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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연혁

1979년 12월 15일
대학원 설립인가
석사과정 정원 36명
2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전자공학과(18명), 전자통신공학과(18명)

1979년 12월 07일 초대 대학원 원장 전풍진 이학박사 취임

1980년 07월 11일 제2대 대학원 원장 조정현 법학박사 취임 

1980년 11월 03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70명으로 증원 
3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전기공학과, 전자계산학과, 경영학과 

1981년 11월 25일 학칙 개정에 따른 석사과정 1개학과 신설: 전자재료공학과 

1982년 07월 01일 학위 과정별 정원제 운영인가 (1982. 3. 1.부터 적용) 

1982년 11월 22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석사과정 정원 78명으로 증원 

1983년 02월 14일 제3대 대학원 원장 서국철 공학박사 취임 

1983년 10월 29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108명으로 증원 
박사과정 36명으로 증원 
1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 전자계산기공학과 
6개학과 박사과정 신설 :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계
산학과, 전자재료공학과, 경영학과 

1984년 11월 27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120명으로 증원 
박사과정 46명으로 증원 
2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 무역학과, 행정학과 
1개학과 박사과정 신설 : 전자계산기 공학과

1985년 03월 07일 제4대 대학원 원장 김상만 이학박사 취임 

1987년 03월 01일 제5대 대학원 원장 양인응 공학박사 취임

1987년 10월 29일 종합대학으로 승격

1987년 11월 09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138명으로 증원 
박사과정 55명으로 증원 
1개학과 박사과정 신설: 행정학과

1988년 07월 13일 제6대 대학원 원장 문동찬 이학박사 취임 

1988년 11월 30일 학칙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정원 59명으로 증원 

1990년 11월 08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162명으로 증원 
2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화학공학과,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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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03월 01일 제7대 대학원 원장 김창욱 공학박사 취임 

1991년 11월 15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207명으로 증원 
박사과정 84명으로 증원 
4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제어계측공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국어국문학과 
1개학과 박사과정 신설: 화학공학과

1992년 03월 01일 제8대 대학원 원장 문동찬 이학박사 취임 

1992년 07월 28일

학칙 개정에 따른 대학원생 정원 증원 및 학과 신설 
석사과정 정원 249명으로 증원 
박사과정 111명으로 증원 
3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환경공학과, 수학과, 영어영문학과 
3개학과 박사과정 신설: 제어 계측 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1993년 11월 22일 제9대 대학원 원장 전수일 행정학박사 취임 

1994년 08월 26일 제10대 대학원 원장 김재환 공학박사 취임 

1995년 03월 01일 제11대 대학원 원장 문동찬 이학박사 취임 

1995년 06월 09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전 과기처 장관)

1996년 03월 01일 제12대 대학원 원장 김준봉 행정학박사 취임

1996년 11월 02일

학칙 개정에 따라 대학원생 정원을 입학정원제로 하고 증원 및 증과 
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46명으로 증원 (총 재적생 수: 458명) 
4개학과 석사과정 신설: 전파공학과, 건축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
학과 
박사과정 입학 정원을 50명으로 증원 (총 재적생 수: 134명) 
교육부 방침에 의해 '97년부터 총 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제로 변경됨

1997년 02월 20일 삼성전자 지원 마이크로프로세서 교육 센터 설립 

1997년 03월 01일 제13대 대학원 원장 문동찬 이학박사 취임 

1997년 08월 25일 제14대 대학원 원장 홍의석 공학박사 취임 

1997년 10월 11일 신기술연구소가 한국통신 기초연구사업 지정 대학연구센터로 선정 

1997년 10월 31일 노원구청과 상호 교류 협약 체결 

1997년 11월 17일
통상산업부 및 반도체 3사(현대, LG, 삼성) 지원 반도체 설계 교육 지역 센
터 인가 

1997년 12월 01일 반도체설계교육 지역센터 개소 

1998년 03월 10일 KIST와 상호 협력 약정서 체결 

1998년 01월 08일 대학원 원우회 창립 

1998년 04월 03일 HP사 지원 RFIC 센터 설립 



- 4 -

1998년 05월 16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법학박사 학위 : 이세중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명예 법학박사 학위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명예 공학박사 학위 : 백수현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장)

1998년 06월 20일 대학원 동문회 창립(회장:권혁조) 

1998년 09월 03일 ‘98년도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1999년 05월 15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 강문규 (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 이중근 <현 (주)부영 회장> 

1999년 06월 04일 석사과정 11명, 박사과정 16명 증원 

1999년 11월 02일 박사과정 20명 증원 

2000년 05월 28일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서 체결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년 07월 18일

신문방송학과,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신설
석사과정 16명, 박사과정 7명 증원
학연산 협동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정보보호센터 각각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4명 증원 

2001년 02월 09일 제15대 대학원 원장 김용복 철학박사 취임 

2001년 07월 26일 학연산 협동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3명 증원 

2001년 09월 01일 국제지역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산업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2002년 05월 15일
전자부품연구원과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서 체결 

2002년 05월 17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김정식 (현 대덕전자(주) 회장)

2002년 11월 05일 2003학년도 정원감축 23명(석사 16명, 박사 7명) 

2003년 02월 01일 제16대 대학원 원장 김용복 철학박사 취임 

2003년 02월 03일 대학원 학점교류 협정 체결(국민대학교외 7개 대학) 

2003년 05월 16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 : Miyegombo Enkhbold (현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

2003년 11월 건국대학교 대학원과 학점상호인정 협약 체결 

2003년 12월
학연산 협동연구 증원감축 10명(석사 8명, 박사 2명) 
박사과정으로 이관 

2003년 12월 15일 경기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약 체결 

2003년 12월 IT SoC 전공인정과정 참여 협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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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01일 석박통합과정 학위 설치

2005년 02월 01일 제17대 대학원 원장 이수연 공학박사 취임 

2005년 05월 22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오종택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 남궁석 
명예 공학박사 학위 : 박종문

2005년 09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2006년 03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범죄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2007년 02월 01일 제18대 대학원 원장 이수연 공학박사 취임

2007년 03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2007년 09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방위사업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2008년 09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모바일임베디드SW공학과 석사과정 학위설치 

2009년 02월 01일 제19대 대학원 원장 김기영 경제학박사 취임 

2009년 05월 20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 : 이웅주

2010년 02월 01일 제20대 대학원 원장 이기서 공학박사 취임 

2010년 03월 01일
학과간 협동과정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모바일임베디드SW공학과 임베디드SW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임베디드SW공학과 고용계약형 학과(정원외)로 모집단위 변경

2011년 02월 01일 제21대 대학원 원장 천장호 공학박사 취임 

2011년 02월 28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한항우

2011년 07월 29일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플라즈마바이오디스플레이학과로 학과명 변경 

2011년 08월 24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법학박사 학위 : 김홍헌

2012년 02월 01일 제22대 대학원 원장 천장호 공학박사 취임 

2012년 08월 21일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재교육형학과(정원외) 박사과정 학위설치 

2013년 02월 01일 제23대 대학원 원장 천장호 공학박사 취임 

2013년 07월 24일
전자물리학과를 전자바이오물리학과로 학과명 변경

부동산학과를 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학과명 변경 

2013년 08월 21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이학박사 학위 : 박종길



- 6 -

 
3. 대학원 교학팀 조직도

2013년 10월 11일 제24대 대학원 원장 최기호 공학박사 취임 

2014년 02월 01일 제25대 대학원 원장 한 춘 공학박사 취임 

2014년 05월 19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조중식

2014년 07월 15일 제어계측공학과를 로봇학과로 학과명 변경 

2014년 11월 25일
학과간 협동과정 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2015년 02월 01일 제26대 대학원 원장 이원호 공학박사 취임 

2015년 11월 10일

문화산업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학과간협동과정 재난안전공학과 석/박사과정 학위설치 

신문방송학과를 커뮤니케이션학과로 학과명 변경

2016년 02월 01일 제27대 대학원 원장 이원호 공학박사 취임 

2016년 08월 08일 제28대 대학원 원장 박종구 행정학박사 취임 

2017년 02월 01일 제29대 대학원 원장 김병효 이학박사 취임

2018년 02월 01일 제30대 대학원 원장 최영근 이학박사 취임

2018년 02월 26일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 공학박사 학위 : 이재령

2018년 10월 24일

전파공학과를 전자융합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스포츠융합과학과 석사과정 학위설치
학과간협동과정 게임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학과간협동과정 실감융합콘텐츠학과 박사과정 학위설치

No.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최영근 대학원장 소프트웨어학부

2 정용식 교학부장 전자융합공학과

3 이지영 교학팀장 대학원 교학팀

4 최홍선 과장 대학원 교학팀

5 한성은 계장 대학원 교학팀

6 조국희 직원 대학원 교학팀

7 김도희 직원 대학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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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평가 결과
   1.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 � � � (1)� 내부환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 4S� 분석� (Strategy� &� Shared� Value,� Staff� &� Skill,� Structure,� System� Analysis)을� 통하여� 우리� 대학원

의�내부환경을�분석하고�경쟁력�강화를�위한� 시사점을�도출함

▪ 내부환경�분석� 프레임워크� :� 4S� Analysis

Strategy� &� Shared� Value� 분석 � 비전� 및� 발전전략의�분석

Staff� &� Skill� 분석 � 교직원�현황,� 학생�관련�주요� 지표�분석

Structure� 분석 � 행정체계,� 학과�분석

System� 분석 � 조직� 및� 행정관리시스템�분석

�

� � � � (2)� 4S� 분석� 결과

▪ Strategy� &� Shared� Value� 분석

-� 전략�수립�후�환경변화�등에� 따라� 투자금액이나�과제,� 목표의�수정이�필요함

-� 전략과제의�실현을�위하여�장기적인�재정계획�하에서�예산� 반영� 등이� 필요함

-� 발전계획� 상� 우선순위� 및� 과제별� 예산이� 산출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업과� 발전계

획과의�연계가�미흡함

▪� Staff� &� Skill� 분석

학� 생

∙입학률이�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로�개선방안�마련이�필요
∙취업률은�타대학�대비�높은�수준이나�계열별�편차가�있으며�공학계열�외�타계열의�취업률�
향상�방안이�필요

교� 원

∙전임교원확보율은�최근� 3개년�높아지는�추세이나,�여전히�타대학�대비�낮은�수준임�
∙계열별�전임교원확보율의�편차가�큼
∙전임교원�구성� 비율에서�정교수의�비율이�높은� 편임
∙전임교원의�연구역량은�현재�하향추세로,� 지속적인�연구역량�관리가�필요함

직� 원

∙대학원�조직을�구성하는데�학사총괄은�교무처가,�교육관리는�단과대학�소속의�학과�중심으로�
운영되어�대학원은�대학의�부속기관�정도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일반,�특수대학원�등�전체�대학원을�통합�관리하는�조직이�미비하여�이로�인해�대학원간�연계․협력이�
부족하고�대학원�전체�차원의�발전방안�수립�및�추진이�곤란함.

▪ Structure� 분석

-� 학과간협동과정�및� 학과는�매년�증가하는�추세임.

-� 소규모� 학과에� 대한� 폐과기준안이� 2016년� 마련� (2016년� 이후부터� 4년� 신입학� 인원이� 3명� 미만인� 경

우�폐과)되어� 조정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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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분석

평가� 및�

인사제도

∙교원�업적평가�분야�중�교육,�봉사�영역은�변별력이�낮고,�연구실적이�가장�큰�영향을�미치고�
있음

행정시스템
∙행정시스템의�구축시기가� 8년~17년으로�노후화가�심각하여�업무지원의�효율성이�
떨어지고�있음

� � � � (3)� 4S�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Strategy� &� Shared� Value� 분석

� � 2020년까지의�대학원발전계획�및�특성화계획�수립�및�재정계획�수립� 필요

▪ Staff� &� Skill

교� 원 교원�채용�시�계열별�편차�고려,� 지속적인�연구역량�관리�필요

학� 생 입학경쟁률�감소�원인�분석� 및� 대책�마련�필요

▪ Structure

� �학과평가�결과에�대한�활용이�필요

▪ System

평가� 및�

인사제도
교원�승진�시�연구실적�기준�강화� 방안�필요

행정시스템 시스템�개선방안�마련�및�예산� 편성�필요

� � � � (3)�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ICT 분야 명성

로보틱스, 바이오, 플라즈마 등 특화

높은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

대학원 입학인원 감소 추세

교육, 연구지표 하향 추세

재정건전성 약화

기회(Opportunity) 위협(Treat)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정부 5대 집중 육성분야에 ICT 포함

융복학 산업 발달 예상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경쟁 대학의 빠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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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지표별 현황

   가. 신입생 충원 현황

기준연도 입학정원

지원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345 431 251 124 44 12 305 204 67 27 7 78.6

2017 345 388 234 96 36 22 286 196 56 26 8 73

2018 345 347 202 84 35 26 232 142 62 16 12 59.1

   나.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기준연도 학생정원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계 석사 박사 석박통합

2016 690 623 322 210 91 90.3

2017 690 593 290 196 107 85.9

2018 690 528 245 194 89 76.5

  

   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기준연도 재학생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비율(%)계 석사 박사 석박통합

2016 623 62 25 12 25 9

2017 593 63 24 16 23 10

2018 528 61 19 21 21 11

   라. 중도탈락 학생 현황

기준

연도

재적

학생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
소계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수업연한

초과
기타

2015 717 41 11 9 20 0 0 0 1 0 5.7

2016 665 40 4 20 16 0 0 0 0 0 6

2017 633 38 6 19 13 0 0 0 0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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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원 강의 담당 비율

기준연도
총 개설

강의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 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2016 1,624 1,435 88.4 39 2.4 18 1.1 102 6.3 30 1.8 189 11.6

2017 1.525 1,371 89.9 18 1.2 18 1.2 91 6 27 1.8 514 10.1

2018 1,530 1,375 89.9 15 1 21 1.4 90 5.9 29 1.9 155 10.1

   바.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계열/대학원
2016 2017 2018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공학계열 983 6,112.9 983 6,166.1 983 6,254.7

자연과학계열 983 5,408.2 983 5,471.5 983 5,562

인문사회계열 983 4,837.1 983 4,882.3 983 4,997.7

 

   사.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 명, 천원)

기준연도 재학생 교외장학금(소계) 교내장학금(소계) 총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2015 652 193,164 4,301,721 4,494,885 6,894

2016 619 130,168 3,866,910 3,977,078 6,457.3

2017 574 77,981 3,664,794 3,742,775 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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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표별 타대학원(경쟁기관) 분석

    가. 신입생 충원현황(정원외 포함) 비교

   

대학원명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광운대학교 대학원 78.6 73 59.1

A 대학교 대학원 87.4 90.5 84.5

B 대학교 대학원 91.7 105.1 91

C 대학교 대학원 90.7 77.2 85.3

D 대학교 대학원 91.5 88.7 85

E 대학교 대학원 80.3 54.2 54.9

비교대학 대학원 중앙값 88.3 83.14 80.14



- 12 -

    나. 전임교원 강의비율 현황 비교

    

대학원명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광운대학교 대학원 88.4 89.9 89.9

A 대학교 대학원 80 78.3 78.2

B 대학교 대학원 82.9 81.4 83.5

C 대학교 대학원 79.1 76.2 76.6

D 대학교 대학원 91.9 89.5 89.4

E 대학교 대학원 73.4 72.2 71.2

비교대학 대학원 중앙값 81.5 79.5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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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학금 수혜현황 (단위 : 천원)

    

대학원명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외+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외+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교외+교내)

광운대학교 대학원 6,598 6,894 6,247 6,457.3 6,384.6 6,520.5

A 대학교 대학원 4,637 6,674.2 4,405.6 6,225.2 4,442.1 6,186.9

B 대학교 대학원 5,464.7 6,246.1 5,291.7 6,272.8 6,225.3 7,477.5

C 대학교 대학원 5,666.5 6,099.4 5,379 6,024.5 5,536.3 6,425.1

D 대학교 대학원 5,929.3 6,452.6 5,848 6,641.4 5,828.5 6,838.8

E 대학교 대학원 5,289 5,533.7 5,344.7 5,542 5,337.4 5,785.3

비교대학 대학원 중앙값 5,397.3 6,201.2 5,253.8 6,141.2 5,473.9 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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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마. 장학금/등록금 비율 

대학원명
2016년 2017년 2018년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광운대학교 대학원 983 5,637 983 5,666 983 5,760

A 대학교 대학원 경희 954 5,703 954 5,693 954 5,805

B 대학교 대학원 980 5,624 980 5,718 980 5,801

C 대학교 대학원 950 5,393 950 5,395 950 5,342

D 대학교 대학원 1,004 5,620 1,019 5,700 1,029 5,764

E 대학교 대학원 1,000 4,630 1,000 4,629 1,000 4,701

대학원명
수업료대비 교내장학금 비율

비고
2016년 2017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55.4% 56.3%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년도별 수업료*2

A 대학교 대학원 38.6% 39%

B 대학교 대학원 47% 49.8%

C 대학교 대학원 49.8% 51.3%

D 대학교 대학원 52% 51.1%

E 대학교 대학원 57.7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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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

  가. 학생

◾ 2016학년도∼2018학년도까지 신입생 충원율이 매년 감소되었으며 3년 평균 70.2% 의 신입  

  생 충원율을 보임. 2018년에는 경쟁대학원 5곳 포함 6개 대학원 중 5번째로 낮은 신입생 충  

  원율을 보이고 있음. 

◾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경쟁대학원의 특성 및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 대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본교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대학원으로 진학을     

  감소시키고 본교 대학원 진학율을 높일 수 있는 입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본교 출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석사연계과정제도를 2017학년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  

  나 현재 지원율이 높지 않은 상태로 학·석사연계과정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9학년  

  도부터 지원자격 선택조건을 추가하여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율을 높이고자 함.  

◾ 매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철저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 유  

  학생의 학업능력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담 교원 및 직원 배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및 전반적 학사에 관한 안내교육, 강좌개설, 정기적인 상담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교육여건 

◾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타 대학원과 비교하여 평균 89.4%(2016학년도∼2018학년도)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및 대학원 평가 등을 대비하여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75%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필요.

◾ 대학원 활성화를 위하여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소규모강좌 기준을 폐지하여 대     

  학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국제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 및 강의내용 개선

◾ 2015학년도 ∼ 2017학년도까지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6,623.9(천원)으로 우수한   

  수준의 장학금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

◾ 2015학년도 ∼ 2017학년도까지 재학생 1인 평균 교내장학금액을 살펴보면 경쟁대학원 5곳  

  포함 6개 대학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교내장학금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 

◾ 2016학년도 ∼ 2018학년도까지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입학금은 동결되었으며 수업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 행정 및 학생복지

◾ 행정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사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모바일 기반 학사행정  

  시스템 개발 필요.

◾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학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한 학사안내

◾ 외국인학생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 및 외국어 학사안내 책자 제작을 위한 관련 부서  

  와의 업무 협의 및 지원 요청 필요

◾ 대학원생 전용 세미나실 추가 확보 및 기존 대학원 전용 세미나실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지원 요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