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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진단평가 추진 내용

1.1 자체진단평가 목적

우리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평가영역,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심층 

분석･평가하는 자체진단평가를 진행하여, 대학의 발전계획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재정 투입 

방향을 자체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함

 대학이 설정한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자원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분석

 학생의 교육 만족도에 대한 분석

 대학의 자기점검 및 자율평가 체제 정착

자체진단평가 결과 진단･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대학 발전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함

1.2 자체진단평가 내용

자체진단평가는 ① 대학이념 및 경영, ② 교육, ③ 교직원, ④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⑤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총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준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확보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2.2 교수･학습
2.2.1 수업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3. 교직원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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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체진단평가 대상 기간

2019. 3. 1 ~ 2021. 8. 31

1.4 자체진단평가 추진 일정

주요 추진내용 추진 일정
 평가준거 분석 및 정량지표 점검 2021 9월~10월
 자체진단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진단 평가조직 구성 2021. 10월
 자체진단평가 근거자료 취합 및 자체진단보고서 작성 2021. 11월~12월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보고 및 확정 2021. 12월

1.5 자체진단평가 결과 활용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자체진단평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에 

활용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도서관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5.2.2 사회봉사 실적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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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현황

1.1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우리 대학은 ̒자립정신의 자세 확립̓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참된 인재상을 정립하고 

교육해 이를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자는 ̒참･빛(Veritas et Lux)정신ʼ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폭넓은 시야와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넓게 배우고 깊게 탐구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참빛인재 양성̓을 교육목표

로 삼고 있음

1.2 주요 연혁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1934년 5월 20일 미래의 전자시대를 예견한 화도 조광운 박사가 서울시 중구 봉래동에 

조선무선강습소의 문을 열면서 창설됨

 1964년 우리 대학의 전신인 동국전자공과대학이 설립 인가되어 전자공학과, 응용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무선통신학과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광운전자공과대학으로 학교명을 변경하고 전자공학 인재 

양성의 산실로 성장하였음

 1980년대에 공학 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1987년 10월 공과대학, 이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3개 단과대학으로 편성된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88년 광운대학교가 출범함

 현재 ̒창의･소통･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K-VISION 2030 대학발전계획ʼ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34.05.20 화도 조광운 박사 조선무선강습소 개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83번지) 
1962.03.31 동국전자공과초급대학 설립인가

  - 수업연한 2년, 전자공학과, 무선통신과 2개 학과 설치
1964.01.21 동국전자공과대학(4년제) 설립인가

  - 수업연한 4년, 전자공학과, 무선통신학과, 통신공학과, 응용전자공학과 4개 학과 설치, 정원 120명
1964.12.16 광운전자공과대학으로 명칭 변경
1987.10.19

종합대학으로 승격 및 조직개편
  - 공과대학, 이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신설

1988.03.01 광운대학교 출범: 3개 단과대학, 22개 학과, 입학정원 1,160명
초대 총장에 조무성 철학박사 취임 

1991.10.22 전파공학과, 산업심리학과, 경영정보학과 신설
1994.08.22 제4대 총장 강준길 공학박사 취임
1997.10.01 제5대 총장 박영식 철학박사 취임
1997.11.05 일본학과, 중국학과 신설
1998.10.19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경영대학, 법과대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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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8 공과대학을 전자정보공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 
2001.10.09 제6대 총장 박영식 철학박사 취임
2004.09.01 교양학부 설립
2005.03.01 교수학습센터 신설
2005.10.09 제7대 총장 이상철 공학박사 취임
2007.07.23 동북아대학 신설
2009.10.09 제8대 총장 김기영 경영학박사 취임
2010.08.10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신규센터(플라즈마 바이오 과학 연구센터) 지정
2011.01.07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0대 조무성 이사장 취임
2011.08.16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2011년도 선도연구센터(홀로-디지로그 휴먼미디어 연구센터)로 선정
2013.02.25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명칭 변경
2014.01.10 제9대 총장 천장호 공학박사 취임
2014.06.30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2014.12.3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1대 김진홍 이사장 취임
2016.01.07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2대 신철식 이사장 취임
2016.02.11 고용노동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2016.02.25 인제니움학부대학 출범
2016.09.05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CK) 우수 사업단 선정
2016.09.25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 준공
2016.10.31 서울시 아스피린센터 운영 수탁기관 협약 체결
2016.12.20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단위형)
2017.03.0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
2017.03.28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선정
2017.09.14 광운대학교 공공기숙사(빛솔재) 개관
2017.12.15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선정
2018.01.10 제10대 총장 유지상 공학박사 취임
2018.04.02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3대 조선영 이사장 취임
2018.09.03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9.03.21 SNK-비타민(VITAMIN) 센터 개관
2019.12.20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20.07.09 라이덴 랭킹‘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종합 4위 기록

2020.11.13 캠퍼스타운사업단 SNK-클리닉센터 개관

2021.05.07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2021.05.13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2021.09.03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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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조직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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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수·직원·학생 현황

교수 현황

구 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합계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기타 계
인원(명) 216 71 45 332 98 38 327 96 559 891
직원 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및 기타 합계일반직 기술직 계
인원(명) 85 38 123 107 230
학생 현황

구 분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재학생(명) 8,527 630 743 9,900

1.5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참･빛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교양과 인성을 널리 연마하고 전공지식을 깊게 탐구하며 글로벌 소양을 계발하여 

기술･사회･사람을 아우르는 융합적 소통과 혁신적 창의성 발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실사구시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과목 편성 및 이수체계를 개편하고, 

교육 효과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양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하여 각 학부･학과들이 자율적으로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설정하고 

설정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전공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각 학부․학과는 교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용전공교육과 창의융합전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전공역량 개발 및 교육수요자(학생 및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전공교육과정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1.6 주요 시설·설비 현황

정보공시
연도

기준면적 보유 면적(㎡)
입학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계

2021 126,352 145,613 109,679 7,198 14,896 1,932 3,483 137,188

(2021.4.1 기준)

(2021.4.1 기준)

(2021.4.1 기준)

(2021.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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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2020학년도 결산

교비회계

운영수입 108,165,421

등록금수입 83,225,164

전입 및 기부금수입 20,437,040

교육부대수입 3,697,189

교육외수입 806,027

자산 및 부채수입 6,272,910

미사용전기이월금 2,371,041

자금수입 합계 116,809,373

운영비용 104,171,851

보수 55,116,066

관리운영비 11,966,702

연구학생경비 36,706,905

교육외비용 382,178

전출금 -

예비비 -

자산 및 부채지출 8,461,002

미사용차기이월금 4,176,520

자금지출 합계 116,809,373

구분 계정과목 2020학년도 결산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수익 33,794,445

산학협력수익 7,300,706

지원금수익 21,587,882

간접비수익 4,544,227

전입 및 기부금수익 76,000

운영외수익 285,630

자산부채수입

자급수입 합계 33,794,445

운영비용 33,794,445

산학협력비 7,042,873

지원금사업비 19,827,559

간접비사업비 2,956,608

일반관리비 1,185,417

운영외비용 116,578

학교회계전출금 700,000

자산부채지출 1,965,411

자금지출 합계 33,7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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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1.1 대학경영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우리 대학 고유의 교육이념[참(Veritas)과 빛(Lux)]을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하고 교육목적에 
포함된 가치를 반영하여 인재상을 설정함
학생의 ʻ참빛핵심역량ʼ 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참빛핵심역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학생학습성과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대학의 창학이념과 발전 목표가 충분히 반영된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학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여론 수렴과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에 힘써 
대학 전체 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운영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대학발전계획 1단계(2019~2021) 추진사업을 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대학 자체평가, 학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강    점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에 따라 사회 및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사구조를 갖추고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특성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경영, 행정시스템,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부서(학과)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부서(학과)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환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개 선 점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사업이 이공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은 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의 확대 및 계열간 융합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발전방향

대학발전계획 K-VISION 2030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환경 및 미래 산업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양성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 및 공헌을 확대해 나감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특성화 지원 사업 및 계열간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
대학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평가제도 개선,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효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발전계획 K-VISION 2030 1단계(2019~2021) 추진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2단계(2022~2024) 계획이 필요함

1.2 대학재정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기준값 이하, 기부금 비율이 기준값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법인전입금 비율이 다소 미흡하지만 개선에 대한 법인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확고하며 수익용 자산 임대 
수입 및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 특례규칙과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교법인의 정관 및 대학 규정과 사립학교법 1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1조(감사) 및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 법인감사 및 각종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대학경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감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참･빛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교양과 인성을 널리 연마하고 전공지식을 깊게 탐구하며 글로벌 소양을 계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실사구시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양교육과정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기초교양으로 분류되며, 광운 6대 핵심역량과 연계되는 편성 체계를 갖추고 
있음
2020학년도 핵심역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7대 핵심역량 체계를 6대 핵심역량 체계로 개편하고  
교양교육 내실화 및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고 있음
2021학년도(1,2학기) 전체 교양강좌의 평균 수강인원은 38명으로 강좌별 적정한 인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1명 이상 대규모 교양과목은 6강좌(0.6%)를 운영함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교육수요자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학점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다양한 학문적 특성과 인증평가 (공학교육, 경영학, 
건축학) 등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음
다양한 학문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전공 이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이수 
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학은 주기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①계획 및 분석, ②개선안 수립 및 심의, ③시행 및 운영, ④평가 
및 환류 절차에 의해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산업계 및 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강    점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적절하게 연계시킴
필수, 균형, 기초교양의 교양교육 이수체계를 확립하고  교양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학교의 규모에 비해 다양한 교양 및 전공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특히 산업체의 요구 사항들을 강좌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사회수요를 반영한 전체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양필수과정(6학점)과 학생의 경력개발 및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특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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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개 선 점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매년 안정적으로 법인전입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발전방향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설정한 사업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전략마련과 관련부서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매년 성과를 창출해 나감
교육･연구･산학 분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 수주를 높이며, 사업간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감
법인전입금 확대를 위해 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2.1 교육과정

강    점
대학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내･외부 감사를 통해 대학행정체계를 개선하고 대학경영 및 예산의 편성․집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
도록 노력하고 있음



핵심역량 및 교육수요자(학생･산업체)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교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전공교육 및 창의융합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연계전공(19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양한 연계전공이 개설되어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개 선 점
학생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교육의 개선이 필요함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 절차에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학과의 노력이 필요함

발전방향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기주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주도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함
연계전공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 참여를 확대시키고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
실용교육 및 창의융합교육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학생역량 및 수요자 만족도를 증진함
개편한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환류체계 정착을 위해 교양교육평가시스템을 개편하고 평가를 위한 전담교수
를 배정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창의융합형 교양교과목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심층탐구 강좌와 공존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주도형 교육과
정 운영을 강화함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수업운영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학기 수업평가(중
간, 기말)를 실시하여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수업평가는 정량적･정성적 문항으로 구성되고 강의유형에 따른 선택문항을 도입하여 강의성격에 따른 
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강의개선, 우수강의 시상,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선, 학생의 강의선택 등에 
활용하고 있음
합리적이고 엄정한 성적 부여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성적평가와 공지, 이의신청 등 학생과 교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학기별 단과대학 및 학과 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학사경고자를 예방하고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습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교수학습센터, 광운 MOOC센터)을 갖추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교수학습센터는 자체 전문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수학습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수학습지원시스템(ONTL)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음

강    점

체계적인 학사경고자 관리 체계(규정, 교과목,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책임지도교수 지도강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OT학기제, 학습전략검사(SLT), 대학생활적응검사, 튜터링 등을 통해 학사경고자
를 예방 및 관리해 나가고 있음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강의유형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MOOC, 플립드러닝, PBL/TBL, 서비스러닝,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융합교
과목 강의 등)
수업평가 하위자 및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K-MOOC 스튜디오 및 강의공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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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수학습



개 선 점
전임교원의 교수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평가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학생 학습진단체계 및 학습진단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학사경고자를 
예방하고 새로 구축한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통한 학습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감

발전방향

교수역량 개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개인평가, 학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함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진단체계와 팀 기반 학습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강화함
수업평가 결과가 강의개선에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의 강의개선 자기평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수업평가 하위자에 대한 교수지원프로그램 참여 제도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감
스마트 러닝 기반 미래형 교육방법(K-MOOC, TBL, PBL, 플립드러닝)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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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 수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채용절차, 심사방법, 심사단계, 임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교원 신규임용 내규, 교육전임교원 신규임용 내규, 교원 특별임용 내규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임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비전임 교원의 임용을 통하여 학문의 실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교원의 복무사항인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활동의 결과에 대해 매년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승진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전임교원의 보수는 교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직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음
교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교원의 강의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고유의 교수지원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다양한 수업유형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    점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ʻ교수업적평가 ̓규정에 평가영역별 세부사항
을 정하고, 교원의 학문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양한 학술활동 지원제도를 통해 교원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논문, 저서, 연구비, 기술이전 
및 특허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다양한 수업유형 개발 지원을 위한 교수지원 프로그램과 e-Class 강의녹화 저장시스템, 이러닝 강의 지원시스
템, 온라인 교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음

개 선 점
전임교원에 비해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복지제도가 일부 부족하므로 비전임교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강사휴게실 등의 지원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
강사 강의료가 타대학 대비 낮은 편이므로 우수 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강사 강의료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발전방향

비전임교원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및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함
전임교원의 연구성과가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제도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응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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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 원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직원 1인당 학생수는 최근 3년 평균이 42.1명으로서 기준값 이하로 유지하여 직원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직원평가는 직원고과평정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 포상, 징계 등에 반영하고 있음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직종별로 급여체계를 구분하여 직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직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음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의 자기계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    점
정기적인 신규채용으로 직급별 적정인원이 구성되고 있으며, 승진제도 활성화를 통해 직급별 인원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직원의 보수 인상과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개 선 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희망부서제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적성에 
맞춰 부서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발전욕구 충족 및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발전방향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
직원들이 대학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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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시설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1.22㎡로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을 갖춘 강의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2.65㎡로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음
실험･실습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사항들은 개선 조치하고 있음
기숙사 수용률은 12.0%로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생식당, 상담 및 휴식공간, 체력단련 및 
문화시설, 학습지원 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다양한 학생복지(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매년 대학의 도서관 자료구입 계획과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및 연구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기준 값을 초과하고 있음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도서관에 배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직원수는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강    점

교수 및 학습법 증진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강의실 형태로 강의실을 운영하며, 
강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웹 및 모바일 서비스용으로 동시에 제작되어 강의 종료 후 온라인에 업데이트 
되는 ʻe-Class 강의 녹화 저장시스템ʼ 이 구축되어 있음
최신시설의 기숙사 환경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 건립과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학생 복지시설(학습, 문화, 체육 등)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음
2017년 첨단 시설을 갖춘 중앙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 및 시설 등 이용의 편리성이 
크게 개선되어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학생작품 전시 및 발표를 위한 공간, 학습지원을 위한 세미나실, 휴게 공간을 대폭 확충하였음

개 선 점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와 정보화 환경 구축비 등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문화소양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매년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발전방향

도서관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문화소양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학문 발전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의 및 실험⋅실습 시설과 도서관 시설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학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학생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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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생지원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상담센터 및 상담조직을 구성하고 
책임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전공, 교양)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학생상담센터는 개인별 진단 및 관찰 집단 진단 및 관찰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학생상담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의 진로설계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개발원(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KW-IPP센터)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종합적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 동향을 반영한 취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학년맞춤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에서는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비마응원단, 졸업준비위원회)의 
활동 지도 및 지원 업무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대학본부와 학생자치단체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학교행사 프로그램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부 지침(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매뉴얼)을 근간으
로 사전교육 및 행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부 행사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조직과 책임자, 담당자(부서), 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대학의 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장애학생 및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의 배려가 필요한 소수집단(Minority)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강    점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학생 맞춤형 운영과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지원을 통해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
학생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대학의 정보보호 정책을 지속 운영하여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생지원(취업, 창업,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참여학생
이 증가하고 학생 만족도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음

개 선 점
학생상담센터의 상담공간이 다소 부족하여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상담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자치단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2022학년도를 대비하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활동,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발전방향

학생상담센터 상담공간 확대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저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태 및 진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학생상담 및 진로, 
취업지원에 활용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취업지원을 진행함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조직 신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활 및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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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학성과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최근 2년 평균값이 0.52으로 기준값을 충족함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은 최근 2년 평균값이 0.50로 기준값을 충족함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최근 2년 평균 값이 0.06으로 기준값보다 소폭 낮음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실적은 매년 향상되어 최근 2년 평균값이 104,603(천원)으로 기준값을 충족함
최근 2년간 취업률은 62.7%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다양한 학생창업 지원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매년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배출하고 있음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하고 대상별로 조사내용, 범위, 문항수 등을 구분하여 
최적화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강    점

이공계 중심의 대학 특성에 따라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과 교외연구비 실적이 매우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
대기업 및 정규직 취업이 많아 유지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의 질이 매우 우수함
전체학과에서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교과목을 전공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학생 창업을 위한 학사제도 및 지원체계(조직, 시설, 프로그램)를 구축하여 학생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였
으며, 매년 우수한 학생창업 기업이 배출되고 있음

개 선 점 논문의 양적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인용지수 등)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대기업 뿐 아니라 우수중견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발전방향

전임교원의 연구성과가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제도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의 질적 성과(인용지수 등)를 높여 나감
대기업 위주의 학생취업 경향이 우수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소개 
활동을 강화해 나감
우수한 학생 창업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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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적 책무

구분 내    용

평가결과
요    약

교육목표(참빛 인재상의 실현) 구현을 위해 ʻ더불어 함께 하는 삶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봉사와 국제봉사, 
그리고 사회봉사 교과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체계적인 사회봉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봉사단 등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의 행정조직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대학구성원은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러
닝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사회와 긴밀히 교류하고 교육･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에서 생산한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환원하고 있음

강    점

학교특성에 맞는 IT, 컴퓨터, 로봇 등과 연계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기술적 가치를 봉사와 
연계시켰다는 차별성이 있음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봉사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교양강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식 및 기술의 이전․확산 실적이 우수하며, 지식 및 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개 선 점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사회봉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2021년 사회봉사단의 활동이 다소 미진했으므로 2022년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 및 사회봉사단원 확대가 필요함

발전방향

학내 구성원의 참여 동기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를 연구⋅시행하여 학내의 사회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함
사회봉사단의 체계화와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 
시스템을 구축함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밀착된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봉사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