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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개요

1.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 

 가.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설립자 유  상  근

敬天愛人  誠實有能 忠國孝親 平和奉仕

 

 나. 실천이념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

 다.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는 인재상과 핵심역량으로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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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발전계획

 가. 명지전문대학 중장기발전계획 CROSS2025

   ◦ 명지전문대학은 기존 명지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교내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MJC CROSS2025(2019∼2025)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8년 12월에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특성화 전략 및 핵심경영목표를 

설정함

   ◦ CROSS2025는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인 `융복합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그 명칭도 

전략뱡향의 머리글자를 따라 CROSS(Convergence, Renovation, Openness, 

Synergy, Sustainability)로 정하였음

   ◦ CROSS2025의 비전체계는 `혁신교육 기반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글로컬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방향, 15대 전략과제, 50개의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CROSS2025의 핵심 인재상은 4개의 핵심역량과 16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며 

MJC-4C 핵심역량 모델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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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강령

명지전문대학은 기독교의 진리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이래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대학의 임무는 직면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무한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모든 구성원은 사회적 의무와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제정ㆍ선포하여, 이를 대학 설립정신을 실현하는 규범으로 한다.

명지전문대학 윤리실천규범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실천규범은 명지전문대학 윤리강령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교직원의 사회

적 의무와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범위) 본 윤리실천규범은 명지전문대학(이하“대학”이라 칭함)의 교ㆍ직원 및 학

생을 포함한 대학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직무수행 및 연구 윤리

제3조 (직무수행 원칙)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제반 규정에 근거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대학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기밀을 유지한다.

④ 직원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힘쓰며, ‘교직원 복무규정’을 성

실히 준수한다.

제4조 (학사관리 의무 및 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 교양과 전문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

고 지도한다.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

지하고 기타 학사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교원은 인격자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고,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생은 스승에 대해서 기본예절을 갖추며, 학습의 주체로서 교수와 함께 수업을 포함한 모

든 학사일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윤리를 준수하며, 학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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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정성 및 합법성)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권과 관련된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ㆍ비리 등을 배척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 및 관련인 등에게 관련 법령이

나 대학 규정 등에 위반되는 직무수행 지시를 금지한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① 교원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교원은 연구를 통해 취득한 지적소유권 등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게 사용한다.

제7조 (교내⋅외 활동) ① 교직원은 입시업무 및 교내 학사행정업무 등 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봉사한다.

② 교직원은 교외 강의 및 창업활동 등 교외활동은 학칙을 준수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제 3 장 자산 및 정보 관리

제8조 (자산 및 정보 보호) ① 교직원은 대학의 유ㆍ무형 자산을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

한 목적에 맞게 관리ㆍ보관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회계 및 재무 관리) ① 교직원은 회계ㆍ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으

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직원은 회계ㆍ재무 관련 제반 정보를 포함한 대학 내 모든 정보를 관련 규정 및 문서에 

정확히 반영 및 작성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조력한다.

제10조 (예산 및 구매 관리) ① 교직원은 예산과 구매 관리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ㆍ비리 등을 배척하고, 대학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

는다.

② 교직원은 대학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의 입찰ㆍ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

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③ 교직원은 연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 4 장 인격 존중

제11조 (인격 존중 및 차별대우 금지) 교직원은 성별ㆍ연령ㆍ장애ㆍ지위ㆍ정치적 사상ㆍ종교ㆍ



- 5 -

국적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한다.

제12조 (폭행 및 성적 희롱 금지) 교직원은 상호 간 또는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

지 않으며, 또한 동료 교원ㆍ직원ㆍ학생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기 타

제13조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① 총장은 대학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상황 전반

을 지속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향후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내용

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킨다.

② 총장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제14조 (타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준용) 이 강령 및 실천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

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강령 및 실천규범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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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목적

 가. 자체평가 추진 방향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수정・보완 사항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PDCA 선순환 구조 구축

 나. 자체평가 목적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제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들에게 공시하고, PDCA를 

정착시켜 대학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CQI)함으로써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 직업교육의 질 개선 지원 및 보장

     - 기관의 책무성 증진

     - 직업교육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

     - 기관의 내실화 제고

 다. 자체평가 결과 활용

   ◦ 자체평가의 SWOT 분석을 통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로 체질개선을 통한 대학 역량 및 

경쟁력 강좌

   ◦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직업교육의 질 보장

   ◦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전문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의 객관적 신뢰성 확보

   ◦ 대학의 운영상황(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 점검

   ◦ 자체평가 인증을 통한 대외적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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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가.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개정 2019.4.23.)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8.7.10., 대통령령 제29032호)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 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학자체평가규정｣ 제5조

제 5 조 (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2019.9.10 대통령령 제30071호)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교육부 공고 제2020-302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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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관평가인증 추진 체계도

 다. 추진조직 및 역할

총 장

대학자체평가

평가기구 심의기구 평가실무

◦실무자(각 부서별 팀장)
◦자체평가실무위원

기관평가인증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기획평가팀

・자체평가 지표점검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분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자체평가 평가지표 심의
・자체평가 제도개선
・자체평가 결과 심의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

・자체평가 실무 및 진행
・자체평가 보완 및 사후관리
・위원회 운영

   ◦ 작성위원(각 부서별 팀장급) : 15명

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주관부서 작성위원

1. 대학경영
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 
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 발전계획 기획평가팀 윤지석

1.1.2 교육품질 개선 기획평가팀 윤지석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기획평가팀 윤지석

1.2.2 재정 운용 예산감사팀 윤지석

1.2.3 감사 예산감사팀 윤지석

1.2.4 대학의 책무 예산감사팀 윤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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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주관부서 작성위원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사지원팀 선우주원

2,2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학사지원팀 선우주원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기초창의교양센터 선우주원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교무입학팀 김익중

3.1.2 학사 및 수업관리 학사지원팀 선우주원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학사지원팀 선우주원

3.1.4 학업 성취도 평가 학사지원팀 선우주원

3.1.5 원격수업 원격교육지원센터 김철회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교육혁신지원센터 안명현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팀 홍경수

4.1.2 취·창업 지원 진로취업지원팀 최원국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백선문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팀 김진부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학생복지팀 서길무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학생복지팀 서길무

5.1.3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상담센터 손은아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학생복지팀 서길무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학술정보팀 김종선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구매시설팀 김남재

5.2.3 정보보안 지원 정보관리팀 김종선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계발

6.1.1 인사관리 교무입학팀 김익중

6.1.2 역량 계발 교무입학팀 김익중

6.1.3 연구 산학협력팀 홍경수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총무회계팀 이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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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평가실무위원 : 6명

평가기준 실무위원 비고

위원장 - 기획실장 방경호

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학사지원팀장 선우주원

기준 2 교육과정 교무입학팀장 김익중

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학생복지팀장 서길무

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총무회계팀장 이정무

기준 5 학생 산학협력팀장 홍경수

기준 6 교·직원 기획평가팀장 윤지석

   ◦ 자체평가위원 : 위원장,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명

평가기준 평가위원 비고

위원장 - 기획실장 방경호

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무처장 이형묵

정화예술대학 곽현신 외부위원

기준 2 교육과정 교육혁신지원센터장 김지심

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대학혁신본부장 신지숙

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김현주

기준 5 학생 기계공학과 최진석

기준 6 교·직원 세무회계과 정휘영



Ⅲ.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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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1. 평가체계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에서 제공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 및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평가

를 실시함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영역(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평가항목(76개)]의 평가지표 기준을 중심으로 총 13개 평가

지표(정량)를 선정함

평가범위 대학전반

평가영역
(6개)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세부기준
(13개)

2개 2개 2개 3개 2개 2개

평가요소
(30개)

6개 3개 6개 4개 7개 4개

총 76개 판단항목 (정성: 63개, 정량: 13개)

2. 자체평가 평가요소

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주관부서 평가방법

1. 대학경영
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 
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 발전계획 기획평가팀 정성

1.1.2 교육품질 개선 기획평가팀 정성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기획평가팀 정성

1.2.2 재정 운용 예산감사팀 정성,정량

1.2.3 감사 예산감사팀 정성

1.2.4 대학의 책무 예산감사팀 정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사지원팀 정성

2,2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학사지원팀 정성,정량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기초창의
교양센터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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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주관부서 평가방법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교무입학팀 정성,정량

3.1.2 학사 및 수업관리 학사지원팀 정성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학사지원팀 정성,정량

3.1.4 학업 성취도 평가 학사지원팀 정성

3.1.5 원격수업 원격교육
지원센터 정성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교육혁신
지원센터 정성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팀 정성

4.1.2 취·창업 지원 진로취업지원팀 정성,정량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지원센터 정성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팀 정성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학생복지팀 정성,정량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학생복지팀 정성

5.1.3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상담센터 정성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학생복지팀 정성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학술정보팀 정성,정량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구매시설팀 정성,정량

5.2.3 정보보안 지원 정보관리팀 정성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계발

6.1.1 인사관리 교무입학팀 정성,정량

6.1.2 역량 계발 교무입학팀 정성

6.1.3 연구 산학협력팀 정성,정량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총무회계팀 정성,정량

평가요소(30개)
정성적 평가요소 : 30개

정량적 정성 평가요소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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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점검 평가방법

 가. 평가자료 대상기간

   ◦ 2019학년도 ~ 2021학년도(사후점검 신청연도 직전 3개 학년도)

 나. 자체평가의 방법

   ◦ 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어 있고, 고등

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 정량적 정성평가 요소에서 요구하는 정량적 평가 근거자료 산출지표에 따라 

계량적 수치를 반영

   ◦ 평가요소에 대한 충족여부는 판단내용 사항별로 우수(S) / 충족(Y) / 보완(C) / 

미충족(N) 으로 판정

구분

기대수준을 상회한다 기대수준이다 기대수준을 밑돈다

우수(S)
충족(Y) 미충족(N)

보완(C)

정확성 적합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다.
적합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객관성
대내・외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둔 입증자료가 

있다.

대내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둔 입증자료가 

있다.
입증자료가 없다.

타당성 근거를 둔 결론이다. 근거를 두지 않은 결론이다.

충족성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반영성
충분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지 않다.

현실성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지 않다.

   

   ◦ 평가요소별 판단내용에서 미충족(N) 판정사유가 발생하였지만, 단기간 이내에 보완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합의와 조율에 따라 해당 판단내용을 보완(C) 

판정할 수 있음

평가등급
충족(Y) 보완(C) 미충족(N)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등급
기준

정량평가
➀ 충족기준 대비 ±120% 이상 혹은
➁ 전년도 대비 ±110% 이상 
 (※ 단, 신입생충원율은 100%일 시)

충족기준 
이상

충족기준 대비
80% 이상

보완요건에 
미달

정성평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 16 -

   ◦ 정량평가 충족기준 (* 모니터링 평가지표)

평가요소 정량지표 산출식 요구수준 자료기준일 공시
시기

1.2.2
재정 운용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 ×100등록금 수입 100.0%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재학생 수

평가 기간 내 
평균 157천원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

전공 강좌당 
학생 수

총 수강 학생 수
총 개설 강좌 수

학년도별 평균 33명 
이하 또는 모든 
전공강좌 40명 이하

`19년 1, 2학기
`20년 1, 2학기
`21년 1, 2학기

-

3.1.1
학생선발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 수 ×100정원내 모집인원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평균(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의 90% 이상

`19.4.1.
`20.4.1.
`21.4.1.

`19.8
`20.8
`21.8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재학생 
등록유지율

정원내 재학생 수
×100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 수
80.0% 이상

`19.4.1.
`20.4.1.
`21.4.1.

`19.8
`20.8
`21.8

4.1.2
취 ‧창업 지원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농립어업종사
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 ×100
{졸업자-(진학자+입대
자+취업불가능자+외국
인유학생+제외인정자)}

평가기간 내 평균이 
60% 이상(전체), 
또는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이고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이 
62% 이상

`18.12.
(`17.8~̀ 18.2 졸업자)

`19.12.
(`18.8~̀ 19.2 졸업자)

`20.12.
(`19.8~̀ 20.2 졸업자)

`19.12
`20.12
`21.12

5.1.1
학생복지

장학금 지급 비율
장학금 ×100등록금 수입 10.0%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19.8
`20.8
`21.8

5.2.1
도서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자료구입비
재학생 수

평가 기간 내 평균 21.6

천원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보유면적 ×100기준면적 100.0% 이상

`19.4.1.
`20.4.1.
`21.4.1.

`19.10
`20.10
`21.10

6.1.1
인사관리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

×100학생 수 대비 교원 법정정원
50.0% 이상

`19.4.1.
`20.4.1.
`21.4.1.

`19.8
`20.8
`21.8

6.1.3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연구실적 건수
전임교원 수

평가기간 내 정보공시자료 
기준 평균 0.2건 이상 
또는 평가기간 내 전임교
원 연구실적 산정표 기준 
평균 0.2건 이상인 경우

`18.1.1.~12.31.
`19.1.1.~12.31.
`20.1.1.~12.31.

`19.8
`20.8
`21.8

6.2.1
처우 및 복지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교원 인건비 ×100등록금 수입

평가기간 내 평균 
30.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
율 평균 41.0%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직원 인건비 ×100등록금 수입

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
율 평균 41.0% 이상

`18 회계연도 결산
`19 회계연도 결산
`20 회계연도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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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절차

 가. 자체평가 절차 체계

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시행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추진절차 및 일정
 - 자체평가 조직구성
 - 예산 수립

⇨
∙ 평가기준 분석
∙ 기준별 보고서 작성
  (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 보고서 검토 및 결과작성
  (자체평가실무위원) 

⇨
∙ 평가결과 분석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위원)
∙ 최종 결과보고

 나. 자체평가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정 세부내용 비고

평가계획 
수립

~2022.03.07.(월) ◦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관련 계획(안) 수립

2022.03.11.(금)
◦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설명회(전 직원 대상)
  + 부서별 작성자(실무) 대상 회의

2022.03.14.(월)
◦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제1차) 회의
 -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자체평가
시행

~2022.04.22.(금)
◦ 부서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자체평가 내용 작성(정량, 정성)
(※ 주요판단사항에 근거하여 작성)

각 부서별 
팀장 작성

~2022.05.13.(금)
◦ 제1차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2022.04.25.)
 - 자체평가실무위원 평가 검토
   (평가 및 분석결과, 종합자체평가표 작성)

기준별 
실무위원
(팀장급 
6명)

~2022.05.27.(금)
◦ 제2차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2022.05.23.)
 - 각 영역별 누락/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근거자료 재요청 

및 보고서 재작성

~2022.05.31.(화)
◦ 제3차 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2022.05.31.)
 - 영역별 근거자료 최종 확인
⇨ 자체평가위원회에 서면 보고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2022.06.10.(금)
◦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제2차) 회의(2022.06.02.)
 -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및 자체평가 주요결과 작성
⇨ 자체평가결과 부서 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2022.06.17.(금)
◦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평

가 수정작성 및 관련근거 수정제출(해당 부서별)
지적사항 시
해당 부서별

2022.06.22.(수)
◦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회(제3차) 회의
⇨ 자체평가 결과 심의･의결

2022.07.04.(월) ◦ 사후점검 관련 최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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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일정 세부내용 비고

평가 
시행

~2022.07.05(화)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보고서 업로드 및 USB(보고서 

및 증빙자료) 우편발송
◦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 공시(수시항목) 

2022.07.13.(수)
~ 07.15.(목)

◦ 서면평가

2022.08.22. ~ 
09.02 中 1일 ◦ 현장방문평가

~2022.11.07(월) ◦ 평가보고서 검토 및 소명

2022.12 ◦ 대학소명 접수 및 기관평가인증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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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체평가 보고 회의

실무자(작성자) 설명회 / 2022.03.11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서면) / 2022.03.14

실무위원 회의(1차) / 2022.04.25 실무위원 회의(2차) / 2022.05.23

실무위원 회의(3차) / 2022.05.31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서면) / 2022.06.02

자체평가위원회(3차) / 2022.06.22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Ⅳ. 자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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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평가 결과

1. 선정된 평가지표 기준(13개)

 가. 자체평가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순
번

평가영역
충족(Y) 보완(C) 미충족(N)

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 - - - 1

2 교육과정 1 1 - - 2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1 1 - - 2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 1 - - 1

5 학생 2 1 - - 3

6 교·직원 3 1 - - 4

총 계 8 5 - - 13

 나. 선정된 평가영역별(정량지표) 평가결과

순
번

평가영역 정량평가항목
평가
등급

평가연도 자료기준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2.2(2) 교육비 환원율 S
'18~'20
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9-나, 8-바-2

2

교육과정

2.2.1(3)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A
'18~'20
회계연도

대학 결산자료

3 2.2.1(4) 전공 강좌당 학생 수 S
2019
~2021

대학정보공시
12-나-1

4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1(2) 신입생 충원율 S
2019
~2021

대학정보공시
4-다

5 3.1.3(1) 재학생 등록유지율 A
2019
~2021

대학정보공시
4-다, 4-라

6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2(3)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A
2018.12.31
2019.12.31
2020.12.31

대학정보공시
5-다

7

학생

5.1.1(3) 장학금 지급 비율 S
'18~'20
회계연도

대학정보공시
12-다, 8-바-2

8 5.2.1(3)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A
'18~'20
회계연도

대학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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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량평가 조사결과(총괄표)

순
번

평가영역 정량평가항목
평가
등급

평가연도 자료기준

9 5.2.2(1) 교사확보율 S
2019
~2021

대학정보공시
14-라

10

교·직원

6.1.1(3) 전임교원 확보율 A
2019
~2021

대학정보공시
6-나

11 6.1.3(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S
2018.12
2019.12
2020.12

대학정보공시
7-가, 12-파

12 6.2.1(1)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S
'18~'20
회계연도

대학 결산자료

13 6.2.1(2)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S
'18~'20
회계연도

대학 결산자료

총 13개 지표 -

정량평가항목 판단수준 심사자료 2019년 2020년 2021년

1 1.2.2(2) *교육비 환원율 100.0% 이상 '18~'20 회계연도 122.9% 126.7% 136.4%

2 2.2.1(3)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18~'20 회계연도
188.8 210.8 176.1
[3개년 평균] 191.9

3 2.2.1(4)
학기 별 

전공강좌당 학생수
평균 33명

이하
2019 ~ 2021학년도 23.5 22.1 20.2

4 3.1.1(2)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
2019 ~ 2021학년도

(8월 공시)
100.0% 100.0% 100.0%

5 3.1.3(1)
*재학생 

등록유지율
80% 이상

2019 ~ 2021학년도
(8월 공시)

95.5% 96.1% 91.7%

6 4.1.2(3)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

평균 60% 
이상

2019 공시(2018.12.31.)
2020 공시(2019.12.31.)
2021 공시(2020.12.31.)

64.7% 60.8% 56.7%

[3개년 평균] 60.7%

7 5.1.1(3) *장학금 지급비율 10% 이상 '18~'20 회계연도 15.9% 15.4% 16.1%

8 5.2.1(3)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18~'20 회계연도
32.3 28.5 24.2

[3개년 평균] 28.4

9 5.2.2(1) 교사확보율 100% 이상
2019 ~ 2021학년도

(10월 공시)
139.2% 136.6% 137.4%

10 6.1.1(3)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2019 ~ 2021학년도

(8월 공시)
54.3% 54.3% 61.5%

11 6.1.3(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2018.12(1월~12월)
2019.12(1월~12월)
2020.12(1월~12월)

0.61 0.49 0.52

[3개년 평균] 0.54

12 6.2.1(1)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30% 이상 '18~'20 회계연도

46.9% 49.9% 49.3%
[3개년 평균] 48.7%

13 6.2.1(2)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11% 이상 '18~'20 회계연도

23.4% 25.5% 26.0%

[3개년 평균]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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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가지표별(정량지표) 평가결과

   1) 1.2.2(2) 교육비 환원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교육비 환원율(모니터링) 관리부서 사무처 총무회계팀

판단사항 교육비 환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9-나, 8-바-2

연도별 결산서

산출식
총 교육비

x 100
등록금수입

평가기준

◦ 요구수준 : 100.0% 이상
◦ 평가자료
  - 대학정보공시자료
  - 도서관 자원현황 통계(결산자료) : 도서구입비 내역 자료
  - 결산 회계별 기계기구매입비 내역 자료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 교육비
등록금수입(H)
(단기수강료 

제외)

교육비환원율
(G/H*100)교육비

도서구입비
(C)

기계기구매입비
최근5년평균

(D)

건축비(E)
(5년 평균의 

2.5%)

국가장학금(F)
(I유형, 다자녀)

합계
(G=A+B+C+D

+E-F)교비회계(A) 산단회계(B)

2018 67,936,994 1,495,525 181,567 1,424,046 14,701 14,676,390 56,376,443 45,859,950 122.9%

2019 66,923,899 1,555,997 155,078 1,471,002 20,597 13,752,009 56,374,564 44,494,652 126.7%

2020 69,212,205 1,257,288 146,548 1,837,791 20,141 13,655,291 58,818,682 43,138,630 136.4%

*교비회계 교육비 (단위 : 원) *도서구입비 (단위 : 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입시관리비(-) 계 도서구입비

2018 교비회계 33,145,858,395 6,169,877,820 30,048,136,963 1,426,879,177 67,936,994,001 2018 교비회계 181,567,290

2019 교비회계 32,992,985,155 6,203,895,279 29,130,866,246 1,403,847,434 66,923,899,246 2019 교비회계 155,078,150

2020 교비회계 33,542,049,683 6,244,161,949 30,520,171,470 1,094,177,363 69,212,205,739 2020 교비회계 146,548,510

*산단회계 교육비 (단위 : 원) *국가장학금(-) (단위 : 원)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계 국가I유형 장학

*다자녀국가장학 
해당사항 없음

2018 산단회계 486,001,924 946,885,902 62,484,285 153,554 1,495,525,665 2018 교비회계 14,676,390,040

2019 산단회계 708,994,897 712,544,167 133,122,581 1,335,525 1,555,997,170 2019 교비회계 13,752,009,340

2020 산단회계 330,656,507 786,700,760 139,931,483 - 1,257,288,750 2020 교비회계 13,655,291,775

*기계기구매입(취득)비 (단위 : 원) *건축비(건설가계정+건물매입비) (단위 : 원)

회계연도 교비회계 산단회계 교비+산단 5년 평균 회계연도 건설가계정
+건물매입비 건축비의 2.5% 5년 평균

2014 1,442,142,600 - 1,442,142,600 (2014~2018) 2014 60,720,000 1,518,000 (2014~2018)

2015 799,209,720 - 799,209,720 1,424,046,766 2015 91,080,000 2,277,000 14,701,635

2016 1,440,307,000 - 1,440,307,000 (2015~2019) 2016 - - (2015~2019)

2017 1,464,273,870 90,722,200 1,554,996,070 1,471,002,972 2017 1,028,700,000 25,717,500 20,597,019

2018 1,617,768,760 265,809,680 1,883,578,440 (2016~2020) 2018 1,759,827,000 43,995,675 (2016~2020)

2019 1,663,429,590 13,494,040 1,676,923,630 1,837,791,556 2019 1,239,796,750 30,994,919 

2020 2,633,152,640 - 2,633,152,640 2020 - -

현황 및 
상황

◦2018회계연도 교육비환원율 122.9%, 2019회계연도 교육비환원율 126.7%, 2020회
계연도 136.4% 이상임

자체 
분석결과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인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을 상회하므로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매년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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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2.1(3)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관리부서 사무처 총무회계팀

판단사항 실험실습비 지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연도별 결산서

산출식
실험실습비

재학생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157천원 이상
◦ 평가자료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산출근거(산단회계 포함)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회계
연도

교비회계
(A)

산단회계
(B)

기타
(C)

계
(D=A+B+C)

재학생 
수(E)

1인당 실험실습비
(D/E)

2018 1,327,907,771 27,033,490 1,354,941,261 7,178 188,763

2019 1,473,771,715 13,891,130 1,487,662,845 7,056 210,836

2020 1,236,051,433 8,286,345 1,244,337,778 7,068 176,052

※ 재학생 수 : 매년 4.1일자 기준
※ 실험실습비 종류
 - 학생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 및 소모품비(소모성 재료 및 제품 포함)
 - 학생 현장실습비
 - 학생 산업체 현장견학비
 - 학생 임상실험 실습비
 - 기타 학생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학생 : 전체 재학생으로 정원내, 정원외 모두 포함
※ 적용회계 :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회계년도 결산 기준)

현황 및 
상황

◦1인당 실험실습비는 2018회계연도 188,763원, 2019회계연도 210,836원, 2020회계
연도 176,052원임

자체 
분석결과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1인당 실험실습비 기준 3개년도 평균 157,000원
을 초과하여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학생들에게 교육관련 실험실습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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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2.1(4) 전공강좌당 학생 수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학년도별 전공강좌당 학생 수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판단사항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2020/2021학년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12-나-1

산출식
총 수강학생 수

총 개설강좌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학년도별 전공교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 이하이거나 
             모든 전공 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 40명 이하인 경우
◦ 평가자료
  - 전공교과목 강좌당 학생 수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학년도/학기

전공교과

총 수강 학생 수
(A)

총 개설 강좌 수
(B)

전공강좌당 학생 수
(A/B)

2019

1학기 39,937 1,597 25.0

2학기 34,537 1,569 22.0

평균 23.5

2020

1학기 37,600 1,524 24.7

2학기 32,187 1,628 19.8

평균 22.1

2021

1학기 34,520 1,638 21.1

2학기 31,205 1,611 19.4

평균 20.2

※ 전공(이론, 실습(실기)) 교과만 해당, 교양 및 교직과목 제외
※ 개설강좌 수(B) : 정규 과정, 산업체 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 학점이 부과되는 

강좌 수 포함(계절학기, 학점은행제, 비학점, 비학위과정에 개설
된 강좌는 제외)

※ 총 수강학생 수(A) : 교육통계기준일(4.1 / 10.1) 적용

현황 및 
상황

◦학기 당 전공교과목 강좌 학생 수 요구수준은 33명 이하임

자체 
분석결과

◦3개년도 학기 당 전공교과목 강좌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 이하(2019학년도 23.5명, 
2020학년도 22.1명, 2021학년도 20.2명)로 요구수준에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분반 운영을 확대하여 전공강좌 당 학생 수를 33명 이하로 편성 및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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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1.1(2) 신입생 충원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신입생 충원율 관리부서 교무처 교무입학팀

판단사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2020/2021학년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4-다

산출식
정원내 입학자 수

x 100
정원내 모집인원

평가기준

◦ 요구수준 : 매년 신입생충원율 평균(유동성기준) 90%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신입생 충원 현황)
  - 모집요강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명, %)

학년도 정원내 입학자(A) 정원내 모집인원(B)
신입생충원율
(A/Bx100)

2019 2,644 2,644 100.0%

2020 2,644 2,644 100.0%

2021 2,527 2,527 100.0%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의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이내에서 실제 모집 공고한 인원
  -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당해 연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현황 및 
상황

◦신입생충원율은 2019학년도 100%, 2020학년도 100%, 2021학년도 100% 임.

자체 
분석결과

◦정원 내 신입생충원율은 요구수준인 90% 이상으로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필요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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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1.3(1) 재학생 등록유지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재학생 등록유지율(모니터링) 관리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판단사항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2020/2021학년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4-다, 4-라

산출식
정원내 재학생 수

x 100
학년도별 정원 내 입학생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80%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신입생 충원 현황 학생 충원 현황)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명, %)

학년도 정원내 재학생 수(A)
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 수(B)

재학생 등록유지율
(A/Bx100)

2019 5,621 5,887 95.5%

2020 5,641 5,869 96.1%

2021 5,276 5,752 91.7%

2019 2020 2021
2019 정원내 입학생 수 2,644 2020 정원내 입학생 수 2,644 2021 정원내 입학생 수 2,527
2018 정원내 입학생 수 2,662 2019 정원내 입학생 수 2,644 2020 정원내 입학생 수 2,644
2017 정원내 3년제 및 
  4년제 학과 입학생 수 581 2018 정원내 3년제 및 

  4년제 학과 입학생 수 581 2019 정원내 3년제 및 
  4년제 학과 입학생 수 581

2016 정원내 4년제 입학생수 - 2017 정원내 4년제 입학생수 - 2018 정원내 4년제 입학생수 -
계 5,887 계 5,869 계 5,752

※ 정원내 재학생 : 산업체위탁교육생, 계약학과 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생 
등 정원 외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

※ 학년도별 정원내 입학생 수 
  - 평가 대상 학년도의 재학생(정원 내 일반/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재학

생으로 전공심화 및 산업체위탁생 등 정원 외 입학 재학생 제외)으로 각 학년
별로 실제 입학한 학년도 입학생의 합계

※ 재학생 수 : 매년 4.1일자 기준

현황 및 
상황

◦재학생 충원율은 2019학년도 95.5%, 2020학년도 96.1%, 2021학년도 91.7% 임

자체 
분석결과

◦2019학년도 95.5%, 2020학년도 96.1%, 2021학년도 91.7%로 요구수준인 80% 이상
으로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복학대상자, 학사경고자, 장기결석자에 대한 평생담임 지도 교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학생 등록유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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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1.2(3)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관리부서 진로취업지원센터 진로취업지원팀

판단사항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공시(2018.12.31.), 2020공시(2019.12.31.), 
2021공시(2020.12.31.)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5-다

산출식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

x 100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건강보험및국세DB연계취업률 60% 이상(전체), 
              또는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이고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이 62%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졸업생의 취업현황)
  - 졸업생 취업률 산출근거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2019년도(2018.12.31.기준)

조사연도 취업자 취업률

2019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계(A) A/{(B-(C+D+E+F+G)}*100

2018.12.31
기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4.7%

512 757 1 2 - - 14 45 23 19 62 146 612 969 　

　 1,269 　 3 　 - 　 59 　 42 　 208 1,581 　

졸업자(B) 진학자(C) 입대자(D) 취업불가능자(E) 외국인유학생(F) 제외인정자(G)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126 1,699 80 161 101 - - - 1 1 6 32 　

2,825 241 101 - 2 38 　

2020년도(2019.12.31.기준)

조사연도 취업자 취업률

2020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계(A) A/{(B-(C+D+E+F+G)}*100

2019.12.31
기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0.8%

526 667 2 3 - - 15 59 20 21 63 119 626 869 　

1,193 5 - 74 41 182 1,495 　

졸업자(B) 진학자(C) 입대자(D) 취업불가능자(E) 외국인유학생(F) 제외인정자(G)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89 1,647 101 181 158 - - 1 1 2 12 21 　

2,936 282 158 1 3 33 　

2021년도(2020.12.31.기준)

조사연도 취업자 취업률

2021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계(A) A/{(B-(C+D+E+F+G)}*100

2020.12.31
기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6.7%

463 693 - - - - 6 25 12 11 79 102 560 831 　

1,156 - - 31 23 181 1,391 　

졸업자(B) 진학자(C) 입대자(D) 취업불가능자(E) 외국인유학생(F) 제외인정자(G)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49 1,679 103 194 133 - 1 - - 1 11 33 　

2,928 297 133 1 1 44 　

현황 및 
상황

◦공시결과, 2019년 64.7%, 2020년 60.8%, 2021년 56.7% 임.

자체 
분석결과

◦평가기간 내 평균 60.0% 이상(3개년도 평균 60.7%)을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대학구성원에게 취업률에 대한 위기상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대학 차원에
서 취업 관련 T.F.T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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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1.1(3) 장학금 지급비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장학금 지급비율(모니터링) 관리부서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

판단사항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12-다, 8-바-2

산출식
장학금

x 100
등록금 수입

평가기준

◦ 요구수준 : 10.0% 이상
◦ 평가자료
  - 장학금비율 산출근거
  - 대학정보공시자료(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장학금
등록금수입

(D)
장학금 비율
(C/Dx100)교내(A)

교외장학금
(사설 및 기타)(B)

장학금 계
(C=A+B)

2018 7,087,128 202,911 7,290,040 45,859,950 15.9%

2019 6,707,295 148,379 6,855,674 44,494,652 15.4%

2020 6,722,683 201,657 6,924,341 43,138,630 16.1%

※ 장학금: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 교외장학금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은 제외)
※ 등록금 수입 :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단기 수강료수입은 제외)

현황 및 
상황

◦2018회계연도 15.9%, 2019회계연도 15.4%, 2020회계연도 16.1%로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인 10%를 초과하여 충족함

자체 
분석결과

◦장학금 지급비율의 기준 유지 및 기준 이상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다양한 장
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외부 장학금 유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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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2.1(3)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관리부서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판단사항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결산)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연도별 결산서

산출식
자료구입비

재학생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21.6천원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개선 계획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명, 원)

회계
연도

자료구입비
재학생 
수
(D)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A/D)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C/D)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결산)
도서구입비(A)

기타 
도서구입비

(B)

계
(C=A+B)

2018 181,567,290 50,240,670 231,807,960 7,178 25,295 32,294

2019 155,078,150 46,269,000 201,347,150 7,056 21,978 28,535

2020 146,548,510 24,814,000 171,362,510 7,068 20,734 24,244

※ 자료구입비 : 순수 자료구입비로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의 구입비와 정보검색서비스 연간대여비, 도서관 환경개선 등 
도서관을 위한 지원경비 포함

※ 도서구입비(A)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의 도서구입비(1317)
※ 기타 도서구입비(B) : 교비회계 도서구입비 외 타 예산항목(타 부서예산)에서 도

서관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집행도 자료구입비로 포함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경비집행 : 독서향상을 위한 행사, 동영상강좌, 전자정

보박람회 등

현황 및 
상황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018년] 32,294원(자료구입비 231,807,960÷재학생수 7,178)
 [2019년] 28,535원(자료구입비 201,347,150÷재학생수 7,056)
 [2020년] 24,244원(자료구입비 171,362,510÷재학생수 7,068)
 으로 정량지표를 충족함(3개년도 평균 28,358원)

자체 
분석결과

◦우리대학 도서관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인 3개년 평균 21,600원 이상을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안전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예산반영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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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2.2(1) 교사확보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교사확보율 관리부서 사무처 구매시설팀

판단사항 대학은 법정 교사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2020/2021학년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14-라

산출식
보유면적

x 100
기준면적

평가기준

◦ 요구수준 : 100%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교사시설 확보 현황)
  - 교사확보율 산출근거
  - 교사확보율 상승추세 근거자료
  - 교사확보율 제고 계획
  - 교사확보율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계획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m², %)

학년도
보유면적

기준면적
교사확보율
(A/Bx100)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A)

2019 80,665 4,984 - 85,649 61,525 139.2%

2020 80,951 5,330 - 86,281 63,175 136.6%

2021 82,654 5,026 - 87,680 63,818 137.4%

※ 보유면적 :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면적(부속시설 및 기타시설은 제외)
※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기준 면적

현황 및 
상황

◦대학정보 공시자료 확인결과, 재학생 기준 2019학년도(139.2%), 2020학년도
(136.6%), 2021학년도(137.4%) 교사확보율 100% 이상으로 교사시설 확보율을 충
족하고 있음

자체 
분석결과

◦자체평가 요구수준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학과 신설 및 개편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사확보율 증가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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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1.1(3) 전임교원 확보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전임교원 확보율(모니터링) 관리부서 교무처 교무입학팀

판단사항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9/2020/2021학년도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6-나

산출식
전임교원 수

x 100
학생 수 대비 교원법정 정원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50.0% 이상
◦ 평가자료
  - 정보공시자료(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 학생 수 : 학생정원 및 재학생 중 많은 수 기준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명, %)

학년도

전임교원 수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정원
기준(A)

재학생기준
(B)

학생정원
기준(C)

재학생기준
(D)

학생정원
기준

(A/Cx100)

재학생기준
(B/Dx100)

2019 177 177 275 326 64.36% 54.3%

2020 178 178 274 328 64.96% 54.3%

2021 187 187 269 304 69.52% 61.5%

※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재학생 수에서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은 제외

현황 및 
상황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9학년도 54.3%, 2020학년도 54.3%, 2021학년도 61.4%임

자체 
분석결과

◦전임교원 확보율 요구수준인 50.0% 이상을 충족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매년 요구수준 50.0% 이상이 되도록 유지 관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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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6.1.3(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관리부서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판단사항 교원의 연구실적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01.01.~12.31, 2019.01.01.~12.31
2020.01.01.~12.31

입증자료 대학정보공시 7-가, 12-파

산출식
연구실적 건수

전임교원 수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연구실적(정보공시자료 기준) 0.2건 이상 또는 전
임교원 연구실적 산정표(별첨 양식)에 의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
적수 0.2건 이상인 경우

◦ 평가자료
  - 대학정보공시자료(전임교원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 교원 연구실적 자료(논문, 저역서, 특허등록 등)
  - 교수 연구개발 지원 관련 규정(또는 지침)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연도

대학정보공시자료
대학입증자료 연구

실적계
(D=
B+C)

전임
교원 1인당 

연구
실적수
(D/A)

연구실적

전임
교원
수(A)

논문 저・역서 특허 등록
계
(B)

학술
대회
지

연구
보고
서

예체능
계열
실적

계
(C)국내 국제 저서 역서 국내 국외

2019 177 16.86 2.31 25.79 0.33 - - 45.29 31.54 15.55 16.33 63.42 108.72 0.61

2020 178 23.88 1.5 3.11 - - - 28.49 31.14 13.13 14.38 58.64 87.14 0.49

2021 187 29.89 2.74 12.59 - - - 45.22 21.29 20.73 9.44 51.45 96.67 0.52

※ 자료기준일 적용 : 매년 1.1 ~ 12.31
   2019년도(2018.1.1.~12.31), 2020년도(2019.1.1.~12.31), 2021년도(2020.1.1.~12.31)

현황 및 
상황

◦대학정보공시자료 상 2019년 교원의 연구실적은 45.29건, 2020년 28.49건, 2021년 
45.22건이며, 대학입증자료 상 교원의 연구실적은 2019년 63.42건, 2020년 58.64건, 
2021년 51.45건임 

◦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상 2019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0.61건이며, 2020년 
0.49건, 2021년 0.52건임

자체 
분석결과

◦2019년 0.61건, 2020년 0.49건, 2021년 0.52건으로 3개년 평균은 0.54건임. 따라서 
기관평가인증 1인당 연구실적 요구수준인 0.2건 이상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
함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전임교원 학술활동지원금 지원, 교원 인사평가 강화를 통해 전임교원의 연구실
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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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6.2.1(1) 등록금 대비 교원인건비 비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교원인건비 비율 관리부서 사무처 총무회계팀

판단사항 교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연도별 결산서

산출식
교원인건비

x 100
등록금 수입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30.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 

◦ 평가자료

  - 등록금 대비 교원인건비 비율

  - 교원 직급별 급여(연봉) 현황표

  - 교원 개인별 급여(연봉) 현황표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원, %)

회계
연도

전임교원
인건비 합계(A)

등록금 수입(B)
등록금수입 대비

전임교원인건비 비율
(A/Bx100)

2018 21,495,530,468 45,859,950,173 46.9%

2019 22,196,943,605 44,494,652,940 49.9%

2020 21,270,025,696 43,138,630,229 49.3%

평 균 48.7%

※ 전임교원 인건비 합계 : (회계연도 결산 기준) 실제 지급한 겸임, 초빙교원, 강사, 
조교를 제외한 전임교원 인건비(겸임, 초빙교원 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교원급여(4111) + 교원상여금(4112) + 교원각종수당
(4113) + 교원법정부담금(4114)

    (법정부담금 중 조교에게 지급한 법정부담금은 제외하고, 해당 교원에게 지급한 
법정부담금만 인정)

※ 등록금 수입 :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현황 및 
상황

◦명지학원보수규정(1-1-4) 및 교직원보수규정시행규칙(4-4-1), 연구보조비지급규정
(4-4-2), 학생지도비지급규정(4-4-3), 연구비관리규정(4-4-7) 등에 따라서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체 
분석결과

◦우리대학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인건비 비율은 2018회계연도 46.9%, 2019회계연
도 49.9%, 2020회계연도 49.3%로 충족함. ⇨ 3개년 평균 48.7%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추후에도 등록금대비 인건비 비율이 적정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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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2.1(2) 등록금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주
요
판
단
사
항

평가지표 직원인건비 비율 관리부서 사무처 총무회계팀

판단사항 직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준년도 2018/2019/2020 회계연도 입증자료 연도별 결산서

산출식
직원인건비

x 100
등록금 수입

평가기준

◦ 요구수준 : 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 

◦ 평가자료

  - 대학정보공시자료(등록금 산정근거)

  - 등록금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 직원 직급 및 개인별 급여(연봉) 현황표

  - 기타 관련 입증자료

자
체
평
가

산출근거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구분

인건비
등록금 
수입(C)

등록금수입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A/Cx100)

등록금수입 
대비 

직원(조교,용
역직 포함) 
인건비 비율
(B/Cx100)

직원 조교 용역직 합계

2018
직원수 92 67 45,859,950 14.5% 23.4%

인건비 6,630,021 2,093,718 2,019,592 10,743,331

2019
직원수 96 68 44,494,652 15.9% 25.5%

인건비 7,063,836 2,144,918 2,145,613 11,354,367

2020
직원수 105 73 43,138,630 17.0% 26.0%

인건비 7,320,447 2,299,916 1,588,774 11,209,037

평 균 15.8% 25.0%

※ 직원 인건비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직원급여(4121) + 직원상여금(4122) + 
직원각종수당(4123) + 직원법정부담금(4124) + 임시직인건비(4125)

   (단, 임시직인건비(4125)는 1년 이상 계약자만 인정)
※ 조교 인건비 : 교원법정부담금(4114) 중 조교에게 지급한 교원법정부담금 + 조

교인건비(4118)
※ 용역직 인건비 : 관리운영비 일반용역비(4233) 및 시설용역비(4215) 중 1년 이상 

상근하는 계약자 인건비만 인정(단기 프로젝트성 제외)
※ 등록금 수입 : 교비회계 등록금 수입(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및 
상황

◦명지학원보수규정(1-1-4) 및 교직원보수규정시행규칙(4-4-1), 연봉제시행세칙(4-2-25) 
등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체 
분석결과

◦우리대학 등록금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은 2018회계연도 14.5%, 2019회계연도 
15.9%, 2020회계연도 17.0%로 적절하며, 조교・용역직를 모두 포함한 비율은 
2018회계연도 23.4%, 2019회계연도 25.5%, 2020회계연도 26.0%임. ⇨ 3개년 평균 
25.0%

자체분석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O

개선 및 
발전방안

◦추후에도 등록금대비 인건비 비율이 적정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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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세부현황

 가. 평가지표 기준

구 분 평가영역(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판단항목(76개) 비고

충족(Y) 5 12 29 75

보완(C) 1 1 1 1 1.2.2(1)

미충족(N) - - - -

 나. 판정결과 세부현황

평가영역(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판단항목(76개)
비고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1. 대학경영
과 발전
계획

C

1.1 대학발전 
계획과 
교육품질

Y

1.1.1 대학 발전계획 Y

1.1.1(1) Y

1.1.1(2) Y

1.1.1(3) Y

1.1.2 교육품질 개선 Y

1.1.2(1) Y

1.1.2(2) Y

1.1.2(3) Y

1.2 대학경영 C

1.2.1 조직과 운영 Y

1.2.1(1) Y

1.2.1(2) Y

1.2.1(3) Y

1.2.2 재정 운용 C

1.2.2(1) C

1.2.2(2)* Y S

1.2.2(3) Y

1.2.3 감사 Y 1.2.3(1) Y

1.2.4 대학의 책무 Y
1.2.4(1) Y

1.2.4(2) Y

2. 교육과정 Y

2.1 교육과정 
개발

Y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Y

2.1.1(1) Y

2.1.1(2) Y

2.2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Y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Y

2.2.1(1) Y

2.2.1(2) Y

2.2.1(3)* Y

2.2.1(4)* Y S

2.2.1(5) Y

2.2.1(6) Y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Y
2.2.2(1) Y

2.2.2(2) Y



- 37 -

평가영역(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판단항목(76개)
비고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3. 학사관리 
및 교수
학습

Y

3.1 학사관리 Y

3.1.1 학생선발 Y

3.1.1(1) Y

3.1.1(2)* Y S

3.1.1(3) Y

3.1.2 학사 및 수업관리 Y

3.1.2(1) Y

3.1.2(2) Y

3.1.2(3) Y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Y
3.1.3(1)* Y

3.1.3(2) Y

3.1.4 학업 성취도 평가 Y
3.1.4(1) Y

3.1.4(2) Y

3.1.5 원격수업 Y
3.1.5(1) Y

3.1.5(2) Y

3.2 교수학습 Y 3.2.1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 Y

3.2.1(1) Y

3.2.1(2) Y

3.2.1(3) Y

4. 산학협력 
및 평생
교육

Y

4.1 산학협력 Y

4.1.1 산학협력활동 Y
4.1.1(1) Y

4.1.1(2) Y

4.1.2 취·창업 지원 Y

4.1.2(1) Y

4.1.2(2) Y

4.1.2(3)* Y

4.2 현장실습 Y 4.2.1 현장실습 지원 Y
4.2.1(1) Y

4.2.1(2) Y

4.3 평생교육 
체제

Y 4.3.1 평생교육 지원 Y
4.3.1(1) Y

4.3.1(2) Y

5. 학생 Y 5.1 학생지원 Y

5.1.1 학생복지 Y

5.1.1(1) Y

5.1.1(2) Y

5.1.1(3)* Y S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Y

5.1.2(1) Y

5.1.2(2) Y

5.1.2(3) Y

5.1.3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Y
5.1.3(1) Y

5.1.3(2) Y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

Y 5.1.4(1)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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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6개) 세부기준(13개) 평가요소(30개) 판단항목(76개)
비고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기준 판정

5.2 교육시설 Y

5.2.1 도서관 Y

5.2.1(1) Y

5.2.1(2) Y

5.2.1(3)* Y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Y
5.2.2(1)* Y S

5.2.2(2) Y

5.2.3 정보보안 지원 Y 5.2.3(1) Y

6. 교·직원 Y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계발

Y

6.1.1 인사관리 Y

6.1.1(1) Y

6.1.1(2) Y

6.1.1(3)* Y

6.1.1(4) Y

6.1.2 역량 계발 Y

6.1.2(1) Y

6.1.2(2) Y

6.1.2(3) Y

6.1.3 연구 Y
6.1.3(1) Y

6.1.3(2)* Y S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Y 6.2.1 처우 및 복지 Y

6.2.1(1)* Y S

6.2.1(2)* Y S

6.2.1(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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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분석결과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설립정신과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근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과정 중 워크숍, 전체 구성원 공청회를 통해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의

를 받았고, 매 학년도 중장기발전계획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별 실행과제의 KPI 등 

정량·정성 실적을 점검하고 달성률 등 목표지수를 개선하여 차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성원 의견수렴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와 면밀히 연계된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예

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예산집행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차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환

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 및 제규정, 문서체계 등을 갖춤으

로써 담당 인력의 운용 및 배치,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주요 의사결

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수렴, 회의결과 공개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교육비 환원율은 2018학년도 122.9%, 2019학년도 126.7%, 2020학년도 136.3%로 요구 기준인 

100% 이상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충족하였음.

￭ 대학의 인적·물적자원 등 교육역량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요구

하는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하고 있음.

2019 본평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 [2주기 평가요소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내부결재 기안문서 결재시 "전자결재"와 "수기결재"를 병행할 경우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개선 권고

  ⇨ 2017년은 전자결재 도입시기로 수기결재와 전자결재를 병행하여 운영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기안을 전자결재로 진행하고 있음.

￭ [2주기 평가요소 1.3.3 교육 만족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것을 개선 권고

  ⇨ 2019학년도부터 교육만족도 관련 업무는 직업교육혁신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음

￭ [2주기 평가요소 7.2.1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매학년도 연도별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서 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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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결산 평가・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개선 권고

  ⇨ 매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중장기발전계획 전략과제의 연차별 재정 및 운영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2020학년도 개선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음. 2022학년도에는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시 

2021학년도 예산집행 대비 개선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안내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차년도 예산집행이 발전적 방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있으며, 매학

년도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요청부서와 함께 예산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간 소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1.1 대학발전 계획과 교육품질

◦법령상 위원회인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는 법령 및 각 위원회 규

정에 의거하여, 회의 개최 7일전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일시, 안건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결과 또한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학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음.

1.2 대학경영

◦대학의 윤리강령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의 보

호 및 신고처리 절차를 규정화함으로써 대학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대학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19학년도에는 “서대문구청 행복타임머신사업 은빛청춘 자서전쓰기”, 2020학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감염예방 소득 및 방역 봉사활동”, 2021학년도에는 대학에서 운

영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수탁기관(마포청소년센터 등) 운영성과(서울특별시장상, 여성가족

부상 등 다수 수상)”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학 홈페이지 등에 홍보함으로써 대학의 목

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실현을 실천해 나가고 있음.

[자체평가 총평]

[1.1 대학발전 계획과 교육품질]

￭ 우리대학은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명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산업 발

전을 선도할 전문직업인 양성")과 대학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대학평의원회 및 이

사회의 심의 과정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 행정업무편람, 

학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표하고 있음.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CROSS 2025) 또한 대학구성원 등의 의견수렴 및 대내외 환경분석, 대학

평의회 심의 및 요구수렴, 이사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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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제에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 반영을 통해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지속발전을 꾀하고 있음.

￭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의거 대학자체평가, 대학교육품질분석, 

학과발전계획수립, 행정부서 자체평가, 만족도조사 등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고, 교육품질관리 관련 조직체계를 갖추고 PDCA 환류체계에 따라 교육품질 관리 및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품질개선을 위해 매년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 및 행정부서에 공유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

으로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영역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에 개선하여 

환류하고 있음.

[1.2 대학경영]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대학 운영을 위해 정관, 학칙, 규정, 행정조직별 역할과 책

임,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 소관부서 입안, 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규정심의위원

회, 교무위원회 등 심의 및 의결, 공표 시행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 관련 내용 예시, 의견서 제출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대학평의회를 비롯하여 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위원회 및 각종운영회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을 준수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공청회 및 간담회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학 운영을 위

한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학과성과평가를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학과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대상학과 교원 및 학생의 피해방지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음. 

￭ 대학의 연간 예산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부서 및 학과 연간 예산에 

연차별로 재정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매 학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부서별 예산조

정 협의, 학과별 기자재선정위원회 심의, 학생 간담회 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평의원회 및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연간 예산 

및 결산자료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 내부감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와 동 시행령 제

14조에 근거하여 외부회계감사 및 내부(법인)감사, 대학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외부 

회계감사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게시하고 있어 학교회계운영에 투명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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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 요약

￭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기반으로 교육운

영계획서 작성 지침, 교육과정 개발(편)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편)·편성하여 학과별 전

공과정 및 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가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

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역량기반 학사시스템 기반 강의계획서에 학생이 달성해야 할 성취수

준 항목을 통해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환류하

고 있음.

하고 있으며, 내부(법인)감사 및 대학자체감사는 감사처분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감사처

분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개선실적을 매년 확인하고 있음. 예산 결산 법정 일정 관련, 법인

의 사정으로 법정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보완되어야 함.

￭ 윤리강령,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행위신고사무처리규정, 연구윤리 등 윤리관련 여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 야기를 일으킨 구성원(교수 및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한 징계 처분(파면, 정직 등)을 이행하여 준수하였고 추가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각종 예방교육을 상담센터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프로그램(교양:봉사하는 삶) 등을 갖추고 구성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2.1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개발지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점검 및 내․외부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위

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는 체계적인 내부절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수함.

2.2 교육운영 및 질관리

◦교육과정 개발(편)은 정책환경, 경제 및 산업환경, 사회 및 교육환경, 기술환경의 대외 환경

분석과 내부역량분석 및 만족도조사 등 교육수요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양교육과정 역량체계 구성에 따라 개발(편)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교양 교육목표 및 인

재양성을 위한 교양 교육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가 되어있으므로 변화하

는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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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총평]

[2.1 교육과정 개발]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 교육과정을 개

발·개편하기 위한 학칙, 교육과정운영규정, 교육품질관리규정, 교육과정개발지원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유관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음. 해당 분야 및 외부환경 분석과 다양한 

대상의 교육수요자 요구를 분석하여 주기별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이를 평가 및 

보완하는 환류를 시행하고 있음.

￭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역시, 대학과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MJC-4C(핵심역량)

를 설정하여 범위, 절차, 조직 등에 대해 규정화하고 준수함. 설문,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협의회, 위원회 등을 적절히 구성하

고 심의하는 등 필요한 활동을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2.2 교육운영 및 질관리]

￭ 전공교과를 편성·운영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위원회에서 편성내역에 대한 심의․의결하

고 있음. 직무능력 성취수준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공지하고 실습 비율 또한 교육목표 및 산

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갖추기에 적절히 설정되었음.

￭ 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 실험실습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갖추어 규정에 따라 교육,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정기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평가기간 내 평균 157천원 이상임.

￭ 전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도 평가기간 내 평균 33명 이하임.

￭ 역량성취도관리규정, 강의평가운영규정 등의 규정을 갖추어 이에 따라 직무역량성취도 등을 관

리하고 결과를 안내함. 직무능력성취도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수요

자만족도조사 등을 시행하며 학과․대학 단위별 교육품질 관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평

가기간 내 직무역량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LEARN(현장일체형 교육과정 체계)에 기반한 다양한 전공체계(마이크로․통합․융복합전공․사회맞

춤형 등)를 운영하면서도 탄력적인 학사제도(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를 규정에 의해 안내․
운영하며 환류함.

￭ 기초창의교양센터의 전담 하에 교양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BUILD(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체계)를 갖추고 교양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

￭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점검․심의하고 교육만족도조사 등을 통

해 환류하고 직업기초능력및교양교육성과분석보고서, 교양교육품질보고서 등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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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자체평가 결과 요약

￭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선발 일정, 선발 방법 등)을 매년 공시하였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복으로 위촉하지 않았으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차별없이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고, 회피·제척규정에 따

라 사유가 있는 교직원은 입학업무에 배제하는 등 입학정책을 준수하고 있음.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2019학년도 100%, 2020학년도 100%, 2021학년도 100%로 요구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하였음.

￭ 입학사정회의, 입시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등 전형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수업 기간, 출결, 출석평가, 휴·보강 관리는 학칙, 학사내규, 수업및강의시간운영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수업시간 준수 확인 및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사내규 및 학사경고자운영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와 학과 수강신청 지

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면담 및 

조치하고 있음. 

￭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19학년도 95.5%, 2020학년도 96.1%, 2021학년도 91.7%로 요구 기준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음.

￭ 중도탈락 예방 통합관리체계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라 성적산출 비율, 등급 분포, 성적고시, 성적평가표 보관 등 성적처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원격강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원격 수업을 위한 스튜디오,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수업 관련한 콘텐츠 

제작 등 지원하고 있음.

￭ 원격수업 출석 인정 및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고 OTP 등 본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사운

영 플랫폼에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원격

강좌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 교육혁신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교수자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으며,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향상교육을 제공하고 있

음. 교수자는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교수

법 연수, 교수연수 제공, 우수교원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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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본평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 [2주기 평가요소 3.1.4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의신청서에 담당교수가 구체적인 정정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및 성

적 정정의 근거가 되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개선 권고

  ⇨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매 학기 성적입력 및 이의신청 등 성적처리에 

대한 협조문을 안내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학사공지를 안내하고 있음. 또한, 성적 이의신청

에 대한 자료를 개정하여 성적이의 신청 시 학생들에게 수정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  근거자료 : 3개년도 성적입력 및 이의신청 등 성적처리, 3개년도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자료, 3개년도 성적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처리 결과 보고자료, 성적 이의신청에 따른 

근거자료 등

￭ 교수자와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관련위원회와 평가회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결과

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3.1 학사관리

◦연도별 학사지원팀 운영계획 보고서에 따라 중도탈락 예방 통합 관리체계 4C(Caution, 

Consulting, Coordination, Care)에 따른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을 통해 개선하고 있음.

◦학습성과 부진 학생(장기결석자,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과 자체 상담, 교내 관리 프로그램,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취합하

여 성적향상자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계획 및 실행을 개선하고 있음. 또한 원활한 학생 

졸업을 위해 졸업학기를 남긴 학생들에 대한 학과의 수강지도를 운영하고 있음. ‘중도탈락 

예방 통합 관리체계 4C’를 통해 제적 및 자퇴생의 사유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

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미디어 기반 학생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사경

고와 장기결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여 대학의 도움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

영 등 관리하고 있음.

3.2 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 관련 업무의 전담부서인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는 담당직원이 교수역량 및 학습역

량 향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전문위원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음.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있어 위원회, 프로그램 평가회의 등을 통해 교수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간 부서 운영계획 수립 후 성

과 결과를 정리하며,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이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

계가 정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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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총평]

[3.1 학사관리]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신입생/편입생 대상의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시 홍보 및 전형방법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학칙, 학사내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출결시스템과 연계한 출결관리, 휴보강관리 등을 

통해 엄정한 수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원의 강의시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 및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의시수가 배정되고 있음.

￭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19학년도 95.5%, 2020학년도 96.1%, 2021학년도 91.7%로 기관평가 인증

기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장기결석자 및 학사경고자 상담, 

학사경고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복학예정자 학사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학칙, 학사내규,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등이 작성되고, 객

관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에게 성적 이의 제기 기회를 제

공하고, 학습성과 부진학생을 위한 ‘중도탈락 예방 통합 관리체계 4C’를 통해 제적 및 자퇴

생의 사유를 분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 규정과 지원인력 배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있으

며, 원격강좌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출결관리, 수업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스튜디오 증설, LMS 업그레이드, 실시간수업연동 및 원격지원 솔루션(webex) 제

공 등 다양한 지원과 관련 위원회에서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3.2 교수학습 지원]

￭ 교수의 강의역량과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 전담조직으로 교육혁

신지원센터를 구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별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7개, 2020년 20개, 2021년 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제도를 통한 프로그램 자문, 학생역량강화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성과분석,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음.

￭ 강의평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 표창, 저평가자 연수 및 강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MJC-ILC 교과목 운영, 교수

법세미나 및 강의컨설팅 등 다양한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위원회에서의 평가,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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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자체평가 결과 요약

￭ GO WITH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해 산학협력활동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가족

회사운영규정, 산학협력협의회운영지침이 있으며,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산학융합지원센터운영

규정,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운영규정, 현장연구일운영규정, 사회맞춤형교육운영규정, 연구비관리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명지드론센터운영규정이 있고,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

육센터운영규정, 지역사회협력·기여촉진에관한규정, 캠퍼스타운사업단운영규정, 창의융합교육

센터운영규정,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평가환류 관련 규정으로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성과관리센터규정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매년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

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족회사 운영, 산학협력포럼 개최, 교원현장연구일 운

영, 애로기술 지도, 산업체 연수, 산업체 재직자교육 등의 운영실적이 우수함.

￭ 취·창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 경력관리를 위한 학생역량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는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현장실습학기제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갖추고, 

현장실습 지원 전담조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으며,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라 전담인력으

로 팀장 및 전담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기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학과별 질적 제고 방안 조사 및 취합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서대문구), 공공기관, 일반고 및 특성화고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을 

위해 교육협력 및 협약체결을 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시설활용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학의 평생교육 전반(학점은행제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계약학과, 야구심판 양성과정, 드론자

격증, 스포츠댄스, 웃음치료사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실적이 있음.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4.1 산학협력

◦산학협력 활동 지원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산학협력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기자재선정

위원회, 산학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창업관리위원회,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산학협력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처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과 학과소속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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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점교원 임용 및 배치를 통해 산업체 연계 산학협력 활동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

업 연계를 위한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현장실습 연계를 위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명지드론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산

학협력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매년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족회사 운영, 산학협력포럼 개최, 교원현장연구일 

운영, 애로기술 지도, 산업체 연수, 산업체 재직자교육 등의 운영실적 우수함.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 창업지원센터규정, 잡카페

운영규정, 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캠퍼스타운사업단운영규정,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학생역량강화를위한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진로지도교수제운영규정, 취·창업관리위원회운

영규정, 진로·취업동아리운영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글로벌교육센터운영규정, 창업활성

화운영규정 등의 규정을 갖추고 있음.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취업 동아리 활동, 전산자격 취득 프로그램, 학과별 특화프로

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캠프 운영, 창업동아리 운영, 스타트업 볼트 프로젝트 프

로그램 운영 등 학생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실적이 우수함.

◦취·창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재학생 대상 만

족도 조사 및 역량개발 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환류(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차년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취·창업 운영성과(우수사

례)를 공유하고 있음.

4.2 현장실습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현장실습학기제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갖추

고, 현장실습 지원 전담조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으며,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라 전담

인력으로 팀장 및 전담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의 안전지원을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22조(학생안전 및 보호

조치) 및 현장실습학기제운영매뉴얼에 현장실습 문제발생시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이 규정되

고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현장실습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학기제운영매뉴얼을 설명

하고 있음.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수기공모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이를 현

장실습 설명회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4.3 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원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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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총평]

[4.1 산학협력]

￭ GO WITH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해 산학협력활동 네트워크 강화, 지역산업 연계, 

지역산업 지원에 대한 산학협력 관련 규정이 있으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명지드론센터, 창의

융합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취·창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 경력관리를 위한 학생역량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 진로·취업 동아리 활동, 전산자격 취득 프로그램, 학과별 특화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

그램으로 창업캠프 운영, 창업동아리 운영, 스타트업 볼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실적이 우수함.

[4.2 현장실습]

￭ 현장실습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기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학과별 질적 제고 방안 조사 및 취합 분석·평가를 산학융

합지원센터(현재의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개선 실적 등을 차년도 운

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4.3 평생교육체제]

￭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원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평생교육 지원조직으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과 조직에 맞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전

담인력 배치, 업무분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으며, 평생교육 지원조직으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과 조직에 맞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

춘 전담인력 배치, 업무분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서대문구), 공공기관, 일반고 및 특성화고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

을 위해 교육협력 및 협약체결을 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시설활용 등 다양한 

협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매년 대학의 평생교육 전반(학점은행제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계약학과, KBO 야구심판 양성과정, 드론자격증, 스포츠댄

스, 웃음치료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실적이 있음.

◦평생교육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 매년 대학자체감사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

고 있으며, 학습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강의평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선의견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50 -

  학생

자체평가 결과 요약

￭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학칙 등 제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

생복지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대표와의 간담회“ “총학생회 정기간담회” 등을 통

해 수렴된 의견을 즉시 또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로 2020년~2021년 대면 실적은 부족하나 온라인 게임대회 개최 및 메타버스 기반 등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함.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지원을 위해 보건실에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배치하

여 지속적으로 명지건강생활상담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학금의 경우 2018학년도 15.9%, 2019학년도 15.4%, 2020학년도 16.1%로 우수(충족기준 10% 상

회)하며, 또한 MJC마일리지포인트 장학금을 2019-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의 경

우 재학생(복학생 포함)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극복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학생행사(집단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학칙(제38조2(집단활동), 명지학원안전관리규정,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등과 집단활동 안전확보지침, 보건실운영지침 및 교육부

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에 근거하여 교내 주요행사(종합OT, 수련회, 종

합체육대회, 종합학술제 등) 시행 시 철저히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총학생회지도위원회를 

통해 매학년도 부서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를 심의 및 평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재학생 및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내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음.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 잡카페운영규정, 상담

센터규정, 학생역량강화를위한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명지인재양성시스템관리규정 등의 제규

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로상담(직업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상담심리

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운영위원회 및 학생진로·심리상담통합위원회를 통해 운영실적 

평가, 우수사례 선정, 만족도조사, 역량개발 요구조사 등을 통해 개선(환류)계획 등을 도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지원 규정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장애학생지원규정, 다문

화가족학생지원규정, 북한이탈주민학생지원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매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지원, 시설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평가결과(2017년도 대비 6.27점 오른 2020년도 74.99점)를 받았으

며, 2021년 장애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사업으로 장애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여 원격수업에 활

용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학술정보원운영규정, 도서관 장서선정 지침 등의 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배치 인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사서 등)에 의거 사서자격증 소

지자를 배치하고, 대학도서관 발전계획(5년) 및 2019학년도~2021학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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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를 통해 다양한(이용자교육, 전자정보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

며,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의 경우 2018학년도 32.5천원, 2019학년도 29.7천원, 2020학년도 26.0

천원을 구입하고 있음(충족기준 21.6천원 이상).

￭ 교사확보율 2019학년도 139.2%, 2020학년도 136.6%, 2021학년도 137.4%로 교사확보율은 100% 

이상이며, 교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간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교육부 내부 지침 및 시설 종류별 관련 법규 기준에 의해 관리

되며, 구성원 의견(부서, 학생대표 간담회, 온라인 민원접수 등) 수렴 또는 규정 및 법규에 따

라 2019학년도~2021학년도 안전관리(점검) 현황 및 실적(건축물, 소방, 연구실) 등을 통해 안전

관리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지침으로 정보보호관리규정, 정보보호조직운영지침, 인적보안지

침, 물리적보안지침, 자산관리지침, 암호통제지침 등이 있으며, 행정기록 관리는 정보보호관리

규정으로 관리되며, 보안장비 및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부 침

해사고 모의훈련을 통해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자체 위기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5.1 학생복지

◦학생활동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2019-2학기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MJC마일리지포인트 장

학제도의 경우 재학생의 핵심역량 및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마일리지포인트로 지급하여 합산 포인트가 우수한 학생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학생의 만족도 및 관심이 높은 장학제도이며, 학생

역량이력관리스템을 통해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학과 전임교

원 상담 및 잡카페 진로·취업상담시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어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함.

◦진로 및 심리상담을 위하여 진로상담(직업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상담심리사, 청소년상

담사, 임상심리사 등), 보건상담(간호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실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중 명지건강생활상담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22학년도의 경우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을 

최소화하고, 대면 학습권 확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전파로 예방 활동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함.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장애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사업으로 장애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여 원격수업 수강지원을 하였으며,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평가결과 2017년도 대비 6.27점 오른 2020년도 74.99점를 받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

생의 수업지원, 시설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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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총평]

￭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학칙 등 제규정이 있으며,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총학생회회

칙 등의 규정과 언론활동 보장을 위한 학보방송국규정 및 장학규정을 통해 학생복지를 지원하

고 있으며, 사무분장규정에 의거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 보건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지원

조직과 담당인력의 업무분장을 통해 학생활동 지원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지원 및 관리를 위해 보건실 운영지침을 2016년도에 제정하고, 필

요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실 전용 공간 및 2명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 2명을 배치하

고 명지건강생활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매학

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직업상담사 2급 이상) 

및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전

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진로 및 심리상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운영위원회 및 학

생진로·심리상담통합위원회를 통해 운영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 

및 역량개발 요구조사를 통해 개선(환류)계획 등을 도출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학술정보원운영규정, 도서관 장서선정 지침 등의 제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의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학술정보팀을 갖

추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및 업무분장 등에서 지원조직 추진체제가 반영되어 있음.

￭ 교사확보율 2019학년도 139.2%, 2020학년도 136.6%, 2021학년도 137.4%로 교사확보율 100% 이상

이고, 교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간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교육부 내부 지침 및 시설 종류별 관련 법규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지침으로 정보보호관리규정, 정보보호조직운영지침, 인

적보안지침, 물리적보안지침, 자산관리지침, 암호통제지침 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보고를 통해 준수하고 있음.

5.2 교육시설

◦2019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평가 결과 상호대차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학년도의 경우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자교육(온라인 시청) 방식을 동영상과 현장교육을 

융복합하여 운영한 결과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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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자체평가 결과 요약

￭ 교직원 인사관리는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교원 역량계발은 연구년제, 학술대회참가 및 각종 연수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직원 역시 직급별 직무교육, 신규직원 직무교육,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연수회 참

가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교직원 복지는 급여 지급수준이(교원 3년평균 46.8%, 직원 3년평균 23.9%)평가기준을 상회하고,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이용지원,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음.

2019 본평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 [2주기 평가요소 6.1.1 교원 인사관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교원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복(교무처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 권고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개정(2021년도 제9차 교무위원회 회의결과) : 위원장 교무

처장 ⇨ 기획실장으로 변경함.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 2019년 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위원 중복위촉 방지 및 인

사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 도모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일부 변경 위촉 ➜ 교원인사위원회 –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간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중복이 없도록 하였음

￭ [2주기 평가요소 6.2.1 직원 인사관리]

 교직원 징계(경고)시 세부 문서(회의록, 소명자료, 본인확인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개선 권고

  ⇨ 직원인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0조(징계 및 재심청구), 명지학원정관 88조(징계 및 재심청

구), 명지학원인사규정 제47조(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 제47조의4(재심청구), 제47조

의7(재심청구인의 진술권) 등 직원 징계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직원 징계 관련 기존 철 보완 후 [상벌 관련 철]에 연계하여 보관(비공개)하고 있음

우수사례 및 활용계획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계발

◦교직원 인사는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규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

◦교원역량계발은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급지급 및 우수사례 선정 등 교내외 연구활동을 행․재
정적으로 지원함

◦직원역량계발은 직급별 직무교육 및 담당업무에 필요한 역량계발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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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계발]

￭ 우리 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임용과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위

원회 구성을 통하여 교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직원의 역량계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갖

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임교원의 경우 국외파견, 산업체 연수, 산업체 현장연구일 및 연구

년 등을 실시하고, 직원의 경우 직업교육혁신 산학협력 포럼 및 진로·취업상담 역량강화 과정 

등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하여 대학발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4

개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역량계발의 동기부여에 활용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원의 연구･기술개발･창작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규정,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및 연구및학술활동지원 지침 등을 갖추

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수 0.2건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우수교원에게 연구상을 수여함으로

써 정책개발과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우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등록금 대비 교직원 인건비 비율 41.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음.

￭ 대학은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보수시행규칙을 갖추고 가족수당 

등 제수당, 종합건강검진 및 휴양시설이용지원 등 적절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함으로써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함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교직원 복지를 위해 교직원보수시행규칙 따른 각종수당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트레이닝실 이용지원 등 다양

한 복지지원제도를 제공

◦연가 이월제 및 연가보상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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