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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자체평가를 통한 문제점 진단
❍ 우리 대학은 1, 2주기 대학종합평가와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
학을 종합적으로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대학발전
을 위한 경쟁력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자체진단평가를 통하여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인증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부여하고자 함

▢ 자체평가를 통한 전략적 방향 설정
❍ 우리 대학의 자체진단평가 목적은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영역,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별 충족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더불어 대
학 비전 및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
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부응하는 대학의 비
전과 목표 달성을 통하여 세계 속의 지역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함

▢ 자체평가의 구체적 목적
❍ 자체진단평가는 우리대학의 현 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장기적 발전차원에
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임
❍ 자체진단평가는 진솔한 대학의 평가를 통한 진단, 문제점 분석, 대안의 구
축을 마련하고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계획을 구축하기 위함
❍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의 개선을 위
해 합심하는 통합의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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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자체평가 준거
❍ 자체진단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편람」의 평가기
준에 따라서 6개 필수평가준거와 ①대학이념 및 경영, ②교육, ③교직원, ④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⑤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 10개 평가
부문, 30개 일반평가준거로 구성하고 있음

<표 1>필수평가준거 및 평가영역·부문·준거의 구성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평가영역

평가부문
1.1 대학경영

일반평가준거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 대학이념 및 경영

1.2.1 대학재정 확보
1.2 대학재정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1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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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2.2.1 수업
2.2 교수․학습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3.1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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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3.2 직원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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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4.1 교육시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도서관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5.1.1 연구성과

5.1 대학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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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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진단평가 방법

▢ 자체진단평가 체계
❍ 자체진단평가 활동은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
직과 운영방식을 참조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및
자체평가실무단을 구성하여 진행되었음

▢ 자체진단평가 조직
❍ 자체평가기획위원회
Ÿ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 처·원·단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평가의 기본계획수립, 기본방향제시, 평가결과 의결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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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위 원 장

부총장

교수

정대화

교무처장

교수

유수정

기획처장

교수

노병철

학생지원처장

교수

이상혁

입학홍보처장

교수

류만희

학술정보원장

교수

이동승

인재개발원장

조교수

박세훈

산학협력단장

부교수

이우천

사무처장

직무대리

최치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교수

한기종

• 대학 구성원들이 평가에 대하여

경상대학장

교수

김승탁

충분한 인식을 갖도록 참여 유

생명과학대학장

교수

우영균

이공과대학장

교수

최흥식

보건과학대학장

교수

조형원

한의과대학장

교수

이수진

예술체육대학장

교수

지명구

통한 지속적인 대학발전과 교육

특성화기초대학장

교수

유수정

품질의 개선 지원

국제대학장

교수

김승탁

위 원

업 무
• 평가 방향과 전략 수립

• 평가 예산 확보

•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을 개
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

도

• 자체진단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 자체평가연구위원회
Ÿ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평가편람 내용의 검토와 연구, 자체진단평
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연구영역

위 원 장

관광학부

교수

장경수

1.1 대학경영(1.1.1~1.1.3), 1.2 대학재정(1.2.1~1.2.3),
3.2 직원(3.2.1~3.2.3), 4.1 교육시설(4.1.1~4.1.3)

친환경식물학부

조교수

기경석

5.2 사회적 책무(5.2.1, 5.2.2, 5.2.3)

경영학과

조교수

임명서

5.1 대학성과(5.1.2, 5.1.3)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송현종

2.1 교육과정(2.1.1, 2.1.2)

생명공학부

조교수

이혁제

4.2 학생지원(4.2.1)

중국학과

조교수

정연실

2.1 교육과정(2.1.3), 2.2 교수․학습(2.2.1, 2.2.2)

회계학과

교수

김소형

3.1 교수(3.1.1, 3.1.2, 3.1.3), 5.1 대학성과(5.1.1)

디자인학부

부교수

이상화

4.2 학생지원(4.2.2, 4.2.3)

한의학과

부교수

이광호

2.2 교수․학습(2.2.3)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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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실무단
Ÿ 자체평가실무단은 본부 주요 행정부서의 부장(팀장) 및 과장으로 구성하
였고, 자체평가실무단의 역할은 자체진단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기타 행정적 지원임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단 장

관광학부(기획부처장)

교수

장경수

교무처 교무부

부장

임호근

교무처 학사관리부

부장

박용수

기획처 기획예산부

부장

정성열

기획처 평가관리팀

팀장

김명숙

학생지원처 학생지원부

부장

윤명성

학생지원처 사회봉사단

부장

최명숙

학생지원처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장

최명숙

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부장

김완선

사무처 총무부

부장

진광장

사무처 시설부

부장

김영복

사무처 경리부

부장

김상규

학술정보원 학술지원부

부장

권태준

학술정보원 시스템운영부

부장

오백교

대학원 교학부

부장

박 주

중앙기기센터

담당

이철우

인재개발원
취․창업진로지원팀

팀장

이상복

인재개발원
학생역량강화지원팀

팀장

이광우

인재개발원
국제교류팀

팀장

정해권

인재개발원
학생심리상담센터

전문
연구원

한창훈

생활관

관장

조성덕

산학협력단

부장

박재현

위 원

관련분야

•

자체진단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
• 평가영역별 관련자료 작
성･수집 및 제공
• 영역별 자료의 분석 및 정리
• 증빙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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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진단평가 연구추진 경과

▢ 평가기간
❍ 자체진단평가 연구활동은 2015~2016학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였음.

▢ 추진경과
❍ 자체진단평가의 평가기준은 기관평가인증 평가편람을 기준으로 평가영역
및 준거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며 나타
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평가지표 관리를 진행하였음.

❍ 자체평가위원회 추진 경과
기 간

추진사항

세부추진사항
Ÿ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2017. 11. 01. ~
2017. 11. 02.

Ÿ 자체평가연구위원회(2017년 자체평
2017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

가) 구성
Ÿ 대학구성원 공지 : 담당위원 및 담
당부서 안내
Ÿ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및 실무단 평
가 회의 및 자료 제출 요청

2017. 11. 03 ~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2018. 2. 26

자체진단평가 실시

Ÿ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 대안
수립
Ÿ ‘대학 기관평가 인증 편람’ 및 ‘자
체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자체진단
평가 실시

2018. 2. 27

2018. 3. 05
2018. 3월초

2017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2017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보고
2017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공개

Ÿ 자체평가연구위원회 9차 회의
Ÿ 2017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Ÿ 자체평가기획위원회(교무위원회) 보고
Ÿ 법인사무국에 보고서 제출 예정
Ÿ 학교 홈페이지 공개 예정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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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학 개황

1.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2015~2016)

▢ 교육목적(학칙 제1조)
❍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세계와 지역공동체가 요청하
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지성과 인성을 함께 갖춘 지도
적 인재를 양성하며, 세계화를 향한 보편학문과 환경친화적 실용학문을 탐
구하여 미래 인류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인재상)
❍ [대학이념]
Ÿ 바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실용학
문을 연마하여 지행합일을 추구한다.
Ÿ 민주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며 지역중심 대학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
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
❍ [교육목적]
Ÿ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세계와 지역공동체가 요청하
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
Ÿ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소통과 실용학문을 탐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스마트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Ÿ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기초 소양 및 핵심 직무역량을 갖춘 현장밀
착형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Ÿ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탐구능력을 기르며 책임감과 협동심의 고취로 민
주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Ÿ 환경 친화적 의식과 인류사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을 고취한다.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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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 현황

▢ 교원 현황

(2017.4.1. 기준 / 단위 : 명)
전임교원

구분

비 전임교원
조교

연도

교수

2017

부교수 조교수

166

52

소계

55

대우/초빙 시간강사

273

50

▢ 직원 현황

18

기타

223

18

(2017.4.1. 기준 / 단위 : 명)
정규직

구분

비 정규직
합계

연도
2017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기타

65

23

6

1

66

0

▢ 학생 현황
대

(2017.4.1. 기준 / 단위 : 명)
입학정원

재학생(정원외포함)

인문사회과학대학

310

1,404

경상대학

340

1,370

생명과학대학

175

563

이공과대학

278

1,154

예술체육대학

219

776

한의과대학

60

332

보건과학대학

240

951

국제대학

85

148

1,707

6,698

합

학

16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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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현황

(2017.4.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입학정원

재학생(정원외포함)

석

사

29

44

박

사

27

52

소

계

56

96

교육대학원

10

13

사회복지정책대학원

30

48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

30

29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55

71

보건과학대학원

37

1

162

162

218

258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소
합

계

계

상지대학교

11

3. 교육시설 현황

▢ 교지

(2017.4.1./ 입학정원 기준)

연도

기준면적(m2)

보유면적(m2)

교지확보율(%)

2017

210,976

224,657

106.5

▢ 교사

연도

기준면적
(m2)
(A)

(2017.4.1./ 입학정원 기준)
보유면적(m2)
기본시설
(B)

지원시설
(C)

연구시설
(D)

소계

부속시설
(교내)

기타시설

교사확보율(%)
(E=(B+C+D)/A*10
0

2015

114,844

88,527

16,290

867

105,684

7,784

760

92.0

2016

114,940

91,911

12,920

821

105,652

7,891

685

91.9

2017

105,488

92,068

12,743

821

105,632

7,910

685

100.1

4. 교비회계 현황

(2016회계년도 결산 기준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금 액

비율(%)

과 목

금 액

비율(%)

운영수입

67,618,996

85.5

운영비용

73,835,382

93.4

자산 및
부채수입금

9,031,600

11.4

자산 및
부채지출금

3,038,175

3.8

전기이월금

2,448,062

3.1

차기이월
운영자금

2,225,101

2.8

소 계

79,098,658

100.0

소 계

79,098,6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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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결과 요약

평가영역

1. 대학이념 및 경영

■ 평가결과 요약 ■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성․지성․감성을 가진 L형
인재’와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S형 인재’의 배출이라는 명료한 교육목
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음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2016년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KEDI 컨설팅 내용
들을 반영하여 「SANGJI VISION 2025」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2024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에는 2002년부터 지속된
우리대학의 장기 비전인 GENS21을 계승하고 구성원 합의에 기초한 비전을
설정하여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SANGJI VISION 2030」을 수
립
❍ 우리대학은 2009년부터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3개년씩 2차에 걸친 자체특
성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3개 사업단
이 선정되었으나 2015년 12월 학교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 2016년은 「2024 상지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상지형 융합특
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역량 및 취창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
제대학과 소상공인교육원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2017년
에는 「SANGJI VISION 2030」의 특성화 계획에 기초하여 ①의료·관광·건강·
식품 분야, ②생명·환경·자원·에너지 분야, ③소통·문화·예술·복지 분야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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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지원하고자 함

1.3.1 자체평가 수행

❍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며, 교육과 대학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확보

❍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은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며, 미충
족된 법인전입금비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대학원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
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 대학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
획, 구성원의 의견 등의 고려하여 수립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효율적
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
❍ 예산의 집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
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2.3 감사

❍ 대학은 감사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대학은 감사결과를 해당부서 및 개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시정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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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음

■ 향후 발전방향 요약 ■
❍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대
학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과 연동되는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학과평가의
결과를 학과 운영 및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발전계획의 주요 실행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는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기존 부서의 역량 보강이 필요함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의 확대와
재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와 환류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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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 평가결과 요약 ■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대학은 시대적·사회적·학문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기초 대학
수학능력확보를 위한 필수과목개설과 융복합형 교육설계 기반 조성을 위하
여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이 진행됨
❍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계열교양을 글로컬인재, 기업인재, 공공인재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
고 진행되었음
❍ 교양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며, 교양교육과
정의 학점체계, 강좌당 평균 수강학생의 수, 전임교원 교양담당비율 등은
적정한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음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전공교육과정은 학부·학과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초하여 입학 후 졸업
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해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편성지침, 대학
전공교과위원회 외에도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교육과정
개편·운영·모니터링·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설 교육과정의 운영원
칙을 마련하여 전공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예술체육대학, 한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전공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전공실험·실습·실기 과목은 계열특성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과목과 수업 운
영비를 적절히 분배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실기 지원을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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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원(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보조, 연구보조)제도를 운영함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조직(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과위원
회, 전공교과위원회,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계약학과운영위원회, 한의과
대학교육과정혁신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을 설치·운영하여, 교육
과정의 편성에서부터 운영, 평가, 결과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사회적·학문적 변화와 산업계 및 사회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실습’교과목 및 ‘캡스톤디자인’교과목의 개설, 창업 관련 교과목의 개
설,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군 위탁 및 계약학과의 개설·운영, 산업체 전문가
초빙교수와 겸임교수의 임용 확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산학교류, 청년직
장체험 등의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2.2. 교수·학습
2.2.1 수업

❍ 수업운영은 수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확정, 수업시간표 편성,
수업계획서 입력, 수강신청, 수강신청변경, 폐강강좌 확정 및 대체 수강신
청, 수강과목 취소, 중간고사(자율), 강의평가(중간), 기말고사, 강의평가, 성
적처리와 CQI 보고서 작성 등의 순서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수업관리규정과 학칙시행세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분반 및 폐강 등의 수업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
❍ 매 학기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시행지침에 의하여 수업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등 2회에 걸쳐
수업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최종평가에서는 교수자가 교과목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평가 결과는 담당교수(개인의 점수는 본인 외
공개하지 않음)와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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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과 하위교원에
대한 교수법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2.2 성적관리

❍ 성적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수강의 경우에
도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조기졸업 신청, 수강신청 시 초과신청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사경고자에게는 처벌적인 대처
보다는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학사경고자의 학습동기 및 학습방법에 대한
재 향상 전략을 수립, 개별적인 학습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음.
❍ 학기별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성적이 부진한 학생
들을 위하여 학사관리부·학생심리상담센터·지도교수·학생·학부모가 유기적
으로 협력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학사경고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을 신설하
고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학생역량강화지원팀으로 변경하였음
❍ 학생역량강화지원팀은 교수법 및 학습법 연구 및 기획, 관련 워크숍 개최
및 프로그램 개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자문, 정책개발
지원, 이러닝 연구 및 교육･자문, 시스템 개발･운영, 교육매체 및 콘텐츠 기
획･제작, 강의 촬영 및 수업컨설팅, 홈페이지 운영관리, 수업기자재 관리 및
수업 운영지원 등의 업무수행 등을 목표로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다
양한 학습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교수학습개발사업의 예산과 집행은 학교 재정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
되고 있으며, 교수지원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 PBL 교과목 개발), 학습지원
프로그램(튜터링, 스터디그룹, 학습법 워크숍, 학습법 클리닉), 학습지원프로
그램(Creative Challenger Program, 창의인재리더십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
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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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개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파악 및 질
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향후 발전방향 요약 ■
❍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실험·실습·실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학기별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성적이 부진한 학생
들을 위하여 담당부서·지도교수·학생·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도
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전임 연구·개발 인력을 보강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
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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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 평가결과 요약 ■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 대학은 교원확보계획에 의하여 교원충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교원인사규정과 관련 위원
회의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대학과 학과의 전임교원 비율은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여 전
임교수가 교육 및 전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교육･
연구･봉사영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재임용과 포상
(우수교원 포상, 연구년제와 교내 연구비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음
❍ 교원 관련 규정(신임교원 임용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승진 및 재임용제도)
의 개정 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
공표하고 있음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 상지대학교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교직원의 초
임은 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상지대학교는 교원의 복지제도를 자녀학자금, 교원의 건강검진 및 보험제
도, 기타 활동지원비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 및 시간
강사 복지를 위하여 연구실 배정, 학술정보원 이용, 외래교수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상지대학교는 시간강사 처우를 위하여 시간당 평균 5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여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음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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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연구비 지
원, 학술발표 장려금, 저서출판과 저명학술지 게재장려금, 학술행사 유치 지
원 등)을 하고 있음
❍ 교원의 연구능력을 고양하고 선진 교육시스템의 경험 등을 위하여 연구년
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교내연구비는 154천원으로 기준값인 1인당 1,000천원
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결과는 학내 문제로 2015년의 경우 교
내연구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
❍ 학과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실습조교와 연구조교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학
원 학생이 적은 우리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의 수업의 원활한 진행,
연구의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관련 교수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보조와 교육보조 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 직원수는 2016년 4월 기준 174명이며, 학생수 대비 43.8명으로 기준값인
70명 이하를 충족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기
본요건을 갖추고 있음
❍ 교직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신규채용과 승진 등에서 단계별 전형이 실시되
고 있음
❍ 2016년 기준 비정규직의 비율은 정규직 대비 89.1%로 계약직원에 대해 의
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원평가를 위한 근무평정은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에 근거하여 승진, 재임용, 포상, 징계 등에 반영하고 있음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과 지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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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복지제도는 여가지원, 학비보조, 의료비 지원 등 보수 이외에 다양
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은 단체협약서와 각종 규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3.2.3 직원 전문성 개발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내‧외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직원의 행정 전문가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하여 2015년 5명, 2016년 2명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

■ 향후 발전방향 요약 ■
❍ 교육 및 연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비지원 확대, 연구년제의 지속
적 유지, 교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비전임교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보장이 미흡하였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교육과 연구에 대한 대학의 운영 방향 설정을 통해 교수별로 보다 심도
있는 교육환경이나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직원 복지제도의 지속적 지원과
개발을 통한 직원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 직원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는 요구분석을 통해 다
양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수결과를 업무에 적절히 활
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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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 평가결과 요약 ■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2.04㎡/인으로 평가원 지정 기준인 1.2㎡/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5.95㎡/인으로 계열별로 적정면적을 확
보하고 있음
❍ 재학생 1인당 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171,000원/인(2015년)으로
기준값 166,800원을 충족하고 있음
❍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4.1.2. 학생 복지시설

❍ 기숙사 수용률은 2015년 10.7%에서 2016년 11.7%로 증가하여 2016년 최
소기본요건 기준값인 11%를 충족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민주관(제1학생회관)과 창조관(제
2학생회관)에 분산·수용하여 접근성을 돕고자 하였으며, 주요 건물에 휴게
실과 복사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배치함
❍ 복지시설 이용만족도를 조사를 통해 학생 복지시설의 체계적으로 관리·운
영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새로운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1.3. 도서관

❍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는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재학생

상지대학교

23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기준값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e-book, e-journal 및 e-learning 자료를 통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전자정
보 교외접속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
디서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자료
수요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
하고 있음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보다 전문적인 학생지원을 위해 학생지원처, 취업지원센터, 인재교육팀, 국
제교류팀 등에 분산되어 있던 학생지원기능을 통합하여 2017년 6월 ‘인재
개발원’을 신설하고 학생심리상담센터, 미래인재개발센터(취·창업진로지원
팀, 학생역량강화지원팀, 국제교류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
발센터로 조직을 재편성함
❍ 학생심리상담센터는 『학생심리상담센터 자체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
장규정』에 준하여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인
력·조직을 구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학생들의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상담인력으로 전임연구
원, 전임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음
❍ 학생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2015년에 25,150(천원), 2016년에 26,531(천원)
의 예산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5.5%(1,381(천원))의 증가가 있었음
❍ 학생심리상담은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2015년 참여 학생은 5,731명에서 2016년 13,388명으로 전년대비 134%
의 증가가 있었음
❍ ‘인재개발원’이 신설되면서 취·창업 지원은 취·창업진로지원팀과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 등 특화된 기구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창업
진로지원팀은 5명의 전문 인력(팀장급 1인, 과장급 3인, 전문상담원 1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는 3명의 인력(센터장 1인, 부장 1인 및 과장급 1
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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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지원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수는 2015년 12개,
2016년 24개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도 2015년 대비
2016년 40%(8,060명에서 11,265명) 증가하였음
❍ 학생상담과 취업지원에 대해 요구도 조사,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업무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 학생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칙에 총학생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지원처를 설치하고 있음
❍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간부에게는 봉사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회의 행사비와 활동 지원비
를 지원하고 있음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안전 확보를 위하
여 「외부행사진행신고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
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하고 있으며,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 있음
❍ 각종 정보보호를 위해 ‘상지대학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두어 상지대
학교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오프
라인 상에서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 학생지원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당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건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로의 정
비, 경사로, 주차장 확보, 엘리베이터 확보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장애학생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글로벌 카페와 전용강의실(한국어연수과정)을 구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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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칙의 ‘장애학생지원규정’에
서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악
관 강의실에 장애인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있고, 본관, 학술정보원, 민주관
강당 및 각 건물의 다목적 강의실에 장애학생 지정석을 출입구 근처에 배치
하고 있으며, 학술정보원 출입구 근처에 장애학생 전용 정보검색대가 설치
되어 있고 열람실 및 대출실에 전용 열람석을 배치하였음
❍ 학생심리상담센터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
로상담팀에서는 장애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하였음

■ 향후 발전방향 요약 ■
❍ 교육기본 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실험·실습공간과 기자
재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실험·실습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실험·실습환경으
로 개선하여야 함
❍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며, 기숙
사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과 기숙사 수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
숙사 신축이 요구됨
❍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의 확대와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소수집단학생들을 포함하는 지원조직으로 확대·개편하
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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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 평가결과 요약 ■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SCI급 논문실적, 교외연구비 항목에
서 기준값을 상회하였으나, 저역서 실적은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남

5.1.2. 교육성과

❍ 취업률은 2년 평균 64.5%로 기준값 55%를 상회하고 있음
❍ 졸업생 중 진학자는 약 2.4%로, 대부분이 본교 및 국내 대학원으로 진학하
는 경우로 나타남
❍ 취·창업 프로그램이 취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학생창업
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5.1.3 교육만족도

❍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학과, 프로그램별, 부서
별로 차년도 운영계획서 및 대학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 개선(환류)하고 있음
❍ 대학본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만족도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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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과 개정,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 민주주의, 환경주의, 지역기여라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직제
규정 제5장 제13조에 학생지원처 산하 사회봉사단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
시하고, 2012년에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사
회봉사 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함
❍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하는 교과목을 사회봉사 연계 교과목과 특별
학점제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5.2.2 사회봉사 실적

❍ 대학의 사회봉사는 상지대학교 사회봉사단, 학과중심 사회봉사(사회복지학
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전공동아리중심 사회봉사(상지청년봉사단, RON
등)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회봉사관리시스템(VMS)의 구축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봉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동
아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개별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결과의 지역사회 공유를 위해 평생교육원 등 다
양한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음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
대학의 인적 자원과 교육 및 연구결과를 지역과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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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원의 열람실 개방과 도서대출,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체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식 및 기술의 이전·확산 및 사회 환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
으며, 다양한 특허 및 기술이전과 연구실적을 쌓음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있음

■ 향후 발전방향 요약 ■
❍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의 개선과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
원이 필요하며, 저역서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 상향 등 제고방안이 필요함
❍ 학생들의 취·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교육만족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의 실시와 조사결과를 환류에 활용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봉
사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교육 및 연구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식 및 기술의 이전·확산 및 사
회 환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연구·지식 및 기
술을 파악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