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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최소 기준값
대학 실적 판정2014 2015

2.1.6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비율(%) 0.2 5.37 5.69 충족
2.2.1 20명 이하 강좌개설 비율(%) 25 26.9 51.9 30.9 33.9 충족
2.2.1 101명 이상 강좌개설 비율(%) 2.5 1.88 1.20 2.36 2.40 충족
2.4.1 취업률(%) 45 60.9 62.2 충족
3.1.1 전임교원 확보율(%) 61 67.9 70.0 충족
3.1.3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50 43.2 37.2 44.1 44.7 충족
3.1.6 시간강사 강의료(원) 43,000 49,282.4 49,216.3 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실적(건) 0.50 0.467 0.381 미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실적(건) 0.10 0.467 0.455 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건) 0.35 0.438 0.362 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건) 0.05 0.458 0.446 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0.07 0.054 0.042 미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1,000 2,397.8 2,361.8 충족
3.1.7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10,000 30,001.2 35,585.1 충족
3.1.8 기술이전 건수(건) 4 13 8 충족
3.1.8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0,000 278,901 102,000 충족
3.1.8 국내특허 출원(건) 10 79 73 충족

I. 자체평가 개요
 

□ 자체평가 지표 및 결과

◯ 2015년 대학기관평가지표 활용하여 우리 대학의 학사행정, 교수·학습지원, 취·창업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등 대학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 진단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음

◯ 대학 전반에 걸친 점검을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동일한 지표 및 산출 공식을 사용하

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정량지표의 세부 데이터 값은 대학정보공시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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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최소 기준값
대학 실적 판정2014 2015

3.1.8 국내특허 등록(건) 5 37 46 충족
3.1.8 국외특허 출원(건) 1 13 11 충족
3.1.8 국외특허 등록(건) 1 1 1 충족
3.2.1 직원 1인당 학생 수(명) 70 68.1 63.5 충족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99.8 99.7 충족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 109.8 107.3 충족
4.1.1 교사확보율 100 116.3 115.9 충족
4.1.2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1.2 1.38 1.44 충족
4.1.3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2.5 7.46 7.31 충족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원) 188,385/188,685 190,526 207,363 충족
4.2.1 기숙사 수용율(%) 10 25.9 26.5 충족
4.3.1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 구입비(천원) 50 108.7 97.3 충족
4.3.1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명) 1.0 1.36 1.30 충족
5.1.2 등록금 의존율(%) 72 47.69 48.77 충족
5.2.2 교육비 환원율(%) 100 178.19 186.63 충족
5.2.3 장학금 비율(%) 10 16.00 17.18 충족

구 분 개선 방향

제도 개선

전임교원 담당강의
Ÿ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확대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체 개설강좌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담당비율 확대

강의규모의 적절성
Ÿ 강의규모의 적절성 제고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체 개설강좌 중 소규모 강좌

의 개설비율 확대
- 20명 이하 강좌비율 확대

성적관리 및 학생평가
Ÿ 성적부여 엄정성 강화
- 성적부여 등급(A ~ F)기준 조정
- 취득학점포기제도 강화

신규 시스템 
도입 수업관리

Ÿ 수업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
-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대단위 강좌의 수강생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출석부 망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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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 방향
- 휴·보강계 접수제도를 전산화하고, 이를 전자출결시스

템과 연동하여 단과대학 차원의 관리체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교육체계
Ÿ 교육체계 간 정합성 제고
- 교육목적-인재상-핵심역량 간 정합성 제고
- 핵심역량과 연계된 전공·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

그램 간 정합성 제고

구 분 개선 실적

성적관리

Ÿ [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선] 기존 제한 없는 취득학점 포기제도를 통해 학점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관련제도 개선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포기대상 학점 제한 없음 C+이하 교과목만 가

능
성적증명서 표기 별도 구분표기 없음 교과목에 [W]표기

재수강과목 상한 학점 제한 없음 A+ 취득 불가

수업 관리

Ÿ [수업관리 효율성 강화] 출결관리 및 결·보강계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중· 대
단위 강좌의 효율성을 강화 및 엄정한 수업관리 구현 

-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모바일 출석부 활용 >>> 수강생 출결관리 >>> 결석자 통계관리 >>> 
학과·전공별 소속 재학생 관리

- 결·보강계 전산화를 통해 관련서류 망실을 방지하고, 전자출결시스템과 연
동하여 보강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교육체계

Ÿ [교육체계 간 정합성 제고] 인재상과 핵심역량 재정립 및 구체화를 통해 교
육목적-인재상-핵심역량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에 적합한 교육과
정 개편의 기반 마련 

합리적 소통인 전문적 통섭인 창의적 실천인 선도적 세계인
인성
역량

의사
소통
역량

종합적
사고력

지식
탐구
역량

창의
역량

정보
활용
역량

글로컬
역량

리더십
역량

□ 자체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시스템,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대학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담당부서에서 관련사항을 개선토록 환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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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 실적

시설

Ÿ [보건실 환경 개선] 노후된 침상교체 및 추가 의료기구 도입 등을 통해 보
건실 환경 개선 추진

보건실 사진 1 보건실 사진 2

산학협력단
법인 분리

Ÿ [산학협력단 법인 분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실적을 제고
하고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조치   

- 법인분리 및 직제개편
개편 전 개편 후

산학협력단
글로컬캠퍼스지부

산학협력실
글로컬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산학관리팀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Ÿ [지적재산권 업무 고도화] 글로컬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특

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업무를 서울캠퍼스로부터 이관조치
- 2015.12.04.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인코드 통지서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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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인재상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력을 지닌 인간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신의를 지키는 인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배움을 즐기는 인간
⦁용기와 의지를 갖추어 지행이 일치하는 인간

미래지향적 전문인
⦁자신의 적성을 토대로 전문적 분야의 지식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인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진 인간
⦁전문분야에 대한 책임감과 통합적 안목을 갖춘 인간
⦁학문과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지닌 인간
⦁문화적 주체의식을 토대로 고유문화의 발굴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세계인과 교류하기 위한 실제적 능력과 다문화 이해능력을 갖춘 인간
⦁민족과 인류공동체에 대한 균형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 하는 인간

II. 평가결과
교육 목표

□ 교육목표

          

□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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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교육이념
      건전한 사상함양과

       인격의 도야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실천 

      국가동량의 인재양성

 으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교육목적
수월성있고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①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②미래지향적 전문인, ③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양성 

교육목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①긍정적이고 성실한 인성을 갖춘 지성인, ②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 ③글

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

인 재 상 ①합리적 소통인 ②전문적 통섭인  ③창의적 실천인 ④선도적 세계인

□ 인재상 정립: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와 연계

□ 인재상 정립: 교육부, 대학, 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반영 

◯ 문헌연구 및 인재상 및 핵심역량 관련 자료수집: 2015년 7월∼8월

◯ 타대학 인재상 정립에 대한 자문: 2015년 9∼10월  

◯ 사회흐름의 변화와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증진하는 지표로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중요

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부, 대학, 기업(지역포함),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하는 

글로컬 캠퍼스의 인재상을 도출함. 

誠 信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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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글로컬캠퍼스 보완점

교육이념 誠·信·義 동일

교육목표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동일

교육목적

긍정적이고 성실한 인성을 지

성인

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

동일

인재상

창의적 전문인

실천적 사회인

선도적 세계인

합리적 소통인

전문적 통섭인

창의적 실천인

선도적 세계인

우리 대학의 교시인 

誠, 信, 義를 강조한 

인성역량을‘합리적 

소통인’인재상으로 

확대 및 보완

□ 인재상 정립: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차별화된 인재상 반영 

◯ 우리대학 글로컬캠퍼스는 서울캠퍼스의 인재상인 창의적 전문인, 실천적 사회인, 선도적 

세계인에서 지역입지와 현실에 맞게 보완 및 확장시킨 인재상을 도출함. 즉, 전문적 지식

을 통섭할 수 있는 인재와 교육이념인 誠, 信, 義를 강조한 인성역량을 중요시하는 글로

컬캠퍼스만의 차별화된 인재상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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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글로컬캠퍼스 보완점

핵심역량

창의역량

종합적 사고력

성실성

소통역량

주도성

글로벌 시민의식

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지식탐구역량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본교의 6대 핵심역

량에서 8대 핵심역

량으로 확대 및 보

완

‘합리적 소통인’

을 인성역량과 의사

소통역량으로,‘전문

적 통섭인’을 종합

적 사고력과 지식탐

구역량으로,‘창의적 

실천인’을 창의역

량과 정보활용역량

으로 보완

자문위원 평가

A(내부) 우리대학의 실정에 맞는 인재상이 잘 정립됨

B(내부) 서울캠퍼스와 차별화되면서 지역입지와 현실에 잘 맞게 보완된 인재상임

C(내부) 소통, 통섭, 실천의 개념이 글로컬 캠퍼스의 인재상과 잘 맞음

D(내부)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적합도가 뛰어남. 

E(내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잘 들어감

F(외부) 인재상이 시대적, 환경들의 요구와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잘 조직화되었음

G(외부)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

H(외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탁월함. 인재상과 핵심역량의 적합성도 뛰어남

I(외부) 핵심역량의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인재상 정립: 수요조사 결과 인재상 반영

◯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및 교내 재학생, 학부모, 산업체 직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

재상과 핵심역량 정립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인재상 및 핵심역량 선정에 반영함.

◯ 전문가 자문

¡ 자문 의뢰일: 2015년 11월 17일∼11월 22일

¡ 자문 인원: 내부자문위원 6명, 외부자문위원 4명 (총 10명) 

¡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적합성 분석 

- 정량평가: 자문 의뢰한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대한 적합성이 4.20점(5점 만점)으로 나옴. 

글로컬 캠퍼스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정성평가: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이 적합함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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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수요조사 

¡ 조사기간: 2015년 11월 4일∼12월 17일

¡ 대상: 재학생 294명, 학부모 196명, 산업체 직원 224명, 교직원 103명 (총 817명)

¡ 인재상 적합성 분석: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음 (5점 만점)

구분 합리적 
소통인

전문적 
통섭인

창의적 
실천인

선도적 
세계인 전체

교직원 4.19 4.06 4.25 4.02 4.13

산업체 4.16 3.96 4.16 3.92 4.05

학부모 3.73 3.71 3.82 3.71 3.74

재학생 3.49 3.38 3.47 3.31 3.41

전  체 3.89 3.78 3.93 3.74 3.83

¡ 핵심역량 적합성 분석: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음 (5점 만점)

구분
의사
소통
능력

인성 종합적
사고력

지식
탐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창의력
글로벌
시민
의식

주도성 전체

산업체 4.33 4.25 4.19 3.99 4.13 4.16 3.99 4.03 4.13

교직원 4.06 4.08 3.95 3.98 3.88 4.02 3.85 3.99 3.98

학부모 3.74 3.88 3.77 3.73 3.77 3.76 3.69 3.71 3.76

재학생 3.47 3.52 3.51 3.47 3.46 3.44 3.36 3.39 3.45

전  체 3.90 3.93 3.86 3.79 3.81 3.85 3.72 3.78 3.83

◯ 결과 반영

¡ 인재상에 대한 적합성: 재학생, 학부모, 산업체, 교직원 대상에 대한 인재상의 적합성 점

수가 전체 3.83점으로 나옴. 특히 교직원에 대한 인재상의 적합성 점수가 4.13점으로 가

장 높게 나와 인재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핵심역량에 대한 적합성: 재학생, 학부모, 산업체, 교직원 대상에 대한 핵심역량의 적합

성 점수가 전체 3.83점으로 나옴. 특히 산업체 담당자에 대한 핵심역량 적합성 점수가 

전체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와 핵심역량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또한 핵심역량에서 

인성영역이 적합성과 중요성이 높게 부각된 결과는 글로컬캠퍼스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정립의 취지에도 잘 맞다고 판단됨.

¡ 최종 수정: 핵심역량의 적합성 점수가 가장 낮은 주도성(7위)과 글로벌 시민의식(8위) 영

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함. 이는 전문가의 자문의견과 일맥상통함. 최종적으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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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인성역량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성품 및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관과 

같은 인격적 
자질 

도덕성-이타성 개인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태도

도덕성-책임감 사회적 헌신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정직성 거짓이나 숨김없는 참되고 바른 태도

성실성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끈기있게 수행하는 
태도

긍정성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과 미래에 대한 낙
관적인 태도

자기존중감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의사소통
역량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청능력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깊게 듣는 
능력

자기표현능력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대화나 글을 통해 정확
하게 표현하는 능력

은 글로벌역량과 로컬역량을 통합한 글로컬 역량으로 수정, 주도성은 리더십역량으로 수

정했음. 또한 ○○능력으로 끝난 핵심역량의 용어들을 ○○역량으로 모두 수정했음.

인재상 및 핵심역량 최종 선정

◯ 인재상 Ⅰ. 합리적 소통인-핵심역량별 하위요인

¡ 인성역량: 도덕성-이타성, 책임감, 정직성, 성실성, 긍정성, 자기존중감의 6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됨

¡ 의사소통역량: 경청능력, 자기표현능력, 공감능력, 대인갈등해결능력, 정서적 유대감의 5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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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하는 
능력

공감능력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
상을 바라보는 능력

대인갈등해결능력
상대방과 의견충돌이 있을 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
력

정서적 유대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종합적

사고력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통합하는 
능력

문제해결력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 분석력

대상을 논리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생활과 연결지어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력
정보를 비교, 분석, 평가하여 종합적인 결론

을 제시하는 사고능력

고차원적 사고력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전제로 문제해결과정
을 계획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과정
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사고능력

지식탐구
역량

지식 
습득과정

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

목표설정

학습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

게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

력

탐구적 몰입

학습상황에서 시간감각이나 주변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학습에만 주의 집중하는 

능력

학업과제수행
과제를 수행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하는 능력

학업성찰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신의 학습태도를 

점검하여 스스로 반성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능력

학습전략활용

학습상황에서 학습내용을 활성화하거나 재구

조화하면서 학습활동을 통제하고 평가하며 

점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

◯ 인재상 Ⅱ. 전문적 통섭인-핵심역량별 하위요인

¡ 종합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논리적분석력, 통합적사고력, 고차원적사고력의 4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됨

¡ 지식탐구역량: 목표설정, 탐구적 몰입, 학업과제수행, 학업성찰, 학습전략활용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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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창의역량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물을 
바라보며 
개념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

독창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점
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하며 유연하게 대처
하는 능력

융통성

사물과 사건을 참신하고 독특한 시각에서 바
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산출하는 
능력

호기심
생동감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과 관심
을 가지며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능력

개방성

기존의 사고의 틀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자 
하는 능력

실행력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과를 현실에서 창출해
내는 능력 

정보활용
역량

문헌정보, 
영상정보, 
전자통신정

보, 
체험정보 등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분석, 
재구성 및 
창출하는 
능력

정보요구능력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파악·결

정하는 능력

정보검색능력
개념의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주

제에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정보분석능력
검색된 정보와 기존지식을 비교하고 통합시

키며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정보기술 및 
실천능력

정보를 재구성하여 생활에 적용하고 새롭게 

실천하는 능력

정보윤리성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올바

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규범적 능력

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글로컬

역량

글로컬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 

외국어활용능력
세계화시대에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외국
어와 관련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

문화적개방성 다른 나라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 인재상 Ⅲ. 창의적 실천인-핵심역량별 하위요인

¡ 창의역량: 독창성, 융통성, 호기심, 개방성, 실행력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 의사소통역량: 정보요구능력, 정보검색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기술 및 실천능력, 정보

윤리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 인재상 Ⅳ. 선도적 세계인-핵심역량별 하위요인

¡ 글로컬역량: 외국어활용능력, 문화적개방성, 글로벌활동, 공동체의식, 지역시민의식의 5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 리더십역량: 동기부여, 행동유도, 통찰력, 결정력, 도전력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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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인 정의

및 전세계와 
연결된 
연대감을 
갖는 태도

존중하여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능력

글로벌활동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쌓기 위
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공동체의식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전제로 공동체
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다하는 성향(국가)

지역시민의식
지역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
치관과 태도(지역사회)

리더십

역량

자발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고 
상황을 

이끌어나가
는 능력

동기부여

상대방의 가능성을 격려하고 목표달성의 의
지를 높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행동유도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
록 이끌어 가는 능력

통찰력

팀 또는 상대방의 특성과 맥락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결정력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팀을 올바른 방
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도전력

직면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새로운 기
회를 가치있는 도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 GLOCAL TREE 인재상 도출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인재상을 이미지화한 GLOCAL TREE 인재상을 도출함.

◯ 나무의 뿌리부분은 인성 영역인‘합리적 소통인’에 해당됨.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성실, 근면, 정직, 도덕성 등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적인 성품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야만 앞으로 글로벌 사회인으로 

역량을 발휘해나감. 우리대학 대표인재상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재를 의미함. 

◯ 나무의 줄기부분은 전문성 영역인‘전문적 통섭인’에 해당됨. 

     줄기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땅 위로 계속 높게 자라며, 그 굵기는 해마다 증

대해 나가는 특징이 있음. 인성을 기초로 우리대학 학생들은 4년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교

육과정을 통해서 교양·인문 및 전공지식을 탐구하여 전문적 지성인으로 성장·발전해나

가는 것을 의미함. 

◯ 나무의 열매부분은 창의성 영역인‘창의적 실천인’에 해당됨. 

     살아숨쉬는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듯이 독창적인 사고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실제로 

정보자원들을 처리·활용하며 생산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함.

◯ 나무의 가지부분은 주도성 영역인‘선도적 세계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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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핵심역량 최저∼최고점수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30∼150점 5 6 30

의사소통역량 30∼150점 5 5 30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30∼150점 5 4 30

지식탐구역량 30∼150점 5 5 30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30∼150점 5 5 30

정보활용역량 30∼150점 5 5 30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역량 30∼150점 5 5 30

리더십역량 30∼150점 5 5 30

전 체 40개 240문항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

하는 인재를 말함. 다양한 세계인들이 모여 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듯이 다문화를 이해하

고, 외국어능력을 키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인재를 말함.

□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 진단도구 자체 개발 

◯ 핵심역량 진단도구 자체 개발: 2015년 12월, 총 240문항

◯ 재학생 핵심역량 예비진단 시행 

¡ 실시일: 2015년 12월 28일∼12월 31일

¡ 실시인원수: 3,790명(12월 31일 09: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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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분석 결과보고서: 2016년 1월 예정

- 핵심역량 진단 도구 타당성 검증: 2016년 예정

- 신입생 대상 핵심역량 자체 진단시행: 2015년 3월 예정 

- 핵심역량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2016년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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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발전계획

◯ 대학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

¡ 대학발전계획 개요

¡ 「i-smart 건국 2020」중장기 계획(2011-2020)

- 대학의 위기 상황 인식

대학간 경쟁심화 대학 경쟁력 하락 능동적 대응력 취약

입학자원 감소

고등교육시장 다양화

입시경쟁률 저하, 취업률 

저하, 편입학 충원율 하락, 

특성화 미흡

대학구조조정 본격화, 정부 

정책변화에 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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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및 조사방법 분석 및 조사내용

여건
분석

대외
- 거시, 미시, 타 대학 비교 분석
- 향후 전망 자료, 통계 자료, 타 

대학 알리미 자료 활용
-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석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확대
-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
- 교육부 정원감축 정책으로 사립대

학의 재정 부담 가중
- 학령 인구 감소
-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입학 자원 감소
- 미래 국가전략기술 부상
- 융복합 기술의 확대 현상

대내
- 내부역량 및 내부 경쟁력 분석
- 본교 내부 자료와 타 대학 자료 비교
-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석

- 재학생 중도탈락률 증가
- 국제교류 실적 특정지역 편중
- 사회봉사 프로그램 미흡

- 학사구조 개선 – 2013학년도 혁신적 구조조정(모집단위 변동률 72%)

구  분 내  용

개선방향 - 개선방향 1 : 산업계 및 교육수요자의 니즈에 부합
- 개선방향 2 : 지방소재 분교만의 차별화된 특성화 대학·학부(과) 집중 육성

개선내용

- 단과대학 구조변경
∙ 폐지, 신설, 명칭변경, 현행유지
- 학과(전공) 구조변경
∙대상별 : 퇴출, 구조조정, 정원감축
∙유형별 : 신설, 통합, 명칭변경, 분리

의견수렴
- 기간 1년(2011.5~2012.4)
- 계열별 발전위원회, 학과(전공), 학생 의견 수렴
- Only One 특별위원회를 통한 학사구조 개선안 도출

¡ 「PRIDE KONKUK GLOCAL 2016」중기 계획(2013-2016)

- 기본방향

Ÿ 「i-SMART 건국 2020」의 실행 계획

Ÿ 「RENAISSANCE KONKUK 2031」의 실현을 위한 발전 계획

¡ 대내외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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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대
외

학부모 - 간담회(취업지원센터) -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미흡

동문 - 간담회(대외협력처) - 대언론 홍보 부족
- 글로벌 역량 부족

지역사회 - 간담회(대외협력처) - 지역산업친화형 인재 양성 필요

산업체 - 설문조사(발전계획위원회)
- 간담회(산학연구처)

- 공동기술 연구 확대 필요
- 산업체 수요 반영 교육과정 설치 

요망

대
내

학생 - 설문조사(발전계획위원회)
- 간담회(학생복지처)

- 실무중심 전공교육 필요
- 해외대학과의 교류 미흡
- 글로벌 교육체계 부족

교직원 - 설문조사(발전계획위원회)
- 간담회(총무처)

- 편중화된 연구지원 체계
-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 행정수요자 만족도 저조

◯ 대학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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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

¡ 전략목표 및 방향

- 전략목표

Ÿ SWOT분석과 대학 주요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들

이 내부 워크숍을 통해 발전목표를 논의하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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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발전목표는 2016년까지 지역거점대학 진입

Ÿ 충북원 1위 대학의 지표값을 기준으로 세부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

지표명
2012년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9.7:1 10:1 10.5:1 11.5:1 11.5: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9.7 99.8 99.9 100 10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20.1 20.0 19.0 19.0 19.0
중도탈락률(%) 2.9 2.7 2.9 2.9 2.9
재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1,245 1,300 1,450 1,600 1,600
취업률(%) 50.2 52.0 54.0 56.0 56.0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28,618 40.000 70,000 92,000 92,000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편) 0.5 0.6 0.8 1.0 1.0

- 전략방향

Ÿ 균형적인 대학발전을 위해 5개 중점 영역(교육, 연구, 국제화, 사회공헌, 대학경영)으

로 구분

Ÿ 전문위원들이 내부 워크숍을 통해 전략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선정

5개 영역 영역별 전략방향

교육 영역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구현
연구 영역 인류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 연구경쟁력 강화

국제화 영역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회공헌 영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긍심과 우애의 건국 공동체 건설
대학경영 영역 성과 중심의 대학 경영시스템 혁신

¡ 핵심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

- 핵심과제 도출

Ÿ 5개 영역교육, 연구, 국제화, 사회공헌/평판, 대학경영)에 대해 핵심과제 도출

Ÿ 영역별 전략방향을 고려하여 각 행정부서 및 학과는 핵심과제 후보군 제출

Ÿ KU발전계획위원회 각 분과에서 검토하여 핵심과제 선정

Ÿ 영역별 분과위원회에서 평가 후, 우선 순위가 높은 순으로 실행과제 선정

- 실행계획 수립

Ÿ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

Ÿ 실행계획을 접수

Ÿ 발전계획위원회 각 분과에서 심사

Ÿ 세부 실행계획은 중점사업위원회에서 각 부서 또는 학과에 실행계획안 요청

Ÿ 위원회에서 수정 보완 후 예산과 주관부서 확정

Ÿ 연도별 실행과제명과 실행계획 예산확정 및 지원

◯ 교육여견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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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계획

- 주관부서는 실행계획을 추진

- 실행과제 추진 내용을 매주 발전계획 TFT가 상시점검(교무위원회 업무보고)

- 매년 2월경 주관부서는 실행과제 성과 집계 후 발전계획위원회에 보고

- 실행과제 결과보고서를 대학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 위 발전계획위원회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

-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발전계획위원회가 차년도 실행계획 수립

¡ 예산 배정 절차

◯ 학사구조 개편

¡ 개편 기본 방향

     [학사구조개선 실적]

- 서울캠퍼스와 차별화된 글로컬캠퍼스만의 학사구조 개편

-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건분석 : 2년간 130여회의 간담회 및 면담 실시

내용 변경 내역

명칭변경 정원조정,

학부 및 학문단위

신설 통합

명칭변경 : 디자인조형대학 → 디자인대학

학부신설 : 패현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학부

전공신설 : 영상디자인전공

정원조정(증원) : 시각영상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신설·통합 : 시각정보디자인 + 광고영상디자인 → 시각광고디자인전공

정원조정,

학부 및 학과단위

조정

조정 : 자연과학대학의 식품생명과학부/응용화학전공

       → 의료생명대학으로 이동

학과신설 : 응용생화학전공 + 응용화학전공  → 의생명화학과

공공인재분야 경찰학과

융복합 학문분야 녹색기술융합학과, 다이나믹미디어학과

Only One 분야 관세물류전공, 영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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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계획]
- 경쟁력없는 학과(전공)에 대한 환류계획

Ÿ 중기발전계획인 「PRIDE KONKUK GLOCAL 2016」 실행 후 성과를 면밀히 평가

Ÿ 입시경쟁률, 취업률, 중도탈락률, 편입생 충원률 등을 감안하여 평가

Ÿ 글로컬 캠퍼스 생존전략 차원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구책 마련

- 학사구조개선에 따라 특성화분야 집중 지원 육성

Ÿ 입학자원감소에 따른 지속적이니 정원조정 및 감축

Ÿ 주기별 대학구조개혁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차별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변모

◯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 환류체계

¡ 환류내용

-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Ÿ 실행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적을 점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주기적 성과

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Ÿ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실행과제에 대한 서면평가

Ÿ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조정처는 각 실행과제에 확대, 유지, 축소, 종료, 주관부서 

변경 등의 조치

- 실행계획 환류체계 내용

Ÿ 성과미달(목표 미달 또는 일정 지연)의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

고, 차 순위 사업 추진



23

Ÿ 성과초과사업은 목표나 일정을 조정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Ÿ 차년도 추진계획은 전년도 추진 성과(목표달성 또는 미달)를 분석하고, 전체 일정과 

목표에 맞춰 수정 보완

Ÿ 기획조정처가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각 과제의 주관부서 및 학문단위의 평가에 활용

하고 교원 및 직원의 개인평가에 활용

Ÿ 실행과제에 대한 환류 조치 내용(사례)

사 례 목교 대비 성과
평가 내용
조치 사항

사고와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클리닉 ∙참여인원 45명 → 180명 ↑ ∙ 소규모 예산 대비 우수한 성과

∙ 확대 : 예산 2백만원 → 4백만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웹 접근성 준수율 63.6%
   → 100% ↑
∙홈페이지 로딩속도 1초
   → 0.483초 ↓

∙ 웹 접근성 향상, 홈페이지 로딩
속도 단축 등 목표 성과 달성

∙ 목표달성으로 사업 종료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

∙이용자 424,225명
   → 430,000명↑
∙Web DB이용 160,993건
   → 201,398건 ↑

∙ 중원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화 사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확대 : 예산 5억원 → 6.43억원

□ 특성화계획

◯ 특성화 분야

¡ 특성화 계획 수립 배경

- 「i-SMART 건국 2020」과 「PRIDE KONKUK GLOCAL 2016」에 따른 특성화 전략 수립

-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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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계획 수립 과정

- 기존 강점 대상

Ÿ 특성화 유망분야는 2011~2013년 시행된 학사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선정

Ÿ 대·내외 여건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전략적 집중 육성 대상

- 특성화 선정 원칙

Ÿ 기존 강점분야 : 유지

Ÿ 전략적 집중육성 대상 분야 : 경쟁 심사

¡ 특성화 선정 분야

특성화 

유형
분야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과 및 전공명

기존
강점
대상

바이오
[의료생명대학]
의생명화학과, 생명공학과, 의
학공학부

응용생화학전공, 응용화학전공, 
생명공학과, 의학공학부

디자인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부, 시각영상디자인학부, 실내
디자인학과, 회확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도자디자인전공, 
금속디자인전공, 시각광고디자인
전공, 영상디자인, 실내디자인학
과, 회화학과

전략적 
집중육성 

대상
신설
Only One 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국
제비즈니스대학], [공공인재대
학], [과학기술대학]

경착학과, 다이나믹미디어학과, 
관세물류전공, 영어학과, 녹색기
술융합학과

◯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특성화 Road-Map

- 대폭적 학사구조개선에 따른 특성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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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 강점 분야인 바이오분야, 디자인분야 중심의 특성화계획 수립

Ÿ Only one 분야 신설학과의 특성화계획 수립

¡ 특성화 계획 체계도

◯ 환류

¡ 환류시스템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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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환류시스템은 계획(P) → 실행(D) → 평가(C) → 조치(A) 순으로 체계화

- 추진성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환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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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연계성

□ 교육과정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 우리 대학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는 유능한 선도자 양성」이라는 건학

정신 아래 「국가 동량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목적과 교육목

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목적에서 제시된 「세계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인재 양성」은 교육목표 「전인적 인

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의 인재상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역량기반으로 연계되어 

편성됨. 합리적소통인의 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전문적통섭인의 종합적 사고력, 지식탐

구역량, 창의적실천인의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선도적세계인의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에 따라 비교과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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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정책 및 편성은 대학의 인재상 및 학문적, 시대적,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전공) 

및 단과대학의 요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비교과과정, 교양, 전공교과목을 개편, 신

설, 폐지하고 있음

◯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과(전공)의 교육목표도 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 연계성과 일관성은 국제비즈니스대학의 교육목표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국제적인 비즈니스 인재 양성」에 잘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하위 국제통상학전공의 교육목표 ①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컬 무역인 

양성, ②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 양성, ③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인적 인

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드러나 있음. 국제통상학전공의 교육목표 중 ①글로컬 

무역인 양성은 교육목표 「미래지향적 전문인 양성」, ②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

재 양성은「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양성」, ③전인적 인재 양성은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양성」과 연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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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핵심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다문화/저소득층 가정 아동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현장교육서비스 

프로그램, KU봉사단, 돌봄 봉사단, 봉사활동-LOVE, 봉사활동-다솜모아, 

장애학생대상 멘토링 

의사소통
역량

인문클리닉,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화성남과 금성남의 콜라보, 양성

평등상담, 기숙사학생 및 외국인학생 심리극, 성문화특강. 토론소모임, 

글쓰기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투자소모임, 자소서클리닉, 면접클리닉, 공공인재양성프로그램, 취업SOS

프로그램, 자격증대비반

지식탐구
역량

학습상담, 학습법특강, 학습워크숍, 학술소모임, 리포트 및 프로젝트 경

진대회, 논문작성법세미나, 랩뷰소모임,  라이노교육, 학술소모임, 학생

학술대회, 비교과특수연구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창업소모임, 공모전소모임, 미디어문예창작모임, 캘리그라피, 포트폴리

오경진대회, 창업경진대회, 사진공모전, KU독후감공모전, 디자인역량교

육

정보활용
역량

엑셀실무, 영상편집강좌, 프레젠테이션활용법, 빅데이터활용법, 인디자

인활용법, HTML5 기술을 이용한 SNS활용법, 소셜네트워크 어플 완전

정복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 
역량

원어민중국어회화, 원어민영어회화, 영어독서클럽, 해외문화탐방, 뉴프론

티어 문화체험, 신입생충주문화탐방 

◯ 인재상기반 핵심역량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과 연계된 비교과 교육과정 개편 및 통합관리

¡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부족한 역량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

램 개발 및 편성이 필요함.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개편 및 보완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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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역량

리더십학생간부 해외봉사, 현장참관프로그램 

추진내용 일 정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2차 전수조사 2015년 12월

비교과통합 관리위원회 구성 2016년 1월 예정

비교과통합인증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ACE대학 방문 및 자문 2016년 1월 예정

비교과통합인증시스템 개발 2016년 3월∼8월 예정

비교과통합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6년 9월 예정

인재상 핵심역량 교양 교육과정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삶의 철학과 성신의, 사회봉사, 심리학의 이해, 인간과 복지

의사소통
역량

사고와 글쓰기, 대화의 기법, 언어의 세계, 한국어고급표현, 한국어작문, 

한국어회화, 생활한국어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논리와 비판적사고, 다양성과 통합, 생활속 경제이야기, 인문학고전읽기, 

과학의 이해, 기후변화와 조경, 현대생명공학, 화학의 세계

지식탐구
역량

논문자료탐색과 작성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창의적 사고논리의 이해, 광고영상의 세계, 디자인으로본 건축예술, 디

자인이야기, 뮤지컬의 이해, 미술실기의 기초, 생활디자인입문, 연극의이

해, 클래식음악여행, 미디어와 스토리텔링

정보활용
역량

컴퓨터활용, 앱과 프로그래밍, 오피스기초, 학술정보의 탐색 및 활용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 
역량

교양시사영어, 독일어기초, 러시아어기초, 스크린영어, 영미문화산책, 영

어회화, 일본문화산책, 일본어초급, 중국어초,중급, 프랑스어기초, 민주

주의와 시민의식, 세계정세 바로보기, 영어뉴스청취

리더십 
역량

성공하는 대학생의 비전리더십, 창업과 경영, 기업활동과 법률, 경영학

의 기초, 기업과 비즈니스, 한국정치와 미래

  
¡ 대학교육혁신원의 성과평가인증부에서 교내 비교과교육과정을 전담하여 통합관리 및 인

증시스템 구축 추진 중임.

 
◯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 교육과정 

¡ 교양교육원을 중심으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과 연계된 전공 교육과정

¡ 전공별 교과목과 핵심역량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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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핵심역량 교양 교육과정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교육봉사, 보육과정, 아동복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의사소통
역량

아동상담, 보육실습, 아동문학, 유아언어교육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유아논리 및 논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및교육사, 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유아과학교육, 놀이이론과 교육, 

특수아교육, 인지이론과 교육, 유아연구방법

지식탐구
역량

교직독서, 교재연구 및 지도법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유아음악교육, 기악, 유아미디어교육, 유

아미술교육, 유아동작교육

정보활용
역량

교육평가 및 통계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 
역량

유아사회정서교육, 교육사회

리더십 
역량

유아교육운영관리, 유아사회정서교육, 아동안전관리, 교육실습, 교직실

무, 부모교육

교육이념
세계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목표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미래지향적 전문인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인재상
⦁합리적 소통인 ⦁전문적 통섭인 ⦁창의적 실천인  ⦁선도적 세계인

핵심역량
인성역량·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지식탐구역량 창의역량·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리더십역량

 

¡ 강의계획서에 교과목별 핵심역량 기재 추진 예정

□ 교양교육과정의 목표

◯ 성·신·의(誠信義)의 교시를 바탕으로 ‘성실’과 ‘신의’의 품성을 함양하고 역사의식 

고취를 통해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가치관을 확립한다.

◯ 국제화 및 네트워크 시대의 소통능력을 위해 글쓰기를 통한 논리적 사고배양,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강화,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능력을 중점적으로 기른다.

◯ 글로벌 시대에 다언어적 소양과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 및 자연의 제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와 예술의 미적감성을 겸비한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한다.(2015

학년도 요람)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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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허교양 
「삶의 철학과성신의」
「세계속의한국사」
「사고와글쓰기」

⦁ 글로컬 교양
「사회봉사」
「대화의기법」 
「대학생활지도」
「자기개발과의사결정역
량」

 

⦁글로컬교양 
「영화로 경제 읽기」
「다양성 통합」
「문화유산의 이해」
「인문학고전읽기:서양명작」
「인문학고전읽기:동양고전」

⦁상허교양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컴퓨터활용1｣
 ｢컴퓨터활용2｣

⦁자율선택영역
「미래산업과직업선택」
「취업정보분석과전략」
「창업실무」

⦁상허교양
KUGEP 영어교과목 신설
(필수 총 8학점) 

⦁글로컬교양
「성공하는대학생의비전리더쉽」
「민주주의와시민의식」 

⦁자율선택영역
「으뜸기업CEO특강

영  역 교  과  목 과 목 수(학점) 이수요건

상허
교양

(필수)

인성 사고와글쓰기, 삶의철학과성신의, 세계속의한국사 3(6) 6학점
국제화 KUGEP1, KUGEP2, KUGEP3, KUGEP4 4(8) 8학점

능력개발 진로설정과경력개발, 컴퓨터활용1, 컴퓨터활용2 3(6) 4학점
소 계 10(20) 18학점

글로컬
교양

(선택)

글로벌․문화 교양시사영어, 대화의기법, 실용한문, 일본어초급 등 
37개 교과목 37(74) 2학점

인문사회 문학의이해, 미학개론, 창업과경영, 한국사특강 등 38개 
교과목 38(75) 2학점

자연생명 미래의과학, 약과건강, 오피스기초, 화학의세계 등 27
개 교과목 27(54) 2학점

예술체육 대중예술의이해, 뮤지컬의이해, 디자인이야기, 체력육성
법 등 30개 교과목 30(60) 2학점

□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현황

◯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상허교양, 글로컬교양, 자율선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음.

◯ 상허교양은 인성 함양, 논리적 사고 및 의사소통능력 배양, 글로벌 언어능력의 함양을 통

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학습능력과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의 육

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글로컬교양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율선택은 대학생활 적응 및 만족도 제고, 취창업 관련 능력 제고 등의 대학생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대학의 인재상을 실현하되, 학문·사회·시대·학생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핵심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ISEP(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Program) 과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전문 교양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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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  과  목 과 목 수(학점) 이수요건
소 계 132(263) 8학점
합  계 142(283) 26학점

구  분 교양 학점(A)
전공 학점 자유선택 

학점(C)
졸업이수 학점
(D=A+B+C)단일전공

(B) 복수전공 부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공통) 26 66 40 24 32 124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26 66 40 24 48 140

디자인대학 26 66 40 24 40 132
국제비즈니스대학(공통) 26 66 40 24 32 124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영학전공) 26 66 45 24 32 124
공공인재대학(공통) 26 66 40 24 32 124
공공인재대학
(유아교육과) 26 66 0 0 48 140
과학기술대학 26 66 40 24 40 132
의료생명대학(공통) 26 66 40 24 40 132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 26 111 0 0 3 140

대  학
선택필수 선택교양=자유선택학점

계(C=A+B)
총 개설 영역수

총 개설과목(학점)
총 이수 영역수

총 이수 학점(A)
비율(%)(A/C)×100

총개설영역수
총개설과목(학점)

총이수영역수
총이수학점(B)

비율(%)(B/C)×100

□ 교양교육과정의 이수체계

◯ 교양 교육과정은 ‘상허교양(교양필수)’-기초교육, ‘글로컬교양(교양선택)’-교양교육, 

‘자율선택(자유선택)’-소양함양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5.12기준)

◯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 이수체계는 상허교양의 세 영역에서 18학점, 글로컬교양의 네 영역

에서 각 영역별 2학점 이상을 선택·이수하여, 총 7개 영역에서 최소 26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글로컬교양은 글로벌언어문화(24과목), 인문사회(36과목), 자연생명(24과목), 예술체육(29과

목)으로 총 132과목(264학점)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학문영역별 고른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유선택과목은 다양한 특강, 대학생활지도 면담, 취창업 관련 교양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생활과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의 함양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 교양교육과정 졸업학점 최저이수 기준은 전체 단과대학에 걸쳐 균등하게 운영되고 있으

며, 자유선택학점은 단과대학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2.1.2-3] 단과대학별 교양학점 이수 기준(2015학년도 요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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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선택필수 선택교양=자유선택학점

계(C=A+B)
총 개설 영역수

총 개설과목(학점)
총 이수 영역수

총 이수 학점(A)
비율(%)(A/C)×100

총개설영역수
총개설과목(학점)

총이수영역수
총이수학점(B)

비율(%)(B/C)×1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공통) 7 142

(283) 7 26 44.8 4 132
(263) 4 32 55.2 58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다이나믹미디어학과) 7 142

(283) 7 26 35.1 4 132
(263) 4 48 64.9 74

디자인대학 7 142
(283) 7 26 39.4 4 132

(263) 4 40 60.6 66
국제비즈니스대학 7 142

(283) 7 26 44.8 4 132
(263) 4 32 55.2 58

공공인재대학(공통) 7 142
(283) 7 26 44.8 4 132

(263) 4 32 55.2 58
공공인재대학
(유아교육과) 7 142

(283) 7 26 35.1 4 132
(263) 4 48 64.9 74

과학기술대학 7 142
(283) 7 26 39.4 4 132

(263) 4 40 60.6 66
의료생명대학(공통) 7 142

(283) 7 26 39.4 4 132
(263) 4 40 60.6 66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 7 142

(283) 7 26 89.7 4 132
(263) 4 3 10.3 29

□ 외국인 유학생 전담 교양교육과정(IESP)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에 의거해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경우 

우수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음

◯ ISEP(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Program) 과정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교양과

정으로 현재 1학년 한국어 교양과정과 2학년 일반교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유학생 교양전담 교수자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학년도부터 2명을 충원으로 총 5명의 전문 교수진이 유학생 전담 글쓰기와 

교양교과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ISEP(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Program)교과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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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1학년

1학기

(16학점)

TOPIK중급 2 2

한국문화산책1 2 2

사고와 글쓰기1 2 3

실용한국어1 2 2

생활한국어1 2 2

한국어회화1 2 2

한국어작문1 2 2

한국어고급표현1 2 2

2학기

(16학점)

TOPIK고급 2 2

한국문화산책2 2 2

사고와글쓰기2 2 3

실용한국어2 2 2

생활한국어2 2 2

한국어회화2 2 2

한국어작문2 2 2

한국어고급표현2 2 2

2학년

1학기

(16학점)

영어회화1 2 2

스크린영어 2 2

컴퓨터활용1 2 2

운동과 건강관리 2 2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2 2

생활속의 과학 2 2

창의적 사고논리의 이해 2 2

대화의 기법 2 2

2학기

(16학점)

영어회화2 2 2

영어프리젠테이션 2 2

컴퓨터활용2 2 2

운동과다이어트 2 2

미래산업과 직업선택 2 2

대중예술의 이해 2 2

심리학의 이해 2 2

문학과 광고 2 2

◯ ISEP 교과목 환류체계 구축 : 2015년도에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중국어로 된 강의만족

도조사를 실시하여,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ISEP 교과목의 운영 및 교수법을 개선 함.

◯ ISEP 교과목 담당교수 및 교직원 전체 워크숍 실시(2015.상반기)   

□ 교양교육과정 운영 성과

◯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을 위해 전임교수 충원, 행정인력 보강 및 운영의 체계화, 교양교육

연계 지원체제 개발, 교양교육 심화과정개발, ISEP교과과정 개발운영, 교양교육과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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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및 성과

인력충원  
 전임교수 충원 ·전임교원 충원 : 영어(6명/원어민2명), 중국어(1명), 글쓰기(2명), 자연(2명), 역사

(1)철학(1명) 총 13명 
행정인력보강 및 

운영의체계화
⦁교양교육 전담 행정실장 확보
⦁2015. 03.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 구성(2016. 1.까지 8차회의 진행, 진행중)
 • 2015. 06.  교양교육원 전체 교수회의 개최

비교과
시스템
구축

교양교과연계 
지원체제 개발

⦁교양 영어 교과와 연계하여 영어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의 외국어능력 향상
에 기여함
⦁교양 글쓰기 교과와 연계하여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의 글쓰기 능력
을 보완하고 심화하는데 기여함
⦁모든 클리닉은 전임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함
⦁영어, 인문 전용 클리닉 룸 구비

교양교과 
심화과정 개발 

⦁글쓰기 클리닉을 확대 개편하여 철학과 역사 담당교수 참여 통해 인문학적 영역의 
학습 클리닉을 추진 운영함
⦁진로와 취업 지도 외 역사동아리를 운영 하는 등 재학생들의 면학과 학습 멘토 역할을 
하고 있음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과과정개편 
및 

교재개발

⦁수준과 연계성을 고려한 영어교과과정 개편 및 이수학점 확대  
-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교과과정 수립
- 영어능력 졸업인증제 
⦁글쓰기 : 2014년도 교과 정비 및 교재 개발, 2015년도 개편된 교재 활용 
⦁한국사 : 2014년도 교과 정비 및 교재 개발, 2015년도 개편된 교재 활용

ISEP 교과 개발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양과정과 2학년 일반 교양과정을 개설하여 
교과의 전문성을 확보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를 비롯한 교양교과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춤

교과 선진화 추진

⦁명사초청 교양 특강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주 1회 초청하여 100분 분량의 교양특강 실시
    (2014-2015학년도까지 총 56회 실시, 연 평균 2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함)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1학기 258명, 2학기 154명. 총 500여명이상 수강, 봉사정신 함양 및 지역사회에 
기여

교양
환류
체제

교양교육운영 
내·외부 

진단과 개선
⦁2015. 08.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개별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준비위원회 구성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교양교육 컨설팅 진단 시행

외부 과정진단과 개선, 교양교육 선진화 등의 다양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핵심역량 연계 교양교육의 역량별 교과점검 및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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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구분
(15년도 분석수치) 교과과정 개편방향 

인성역량
(3.792/5)

⦁교양 필수 교과 포함
⦁다른 역량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교과 편재를 유지하되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교과별 콘텐츠를 보강하도록함.
⦁삶의 철학과 성신의의 경우 전공영역별로 수강생을 분류하여, 전공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의 진행

의사소통역량
(3.717/5)

⦁교양 필수 교과 포함
⦁다른 역량에 비해 고른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과 편재를 유지하되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교과별 콘텐츠를 보강하도록함 
⦁사고와 글쓰기의 경우 단대별로 수강생을 분류하여 핵심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의 진행

역량 구분 내용 및 성과 과목수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삶의 철학과 성신의, 사회봉사, 심리학의 이해, 인간과 복지 외 9과목 13

의사소통
역량

사고와 글쓰기, 대화의 기법, 언어의 세계, 한국어고급표현, 한국어작문, 한국
어회화, 생활한국어 외 12과목 19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논리와 비판적사고, 다양성과 통합, 생활속 경제이야기, 인문학고전읽기, 과학
의 이해, 기후변화와 조경, 현대생명공학, 화학의 세계 외 10과목 18

지식탐구
역량 논문자료탐색과 작성 외 26과목 27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창의적 사고논리의 이해, 광고영상의 세계, 디자인으로본 건축예술, 디자인이
야기, 뮤지컬의 이해, 미술실기의 기초, 생활디자인입문, 연극의이해, 클래식
음악여행, 미디어와 스토리텔링 외 15과목

25

정보활용
역량

컴퓨터활용, 앱과 프로그래밍, 오피스기초, 학술정보의 탐색 및 활용 외 8과
목 12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
역량

교양시사영어, 독일어기초, 러시아어기초, 스크린영어, 영미문화산책, 영어회
화, 일본문화산책, 일본어초급, 중국어초,중급, 프랑스어기초, 민주주의와 시민
의식, 세계정세 바로보기, 영어뉴스청취 외 14과목

28

리더십
역량

성공하는 대학생의 비전리더십, 창업과 경영, 기업활동과 법률, 경영학의 기
초, 기업과 비즈니스, 한국정치와 미래 외 13과목 19

- 

* 교양교과 핵심역량 선정 기준  

- 교육혁신원의 핵심역량별 교양교육과정 편성현황[표 2.1.1-3]  

- 교양교과 담당교수의 핵심역량 자체진단(교양교육원 주관 교수자 자체진단 실시, 2016.1.22.~26.)

** 위의 교과목 수는 분반을 고려하지 않은 과목의 개수 임. 역량별 과목의 수치보다 각 영역별 교과의 향후 운영방식과 개

편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핵심역량 고른 증진을 위한 향후 교양교과과정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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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및 성과

2013. 

· ‘GLOCAL소통․통섭교육원’을 ‘교양교육원’으로 확대 개편(2013.9.1.) 
· 2013.09 : 2014. 교양교과목 개편을 위한 교양교육혁신위원회 보고서 제출 
· 2013.09 : 2014. 교양영어 개편(안) 마련
· ‘교양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명문화(2013.12.23.)
· 2013.11 : 2014. 교양교과목 개편(안) 마련
·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 내규’ 명문화(2014.12.17.)

종합적사고력
(3.696/5)

⦁교양 선택 교과로 구성됨
⦁현행 교과목 이외 시의성 있는 교과목을 계발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식탐구역량
(3.567/5)

⦁교양 선택 교과로 구성됨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 지식탐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 교과목 이외 시의성 
있는 교과목을 계발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기존 지식과 융복합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융복합 교과 개설을 계획하고 있음 

창의역량
(3.597)

⦁교양 선택 교과로 구성됨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 창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과별로 학생들의 
실습과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역량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임
-대학교육혁신원, 취업처를 비롯한 다른 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 
⦁교양교과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성취감 증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재학생들이 긍정적 자아인식,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정보활용역량
(3.694/5)

⦁교양 필수 교과 포함
⦁정보화 시대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미디어 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의성 있는 교과목
을 계발하여 자신의 진로에 상응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글로컬역량
(3.431/5)

⦁교양 필수 포함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글로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과목의 내용과 
활동에 변화를 계획 중임, 영어과목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KUGEP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ㆍ문화 영역의 필수 이수학점을 증대할 예정
⦁외국어의 경우 말하기(회화)와 토론에 초점을 둔 강좌를 계발 시행할 예정이며, 글로벌 문화감
각을 함양하기 위해 세계화와 시민 매너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임
⦁글로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어 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클리닉,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계획 중임

리더십역량
(3.67/5)

⦁교양 선택 교과로 구성 됨
⦁리더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의와 더불어 교내/외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를 
계획중임 
-다양한 분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 초빙하여 그들의 활동을 직접 듣고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계획임
-리더십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현장체험 활동을 독려하여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리더십역량을 
발굴하고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교과 이외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임

◯ 교양교육과정 주요 개편안과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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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14.3 : 교양운영위원회, 영어소위원회 구성 
· 실용 영어 필수 교과 증설 : KUGEP. 이수학점 증대(4학점→8학점), 입학 4학기 안에 공인

토익 600점 인증제 실시, 금요 몰입수업 도입.
· 실용 글쓰기교과 신설 : 실용글쓰기심화
· 글로벌 문화감각 배양 강좌 신설 : 문화산책 강좌 6개 
· 상허교양 시간강사 공개채용 : 상허·글로컬 교양 시간강사 선발(2014.12) 

2015.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ISEP 교양 교육과정 로드맵 구축.  
- 신입생 필수 교과 1학기 16학점 / 2학기 16학점.  
- 재학생 선택 교과 1학기 16학점 / 2학기 16학점
· 캠퍼스 밀착형 야간강좌 개설 : 요가, 축구초급, 축구중급, 체력육성법, 동계스포츠
· 신입생 대상 면담교과(자유선택) 신설 : 대학생활지도1,2
· 2015.11 :  2016학년도 교양교과목 개편(안) 제출(KUGEP 축소개편 등)
· 2015.12 :  2016학년도 교양교과목 개편(안) 제출(글로컬 교양과목, 창업교과목 등)
· 2015.12 : 대학교육혁신원 대학 인재상 및 핵심역량 재정립 

2016. · 2016.1∼ 2 : 인재상 및 핵심역량 재정립에 따른 과목분류 및 보강(안) 구성예정
· 2016.1∼ 2 : 2017학년도 교양교과목 개편 업무 추진

구  분 내용 및 성과

2013. ·  12월: 제1회 KU TOEIC JUMP 프로그램 운영(교육수료인원: 830명)

2014. 
· 6월: KUGEP 전수강생 대상 모의토익 실시(1,730명 응시)
· 12월: KUGEP 전수강생 대상 모의토익 실시(1,335명 응시)
· 6월: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 교양영어소위원회 개최
· 7월: 제2회 KU TOEIC JUMP 시행(교육수료인원: 432명)

2015. 

· 4월: 교양교육원 KUGEP(영어)소위원회 구성
             ->2015. KUGEP(영어)·KU TOEIC JUMP 운영 소위원회 구성
             (2015. 12. 총 10차회의 진행, 진행중)
· 6월:  KUGEP 전수강생 대상 모의토익 시행(2,651명 응시)
· 11월:  KUGEP 전수강생 대상 모의토익 시행(1,908명 응시)
· 8월:  KUGEP(영어) 교강사 워크숍 실시
· 12월: 제3회 KU TOEIC JUMP 시행(참여인원: 629명 예정)

구  분 내용 및 성과

◯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모의토익+기숙형영어몰입교육) 운영성과

 
◯ 교양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클리닉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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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 영어클리닉(144명 참여), 글쓰기 클리닉(96명 참여)
· 영어 프리젠테이션 콘테스트(30명 참여) 
· 영어 에세이쓰기 콘테스트(36명 참여) 
․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16명 참여) 
․ 독서감상문쓰기대회(151명 참여) 
․ 자기소개서 쓰기 경진대회(125명 참여) 
․ 영어학습 동아리 육성, 글쓰기/토론학습 동아리 육성(68명 참여)

2014. ․ 영어클리닉 운영(471명 참여)
․ 글쓰기클리닉 운영(141명 참여)

2015. ․ 1학기 영어클리닉 운영(594명 참여), 인문클리닉 운영(131명 참여)
· 2학기 영어클리닉 운영(528명 참여), 인문클리닉 운영(204명 참여)

단계 발전방향
교양교육 기반정립

(2013)
· 교양교육기관 기구 독립
․ 교양교육 전담 행정/교육 전문인력 확보

1단계 
(2014~2015) 

․ 교양교육원 행정기구의 토대 정비 : 교양 전담강사 공개채용 및 교과운영의 주도성 확보
․ 교양교육 교과과정의 내실화 : 교양강좌 학습만족도 향상
․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정착 : TOEIC JUMP, 클리닉 운영

2단계
(2016~2017) 

․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양교과과정 개편 
· 교양교육 교과과정 개편 및 환류 시스템 정비 

3단계
(2018~2019) ․ 교양교육 선진화 모델 정립

□ 교양교육의 중장기 발전방향

◯ 우리학교 핵심역량 도출에 따라 해당 역량 증진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 2016년 현재 교양교육과정 개편위원회를 통해 교과과정 체제 및 운영 재정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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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우리 대학은 기업실무연수(현장실습)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창업교과목을 통해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고 있음.

◯ 기업실무연수

¡ 기업실무연수 교과목은 학생복지처 인재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으

로 학기 중이나 방학 중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학점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임.

¡ 기업실무연수는 2013년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4~15주 동안 실습하고 이수한 학생

은 3~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결정에 의하여 교양 및 전

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업실무연수 교과목 구분은 아래와 같음.

교과목명 이수구분 실습기간 인정학점

기업실무연수1 전공선택
4주 이상 ∼ 6주 미만 3학점

기업실무연수1-1 일반교양

기업실무연수2 전공선택
6주 이상 ∼ 8주 미만 6학점

기업실무연수2-1 일반교양

기업실무연수3 전공선택
8주 이상 ∼ 12주 미만 9학점

기업실무연수3-1 일반교양

기업실무연수4 전공선택
12주 이상 ∼ 15주 미만 12학점

기업실무연수4-1 일반교양

기업실무연수5 전공선택
15주 이상 15학점

기업실무연수5-1 일반교양

¡ 또한, 기업실무연수를 참여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고

함. 

¡ 기업실무연수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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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 학생 수 참여 기관 수 비고

2014학년도 768명 352개 기관

2015학년도 725명 369개 기관

합 계 1,493명 721개 기관

◯ 캡스톤디자인

¡ 우리 대학은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재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작품을 스스로 기

획·설계·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캡스톤디자인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점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증설하고 있으며, 향후 2016학년도에는 32개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계획임.

¡ 캡스톤디자인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과목 수 이수 학생 수 비고

2014학년도 1개 과목 40명

2015학년도 4개 과목 112명

합 계 5개 과목 152명

◯ 창업교육

¡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 되고 있는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정규 창

업교과목을 개설하여 재학생들의 창업관심도와 창업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창업교과목은 연간 5~6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약 800~900명이 수강하

고 있음.

¡ 창업교과목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과목 수 이수 학생 수 비고

2014학년도 5개 과목 916명

2015학년도 4개 과목 874명

합 계 - 1,7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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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학명 파견인원 유치인원
2013 2014 2013 2014

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 41 - -
중국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20 - - -
중국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19 13 20 21
중국 Dalian Neusoft University of Information 27 23 9 14
중국 JILIN AGRICULTURAL UNIVERSITY 12 2 1 11
중국 Jilin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College - - 27 31
중국 Northeast Agricultural University 6 7 4 4
중국 SOUTH-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28 26 12 21
중국 Yanbian University 16 3 4 6
중국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2 5 4
중국 Nanchang Hangkong University - - 1 -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43 38 - -
미국 Illinois State University 5 6 - -
미국 Lewis&Clark College 1 - - -
미국 Montana State University, Billings - - - -
미국 Saint Martin's University 43 41 5 4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3 4 - -
미국 University of Mississippi 4 20 - -

학점교류 현황

□ 국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현황

◯ 우리 대학은 국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확대를 통한 재학생의 국제화 제고 및 리더십 향상

을 위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11개국 32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통한 교류를 활

발하게 실시하고 있음.

◯ 국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우수 외국대학의 선진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 자체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은 2013학년도 5.37%, 2014학년도 5.69%로 평가 최소 기본

요건 기준값(0.2%)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표가 향상되고 있음.

구분 학점교류학생수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 학생비율
파견인원 유치인원 재학생수 교류학생수 비율(%)

2012학년도 267 113 8,452 380 4.49
2013학년도 347 115명 8,611명 462명 5.37%
2014학년도 318 159명 8,381명 477명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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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학명 파견인원 유치인원
2013 2014 2013 2014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 Columbia 1 5 -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 9 - -

프랑스 Universite d'Orleans - 5 - -
핀란드 Satakunt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1 - - -
러시아 Irkut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2 4 5 2
러시아 Khabarovsk State Academy of Economics and Law 2 4 1 3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2 4 3 6

우즈베키스탄 Tashkent State Institute, Oriental - - 1 -
터키 Ankara University - - - 1

캄보디아 Build Bright University 40 40 - 15
태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hechnology Thonburi 28 - - -

인도네시아 Sanata Dharma University 16 7 14 13
베트남 Hong Bang University, International 17 14 2 3
베트남 Ho Chi Minh Language International Technology University - - 1 -

347 318 115 159

◯ 우리대학은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26개 대학과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내대학에 상

호 교환의 조건으로 파견되어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충주라는 지역

적 한계로 인해 유치보다는 파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후 

국내학점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강좌 개설과 참여학생의 학생수요조사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자 함. 

◯ 최근 2년간 국내 대학간의 학점교류 현황을 보면 교류 학생 수 총 70명, 전공과목 교류학

점 총 764학점/ 70명, 교양과목 교류 총 81학점/38명에 달함. 

◯ 학점교류는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연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의 심화 등을 통하여 학

업발전과 학점을 취득코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재

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은 2013학년도 0.38%, 2014학년도 0.44%로 교류를 활성화 하

려는 대학의 노력에 힘입어 매년 교류대학 수가 증가하고 전공 및 교양과목의 교류학점

과 인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학년도

교류대학
수(개)

교류학생
수(명)

전공과목
교류학점 및 인원

교양과목
교류학점 및 인원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 학생비율

파
견

유
치

파
견

유
치

파
견

유
치

파
견

유
치

파
견

유
치

파
견

유
치

재학생
수

교류
학생
수

비율
(%)

2013 8 - 33 - 329 - 33 - 41 - 20 - 8,611명 33명 0.38%
2014 11 - 37 - 435 - 37 - 40 - 18 - 8,381명 37명 0.44%
합계 19 - 70 - 764 - 70 - 81 - 38 -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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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 대학교육혁신원의 비전과 목표

◯ 국내외 고등교육환경과 정책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2015년 11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대학교육혁신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비전 및 목표 설정과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비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학교육 혁신 중심체 →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과 견줄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학과 인재를 양성하

는 핵심적인 중심축으로서의 혁신원

[그림 2.2.2-1] 대학교육혁신원 비전체계도
◯ 목표:  

¡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되기 → 학생들의 문화, 특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의 역량, 즉 강의, 면담, 코칭, 리더십 등에 대한 연구 및 워크숍, 컨설팅 연구 및 

운영

¡ 직장과 사회에 인정받는 학생되기 → 생애설계를 위한 학습능력과 직장과 사회에 인정

받기 위한 학습역량, 즉 비전, 인성, 학습, 경진대회 등의 연구 및 운영   

¡ 세계적인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되기 → 국내외 세계적인 대학과 견줄 수 있는 역량, 즉 

이러닝, 최첨단 시설 및 매체지원,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핵심추진과제 : 4대 영역별 16개의 추진과제 설정하여 세부사업 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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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영역 핵심추진과제 사업

비고
계속
사업
→

신규
사업
★

교수의 
강의 
역량 
강화

1. 1인 교수 1교수법 자격증제

1-1. 강의평가 규정 제정 및 운영 ★
1-2. 신임교원 워크숍 →
1-3.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워크숍 →
1-3. 월별 Education Conference Day 질적 수준 강화 ★
1-4. 명교수 자격증제 체계적 운영 →

2. 교수법별 강의 고품질화 
2-1. 강의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운영 ★
2-2. 교수법 매뉴얼 개발 →

3. 강의평가 환류체계 구축   

3-1. 강의평가 문항 개선 →
3-2. 강의평가 표준모형 전산 구축 →
3-3. 강의평가 전면 공개 ★

4. 맞춤형 교수법 서비스화

4-1. 단대별 찾아가는 교수법 ★
4-2. 1:1 강의촬영컨설팅 →
4-3. Teaching Channel ★
4-4. 혁신원 및 외부기관 워크숍 연간 일정표 →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1. 학생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다양한 학습역량 프로그램 개발 ★
1-2. 학습역량 프로그램 운영 →
1-3. 학습법 특강 →
1-4. 학습 워크숍 →
1-5. 학습상담 →
1-6. 1:1 학습 멘토링 ★

2. 학생의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화

2-1. 다양한 학습환경 제공 ★ 
2-2. 학습상담실 확보 ★ 
2-3. 자유주제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2-4. 리포트 및 연구프로젝트 경진대회 →
2-5. 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2-6. 학습 튜터링  ★ 

3. 학생 학습역량지원 / 교원 참여화
3-1. 교수학습 조직력 강화 →
3-2. 전임교원 학생학습역량지원 교수연구회 구성 ★ 

4.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환류

4-1. 프로그램 환류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4-2. 프로그램 수요 및 만족도 분석 →

교수학
습의 
인프라 
역량 
강화 

1. 역량기반 교수법․학습법 개발
1-1. 역량기반 이러닝 교수법 ․ 학습법 개발 ★
1-2. 역량기반 이러닝콘텐츠 개발 및 운영 ★

2.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2-1.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구축 ★
2-2.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

3. KOCW, K-MOOC 참여를 통한 
성과관리화

3-1. 강의공개를 통한 성과관리 향상 →
3-2. K-MOOC 참여 시도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

4. 이러닝․매체지원 서비스 극대화

4-1.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닝․매체 서비스지원 →
4-2. 서비스지원을 통한 교수․학생 만족도 극대화 →
4-3. 온라인 강의자료 제작서비스 →
4-4. 우수강의시리즈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4-5. 교내 소프트웨어 목록화 작업 →
4-6. 교수자료 지원(PPT 템플릿 & 관련자료) →
4-7. TLS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4-8. 기자재․강의실대여 서비스 지원 →
4-9. 강의실 전자교탁 장애 서비스 지원 →
4-10. 강의촬영 서비스 지원 →
4-11 온라인 강의자료 제작 서비스 →

교육성
과의 
체계적 
측정과 

1. 인재상 및 핵심역량 지표개발 및 
측정

1-1.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정립 →
1-2. 핵심역량 측정도구 자체 개발 →
1-3. 핵심역량 진단 시행 →
1-4. K-CESA 진단 시행 ★

□ 대학교육혁신원 4대영역별 핵심추진과제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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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영역 핵심추진과제 사업

비고
계속
사업
→

신규
사업
★

환류

2. 교육수요자만족도 관리 및 환류

2-1. 교육수요자 대상별 설문지 개발 ★
2-2.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3.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시행 ★

3.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
3-1. 교내 비교과교육과정 전수조사 ★
3-2. 비교과통합관리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

4-1.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별 비교과, 교양, 
전공교육과정 개발

★
4-2.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계속사업(→) : 2013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15년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대학교육혁신원 설치에 따라 새롭게 계획된 사업

□ 대학교육혁신원의 전문성·체계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최고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 전담인력의 전문성 (2015.12.현재)

연구전임교원: 교육학 및 교육학 박사학위, 고등교육정책 연구, 기업교육 컨설팅 및 강의
2016년 3월 연구전임 교원 2명 채용 예정 (성과관리 및 평가인증 전문가)
박사1(학습지원 담당): 교육학(교육심리및상담) 박사예정. 평생교육실습지도, 대학 교직 과목 강의
박사2(이러닝매체지원 담당): 공학 박사학위. 전산교육연구.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박사3(성과평가인증부 담당): 교육학 및 교육학 박사학위. 학교교육연구. 대학(대학원) 교
양 및 교직과목 강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약직원 및 행정조교 실무경험 풍부 (채용 후 1년 이상 경과)

◯ 인적구성 (2015.12.현재)

원장 1명 (전임교원). 부원장 1명 (전임교원)
전문연구인력 4명 (교수·학습·이러닝 및 매체 지원 담당, 성과평가인증부)
팀장 1명 (행정지원)
행정지원인력 6명 (행정직원 3명, 조교 3명) 
운영위원회 (유기적 활동 촉진 및 지원)
자문교수단 (교수학습 및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집단, 전공분야별로 위촉)

◯ 대학교육혁신원의 인력현황

◯ 대학교육혁신원은 전문성과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교무처장을 원장을 겸직하게 하고, 교

수학습지원센터장을 부원장으로 하여 행정과 실무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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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원장 센터장
(부원장) 팀장 연구전임

교원
계약직 
연구원

계약직
행정직원 조교 총인원

2014 0 1 1 1 2 2 4 11
2015 0 1 1 1 2 2 4 11
2015

(대학교육혁신원) 1 1 1 1(2명 
채용예정) 3 3 3 13

며, 연구전임교원 1명, 박사급 3명을 충원하였음. 2016년 3월 1일자로 연구전임교원 2명을 

채용할 예정임

◯ 대학교육혁신원은 교수학습지원부와 성과평가인증부로 이원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

과평가인증부에 2명의 연구전임교원(예정) 및 1명의 전문연구원을 충원하여 전공, 비전공, 

교양과정의 성과 및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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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혁신원의 예산

◯ 예산배정의 원칙 → 교수·학습 지원 및 평가인증 활동의 원활함과 지속성 확보 

◯ 매년 교비 적절 배정 → 혁신원의 안정과 지속적인 운영을 주도

◯ 3년간의 예산 배정 → 매년 꾸준히 증가, 혁신원의 위상과 중요성 인지

◯ 예산 활용 → 교수학습의 품질 개선을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인증 사업에 적극 활용

◯ 예산 집행 → 매년 양적 증가와 효율적 집행을 통해 다양한 연구 및 사업 시행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총 편성액 304,080,000 389,520,000

교비 304,080,000 389,520,000
총 집행액 231,372,310 183,998,336(2015.12월)

2016년 2월 28일자로 80%이상 집행

□ 교수․학습 개선 현황

◯ 우리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교수·학습관련 

연구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학교육혁신원이 주축이 되어 인재상 및 핵심역량 

지표와 도구개발, 전문성 있는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제도적인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를 확보함.

◯ 대학교육혁신원이 주도적으로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비전설정과 4대영역별 핵

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서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함.

◯ 첨단교수법개발,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콘텐츠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 각종 개선 실적을 

달성함.

◯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 

◯ 대학교육혁신원의 역량 강화, 교육의 질 향상, 시스템구축, 교수의 강의 질 확보 및 연구

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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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부문

사업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첨단교수법
개발

이러닝 21 82 14 118 35 200

교육의 질
관리

강의평가

강의 만족도 조사

위원회 운영

268 24 186 24 454 48

교수학습역량 강화 및 
환류

교수지원 39 725 46 891 85 1,616

학습지원 28 1,659 254 6,734 282 8,393

이러닝매체지원 1,470 1,814 1,964 3,605 3,437 5,419

교육성과의 체계적 측정과 성과평가인증지원 - - 8 4,681 8

¡ 이러닝 플랫폼 구축 및 효율적 운영 예정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플랫폼 업그레이드 예정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프로그램 수요자들에 의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과 다양성을 실천함.

¡ 재학생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역량기반 이러닝콘텐츠 개발

¡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 콘텐츠 개발

¡ 이러닝 활용을 통한 새로운 이러닝콘텐츠 운영 모형 개발 적용

◯ 또한 자체평가결과 수렴된 의견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습법 개선과 프

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함.  

¡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 학사경고자 특강, 학사경고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학생 및 학습부진자를 위한 학습지원 → 1:1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 8대 대상별 학습법 특강, 학습워크숍 증가

◯ 교수의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환류체계를 구축함  

¡ 교수학습개선노력 → 강의평가 표준모델 개발완료, 전산구축 중(2016년 3월 완료 예정) 

¡ 교원의 교육지원 → 외부교육연수지원(2014~2015년) 

¡ 교수법 제고 → 1:1 강의촬영컨설팅, 명교수자격증제 교수법 워크숍, 월별 교수법 운영

(Education Conference Day) 등 지속적 운영 

¡ 강의평가공개의 개선 (2015년 11월) → 강의평가 원점수 전면 공개

□  교수·학습 개선 실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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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부문

사업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환류

총계 1,826 4,304 2,472 16,053 4,301 15,676

중점과제
부
문

사업 내용

성과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첨단
교수법
개발

이
러
닝

최신 교수법 공모 ⦁TLS활용방법 아이디어 제공 3 11 3 8 6 19

이러닝 콘텐츠 개발 ⦁수업의 질 향상과 학습권 제공 12 12 7 7 19 19

이러닝 시스템 
만족도 조사

⦁만족도 분석을 통한 이러닝 시
스템 향상

3 - 2 - 5

TLS 매뉴얼 
제작․교육

⦁LMS의 원활한 운영 안내 및 
지원

3 59 2 103 5

소계 21 82 14 118 35 200

교 육 의 
질 관리

강
의
평
가

강의평가문항 개발 및 
개선

⦁계열별 수업방식별 문항 개발
⦁일반, 전공, 실습 등 세분화된 
문항 개선
⦁강의평가표준모형 전산구축

1 - 1 - 2

KOCW
⦁강의자료 공개 및 중앙일보 평가 
제고

263 - 181 - 444

강
의
만
족
도
조
사

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만족도 분석을 통한 학사지원시
스템 향상

- - 1 - 1

전공강의 만족도 조사 
⦁전공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수
학습의 질 향상

1 - - -

교양강의 만족도 조사
⦁교양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
수학습의 질 향상

1 - - -

위
원
회 
운
영

자문위원회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의견 수렴

1 8 1 8 2 16

운영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16 3 16 5 32

소계 268 - 186 - 454

교수학습
역량 강
화 및 환
류

교
수
지
원

교수 워크숍

⦁전임교원워크숍(명교수자격증제) 7 271 8 189 15 210

⦁교수법 특강 - - 4 84 4 84

⦁교수법 워크숍(브라운 백 포함) 4 95 7 182 11 277

⦁저 평가자 강사를 위한 우수강의 
전임교수 특강

1 10 1 3 2 13

⦁직원역량 강화자체비전워크숍 2 11 2 12 4 23

신임교수워크숍 ⦁신임교수 OT 및 교수워크숍 1 4 2 9 3 13

겸임교수,시간강사워크숍
⦁겸임교수,시간강사 OT 및 교수워
크숍

1 33 2 169 3 202

전국CTL워크숍
⦁전국 교수학습지원센터 컨퍼런
스

1 54 - - 1 54

강의촬영을 통한 컨설팅
⦁진단부터 처방(개선)까지의 일련
의 교수과정 코칭 및 컨설팅

16 8 10 5 26 13

교수법 일정표 제작
⦁혁신원 및 대외연수기관 일정표 
제작하여 교수들에게 배포

1 250 1 250 2

운영메뉴얼 제작

⦁2014년-신임교원 워크숍 
운영매뉴얼I
⦁2014년-브라운백미팅 워크숍 
운영매뉴얼I
⦁2014년-전임교원 워크숍 

3 0 3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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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부
문

사업 내용

성과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운영매뉴얼I
⦁2015년-신임교원 워크숍 
운영매뉴얼II
⦁2015년-브라운백미팅 워크숍 
운영매뉴얼II
⦁2015년-전임교원 워크숍 
운영매뉴얼II

연구보고서 발간

⦁2014년- 강의평가 표준모형 
개발에 따른 교수법 운영계획
⦁2014년-면담교과목 운영 
성과분석
⦁2014년-강의촬영컨설팅 
결과보고서
⦁2014년-2015학년도 교수법 
운영계획
⦁2015년-강의평가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2015년-교수법 및 교수지원 
만족도조사
⦁2015년-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수업만족도 관계분석에 따른 
교수지원 방안
⦁2015년-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2015년-교수의 요구조사에 
따른 2016년 교수법 운영계획

4 0 5 0 9

소계 41 736 45 903 86 1639

학
습
지
원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학사경고자 실태 분석 및 프로
그램 운영체제 구축(작성중)

- - 1 - 1

학습포트폴리오공모전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공
유 및 확산

2 25 2 27 4 52

프리젠테이션 대회
⦁자기표현력 및 창의성 함양(경
진대회) 

2 68 2 40 4 108

리포트 및 프로젝트 공
모전

⦁우수한 학습결과물의 공유 및 
확산

2 67 2 72 4 139

학습상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이해와 문제
점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4 196 196 200 200

학생 워크숍

⦁학습스타일 분석 및 포트폴리오작
성

1 56 - - 1 56

⦁나는 어떤 학습 스타일로 공부할
까?

1 45 - - 1 45

⦁성적우수자를 위한 학습워크숍 - - 1 21 1 21

⦁포트폴리오 작성법 - - 1 20 1 20

⦁찾아가는 학습법:캡스톤 디자인 - - 2 31 2 31

⦁기술기반 학습법 워크숍 - - 1 4 1 4

⦁내가주인공이 되는 프리젠테이션
  오프강의 1회, 온라인 강의 1회

- - 2 74 2 74

⦁A학점 향상을 위한 시간관리 전
략 
오프강의 1회, 온라인 강의 1회

- - 2 60 2 60

학습멘토링
⦁ 장애학생, 학업부진 학생 학업
성취도모 

- - 2 11 2 11

학사경고자 특강
⦁학사경고자에게 적합한 학습방
법, 비전 제시 1 18 1 10 2 28

학습법 특강
⦁기초학습역량강화 학습법특강
목표설정과 시간관리

1 76 - - 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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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부
문

사업 내용

성과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발표능력기르기 1 60 - - 1 60

⦁시험대비 학습력 집중 개발 1 34 - - 1 34

⦁신입생 길라잡이 - - 1 49 1 49

⦁복학생 및 편입생 학습법 특강 - - 1 78 1 78

⦁유학생 및 다문화학생 학습법 특
강

- - 1 4 1 4

⦁기초 학습역량 강화 학습설계 - - 1 16 1 16

글쓰기 특강
⦁자기 표현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글쓰기 능력 배양
 

- - 1 15 1 15

이러닝
면담 프로그램

⦁1학년 대상 대학생활지도 2
  학사관리 안내

- - 1 1,516 1 1516

⦁1학년 대상 대학생활지도 2
  진로설정과 취업공부 방법

- - 1 1,517 1 1517

⦁1학년 대상 대학생활지도 2
  학습방법 요령

- - 1 1,495 1 1495

⦁1학년 대상 대학생활지도 2
  대학생활의 성공과 실패

- - 1 1,478 1 1478

영문초록번안서비스
⦁학위논문에 대한 영문초록 번안 
및 교정 서비스 2 6 - - 2 6

가이드북 제작

⦁학습법, 리포트 가이드북
2014. 1학기 학습전략 자료집 제
작(수업참여하기)
2014. 2학기 학습전략자료집제작
(발표능력 기르기) (글쓰기 기초)

3 1,200 - - 3 1200

운영매뉴얼북 제작

⦁학습지원 운영매뉴얼북
2014. 1학기. 학습법특강
2014. 1학기. 학습포트폴리오 경진
대회
2014. 1학기. 리포트 및 프로젝트 
경진대회
2014. 1학기. 자유주제 프레젠테이
션 경진대회 
2014. 2학기. 영문초록 서비스 
2014. 2학기. 학습상담 Clinic 
2014. 2학기. 학습워크숍 

7 - - - 7

보고서 

⦁학습지원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진행 중)

- - 30 - 30

소계 28 1,659 254 6,734 282 8393

이
러
닝
매
체
지
원 

홈페이지
⦁대학교육혁신원 홈페이지 수정 
및 운영

- - 1 - 1

우수강의시리즈제작
⦁우수강의자를 대상으로 강의 촬
영, 편집, 배포

5 5 16 16 21 21

수업매체
⦁PPT 제작·편집 지원
⦁PSD, AL 원본파일에 대한 이미
지 보정 및 편집

1 1 1 1 2 2

매체변환 ⦁CD/TAPE/DVD복사 및 변환 90 90 200 200 290 290

이러닝 콘텐츠 개발 ⦁이러닝 콘텐츠 개발 12 12 7 7 19 19

가이드북 및 리플렛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4 300 1 100 5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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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부
문

사업 내용

성과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운영매뉴얼

⦁2014년-이러닝 운영 매뉴얼
⦁2014년-TLS 교수자 사용설명서 
매뉴얼
⦁2014년-TLS 학습자 매뉴얼
⦁2014년-전자교탁사용법 매뉴얼
⦁2015년-컴퓨터활용1, 토익1 
이수조건 및 운영 
⦁2015년-TLS전자교탁 
운영매뉴얼

4 - 2 -

25

연구보고서 발간

⦁2014년-이러닝 만족도 조사
⦁2014년-연차보고서
⦁2015년-교수학습지원 
자체진단보고서
⦁2015년-KF 글로벌 E-스쿨 
결과보고서
⦁2015년-논문작성하는방법 
만족도 결과보고서
⦁2015년-윈조우즈 설치하는 
방법 만족도 
⦁2015년-핵심역량진단결과보고
서
⦁2015년-이러닝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2015년-교수학습시스템만족도 
결과보고서
⦁2015년-재학생교육서비스만족
도결과보고서
⦁2015년-프레지기초 만족도 
결과보고서
⦁2015년-엑셀실무 만족도 
결과보고서
⦁2015년-시간관리전략과 
시험기술 만족도 
⦁2015년-프레젠테이션 
스킬만족도결과보고서
⦁2015년-이러닝만족도 
결과보고서
⦁인재상정립프로세스(재학생) 
⦁인재상정립프로세스(학부모)
⦁인재상정립프로세스(산업체) 
⦁2015년-연차보고서

2 - 14 -

강의 및 워크숍 촬영
⦁강의촬영(전체교수 대상)
⦁각종 워크숍 촬영 지원
⦁이러닝 강의촬영(TLS 업로드)

46 46 76 76 122 122

기자재 대여
⦁전체 교원 및 학생 대상 기자재  
대여

287 287 342 342 629 629

스튜디오 대여

⦁중원도서관1층118호 스튜디오  
⦁상허연구동414호스튜디오
⦁상허연구동 420호 스튜디오
⦁상허연구동317호교육행동분석실 

610 610 985 985 1595 1595

강의실 기술 지원
⦁교내 전자교탁 강의실 관리 404 404 312 312 716 716

⦁기자재 설명 워크숍 2 59 2 103 4 162

외국인학생
⦁학습 요구도 및 만족도조사
⦁2014년-1건

1 - - - 1

이러닝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이
러닝 콘텐츠 학생요구도 조사

2 - 2 - 4

재학생종합실태조사
⦁재학생 대상 종합실태 설문조사 

시행
- 3 3

핵심역량진단

⦁ 재학생 핵심역량진단 시행 - 1 1463 1 1463

소계 1470 1814 1964 3605 3437 5419

교육성과 성 인재상정립 ⦁ 문헌연구 - 6 827 1



55

구분 프로그램 성과

인재상 및 핵심역량 정립
인재상 정립 및 핵심역량 

구체화
⦁2015년-4대 인재상, 8대 핵심역량 정립
⦁전문가 자문: 10명
⦁교내외 의견수렴: 817명

핵심역량 진단도구 자체개발 
및 진단시행

⦁2015년-240문항 개발
⦁2015년 12월-3,790명 실시

대학교육혁신원 직원 역량 
강화

자체 비전 워크숍 
⦁학기별 2회 (총 4회) 
⦁비전 공유 및 사업전략 수립
⦁역할분담 및 소통 활성화

직원 1인 1자격증 지원 ⦁2014년 1명(직업상담사 자격증)
⦁2015년 1명(상담사 자격증)

역량기반온라인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KU Learning Channel

⦁이러닝을 통한 학생핵심역량 강화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콘텡츠 개발 및 시범 운영 
⦁프레지기초 327명, 윈도우즈설치방법 115명, 엑셀실무 101
명, 프레젠테이션스킬 61명, 시간관리전략 및 시험기술 49명 
등 학생참여율 확보
⦁KOCW 중앙일보평가 대학정보공시 건수    확보

KU Teaching Channel

⦁이러닝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우수강의시리즈 및 교수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교수역량강화 및 참여율 확보
⦁KOCW 중앙일보평가 대학정보공시 건수 확보

Flipped Learning
⦁이러닝 활용을 통한 콘텐츠 운영 모형 개발적용
⦁2015. 2학기 이러닝콘텐츠 공모
⦁공모를 통해 심사통과(4강좌) 운영계획

시스템 인프라 구축 개선 
계획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개선 
계획

[TLS고도화 개선계획]
⦁2016. 시행예정
⦁출석율·수강율누락 없는 이러닝 수강 안정화
⦁LMS 학습관리시스템 저장공간 확장
⦁강의파일(VOD / 강의용 문서파일) 분산처리로 병목현상 제거
⦁ TLS최적화로 인한 처리율 향상 
⦁수강환경 개선으로 인한 학습자 시스템만족도 향상

저강의평가교수 지원 및 대
책

교원 개인평가 기준 추가 및 
비율 조정

⦁교수역량강화 항목 추가
⦁워크숍 참여, 강의촬영컨설팅 참여
⦁저평가 교수(60점 미만) 제로화

저강의평가교수 교수법 참여 ⦁80점 미만 교수 대폭 줄고, 평균점수 (85점) 이상 교수 증가

중점과제
부
문

사업 내용

성과
총건수

2014 2015

건 명 건 명 건 명

의 체계
적 측정
과 환류

과
평
가
인
증
지
원

⦁ 타대학 자문 및 인재상 관련 

자료 수집

⦁ 전문가위원 자문 - 1 - 1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산업체 

의견수렴 설문조사
- 1 3854 4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실시

⦁ 핵심역량 자체진단 도구개발

  (40개 하위요인, 총240문항)
8 4681 1

⦁ 재학생대상 핵심역량 자체 진

단검사 실시
16 9632 1

소계 - 8 4681 8

총계 1,826 4,304
2,47

2
16,053

4,30
1

15,67
6

□ 교수·학습 개선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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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및 
핵심역량 정립

인재상 정립 및 
핵심역량 구체화

⦁우리대학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와 연계된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문헌연
구, 타대학, 산업체 등 자료수집 및 전문가 10명의 자문과 학생, 학부모, 교직
원, 산업체 직원 817명의 의견수렴 조사를 수행함

⦁4대 인재상과 8대 핵심역량을 구체화함 
  ※ 인재상 홍보 리플렛 제작 예정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진단시행

⦁우리대학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립한 인재상 기반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함. 8가지 핵심역량에 따라 4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문항수는 총 240문항임. 

⦁ 2015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학생들에게 역량진단검사 시행
  ※ 핵심역량진단 결과보고서 발간 예정

인재상 핵심역량 하위요인 문항수

합리적 소통인
인성역량 6 30

의사소통역량 5 30

전문적 통섭인
종합적 사고력 4 30

지식탐구역량 5 30

창의적 실천인
창의역량 5 30

정보활용역량 5 30

선도적 세계인
글로컬역량 5 30

리더십역량 5 30

전 체 40개 240문항

대학교육혁신원 자체 비전 워크숍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마다 2회 자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워
크숍을 운영하여, 비전 공유 및 사업전략을 수립, 단합의 시간을 가짐

구분 프로그램 성과
규정화

교수의 강의 질 확보

신임교원 강의촬영컨설팅 의
무화 ⦁2015년 4명의 신임교원 중 3명 참여

워크숍 이수시 수료증 수여 
및 점수부여 제도화 

⦁2014년 Green Belt 20명, Black Belt 30명
⦁2015년 Green Belt 99명, Black Belt 31명,  Master Belt 1

명

학습지원

학생 학습역량프로그램 체계화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평가,분석을 통해 체계화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8대 대상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복학생 및 편입생, 유학생 및 다문화학생, 학사경고학
생, 성적우수학생, 장애학생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기반 학습역량 프로그램개선 
환류 

-스펙업 경진대회 지속적 지원
- 장학금제도로 정착 지원
-리포트 및 연구프로젝트, 자유주제 프레젠테이션, 학습포트폴리
오 경진대회 운영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학점관리능력, 이해력,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순환적 환류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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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 강화 직원 1인 1자격증 지원
⦁2013년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정
을 지원 및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자기 계발을 권장

 ※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상담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정 지원

역량기반 
이러닝콘텐츠개발

지원사업

KU Learning Channel
(비교과)

⦁재학생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러닝콘텐츠 개발
⦁프레지기초 327명, 윈도우즈설치방밥 115명, 엑셀실무 101명, 프레젠테이션스
킬 61명, 시간관리전략 및 시험기술 49명 등 학생참여율 확보⦁이러닝을 통한 학생핵심역량 강화
⦁재학생 수요조사를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영역(IT영역, 학습법, 언어, 심리, 취업, 예술임눈영역)별 프로그램을 글로컬캠
퍼스 4대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8대 역량과 연계 운영
⦁KOCW 중앙일보평가 대학정보공시 성과지표 향상

 

KU Teaching Channel

⦁이러닝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 제공
⦁명교수 자격증제 Green Belt 단계와 연계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 확보
⦁KOCW 중앙일보평가 대학정보공시 성과지표 향상

Flipped Learning

⦁이러닝 활용을 통한 콘텐츠 운영 모형 개발 적용 : 플립러닝운영 계    획
[Flipped Lerarning]
⦁2015. 2학기 이러닝콘텐츠 공모
⦁공모를 통해 심사통과(4강좌) 운영계획
⦁온․오프라인 융합 콘텐츠 운영
⦁면대면 교육의 한계극복 효과기대
⦁2016년 1학기 운영 예정

시스템 인프라 
구축 개선 계획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개선 계획

[TLS 문제점]
⦁이러닝강좌 수강율 누락
⦁이러닝 콘텐츠 저장 공간 부족
⦁이러닝 수업자료 Upload 장애
⦁트래픽 증가 시 데이터 누락 및 영상 재생 불량
⦁과도한 서버 처리로 인한 병목현상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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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고도화 시 개선사항]
⦁출석율 · 수강율누락 없는 이러닝 수강 안정화
⦁LMS 학습관리시스템 저장공간 확장
⦁강의파일(VOD / 강의용 문서파일) 분산처리
⦁처리향상을 위한 TLS안정화
⦁학습자 중심 이러닝 교육환경 최적화
⦁학사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법 제공
⦁실시간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 : 학사연동 및 마이그레이션 추가 
⦁모바일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TLS고도화 일정] :2016년 예정

저강의평가 교수 
지원 및 대책 

1. 교원개인평가 기준 
추가 및 비율변경

2. 저강의평가자 강제 
교수법 워크숍 참여
규정화

⦁강의평가 비율을 12점(%)에서 8점(%)으로 낮추고, ‘교수역량강화’    항목을 
추가하여 교수법 관련 연수를 1년에 1회 참여시 4점(%)을 부여 ⦁저강의 평가 교수의 워크숍 참여 강화 :  학기별 강의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인 
교수는 1년에 2회 이상 ‘교수법 관련 연수’에 참여 해야 함. 1회 참여시 2
점, 2회 참여시 4점 부여함.

  ※ [참조] 교원개인평가 기준 변경 전과 변경 후 

1. <교원개인평가 기준 변경 전> 

2.

영역 평 가 항 목 년간점수 비율(
%) 비고

교육 강의
평가

학생강의평가(수강인원 10명이상 과목 연평균점수 90이상-12.0점, 85이상-11.5점, 80이상-11.0점, 75이상-10.5점, 70이상-10.0점, 65이상- 9.5점, 60이상- 9.0점, 60미만과 10명 미만의 강의-8.0점)
12 12%

3. <교원개인평가 기준 변경 후>

4.

영역 평     가     항     목 년간점수
비율(
%) 비고

교육
강의평가

학생강의평가(수강인원 10명이상 과목 연평균점수 90이상-8.0점, 85이상-7.5점, 80이상-7.0점, 75이상-6.5점, 70이상-6.0점, 65이상- 5.5점, 60이상- 5.0점, 60미만과 10명 미만의 강의-4.0점)
8 8% 비율 

변경
교수역량 강화 교수법 관련 연수 연간 1회 참여 4 4% 추가

⦁강의저평가교원을 대상으로 우수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노하우를 전수받고, 1:1 
강의촬영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4개월간 전문컨설턴트로부터 피
드백을 받고 개선함.⦁80점 미만인 교수의 수가 줄고, 평균점수 이상의 교수는 증가추세(전체평균:85점)

교수의 강의 질 
확보

신임교원 및 
강의저평가 교수  

강의촬영 및 컨설팅 
의무화

⦁일반전임 및 신임교원의 강의촬영 및 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였으며, 2013학년도 
하반기 재정을 127,000,000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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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임교원의 강의촬영 및 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여 4명의 교원 중 3명 참
석함

워크숍 이수시 
수료증 수여 및 
점수부여 제도화

⦁한 과정을 이론, 응용, 적용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의 과정을    수료시 
Green Belt 자격증, Black Belt 자격증, Master Belt 자격 증을 수여하며 70%이
상 과정을 수료하면 Champion Belt의 자격증 수여와 점수를 부여함

[교수법 자격증(Champion Belt) 취득 프로세스]

⦁2014년 Green Belt 20명, Black Belt 30명
⦁2015년 Green Belt 99명, Black Belt 31명,  Master Belt 1명

강의평가 표준모형 
개발 완료 및 
전산구축 진행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연계하여 강의평가가 낮은 항목에 대한 교수법    워크숍
과 교수법 자료제공을 위한 각 6개 계열 및 5개 수업방식을 조합한 강의평가문
항을 개발하여 일반화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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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강의평가표준모델
⦁현재 강의평가 표준모형 전산 구축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완료 예정임 

월별 Education 
Conference Day 

⦁월별로 요일을 변경하여 한 학기에 4번씩, 1일에 명교수자격증제 2회, 교수법 
워크숍1회 총 3교수법을 운영하여 교수 참여 확대 및 비용대비 효율성 증가

우수강의 시리즈 
제작

⦁전학년도 우수강의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시리즈 제작
⦁40분을 기준으로 제작 편집
⦁2014년 5건, 2015년 16건으로 증가
⦁KOCW 강의공개로 중앙일보 지표 향상

강의 자료제작
⦁PPT 편집제작 지원 및 CD, DVD, TAPE 컨버팅 서비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90건에서 2015 200건으로 대폭향상

학습지원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화

⦁ 학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
⦁ 기획 → 개발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평가 → 분석→ 환류
⦁ 2014년 프로그램 18건(8개)에서 2015년 223건(10개) 프로그램 운영
⦁ 가이드북 3건, 운영매뉴얼 7건, 보고서 30건 제작

학생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8대 대상별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진행
⦁ 신입생 길라잡이 학습법 특강 49명 참석
⦁ 복학생 및 편입생을 위한 학습설계 학습법 특강 78명 참석
⦁ 유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습법 특강 4명 참석
⦁ 학사경고자를 위한 학습법 특강 28명 참석
⦁ 성적우수자를 위한 학습워크숍 21명 참석
⦁ 장애인 대상 1:1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11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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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특강
⦁올바른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학습전략을 습득하여 학습활동의 효율을 도모
⦁주요내용
  - 학습법 특강 28명 참여

학습상담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학습유형을 진단 및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
을 찾아 보람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을 목적

⦁ 학생상담 매뉴얼 제작
⦁ 주요내용
  - 사려성 충동성 인지양식검사
  - 시간관리 전략
  - 기억전략
  - 뇌활성화 프로그램
  - 장의존 장독립 인지양식 검사
  - 학업적응검사
  - MBTI 검사
  - 200건의 학습상담 실시

역량기반
학습역량 프로그램개선

환류 

Ÿ 경진대회 프로그램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학금 제도로 정착하여 지원하고 있음
Ÿ 스펙업 학습 경진대회: 리포트 작성법은 핵심역량 중 ‘개념적 사고력’을 향상시

킴, 매년 2회 진행함
Ÿ 자유주제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는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문제능력’을 향상시키

며 매년 2회 진행함
Ÿ 러닝 포트폴리오 작성법은 ‘정보자원기술 활용능력’ 을 향상시키며 매년 2회 

진행
Ÿ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학점관리능력, 이해력,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순환

적 환류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시도함 



62

취업률

□ 우수한 취업률

◯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2015년도 정보공시 기준 62.2%로 최소 기준값인 45%를 크게 상회

하고 있음. 세부적인 취업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4년 12월 31일 기준). 

[표] 취업률 현황 
정보공시년도 졸업자 수 취업대상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14 1,658 1,467 894 60.9
2015 1,681 1,532 953 62.2

□ 다양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의 운영

◯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은 재학생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에 따른 다양한 직업안내와 목표설정, 진로계획 수립, 구체적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도

움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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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하위요인) 문항수

교수학습서비스
교수자 요인 8문항

평가 및 과제요인 4문항
학습자강의만족요인 7문항

학생지원서비스
행정서비스요인 6문항
장학제도요인 4문항
해외교류요인 3문항

교육복지시설 복지시설요인 8문항
교육시설요인 5문항

교육과정
학과특성화요인 4문항
전공과정요인 6문항
교양과정요인 3문항

합계 58문항

교육만족도

□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문항 개발

◯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재학생 만족도 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개선

하여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문항을 개발함.(2014학년도 2학기)

◯ 새로 개발된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교수학습서비스(교수자요인, 평가 및 과제

요인, 학습자강의만족요인), 학생지원서비스(행정서비스, 장학제도, 해외교류요인), 교육복

지시설(복지시설, 교육시설요인), 교육과정(학과특성, 전공과정, 교양과정요인)으로 구성됨.

◯ 실시기간: 2014년 1학기(2014년 6월 30일∼7월 4일)

◯ 2014년 2학기(2014년 12월 30일∼12월 31일)

◯ 2015년 1학기(2015년 6월 30일∼7월 10일)

◯ 조사인원수: 2014학년도 1학기 7,503명, 2학기 6,939명, 2015학년도 1학기 7,420명의 재학

생이 조사에 응답하였음. 

◯ 문항구성: 객관식 총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조사됨(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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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결과(5점 만점)
교육부문 3.80

행정 및 서비스부문 3.61
시설부문 3.51

전반적인 대학생활 3.68
전체 만족도 평균 3.64

변인 결과(5점 만점)
교수 만족도 3.95

과제 및 시험 만족도 3.93
수강만족도 3.81

전공 및 교과목 만족도 3.81
학사 행정 서비스 만족도 3.65

장학만족도 3.34
대내·외 교류 만족도 3.53

시설 만족도 3.52
도서관 만족도 3.74
전산실 만족도 3.67

□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도 1학기, 2학기, 2015학년도 1학기 전체적으

로 만족도가 향상되었음.

[표]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종합실태조사 결과

[표] 2014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표]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변인 결과(5점 만점)
교수자 요인 3.97

평가 및 과제요인 3.97
학습자강의만족요인 3.86

장학제도요인 3.34
해외교류요인 3.55

행정서비스요인 3.71
복지시설요인 3.66
교육시설요인 3.61

학과특성화요인 3.74
전공과정요인 3.77
교양과정요인 3.67

◯ 장학제도에 만족도가 타 분야의 만족도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장학제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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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하위요인) 문항 수
객관식(5점척도) 주관식

전공과정 전공수업만족도 3문항 -
전공과목개선요구도 18문항 1문항

교양과정

교양수업만족도 3문항 -
교양과정만족도 12문항 -

교양과목개선요구도 10문항 -
교양영역요구도 7문항 4문항

비교과과정

비교과과목만족도 3문항 -
비교과과정개선요구도 25문항 1문항

비교과영역요구도 5문항 -
면담교과만족도 3문항 1문항

대학생활 학교생활만족도 14문항 -
수강바구니만족도 4문항 -

합계 114문항

변인(하위요인) 결과(5점 만점)

□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 재학생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육의 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2014학년도 이후 실적인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심

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절차와 방법

◯ 목적: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전환체제에 따라 교육만

족 향상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함.

◯ 실시기간: 2015년 2학기(2015년 9월 21일∼9월 30일)

◯ 조사인원수: 6개 대학, 37개 학과(전공) 1,775명이 참여함.

◯ 문항구성: 객관식 107문항(5점 척도), 주관식 7문항으로, 총 114문항으로 구성됨.

[표]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문항

□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결과

◯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결과, 전공과정 3.56점, 비교과과정 3.44점, 대학생활만족 3.36점, 

교양과정 3.31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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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하위요인) 결과(5점 만점)

전공과정 전공수업만족도 3.56 3.37
전공과목개선요구도 3.59

교양과정

교양수업만족도

3.31

3.25
교양과정만족도 2.91

교양과목개선요구도 3.59
교양영역요구도 3.64

비교과과정

비교과과목만족도

3.44

3.05
비교과과정개선요구도 3.47

비교과영역요구도 3.85
면담교과만족도 3.15

대학생활 학교생활만족도 3.36 3.00
수강바구니만족도 4.02

변인(하위변인) 문항
CTL 자료실 유용성 4문항

[표]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결과

□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결과의 반영

◯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만족도, 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 교양과목의 개선, 비교과프

로그램 강화와 환류 등에 힘쓰고 있음.

◯ 2015년 2학기 KU 대학생 교육요구조사 실시, 결과를 각 행정부서, 각 학과와 공유하여 

2016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예정.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절차와 방법

◯ 교수학습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재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632명 실시함.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는 객관식 문항 총 15문항(5점척도)로 구성됨.

[표]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문항



67

변인(하위변인) 문항
CTL 메뉴 편의성 3문항
TLS 서비스품질 6문항

전반적 만족 2문항
합계 15문항

변인(하위변인) 결과(5점 만점)
CTL 자료실 유용성 2.97
CTL 메뉴 편의성 2.92
TLS 서비스품질 3.07

전반적 만족 3.71

변인 문항
이러닝 수강동기 1문항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3.71점, TLS 서비스품질 3.07점, CTL 자료실 유용성 2.97점, 

CTL 메뉴 편의성 2.92점 순으로 나타남.

[표]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문항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수학습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재학생 및 교직

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교수학습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 교수학습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편의서비스 및 홍보 등에 힘쓰고 있음.

□ 이러닝 만족도 조사 절차와 방법

◯ 목적: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이러닝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기별 이러닝 수강

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실시기간: 2014년 2학기(2014년 12월 8일∼12월 12일)

◯ 2015년 1학기(2015년 6월 8일∼6월 12일) 

◯ 조사인원수: 2014년 2학기 830명, 2015년 1학기 1,168명

◯ 문항구성: 객관식 총 23문항(5점 척도)로 구성됨.

[표] 이러닝 만족도 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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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전반적만족 5문항
학습콘텐츠 3문항

학습상호활동 4문항
시스템서비스 6문항
자기효능감 4문항

합계 23문항

변인 결과(5점 만점)
전반적만족 3.55
학습콘텐츠 3.74

학습상호활동 3.61
시스템서비스 3.33
자기효능감 3.72

변인 결과(5점 만점)
전반적 만족 3.08

학습 3.34
시스템 3.16
교수자 3.16

□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

[표] 2014학년도 2학기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

[표] 2015학년도 1학기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

◯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도 2학기대비 2015학년도 1학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향

상되었음.

□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의 반영

◯ 이러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이러닝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러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 및 맞춤형 과목 개설,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활동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음.

□ 학부모 종합실태조사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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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교육만족도 9문항

교육서비스만족도 22문항
학사·행정만족도 13문항

시설만족도 13문항
합계 57문항

변인 결과(5점 만점)
교육만족도 2.99

교육서비스만족도 2.63
학사·행정만족도 2.76

시설만족도 2.66

◯ 목적: 우리대학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

사·분석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고 있음.

◯ 실시기간: 2014년 2학기(2015년 1월 26일∼2월 25일)

◯ 조사인원수: 127명의 학부모가 참여함.

◯ 문항구성: 객관식 총 57문항(5점 척도)로 구성됨.

[표] 학부모 종합실태조사 문항

□ 학부모 종합실태조사 조사 결과

◯ 조사결과, 교육만족도 2.99점, 학사·행정만족도 2.63점, 시설만족도 2.66점, 교육서비스만

족도 2.63점으로 나타남.

[표] 학부모 종합실태조사 결과

□ 학부모 종합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 학부모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교육수요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학부모 종합실태조사의 결과,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와 시설 제공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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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우수논문게재격려금 
• 우수한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교수 연구
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지원함

Nature급 논문저자 
지원

• Nature, Science, Cell, 자매지의 논문게재 저자 교원에게 200만원 ~ 
1억원 내에서 지원함

논문게재료 • 논문을 게재 시 내부, 외부지원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편당 논문게
재료를 40만원~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금

•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국외개
최)에 구두논문발표(포스터 발표 제외)를 위하여 참가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개최지역에 따라서 50만원 ~ 150만원을 차등하여 지원함

KU학술연구비
(일반교원)

•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SCI급 등 
실적의 종류에 따라서 600만원~2,000만원의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며, 피인용
수 우수교원은 추가 지원함

KU학술연구비
(글로컬)

• 각 학문분야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문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적종류에 따라 350만원~1,200만원
을 차등하여 지원함 

신임교원연구비
• 신임교원으로 하여금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CI급 등 실적의 종류에 따라서 750만원~2,000만
원의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원함

영문교열비 • SCI(E), SSCI, A&HCI 등의 저널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전임교원 1
인당 연간 10편이내의 영문교열/교정비를 지원함

학술대회개최 경비
지원금

• 교내·외에서 개최되는 본교 대학(원),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 및 한국연구  
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지를 발간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국제학술대
회 및 세미나, 해외연구자 교내초청특강 등 학술대회개최 지원을 통해 전임
교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함

연구소 저서 발간비 
지원

• 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저서에 
대하여 저서당 400만원을 연구소운영비로 지원

학년도 우수논문게재 연구년 국제학술대회 학술진흥 KU학술연구비

교수연구

□ 재정적 지원(학술활동 지원금)

◯ 우리 대학은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4년 지원금 총액은 2.176,130,996원으로 학술활동 지원

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 운영 현황

◯ 학술활동 지원금 추이는 아래와 같음.

[표] 교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활동 지원(2015학년도는 12월까지의 자료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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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논문게재료 논문발표지원금 (시니어연구비) (일반교원,글로컬)
2010 293,419,800 93,843,600 17,600,000 - 491,707,000
2011 573,630,550 42,990,240 10,100,000 187,000,000 477,631,100
2012 704,452,700 27,046,800 12,000,000 205,000,000 478,599,200
2013 584,530,500 12,939,600 9,700,000 - 779,526,000
2014 726,873,366 45,044,400 16,400,000 - 1,057,837,742
2015 586,260,929 20,885,400 15,900,000 - 950,560,339
소계 3,469,167,845 242,750,040 81,700,000 392,000,000 4,235,861,381

학년도 신임교원
연구비 영문교열비 학술대회

개최지원금 연구소 지원 지원총액
2010 30,000,000 31,249,180 8,292,770 85,470,000 1,051,582,350
2011 15,000,000 33,850,366 2,963,190 250,000,000 1,593,165,446
2012 45,000,000 49,763,540 6,630,200 228,300,000 1,756,792,440
2013 131,336,600 49,246,850 4,008,640 147,052,984 1,718,341,174
2014 46,569,248 84,803,905 4,997,000 238,649,735 2.176,130,996
2015 7,703,600 65,305,727 5,337,980 35,496,081 1,666,564,656
소계 275,609,448 314,219,568 32,229,780 984,968,800 7,786,446,066

        
[그림] 학술활동 지원금 증가 추이(단위:백만원)

□ 학술지 게재, 저·역서 및 연구비 수혜 실적

◯ 2011년에는 우리대학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7개 분야 중에서 저역서 부분을 제외하

고 모든 면에서 최소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나, 2014년에는 국내논문 및 저역서 부분은 미

충족으로, 나머지 5개 분야는 최소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정보공시 기준 전임 교원의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014년 교원 1인당 연구실적 및 연구비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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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논문 국제논문 등재(후보)지 SCI 저역서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최소기준값 0.50건 이상 0.10건 이상 0.35건이상 0.05건 이상 0.07건 이상 1,000천원 이상 10,000천원 이상
대학 실적 0.381건 0.455건 0.362건 0.446건 0.042건 2,361.8천원 35,585.1천원
충족 여부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충족

구분 국내논문 국제논문 등재(후보)지 SCI 저역서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2009 0.479건 0.273건 0.380건 0.247건 0.039건 2,992.6천원 19,222.6천원
2010 0.424건 0.343건 0.382건 0.332건 0.062건 4,891.5천원 26,510.9천원
2011 0.516건 0.389건 0.416건 0.381건 0.057건 2,251.7천원 28,617.8천원
2012 0.541건 0.389건 0.510건 0.385건 0.051건 1,853.4천원 27,073.1천원
2013 0.467건 0.467건 0.438건 0.458건 0.054건 2,397.8천원 30,001.2천원
2014 0.381건 0.455건 0.362건 0.446건 0.042건 2,361.8천원 35,585.1천원

□ 연구실적 및 연구비 수혜 추이 현황

◯ 우리 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실적 추이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교원 1인당 연구실적 및 연구비 실적 현황 

◯ 우리 대학 교원의 국제논문 및 SCI급 논문의 연구실적과 교내･외연구비 수주실적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국내(등재)논문 및 저역서 실적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2011년도부터 우리 대학은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의 질적 성장 목표에 방향을 두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국제논문 및 SCI급 논문 연구실적의 상승 결과는 논문수준이 질

적 성장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로 분석됨

◯ 연구 및 연구비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지원(3.1.5 참조) 제도를 시행

하여 연구실적 내실화를 추진해왔음

◯ 연구실적의 질적 내실화에 바탕을 두고 양적 도약의 단계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

으며, 연구활성화를 위한 확대 방안으로 국내(등재)논문은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전계열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게재조건 연구논문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연구활동 활성화 향상을 위하여 저역서 발간을 적극 장려하는 저역서 발간비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 우리 대학은 기술이전 및 특허를 통해서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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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최소기준값 4건 이상 10,000천원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대학 실적 7건 91,694천원 40건 13건 2건 0건
충족 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오고 있음. 

◯ 이에 대해 본교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에 있어 특허 실적과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 적절

한 점수를 배점하여 이를 독려하고 있음. 특히 국외특허 실적의 경우 그 점수 배점을 연

구논문 한편과 유사하게 배점하여 이를 권장해오고 있음.

◯ 이러한 특허 출원내지 등록, 기술이전 등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음.

◯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은 6분야에서 국외특허 등록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최소기준값을 

뛰어 넘고 있음.

[표]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현황(2011년)  

[표]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현황(2012년)
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최소기준값 4건 이상 10,000천원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대학 실적 2건 40,000천원 55건 19건 4건 1건
충족 여부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 표 

[표]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현황(2013년)
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최소기준값 4건 이상 10,000천원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대학 실적 13건 278,901천원 81건 37건 13건 1건
충족 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표]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현황(2014년)
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최소기준값 4건 이상 10,000천원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대학 실적 8건 102,000천원 73건 46건 11건 1건
충족 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 표 

[표]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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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최소기준값 4건 이상 10,000천원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대학 실적 10건 77,000천원 81건 51건 8건 2건
충족 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 글로컬산학협력단은 2014년 2월 27일 건국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을 분리하여 

지방소재 글로컬캠퍼스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 법인으로 등록하였음

◯ 법인 분리 추진 경과

¡ 2014. 1. 27.(월) : 산학협력운영위원회 법인 분리 심의 완료

¡ 2014. 2.  3.(월) : 글로컬산학협력단 정관 규정 제정

¡ 2014. 2. 14.(금) : 글로컬산학협력단 법인 승인

¡ 2014. 2. 27.(목) : 글로컬산학협력단 법인 사업자등록 발급

◯ 글로컬산학협력단은 법인 분리 이후 세분화 된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자율적 운영을 해 

오고 있음.

◯ 글로컬산학협력단은 서울산학협력단과 법인 분리 이후 독립적 운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

을 해 왔으며, 2015. 12. 4.(금)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완전한 독립 

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 또한, 서울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글로컬 소속 교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2016. 12. 30.(수) 

출원인변경으로 소유권을 양도 받았으며, 2016학년도 대학정보공시부터는 서울캠퍼스와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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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형 유 형 전 형 요 소 정원내외 모집인원

수
시
1
차
모
집

입학사정관전형

KU자기추천(인문계, 자연계)
1단계 : 서류 100% (4배수 선발)

내 119
2단계 : 서류평가 70% + 면접 30%

KU자기추천(다이나믹미디어학과,디자인대학 전 모집단위)
1단계 : 서류 100% (4배수 선발)
2단계 : 서류평가 30% + 면접 70%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1단계 : 서류 100% (4배수 선발)

외 33
2단계 : 서류평가 50% + 면접 50%

일
반
전
형

일반(면접)전형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4배수 선발)

내 258
2단계 : 학생부 교과 50% + 면접 50%

국가(독립)유공자 학생부 교과 50% + 면접 50% 내 10
스포츠우수인재 경기실적 70% + 면접 30% 내 15
체육특기자(생활체육학전공) 경기실적 50% + 면접 50%

내 17
체육특기자(골프지도전공) 경기실적 70% + 면접 30%
재외국민과 외국인 면접 100% 외 35

수
시
2
차
모
집

입  학사정관전  형 농어촌학생
1단계 : 서류 100% (3배수 선발)

외 58
2단계 : 학생부 교과 50% + 서류평가 50%

일반
전형

수능우선학생부전형 학생부 교과 100%(우선선발 / 수능최저 적용) 내 525
실기우수자전형 실기 100%(수능최저 적용) 내 51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 교과 50% + 면접 50%(수능최저 적용) 외 3

학생선발

□ 입학전형의 합리성

◯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건학정신인 「성(誠),신(信),의(義)」에 부합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 및 학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공명한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신입학전형의 경우 본교 입학정책위원회와 입학처에서 분석․발표하는「입학전형결과분

석」백서와 단과대학별 입시정책 요구안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위원장: 부총장)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연도별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하고 있음.

◯ 편입학전형은 교육부에서 학년도별로 발표하는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교

무처에서 산정한 전공별 편입학 여석을 모집인원으로 반영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를 거쳐 편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함.

[표] 2014학년도 신입학전형의 종류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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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모
집

가군 일반학생
다이나믹미디어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전공, 시각광고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실내디자인학과 : 학생부 교과 30% + 수능 70%

내 75

다군

일반학생

인문계, 자연계 : 학생부 교과 50% + 수능 50%

내 690

다이나믹미디어학과 : 수능 30% + 실기 70%
패션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광고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 학생부 교과 10% + 수능 50% + 실기 40%
도자디자인전공, 금속디자인전공, 회화학과 : 학생부 교과 10% + 수능 30% + 실기 60%
생활체육학전공 : 학생부 교과 20%+수능 40%+실기40%
골프지도전공 : 학생부 교과 10%+수능 40%+실기50%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 교과 50% + 수능 50% 외
수시

미충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급자 학생부 교과 50% + 수능 50% 외
특성화(전문계) 고교출신자 학생부 교과 50% + 수능 50% 외

구    분 전 형 유 형 전 형 요 소 정원내외 모집인원

수
시
모
집

학생부위주⁀종합‿

KU자기추천
1단계 : 서류 100% (3배수 선발)

내 171
사회적배려대상자 내 42
특성화고교졸업자 외 24
농어촌학생

2단계 : 서류평가 30% + 면접 70%
외 5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급자 외 22

일반전형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5배수 선발)

내 243
2단계 : 학생부 교과 80% + 면접 20%

학생부 학생부 교과 100%* 최저학력기준 : 201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및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과목 적용)]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8(간호학과: 6) 이내인 자

내 366

지역인재특별 내 50

실기우수자
실기 100%* 최저학력기준 : 201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및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과목 적용)]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인 자

내 89

스포츠우수인재 경기실적 70% + 면접 30% 내 15
체육특기자 경기실적 70% + 면접 30% 내 17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 교과 50% + 면접 50%* 최저학력기준 : 201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및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과목 적용)]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인 자

외 3

정 일반학생(미술계 비실기) 다이나믹미디어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내 69

[표] 2015학년도 신입학전형의 종류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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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
집

산업디자인전공, 금속디자인전공, 시각광고디자인전공,영상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 학생부 교과 20% + 수능 80%

일반학생

인문계, 자연계 : 수능 80% + 학생부 교과 20%

내 705

생활체육학전공 : 학생부 교과 20%+수능 40%+실기40%
골프지도전공 : 학생부 교과 10%+수능 40%+실기50%
패션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광고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 학생부 교과 10% + 수능 50% + 실기 40%
다이나믹미디어학과, 도자디자인전공, 금속디자인전공,회화학과 : 학생부 교과 10% + 수능 30% + 실기 60%

농어촌학생전형 수능 80% + 학생부 교과 20% 외
수시

미충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급자 수능 80% + 학생부 교과 20% 외
특성화고교 졸업자 수능 80% + 학생부 교과 20% 외

[표] 2013학년도 편입학전형의 종류 및 운영현황

전        형 계열 (학과) 전적대학성    적 실기고사성    적 면접고사성    적 총   점
• 일반
• 학사
• 재외국민
• 특성화(舊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 농·어촌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학생
•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인문(사범)계 ⁃
자연계 학과(전공)
(간호학과 제외)

100% - - 100%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학전공) 20% 50% 30% 100%
스포츠과학부

(골프지도전공) 10% 40% 50% 100%
디자인(조형)대학
(전 학과[전공])  10% 40% 50% 100%

간호학과 50% - 50% 100%

[표] 2014학년도 편입학전형의 종류 및 운영현황
전        형 계열 (학과) 전적대학성    적 실기고사성    적 면접고사성    적 총   점

• 일반
• 학사
• 재외국민
• 특성화(舊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 농·어촌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학생
•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인문(사범)계 ⁃
자연계 학과(전공)
(간호학과 제외)

100% - - 100%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학전공) 20% 50% 30% 100%
스포츠과학부

(골프지도전공) 10% 40% 50% 100%
디자인(조형)대학
(전 학과[전공])  10% 40% 50% 100%

간호학과 50% - 50% 100%

[표] 2015학년도 편입학전형의 종류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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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계열 (학과) 전적대학성    적 실기고사성    적 면접고사성    적 총   점

• 일반
• 학사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 농·어촌지역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학생
•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인문(사범)계 ⁃
자연계 학과(전공)
(일부학과 제외)

100% - - 100%

디자인대학
골프지도전공 10% 40% 50% 100%

생활체육학전공 20% 50% 30% 100%
다이나믹미디어학과

경찰학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10% 40% 50% 100%

□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 우리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를 구현하고, 고교-대학간 연계를 활성화하며, 입

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우수대학으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음.

                    
[그림 3.3.1-1]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인재상 (출처: 글로컬캠퍼스 입학홈페이지)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우리 대학은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99.6%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결과
학년도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인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11 1,771 1,764 99.6
2012 1,766 1,761 99.7
2013 1,765 1,758 99.6
2014 1,760 1,756 99.8
2015 1,767 1,762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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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

□ 학생상담체제 조직

◯ 우리 대학은 전공 지도교수에 의한 전공 연계 학생 개인상담, 진로 및 취업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그리고 건강상담,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장애학생 상담, 생활관생 상

담, 외국인유학생 상담 등의 상담체제를 갖추고 있음.

◯ 학생상담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생활 및 심리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

담원을 충원하고 학생상담 예산을 확충함. 

[표] 학생상담센터 인프라 확충 내용  
날짜 내용

2015. 02. 학생상담센터 신설
2015. 02. 학생상담센터장 취임 및 예산 확충(38,000천원 확충)
2015. 02. 객원상담교수 2명 위촉
2015. 02. 전문상담원 1명 채용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1명 보유)
2015. 10. 전문상담원 1명 채용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2명 보유)

◯ 학생상담센터는 6개 분과(학생상담, 학과상담, 진로상담, 건강 상담, 생활관상담, 양성평등 

상담)을 총괄하여 이들 학생상담기능을 일원화·체계화함.  

□ 학과의 상담체제 운영현황 및 실적

◯ 학생, 생활, 진로, 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해 교수-학생 간 1:1 상담 진행

¡ 면담과목으로 필수 지정되어 있어 학생의 참여율 높음

¡ 학과·전공별 전공 지도교수제도에 기반한 학생상담 활성화 유도

¡ 승진/승급 심사 시 교원 봉사실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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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서 특징 및 운영 세부내용

학생복지처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전문 상담]
⦁취업지원관 1명이 전문 진로/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상담내용 : 직업선호도검사 L형, 직업가치관검사, 성격유형검사(MBTI) 실시 및 해석,   
                자기분석표, 대학생활계획표 작성, 직업정보 탐색보고서 작성, 입사지원서류  
                작성 지도 등을 통한 진로/취업상담 
[취업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취업상담]
⦁취업특화 프로그램 내 진로/취업상담 : 취업특화 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상담 상시 실시
 - 취업특화 프로그램 : Pre엘리트(2~3학년 대상), 인텔리전스(4학년/중소․ 중견기업       
                             목표), 엘리트(4학년 / 대기업, 외국계기업 목표)
 - 상담내용 : 자기분석, 모의 인․적성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등을 통한    
               진로/취업상담

학생복지처
인재교육센터

[취업지원부서 확대 개편]
⦁2013.06.01.자로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직무별 취업상담 체제를 편성 /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처 내 인재교육
  센터를 신설함.
⦁인재교육센터 조직 구성 : 센터장, 직원 2명, 조교 2명, 
  산학협력전담교원 15명
 - 상담내용 : 현장실습(인턴십)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
   교원들이 지도교수로 배정되어 직무 및 취업 및 창업 관련 상담 실시

[표] 학과의 상담체제 실적
연도 2014-1,2학기 2015-1,2학기 

(2015.03~2015.12.)
실적 12,353건 8,941건

□ 진로/취업 상담체제 운영 현황 및 실적

◯ 우리 대학은 취업지원관을 임용하고, 학생복지처 내 인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 상담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취업지원관)에 선정됨

으로써(2012~2014년) 지원받은 사업비 및 자체 예산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 

1명 임용 및 진로 관련 사업 진행.

¡ 혁신적인 취업교육 편성 및 체계적인 취업교육 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2013.6.1자로 학생

복지처 내 인재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상담인력으로 배치함.

◯ 또한, 산학협력전담교원 15명이 학생들의 취업, 창업 및 실무능력 겸비를 위한 각종 면담

을 실시하고 있음.

[표] 진로/취업지원 상담체제 운영 현황

[표] 진로/취업지원 상담체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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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서 특징 및 운영 세부내용
학생상담센터
(심리상담)

⦁재학생들의 자아실현, 건강한 대학생활,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심리 상담과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관련 특강 제공.

양성평등
상담소

(성폭력 등)

⦁대학 구성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성고민에 대한 상담.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학생,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각
종 성평등 문화행사 진행.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제공.

보건소
(건강상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 상담 및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개별적인 상담 진행.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상담)

⦁대학 내 소수자인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체계화된 지원을 위하여 학생복지처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함.
  (2013년)

생활관
(생활관 학생 상담)

⦁생활관 입관생에 대한 생활상담을 학기별 호실별 1회 실시함.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상담을 실시함.

한국어
교육센터

(외국인 학생 상담)
⦁외국인 학생들의 교내 생활,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기별로
  설문 및 상담을 실시함.

연도 2014-1,2학기 2015-1,2학기 
(2015.03~2015.12.)

실적 11,583 10,464

□ 심리 및 기타 상담기관 운영 현황 및 실적

[표] 심리 및 기타 상담기관 운영 현황

  [표] 심리 및 기타 상담기관 실적

상담부서 2014-1,2학기 실적 2015-1,2학기 실적 
(2015.03~2015.12.)

학생상담센터 31건 1,816건
양성평등상담소 8건 6건

보건소 178건 288건
장애학생지원센터 23건

생활관 3,455건 3,382건
한국어 교육센터 150건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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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년도 기준면적(㎡)(A)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B+C+D)/A×100

기본시설(B) 지원시설(C) 연구시설(D) 부속시설 기타시설
2013 117,812 80,151 44,406 2,646 740 2,427 108.0%
2014 117,846 89,829 44,406 2,840 740 2,427 116.3%
2015 117,834 92,040 43,718 856 740 3,086 115.9%

번호 건물명 규모 연면적(㎡) 준공년월
1 창업보육센터 지하1층, 지상4층 2,578 2012.10
2 글로컬강의동 지하1층, 지상6층 7,271.03 2016.5(예정)

1. 창업보육센터 2. 글로컬강의동

교육시설

□ 교사확보율

◯ 우리 대학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 대학은 공간수요의 증가에 따라 최적의 교육 연구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신축 및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에 글

로컬강의동이 준공되면 교사확보율은 대폭 상승될 것임.

[표] 교사시설 확보현황

[표] 최근 5년간 건물 신축 현황(2012-2015)

[그림] 최근 4년이내 신축 건물 사진 및 글로컬강의동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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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시설 환경관리의 적절성

◯ 우리대학은『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거 교사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있음.

◯ 총무처 총무팀: 교사시설에 관한 전반적 청결관리 및 소독, 일반폐기물 처리 관리

◯ 총무처 시설팀: 실험실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시설관리

□ 강의실 확보율

◯ 우리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강의실 중 

95.9%가 멀티미디어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강의실에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강의환경에 대응하고 있음. 

◯ 2016. 5월 글로컬강의동이 준공되면 글로컬캠퍼스 전체 강의실에 대하여 최첨단 멀티미디

어시설로 조성하고, 작은 규격의 1인용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조성할 것임. 

[표] 재학생 1인당 강의실 확보율(2015.4.기준)
구분 실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당면적(A/B)

일반강의실 10 519.11
멀티미디어 강의실 127 12,199.77

합계 137 12,718.88 *8,809 1.44
* 학부정원내·외(8,381명)+대학원생(578명)-야간대학원(교육대학원·사회과학대학원 150명) = 8,809명

□ 강의실 시설 수준 및 관리

◯ 강의실 대부분이 전자교탁, LCD프로젝터, 콤보 및 앰프가 완비된 첨단강의실로 조성되어 

있음.

◯ 신속하고 효율적인 첨단강의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재팀 소속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의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

고 있음.

◯ 학생들이 쾌적한 온도와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강의실에 냉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

하였음.  

□ 강의실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 2015년 우리 대학의 강의실 교육용 집기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자중 72.72%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응답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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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상기와 같이 강의실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매우 높음에

도 불구하고, 2016년 준공되는 글로컬강의동 강의실 전체에 대한 집기 및 기자재를 최첨

단시설로 설치하고, 기존 강의실의 책상 규격도 큰 것으로 교체하여 글로컬캠퍼스 전체 

강의실을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교육시설로 조성할 것임.

◯ 상기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재학생의 강의실 교육용 집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할 것으

로 기대함.

[표] 교육용 집기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단위: 명, %)

□ 실험・실습실 확보율

◯ 우리대학은 실험・실습・실기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한 실험·실습실을 확보

(총 277실, 24,354.57㎡)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16. 5월 글로컬강의동이 준공되면 실험·실습실을 추가 배정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지급을 늘려 쾌적한 실험·실습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표]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2015.04.기준) 

계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인문사회 27 1,645.59 3,991 0.41 
자연과학 94 7,991.13 1,705 4.69 

공학 41 2,882.94 1,091 2.64 
의학 34 3,990.65 168 23.75 

예·체능 81 7,844.26 1,854 4.23 
합계 277 24,354.57 *8,809
평균 평균산출식=｛(3×①)+②+③+④+⑤｝/ 5 7.31

* 학부정원내·외(8,381명)+대학원생(578명)-야간대학원(교육대학원·사회과학대학원 150명) = 8,8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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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현황

◯ 우리 대학은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실험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일지를 기록하고 있음.

A등급: 45실 B등급: 30실 C등급: 27실 연구활동종사자: 4,387명
  

◯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표] 교내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현황

구  분 내  용 시행시기 대  상

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연중 연구활동종사자 (4,387명)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도교육 연중 연구활동종사자 (4,387명)

안전점검
연구∙실험실 일상점검 연중 연구∙실험실 (102실)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연1회 연구∙실험실 (102실)
소방점검 연1회 연구∙실험실 (102실)

건강검진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연1회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111명)
폐기물관리 연구∙실험실 지정폐기물 안전관리 연중 연구∙실험실폐기물(102실)
보험가입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매년 갱신 관련학과 (4,387명)

[표]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2013년 예산확보 및 현황 2014년 예산확보 및 현황 2015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번호 항  목 확보예산 집행내역 확보예산 집행내역 확보예산 집행 및 계획
1 보험료 15,000,000 12,956,000 17,325,000 15,000,000 17,325,000 13,885,000
2 건강검진비 15,000,000 12,846,310 21,000,000 12,620,460 14,000,000 14,000,000
3 교육․훈련비, 회의비 0 0 0 0 1,280,000    880,000
3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8,910,000 9,047,500 8,910,000 8,910,000 8,910,000  8,910,000
4 정밀안전진단비 10,000,000 8,300,000 10,000,000 8,800,000 4,000,000  4,000,000
5 보호장비 및안전용품 구입비 19,000,000 18,634,000 45,000,000 45,320,200 42,720,000 42,720,000

합  계 67,910,000 61,783,810 102,235,000 90,650,660 88,235,000 84,3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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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B-A) 등록금 차액의 15%(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706,100원 7,962,000원 1,255,900원 188,385원

□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현황

◯ 우리 대학은 실험・실습・실기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음. 

[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단위: 천원)

계열
금액(천원) 재학생수 학생1인당구입비(A/B) 2012  2013  2014   계(A) 2012 2013 2014 계(B)

자연과학 223,517 306,593 163,656 693,766 1,751 1,774 1,724 5,249 133.19 
공학 188,723 188,712 113,041 490,476 1,113 1,144 1,115 3,372 149.29  
의학 436,511 485,990  229,809 1,152,310 158 164 163 485 2,280.69  
예체능 241,056 231,154 138,914 611,124 1,559 1,707 1,843 5,109 121.19  
합계 1,089,807 1,212,449 645,420 2,947,676 4,581 4,789 4,845 14,215 207.36  
인문사회 84,676 248,772 34,944 368,392 3,864 4,075 4,203 12,142 30.34  

[표]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2014년 기준)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 2015년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장비·집기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

통’이상의 응답률이 전체 64.59%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대학은 교육용 장비 및 집기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팀을 운영하

여, 실시간 긴급 수리 및 정기 유지보수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음. 

◯ 2016. 5월 글로컬강의동이 준공되면 글로컬캠퍼스 전체 강의실에 대하여 최첨단 멀티미디

어 시설을 구축하고, 글로컬캠퍼스 공간마스터플랜에 의해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의 정

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시설·장비·집기에 재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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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개 선 내 용 소 요 예 산

2014학년도

⦁여학생동 신관 가구 교체
⦁여학생동 신관 바닥재 교체
⦁장애학생 환경개선
 - 화장실 리모델링
 - 점자블럭 설치

417,450,000원
 53,950,000원
 25,000,000원

2,013,000원
소   계 498,413,000원

2015학년도

⦁인터넷 환경개선(유무선 및 WiFi 제공)
⦁여학생동 본관 등기구 교체
⦁식당 환경개선
  - 주방 리모델링
  - 식탁/의자 교체
⦁환기시설 교체
⦁정수기 교체
⦁여학생동 신관 거울 설치(호실별)

35,594,820원
24,800,000원

399,810,000원
43,131,000원

850,000원
7,480,000원
2,700,000원

소   계 514,365,820원

2016학년도
(예정)

⦁남학생동 샤워부스 조성 공사
⦁여학생동 샤워부스 교체
⦁학생휴게실 확충

50,000,000원
20,000,000원
14,000,000원

소   계 84,000,000원

교육지원시설

□ 기숙사 시설 환경 개선

◯ 우리대학 기숙사 중 모시래학사는 건축 후 오랜 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가 있어 방

학기간 중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표] 기숙사 환경개선 현황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표]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2013회계연도 결산기준)(단위: 천원)

구분 자료구입비 재학생수
(B)

재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A/B)국내 국외 계(A)
단행본 289,277,465 57,583,912 346,861,377

9,196

연속간행물 25,971,880 45,767,087 71,738,967
비도서자료 9,178,000  846,400 10,024,400

전자
자료

전자저널 69,572,000 394,281,879 463,853,879
웹DB 9,185,000 36,430,880 45,615,880
기타 

전자자료 61,890,130 0 61,890,130
계 465,074,475 534,910,158 999,984,63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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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2014회계연도 결산기준)(단위: 천원)

구분 자료구입비 재학생수
(B)

재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A/B)국내 국외 계(A)
단행본 231,208,447 40,352,460 271,560,907

8,959

연속간행물 16,831,260 39,551,440 56,382,700
비도서자료 6,701,790    46,270 6,748,060

전자
자료

전자저널 48,431,000 354,443,223 402,874,223
웹DB 39,954,780 40,968,318 80,923,098
기타 

전자자료 53,335,030 0 53,335,030
계 396,462,307 475,361,711 871,824,018 97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표]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2014년 4월 1일자 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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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증

소지자 4 6 7 9,196 -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4 3 5.5 9,196 -

계 8 9 12.5 9,196 1.36

[표]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2015년 4월 1일자 기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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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자격증

소지자 4 7 7.5 8,959 -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2 4 4 8,959 -

계 6 11 11.5 8,959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