홍보

§ 취업지원팀

§ 교수와 학생의 소

통의 기회 부족

§ 책임지도교수제 시행

- 2015신입생부터 학생 15~20명과 학과 전임교원 1인의 그룹을 

구성하여 진로세미나, 미래설계상담 등의 이름으로 P/F형태의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2015년도부터 운영됨

§ 교학팀

§ 학생생활

  상담센터

2015

§개설된 강의의 다양

성 미비

§ 필수교과목 축소 학생들의 수강선택권 확보를 위해 2017년 

교육과정 개편
§ 교학팀

§수업 중 질문 등 학

생의 참여 정도

§ 강의평가문항 개선 교수 학생 상호착용 평가 항목 추가

§ 학생 수업참여 및 교수의 수업평가를 개선 하여 

교원업적평가에 반영가중치 상향 조정

§ 교학팀

§멀티미디어 사용환

경
§ 교내 와이파이 환경 구축

§ 전산지원팀
§ 컴퓨터 시설 이용

의 편리성

§ 점검 LIST 비치 매시간 보수 진행

§ 노후된 pc 교체 

§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 취업 포털사이트 연계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 취업지원팀

§학생과의 의사소통

의 적극성 및 대학

운영에 반영

§ 각종 간담회 운영을 통한 즉각적 반영
§ 교학팀, 

기획실§ 학과별 동문의 밤, 학과 MT 활성화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2-12] 2014년, 2015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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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학교의 인력 수급 계획 등에 근거하여 교수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영역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가.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

§ 본교의 교원임용제도에 특이한 개선사항은 없음. 다만,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강화되어 전임교원의 보직 이외에 교원 대우의 전임 연구원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의 전임교원의 종류에 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교원인사규정 제2조의2 개정 

2015. 8. 7)

구분 기존 개정

교원의 종류

전임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조교 조교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1] 교원인사규정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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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매년 교원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구년 교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교수간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3.1.4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운영

가.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 매 평가시기별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교원의 급여의 인상과 재임용, 승진, 연구년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매년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영역과 강의영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여 일정액의 포상금과 상패를 

수여함

<표 3.1.4-1> 교원 승진 현황

연도
재임용(명) 승진(명)

대상 인원 재임용 인원 대상 인원 승진인원 승진탈락사유

2014년도 25 25 6 1 승인조건 미충족

2015년도 17 17 5 3 승인조건 미충족

2016년도 29 27 6 6 승인조건 미충족

<표 3.1.4-2> 직급별 교원 현황

구분 교수(명) 부교수(명) 조교수(명) 비고

2014년 5 18 23 2014 정보공시

2015년 8 16 24 2015 정보공시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2] 교수업적평가 규정

자체 진단평가 요약



                                                                                                            
                                                                                           3영역 대학구성원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53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 내용

각종 

워크샵, 

연구회 등

전문성개발

워크샵

§ 교수자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진행

§ 다양한 교수 방법과 전략 등의 노하우 제공

§ 참여율 91.1%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교수클리닉 § 교수활동의 컨설팅(자가클리닉, 동료클리닉, 외부클리닉)을 통하여 성찰적 역량을 강화

역량중심교

육과정개발

연구회

§ 학생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수 연구 모임

§ 우리 대학 실정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 방법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함

교수자료 제

작 및 지

원

수업매뉴얼 

개발 사업

§ 교과목의 내용을 역량을 기반하여 매뉴얼 형태(교수자용, 학생용)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

§ 2015년 참여율 100%

강의지원 

프로그램 

§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강의 촬영, 강의파일 변환, 

변환 파일 업로드 등)를 지원함

교수매체개

발 지원사업

§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익숙한 멀티미디어적 교육매체(마인드맵 프로그램인 mindma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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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arning 

기 반 의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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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 구비

모의수업 및 수업행동분석실, 멀티미디어 제작실, 교육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마인드 맵 프로그램, 

학생응답시스템 등

§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연구년제 규정을 근거로 매년 교수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조교 지원 등을 통해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가. 교수의 교육활동 지원 실적

§ 교수의 교육활동 지원은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5-1> 교수학습센터를 통한 교육활동 지원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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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2> 교육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프로그램 명 2013 2014 2015

강의지원프로그램 12건 11건 8건

교수매체개발지원 30건 30건 24건

교원전문성개발워크숍 43(95.5%) 43(95.5%) 24(53.3%)

교수클리닉 23(51.1%) 44(95.7%) 44(97.7%)

수업매뉴얼개발 연구 44건 (97.7%)

역량중심교육과정연구회 10명 (22.2%)

성과기반교육과정연구회 8명 (17.8%)

나.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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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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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3> 연구 지원제도 운영

구분 지원 내용

연

구

과

제 

지

원

정책연구과제
- 지원대상 :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을 지원

- 연구비 : 신청자에 대하여 연구계획서 심사 후 연구비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

학술연구과제
- 지원대상 : 교내 각종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 지원

- 연구비 : 연구신청자에 대하여 1과제당 250만원 지급 

기획연구과제

- 지원대상 : 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원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개발연구 등

  : 과제별 1백만원 이내 지원

연

구

활

동 

지

원

연구장려금
- 교수의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학술지 및 저역서 발간,  

발표회 등의 연구활동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장려금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 국제전문학술지 및 국제일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 국내전문학술지 및 국내일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

저역서 발간 - 저서 및 역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

발표회
-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발표 활동에 대하여 

지원

다. 교수연구년제 운영 현황

§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에 

대해 교육 및 연구 역량 신장을 위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6년도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년 수행 기간에 따른 연구년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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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신청인원(명) 승인인원(명) 전임교원수(명) 시행율(%)

2014년 1 - 48 0

2015년 1 1 46 2.2

구분 기존 개정 비고

연구년 기간 1년
1년 연구년 연구년 운영형태의 

다양화반년 연구년

전공별 제한 연도별 1명 이내 학기별 1명 이내

다양화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

<표 3.1.5-4>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표 3.1.5-5> 교수연구년제 운영 실적

 

라. 조교 운영 현황

▪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를 확보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음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조교, 실험실습조교, 행정조교로 구분되어 임용되며 조교의 형태별 업무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나 소규모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교의 임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5-6> 2015년 전공별 조교 운영 현황

전공
조교 수(명)

전임교원수(명)
전임교원1인당 

조교의 수(명)행정조교 연구·실습조교

성서학과 1 15 0.07

사회복지학과 1 7 0.14

영유아보육학과 1 5 0.2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 4 0.5

간호학과 2 8 0.25

기초교양교육원 1 9 0.11

계 4 4 48 0.17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3]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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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4 2013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학부 50,000 45,000 47,000 42,000 44,000

대학원 50,000 47,000 47,000 47,000 47,000

§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가 질 높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및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가. 시간강사의 강의료 운영 현황

▪ 본교는 매년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속적으로 인사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료 기준 인상 현황

<표 3.1.6-1> 최근 3년간 시간강사료 단가 책정 현황

<표 3.1.6-2>  2015학년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현황

구분
시간강사료 

지급기준 단가
지급 인원 수 총 강의시간 수 총 강의료

시간당 강의료 

단가

주간 50,000 29 1,608 80,400,000

야간 50,000 11 576 28,800,000

합계 40 2,184 109,200,000 50,000

나. 시간강사 복지 제도

▪ 본교는 시간강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함

▪ 시간강사의 강의능력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재직 중인 시간강사에 대해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수법 연수 

및 내/외부 교수클리닉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간시간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 휴식 등을 위한 공동연구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연구실에는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팩스, 개인사물함, 다과 등을 제공함

§ 시간강사의 편의를 위해 매 학기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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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임

교원 수

연구비 실적(천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계 교내 교외 계 교내 교외

2014 46 42,340 24,000 18,340 920.4 521.7 398.7

2015 48 145,416 48,000 97,416 3,029.5 1,000 2,029.5

2016 45 208,723 67,549 208,723 4,537.5 1,501 4,638.2

평가 항목 최소 기준 값
한국성서대학교

2014 2015

 국내 논문실적 0.50 1.11 0.6968

 국제 논문실적 0.10 0.13 0.1589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0.35 0.68 0.4785

 SCI급 논문실적 0.05 0.13 0.1589

 저역서 실적 0.07 0.19 0.1783

 교내 연구비 1,000 521.7 1,000

 교외 연구비 10,000 296 2,029.5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가. 전임교원1인당 교내 외 연구비 실적

▪ 전임교원1인당 교내외 연구비는 교내연구활성화를 비롯하여 교외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우 향상되었음 

▪ 교내연구는 연구기금인출을 통한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13년도 이래 매년 2배에 달하는 높은 

연구비 수혜실적을 나타냄. 또한 교외연구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주에 대한 상시 안내체계와 인센

티브 지급 제도 도입 등으로 적극 장려하여 14년도에 연구비 수주 총액이 18,340천원에서 16년도에 

208,723천원으로 1,138% 향상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본교가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교육대학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기준값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충분히 

대내외적인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1.7-1> 2016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실적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4] 2015년도 연구실적 자료표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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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구비된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대학의 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음

3.1.8 지식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가. 지식의 환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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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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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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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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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논문심사 활동을 통해 학문분야 발전에 기여함

- 2013년도 평가 당시 총 건수 103건에 비해 2014년 215건, 2015년 194건으로 지식의 환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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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6 5 3 79 103

2014년 50 14 22 129 215

2015년 48 14 17 115 194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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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 총장 평가의 가중치 감소

- 근태 평가 폐지

- 팀의 성과평가 비중 확대(MBO도입)

- 대학의 정책 지표 달성 여부 비중 확대(중장기발전계획 달성도)

- 기부금 모금실적 반영비율 확대

- 평가영역 가중치 조정(팀장:팀평가 확대, 팀원:개인역량 확대)

- 다면평가 도입

§ 본교의 직원은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직급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이상 합계

2014년도 3명 2명 3명 2명 0명 10명

2015년도 2명 9명 3명 2명 0명 16명

3.2. 직 원

3.2.1. 직원 규모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3.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가. 직원 인사제도의 개선

§ 직원 인사규정은 특이한 변화가 없었음. 다만, 2014년도 대학경영컨설팅 실시에 따라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직원근무평가규정이 전면개정되었고 직무역량에 따라 부서배치가 이루어짐

§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서 2013년도 기관인증평가 시 지적되었던 승급 시기에 따른 승급 지체현상에 대해 

모든 대상자를 승급 처리하였고 이후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승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3.2.2-1>최근 3년간 승급자 현황

 

<표 3.2.2-2> 직원근무평가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5] 직원인사규정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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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 교육시기 주요 교육내용

정기교육
연 3회 

정기연수
대학의 정체성과 가치관, 업무수행능력 강화, 기초소양

직급별

직무교육

신입 
대학의 정체성과 가치관, 규정/매뉴얼, 업무도구사용법, 직장예절, 

기초업무활용법

신규보직시 역할이해, 조직관리, 기획력, 리더십기술

상시교육
학기중 2회, 

동계 방학
PC활용, 글쓰기/문서작성, 외국어(영어)

구분 교육명 이수인원 비고

교내교육

엑셀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 5명 상시교육

코칭리더쉽 6명 상시교육

상담 클리닉 10명 상시교육

엑셀교육 3명 상시교육

신입직원 교육 14명 직무교육

자체연수 135명 정기교육

교외교육 직무관련 세미나 및 협의회 교육 53명 직무교육

§ 본교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직원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개인의 역량의 극대화와 함께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 능률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가.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대학기관인증평가를 끝낸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

램이 개발됨

<표 3.2.3-1> 2014년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현황

▪ 직급별, 직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내/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함

▪ 직원들의 교육참여를 필수와 선택으로 이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이고 이를 직원평가에 반영하는 

등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

<표 3.2.3-2> 교내교육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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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의 복지제도 2015년도 신설 제도

교육 

지원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교육비 지원

- 자기계발 지원 :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건강

관련 

지원

- 체력단련실 이용시 이용료 25% 할인

- 제휴 종합병원 이용시 진단비 10% 할인

- 매년 건강검진 이동차량 무료 진단 실시

경조사 

지원

- 교직원 경조사 지원

-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각종 경조사 지원

- 청원휴가 지원

기타 

복지제

도

- 여직원휴게실, 교직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수용

- 생활자금 대여 : 대학 법인, 사학연금, 공제회

- 연말 특별 수당 지급

- 직원평가 결과 최우수 직원 포상

- 휴양시설 평창 펜션 이용시 할인

- 포천 수양관 이용시 무료

- 제휴 업체 교직원 이용 할인

  (음식점, 안경점 등에서 5%~10% 할인)

- 직원 안식년 제도 신설 : 7년 이상 

근속자에게 7일간 휴가 및 휴가비 

지급

- 육아데이 신설 : 초등생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학기당 1회 휴가

- 부서별 워크숍 학기당 1회(1박2일) 

일정 및 경비 지원 

나. 직원 복지제도

§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2015년도에는 안식년 등 더욱 발전된 

직원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표 3.2.3-3> 직원 복지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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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토대로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각종 입학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최적화된 입시관리를 하고 있음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가. 학생선발 제도의 변화 및 개선 사항

▪ 우리 대학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우리 대학 학칙의 입학규정과 학생선

발계획에 의거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협의․조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선발함

§ 입학 업무 회피 제척에 관한 규정 및 선행학습 역량평가 규정을 제정하여 학생선발 과정에 미치는 

위험요소들을 배제하는 제도를 개선함

<표 3.3.1-1> 학생선발 제도의 개선 사항

구분 개선 항목
입시 제도

비고
2013학년도 2017학년도

입시 

요강

개선

전형 수(정원 내) 4개 3개 자기추천자 
전형 폐지

면접비율 
증가

일반전형 합격/불합격 
기준 30% 반영

KBU인재 10% 50%

담인교사추천제 40% 50%

전형 절차 
개선 KBU인재전형  2단계 실시 1단계 폐지 전형 통합 

정시 모집 유형 축소 나군, 다군 다군 나군 폐지

입시

제도

개선

제도개선 입시관리위원회

§ 각종 위원회 신설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규정 제정

- 입학업무 회피 제척에 관한 

 규정 제정

공정성 강화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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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학업 및 진로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함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보고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가. 학생 지도 및 상담 실적

§ 학과별 학생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한 기본상담으로 학생들의 상담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문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결점을 모색함 

<표 3.3.4-1> 학생지도 상담 실적

구분 주요 상담내용 2014 2015

책임지도교수
전공교수 상담 실적 2,866 2,085

책임지도교수1인당 상담 28회 28회

공동체 리더십 
지도교수

신편입생 상담율(%) 306명(93%) 294(98%)

4학년 상담율(%) 244(91%) 276(91%)

학생생활상담센터

MMPI 검사 924명 274건

개인상담 463명

집단프로그램 101명

교학팀

총장-예비 졸업생과의 간담회  참여율 229명
(83.9%)

247명
(88.2%)

총장-장애학생 간담회 참여율 57% 35%

총장-외국인학생 간담회 참여율 77% 81%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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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력 구성 센터장 전문상담사 행정 레지던스 외부전문가

2014 3
1

(교목실장)
0

1

(일반직원)

1

(외부전문상담가)

2015 6
1

(상담학 전임교수)

2

(상담학 박사)

3

(상담학 석,박사과정생)

1

(외부전문상담가)

부서 사업군 세부 프로그램
실적(명)

2014 2015

취업지원센터

취업과정 지원 취업 컨설팅멘토링 176 236

현장실습 인턴십 직장체험 강소기업탐방 42 135

직무역량강화
진로세미나 

여대생 커리어개발
창업유도지원

547 479

K-CESA 진단평가 실시 221 191

학생생활상담센터 홀랜드 직업적성검사 230 261

계 1,216 1,302

나.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실적

▪ 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하여 학생상담을 실시함

 

<표 3.3.4-2> 취업 및 진로지도 실적

다.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 인력 현황 및 자격증 소지 여부

▪ 2014년 대학행정기구 전면 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학생생활상담소로 개편하고 상담학전

공 전임교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을 전문화 함

▪ 또한 전문 상담사를 상시 배치하여 각종 검사 및 진단을 통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교내에서 자체 해결이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외부 상담소장 등)와 연계하여 협약을 

통한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짐 

<표 3.3.4-3> 학생생활상담소 인력 구성 현황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3-6] 학생생활상담지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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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실 면적은 2.4m2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모든 강의실은 멀티미디어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

평가영역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보고서 작성 해당 사항 없음)

4.1.2 강의실 확보율 

          

가.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실 확보 현황

▪ 우리 대학의 강의실 수는 <표 4.1.2-1>와<표 4.1.2-2>에서와 같이 총 30개, 총 면적은 2,789㎡임

▪ 강의실 전체가 멀티미디어 시설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하여 냉난방(EH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2.4㎡로 최소 기준값인 1.2㎡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1.2-1> 2014년도 재학생 1인당 강의실 확보 현황

구분

2014학년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일반강의실 4 77.1
1,217

멀티미디어 강의실 30 2,741.8

합 계 34 2,818.9 1,217 2.3

<표 4.1.2-2> 2015년도 재학생 1인당 강의실 확보 현황

구분

2015학년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A/B)

일반강의실 0 -
1,142

멀티미디어 강의실 30 2,789

합 계 30 2,789 1,142 2.4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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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재학생 1인당  5.8m2로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안전관리가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잘 시행되고 있음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가.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및 재학생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 우리대학의 실험·실습실 수는<표 4.1.3-1>와 같이 총 14실, 총 면적 3,325㎡임

▪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5.5㎡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1.3-1> 실험·실습실 확보현황                       

계  열

2014학년도

실수 면적(㎡) 재학생수(4.1일자) 재학생 1인당 면적(㎡)

2014학년도

공학 6 698 151 4.6

자연 4 768 186 4.1

인문 4 1,857 880 2.1

평균 14 3,323 1,217 5.0

2015학년도

공학 6 698 126 5.5

자연 4 768 193 3.9

인문 4 1,859 823 2.3

평균 14 3,325 1,142 5.5

    

         

   <그림 4.1.3-2>간호학 실습실       <그림 4.1.3-3> 공학실습실 : 정보실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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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및 점검 운영체계

▪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

여 실험·실습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표 4.1.3-2>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계획 및 실행                                            

구분 교육 점검

안전

관리 

계획

정기교육 신규교육 자체점검 위탁기관 점검 특별안전 점검

2시간 1시간

매일 : 관련학과

1회/년 : 매년 9월,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점검
상태에 따라 

실시

실행 316명(100%) 91명(100%)
매일 시행

2015. 9. 교학팀

2015.10.1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우리 대학은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환기, 채광, 조명 및 온·습도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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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실 안전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고체계를 규정화 하여 관리 실무자 및 연구 활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10월 1일 국가연구 안전관리본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함.

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예산 및 운영

▪ 2015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점검 이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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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3>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예산 및 집행 

구분 항목
금액(원)

예산 집행(집행율)

2016

연구시설 종사자 보험료 300,000 271,000(90.3%)

안전관리자 교육비 400,000

연구실 안전관리 정기 검사비 1,500,000 1,485,000(99%)

실험실습실 폐기물 처리비 600,000

합계 2,200,000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4-1]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및 집행실적 

(14년도, 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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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최근3년 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83.61천원으로 기준 이상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음.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현황

▪ 우리대학의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83.61천원으로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 2013년 교사 신축으로 실습기자재를 완비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14년도와 15년도에 추가 구입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현재의 실험·실습 기자재는 총 300여종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실험과 실습이 

가능함

<표 4.1.4-1> 최근 3년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계  열
금  액(천원) 재학생수(4.1일자) 재학생 1인당 

구입비(A/B)2013 2014 2015 계(A) 2013 2014 2015 계(B)

자연과학 92,550 18,995 5,175 116,720 166 186 193 545 214.16

공    학 92,968 32,111 29,337 154,416 134 151 126 411 375.70

합    계 185,518 51,106 34,512 271,136 300 337 319 956 283.61

인문사회 0 30,591 1,081 31,672 574 588 611 1,773 17.86

<표 4.1.4-2> 재학생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 값                                         

구분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천원) 등록금 차액(천원)

(B-A)

등록금 차액의 15%(천원)

(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2013 6,670 7,850 1,180 177

2014 6,670 7,850 1,180 177

2015 6,662 7,865 1,203 180

□ 근거자료

자료 유형 자료 목록

[4-2] 기자재 유지관리 예산 및 집행실적 (14년,15년)

자체 진단평가 요약



구분 개선 요구사항 개선활동

실내 환경
1층 보안관리 필요

- 관장실 및 부관장 관리실 마련

- 부관장의 수시점검 실시

시험기간 중 청소 횟수 - 시험기간 중 청소 횟수 및 일정 조정

사생 관리

분실물 발생 조치 필요 - 아침, 저녁 담당자 점검 확대

경건활동 관련 불편
- 경건활동 알리는 방송 소리 크기 조절 

- 경건활동 프로그램 수정

침대 매트리스 불편 - 침대 매트리스 교체(40개)

실 배정 방법 개선 - 원하는 사생과의 방 배정

시설물(방충망, 세탁기 등) 상태
- 방충망 수리 실시

- 세탁기 신형 교체 

▪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용인원 17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매 학기 기숙사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기. 기숙사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위하여 매 학기 기숙사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하계, 동계 방학을 기하여 수리, 보수 및 교체 

작업 등을 통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4.2.1-3> 기숙사 이용만족도 조사 후 개선 활동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4-3] 기숙사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 (14년, 15년)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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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학생동아리실 및 보건실 등 다양한 학생복지 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4.2.2  학생 복지시설

가. 학생 동아리실, 보건위생실 등 학생복지시설 현황

▪ 2013년도에 일립관 증축에 따라 교내 각 시설을 재배정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을 구비하고 개선함

▪ 2013년도에 실시된 증축공사와 함께 각종 시설에 대한 재정비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도 기관인증평가에서 미흡으로 지적되었던 동아리실을 6개 구비하였고 간호학과 전용 강의실

로 배정된 일립관에 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복지시설을 완비하였음

 <동아리실> <보건위생실>

<밀알훈련센터 숙소동> <옥상공원> <카페테리아> <체력단련실>

<그림 4.2.2-1> 동아리실, 보건위생실 등 학생복지시설 현황

나.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 실적

▪ 2015년 학생 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평균 68.3점으로  2013년 55.8점보다 매우 높아져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즉각 개선하여 학생들의 편의시설 

증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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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2> 2015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시설 및 복지 영역 

<표 4.2.2-1> 2015년 교육만족도 시설 및 복지 영역 개선 실적

개선요구사항 개선 실적

대학식당 

-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학생 식당 위탁업체에 전달하였으며 

2016년 계약만료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를 지원하기로 함

문구점, 남학생휴게실 

설치

- 문구점은 외부 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문구점의 공간 활용

에 대해 의견을 전달함

- 남학생 휴게실은 현재 유휴공간이 없어 설치가 어려우나 지속적인 공

간구성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함 

도서관 시설 이용시간 

확대 및 서가 간격 확장

- 현재 수장고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완료 수 불용도서의 수장고 

이동을 통해 서가의 간격을 넓게 조정하도록 함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시설 

점검 미비

- 6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 교체계획 수립 및 교체

- 점검리스트를 비치하여 수업시간 전에 사전 점검 필수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4-4] 학생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 실적 (14년, 15년)

[4-5] 동아리방, 보건위생시설 개선 실적 (14년, 15년)

[4-6] 학생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 실적 (14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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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 및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매회 최우수대학으로 선정(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 우리 대학은 매회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장애학

생 교육복지 지원 현황이 우수함

§ 2013년도 인증평가시에도 특별한 개선요구사항 없이 최고 수준임을 인정 받음

나.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개선 실적

▪ 각 강의실 및 편의시설마다 점자표시판이 기본적으로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장애학생의 편의성을 증진시킴.

▪ 장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안전성과 안정감을 향상시켜 안위적 환경을 제공함.  침실과 화장실, 

욕실과 복도에는 청각 장애인용 초인종과 시각 장애인용 초인등이 소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 경비시

스템과 연결되도록 설치 공사를 완료함

§ 2015년도에는 장애학생 총장 간담회를 통해 요청된 장애학생화장실 비데설치에 대해 25개 전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일립관 4층 강의실 이동경로에 장애학생 안전을 위해 난간 시설을 

확충함

<표 4.2.3-1> 장애학생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구분 항목 금액(원)

2014 장애학생 기숙사 리모델링 3,456,120

2015
경사로 리모델링 565,440

비데설치 및 유지관리비 2,278,070

합계 6,299,630

 <그림 4.2.3-1> 장애학생 숙소 리모델링ð 

  

□ 근거자료

자료 번호 자료 목록

[4-7]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보고서 [별책]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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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적절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구비하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가.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현황

▪ 우리대학의 도서관 직원은 정규직 사서 2명과 계약직 행정직 1명으로 재학생 1,000명당 1.9명으로 나타나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4.3.1-1> 2014년도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구분

직원 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당 

직원 수

{C/(D×0.001)}

겸직

직원 수
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소지자 2 0 2

1,380

-

해당 

없음

-

사서자격증미소지자 0 1 0.5

1.8
계 2 1 2.5

<표 4.3.1-2> 2015년도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구분

직원 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당 

직원 수

{C/(D×0.001)}

겸직

직원 수
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 소지자 2 0 2

1,307

-
해당

없음
사서자격증 소지자 0 1 0.5 -

계 2 1 2.5 1.9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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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재정  

투자 및 다양한 재정 확보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영역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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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된 중장기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도는 2015년~ 2018년도까지의 2단계 중장기발전계획 추진기간의 시작 시점으로서 재정확

보계획을 학생등록금, 기부금, 법인전입금, 국고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였고 과거의 재정확보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음

<표 5.1.1-1>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단계별 소요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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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정 운영 실적 평가

§ 우리대학은 매년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당해연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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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2015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사업 실적 평가 보고서 사례 1

<그림 5.1.1-2> 2015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사업 실적 평가 보고서 사례 2

다. 재정확보 전략

▪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대내외 발전기금모금운동의 활성화, 수익사업개발계획 

추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치, 대학 재정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함

▪ 우리 대학의 기부금 모금 운동인 성서대학돕기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기부금 모금운동이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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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확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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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년 결산(천원) 2015년 결산(천원) 2016년 예산(천원)

법인전입금 339,153 355,037 320,000

기부금 415,947 744,233 679,920

국고보조금 2,616,932 3,350,819 3,454,756

단기과정 운영수입 516,984 250,131 1,405,639

기타 수입 2,388,580 2,250,365 1,564,403

계 6,277,596 6,950,585 7,4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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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 외 부지(포천임야, 양평부지)에 대한 태양열 발전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이 90% 이상의 진행율을 나타내고 있음

§ 등록금 동결로 등록금 수입이 매우 감소하였으나 기부금과 평생교육원 단기과정 운영수입이 매우 

증가하여 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5.1.1-1> 2014~16년 등록금 외 재정 확보 실적

<표 5.1.2-2> 최근 2년간 등록금 의존율 현황

기준연도 등록금 수입(천원) 교비수입(천원) 등록금의존율(%)

2014(결산) 9,090,709 15,368,305 59.2

2015(결산) 8,844,998 15,795,583 55.9

2016(예산) 8,647,665 16,072,383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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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의 연계성

§ 지난 수년간 등록금 동결 및 구조개혁 평가등 각종 주요한 평가들로 인해 장학금 확충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금적립금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학 재정운영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음

§ 이에,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2015년도 재정운영현황 분석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의 중반에 들어서는 시점인 2017년도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후반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목표 조정 및 예산 운용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 시 각 부서 및 전공의 

모든 사업에서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여부를 확인하고 중장기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사

업을 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근거자료

자료 유형 자료 목록

[5-1]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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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예산편성절차와 방법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 근거자료

자료 유형 자료 목록

[5-2] 예산 관리 규정

[5-3] 자체 감사 규정

5.2.2. 교육비 환원율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5.2.3. 장학금 비율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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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교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내부감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연 1회 회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내 외부 감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학운영에 개선, 반영되고 있음

5.3. 감사

5.3.1 감사제도 (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5.3.2 감사결과 활용

        

      

가.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반영실적

§ 최근3년간 대학 내 외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즉시 개선 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2-1> 최근3년간 내 외부 감사결과 업무 반영실적

구분 지적사항 개선 실적

내

부 

감

사

대학

자체

감사

- 업무추진비 6하 원칙에 따른 증빙 - 6하원칙에 의한 서술 의무화 

- 정기적인 재물조사 미실시 - 즉각 시행하여 5월내 완료 예정

-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수립
- 예산편성시 연간물품구매요청서 수합 후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고가 기자재 사용설명서 미배치 - 고가의 기준 설정하고 관리방식부터 확정하도록 하겠음

- 불용결정 및 처분의 적절한 처리
- 15년도부터 불용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처리에 대

해 이사회 상정하였음

학교

법인

감사

- 최근2년간 재물조사 미실시

- 당해연도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 유지하도록 함

- 2016년도 5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진행하고 있음

외

부 

감

사

회계

감사

- 불용물품 폐기 또는 상각 절차 미이행

- 불용물품 실태파악 후 15년도 결산 심의 이사회의에 

승인 신청함

- 2015년 재물조사 실시에 따라 불용물품 발생시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상각처리하도록 지시함

- 지적사항 없음

- 지적 사항 없음

- 감사자의 의견으로 제시된 효율적인 회계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은 회계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도

록 전체 부서에 공람하고 있음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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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결과 공개

§ 감사결과보고서는 교내 각 부서에 공람하며 개선요구안이 도출된 부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모니터링하여 개선을 유도함

▪ 우리 대학은 2014년부터 회계감사의 감사증명서와 감사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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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기독교적 봉사와 실천을 인재상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여 교육목표에 반영하엿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평가영역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우리 대학은 인재상에 따라 그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선교실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봉사교과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 후 사후활동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다룬 소감문을 작성하고, 이를 소그룹 나눔과 토의를 통해 심화시켜 

｢봉사와 실천｣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5점 만점에 4.31-4.7로 

나타나 수강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기존의 교목실 내에 설치된 밀알봉사단이 「밀알사회봉사단」으로 독립부서로 확대 개편되어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 사회봉사활동이 주춤하여 교과

목 수강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 현재는 꾸준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 6.1.1-1> 최근 2년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현황

구분
개설 과목

계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선교실습

2014 43 32 13 88

2015 28 22 0 50

총 합계 71 54 13 138

□ 근거자료

자료 유형 자료 목록

[6-1] 사회봉사 규정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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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활동은 밀알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사회봉사교과목, 전공연계 봉사프로그램 및 동아리별 

사회봉사활동, 밀알사회봉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

영하고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프로그램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위탁기관

운영 등을 통한 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6.1.2 사회봉사 활동 실적 및 지원

      

가. 학생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실적

▪ 우리 대학은 학생교육기부의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음

▪ 밀알사회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국내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하여 

농촌봉사, 독거노인 가옥 수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2015학년도에는 메르스 

전염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2016년도 봉사의 해를 맞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동아리 및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표 6.1.2-1> 최근 2년간 학생의 국내 봉사 활동 현황

봉사주체 주요 활동
참여인원(명)

2014 2015

학생교육기부

(밀알사회봉사단)

§ 어린이 밀알캠프 37 42

§ 청소년 밀알캠프 68 46

전공연계 봉사

(사회복지학, 

영유앙보육학)

§ 스마일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 20 16

§ 발달장애아동부모회 지원프로그램 지원 14 14

지역사회봉사

(밀알사회봉사단, 

동아리)

§ 장애인 수화 봉사

§ 장애인 노인 가옥 도배 및 농촌 봉사

§ 농촌 봉사, 사과수확 봉사

§ 독거노인 가옥 도배 및 담장 쌓기 노력봉사

§ 호스피스 및 의료봉사

§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봉사

259 261

자체 진단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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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참여동아리수 참여자 지도교수 예산 활동내용

2014년

말그리기 11명 안정선 150,000 수   화

보육원 30명 김은호 150,000 봉   사

당현사랑 38명 장인순 150,000 의료봉사

더함 10명 최선희 150,000 독거노인봉사

뿌림과 거둠 24명 김중식 150,000 미자립교회봉사

넥타 20명 김성호 150,000 청소년 사역

쉐이커스 34명 김웅기 150,000 청소년 사역

Jesus Magic Missionary 10명 김성호 150,000 마술 선교

화목케 10명 이원옥 150,000 전   도

길예배 15명 박시형 150,000 전도 및 봉사

한국어린이전도협회 3명 김웅기 150,000 어린이 전도

주의용사 틴가드 14명 이은혜 150,000 청소년 봉사활동

합  계 219명 12명 1,800,000원 

2015년

말그리기 13명 안정선 145,000 수   화

보육원 14명 김은호 145,000 봉   사

당현사랑 44명 장인순 145,000 의료봉사

더함 10명 최선희 145,000 독거노인봉사

뿌림과 거둠 24명 김중식 145,000 미자립교회봉사

CCC아가페 19명 장인순 145,000 성경공부

KBU Choir 10명 이성아 145,000 진료봉사

넥타 29명 김성호 145,000 청소년 사역

쉐이커스 26명 김웅기 145,000 청소년 사역

길예배 10명 김웅기 145,000 전도 및 봉사

한국어린이전도협회 3명 김웅기 145,000 어린이 전도

주의용사 틴가드 21명 이은혜 145,000 청소년 봉사활동

합  계 219명 12명 1,740,000원 

<표 6.1.2-2>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활동 현황 및 지원 예산

   

<그림 6.1.2-1> 동아리 및 밀알사회봉사단 국내봉사활동 사례



                                                                                                            
                                                                                             6영역 사회봉사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85

년도 참여학과 참여학생 참여교수 예산 활동내용

2014

사회복지학과 20명 1 6,600,000

Ÿ 스마일 멘토링사업으로 

월계사회복지관과 연계

Ÿ 지역사회 연계 저소득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Ÿ 대학교 기반의 멘토링 모형 개발 보급

영유아보육학
과 14명 3 408,000

Ÿ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서울 및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사업 실시

Ÿ 부모 지원 사업 중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2015

사회복지학과 16명 1 6,600,000 Ÿ 상동

영유아보육학
과 14명 3 840,000

Ÿ 상동

Ÿ 노원 장애인 부모회 지원

<표 6.1.2-3> 학과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봉사 활동 현황 및 지원 예산

나. 학생의 국외봉사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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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위해 대학자체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44명이 2개 국가에서 해외봉사에 참여함.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대학자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음

▪ 우리 대학은 해외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외기관과 연계한 하계 및 동계 해외봉사활동을 행·재정적

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6.1.2-4> 2014년도 해외봉사실적

참여기관 주요 활동 참여인원

태국
-노후 건물 보수 등 노력봉사

-문화교류 및 대민봉사

§ 학생 13명

§ 교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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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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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활동명 참여 교수의 수 활동 기관 수

2014년

각종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봉사활동 20 115

학생 동아리 활동 지도 12 12

학회 봉사활동 지도 4 4

대학의 해외봉사활동 참여 2 2

2015년

각종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봉사활동 29 48

학생 동아리 활동 지도 12 12

학회 봉사활동 지도 4 2

<표 6.1.2-5> 2015년도 해외봉사실적

참여기관 주요 활동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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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2-2> 2014년 해외봉사활동

라.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실적

▪ 본교 교수들은 학회 및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학생들의 국내외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지도하는 

등 학생들과 함께 섞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전공에 따른 지식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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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사회봉사기관 공공기관

노원 장애인부모회 사회복지법인 성민 노원구 보건소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밀알복지재단 노원정신보건센터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북부Wee센터

생명존중정신 실천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모퉁이돌 선교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아이비투글로벌

GP선교회

마. 대학의 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현황

▪ 『밀알사회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이 이루어짐. 사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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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을 집약하여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함

▪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감소한 이유는 메르스 전염으로 

인하여 국외 봉사활동이 위축되었음

▪ 사회봉사 장학금을 지급함.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사회봉사 장학금을 매 학기 

5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함 

<표 6.1.2-6>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구분 주요봉사활동 내역 2014 2015

국내

§ 농촌 봉사

§ 독거노인 도배활동

§ 호스피스 봉사

§ 어린이 청소년 밀알캠프

§ 지역청소년멘토링프로그램

§ 발달장애아동 부모회 프로그램 지원

25,609,450 26,984,690

국외 § 태국, 필리핀, 중국, 몽골 25,610,765 8,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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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56,220,215 40,384,690

바. 사회봉사기관과의 MOU 실적

▪ 2014년도에 노원구 보건소와의 MOU, 2015년도에 노원 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한양

대학교 사회봉사단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기관뿐 아니라 국제봉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표 6.1.2-7> 2014, 2015년도 신규 사회봉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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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영역 보고서 작성 양식

1. 졸업 이수 학점 [2영역 공통]

연도 구분
교양

학점(A)

전공 학점
자유선택 

학점(C)

졸업 이수 학점

(D=A+B+C)단일전공(B)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2014

성서학과 41 41 66 46 21 39 - 33
사회복지학과 46 46 66 36 21 42 - 28
영유아보육학과 46 46 66 48 21 42 - 28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6 46 66 45 21 39 - 28
간호학과 46 46 94 6 - - - 0

2015

성서학과 41 41 66 46 21 39 - 33
사회복지학과 46 46 66 36 21 42 - 28
영유아보육학과 46 46 66 42 21 42 - 28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6 46 66 45 21 39 - 28
간호학과 46 46 94 6 - - - 0

2. 교양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영역·과목개설형Ⅱ

연도 구분
총 개설 

영역 수

총 

개설 

과목 

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

(D=

A+B+C)

필수

교양교과

총 이수 

학점(A)

선택필수

총 개설 

학점

총 이수 

학점(C)

비율(%)

{C/D×100

}

총 이수 

영역 수

총 이수 

학점(B)

비율(%)

{(A+B)/D

×100}

2014

성서학과 5 725 26 4 15 100 162 0 0 41

사회복지학과 5 725 31 4 15 100 162 0 0 46

영유아보육학과 5 725 31 4 15 100 162 0 0 4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 725 31 4 15 100 162 0 0 46

간호학과 5 725 31 4 15 100 162 0 0 46

2015

성서학과 5 652 26 4 15 100 110 0 0 41

사회복지학과 5 652 31 4 15 100 110 0 0 46

영유아보육학과 5 652 31 4 15 100 110 0 0 4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 652 31 4 15 100 110 0 0 46

간호학과 5 652 31 4 15 100 110 0 0 46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90

3.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학과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비율

연도 구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단일전공 이수 시 

전공 이수 학점

(D=A+B+C)
학점(A)

비율(%)

(A/D×100)
학점(B)

비율(%)

(B/D×100)
학점(C)

비율(%)

(C/D×100)

2014

성서학과 3 4.5 17 25.8 46 69.7 66

사회복지학과 3 4.5 27 40.9 36 54.5 66

영유아보육학과 0 0.0 18 27.3 48 72.7 6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6 9.1 15 22.7 45 68.2 66

간호학과 23 24.5 65 69.1 6 6.4 94

2015

성서학과 3 4.5 17 25.8 46 69.7 66

사회복지학과 3 4.5 27 40.9 36 54.5 66

영유아보육학과 6 9.1 18 27.3 42 63.6 6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6 9.1 15 22.7 45 68.2 66

간호학과 23 24.5 65 69.1 6 6.4 94

‚ 학과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최소와 최대 학점 비율

연도 구분
전공기초 이수 학점 비율(%) 전공필수 이수 학점 비율(%) 전공선택 이수 학점 비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4 전체 0 24.5 22.7 69.1 6.4 72.7

2015 전체 4.5 24.5 22.7 69.1 6.4 69.7

4. 실험·실습·실기 과목 비율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구분

이론 이론+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 전체 개설

과목수

(D=A+B+C)
과목수(A)

비율(%)

(A/D×100)
과목수(B)

비율(%)

(B/D×100)
과목수(C)

비율(%)

(C/D×100)

인문사회계열 93 71.5 31 23.8 6 4.6 130

자연과학계열 42 77.8 3 5.6 9 16.7 54

공학계열 7 13.0 33 61.1 14 25.9 54

◆ 2014년

구분

이론 이론+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 전체 개설

과목수

(D=A+B+C)
과목수(A)

비율(%)

(A/D×100)
과목수(B)

비율(%)

(B/D×100)
과목수(C)

비율(%)

(C/D×100)

인문사회계열 94 59.9 33 21.0 30 19.1 157

자연과학계열 42 68.9 3 4.9 16 26.2 61

공학계열 7 12.7 33 60.0 15 27.3 55

◆ 2014년



                                                                                                            
                                                                                                   첨부자료

2016년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91

첨부 2 4영역 보고서 작성 양식

1.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4.1.2 강의실 확보율]

구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일반 강의실 4 77.1
1,1217

멀티미디어 강의실 30 2741.8

합계 34 2,818.9 1,217 2.3

◆ 2014년 

구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일반 강의실 0 0
1,142

멀티미디어 강의실 30 2789.0 

합계 30 2,789 1,142 2.4

◆ 2015년 

2.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계  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인문사회 4 1,857 880 2.1

자연과학 4 768 186 4.1

공    학 6 698 151 4.6

의    학

예․체능

합    계 14 3,323 1,217

평    균 ={(3*2.1)+4.1+4.6}/3 5

◆ 2014년

계  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인문사회 4 1,859 823 2.3
자연과학 4 768 193 4.0
공    학 6 698 126 5.5
의    학
예․체능

합    계 14 3,325 1,142

평    균 ={(3*2.3)+4.0+5.5}/3 5.5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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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정도]

계  열

금  액(천원)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구입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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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 33,490 92,550 18,995 145,035 115 166 186 467 310.56

공    학 62,259 92,968 32,111 187,338 126 134 151 411 455.81

의    학

예․체능

합    계 95,749 185,518 51,106 332,373 241 300 337 878 378.55

인문사회 0 0 30,591 30,591 597 574 588 1,759 17.39

◆ 2014년

계  열

금  액(천원)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구입비(천원)

(A/B)
2013 2014 2015 계(A) 2013 2014 2015 계(B)

자연과학 92,550 18,995 5,175 116,720 166 186 193 545 214.16

공    학 92,968 32,111 29,337 154,416 134 151 126 411 375.70

의    학

예․체능

합    계 185,518 51,106 34,512 271,136 300 337 319 956 283.61

인문사회 0 30,591 1,081 31,672 574 588 611 1,773 17.86

◆ 2015년

l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산출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670 7,850 1,180 177

◆ 2014년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662 7,865 1,203 180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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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4.3.1 도서관 운영]

구분

직원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당 

직원수

{C/(D×0.001)}

겸직

직원수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소지자 2 0 2

1,380

0

사서자격증미소지자 0 1 0.5 0

계 2 1 2.5 1.8 0

◆ 2014년
(단위: 명)

구분

직원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당 

직원수

{C/(D×0.001)}

겸직

직원수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소지자 2 0 2

1,307

0

사서자격증미소지자 0 1 0.5 0

계 2 1 2.5 1.9 0

◆ 2015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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