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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대학구조개혁 강화 

등 고등교육 정책변화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대학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

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대학의 경쟁력이 궁극적

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대학

마다 특성화, 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대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도 자체진단평가를 계기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엄정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경일대학교는 1963년에 공업 전문인력 양성을 표방하며 개교한 이래, 5년제 공업고등

전문학교에서 전문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을 거쳐 1997년에 일반대학으로 체제를 전환하

기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크

고 작은 시련과 도전을 감내하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

력의 결과입니다.

개교 56주년을 맞이한 우리대학은 2011년 ｢KIU Innovation 2020｣에서 ‘한계에 도전하

는 글로벌 실무교육 혁신대학’이라는 비전을 담고, 내부역량, 특성화역량, 인프라역량 강

화를 통해 ‘People, Place, Program’으로 대표되는 3P혁신을 이루어 대학브랜드(KIU) 가치

를 제고하는 전략을 실천했습니다. 2016년 ｢KIU Renovation 2025｣를 통해 그동안 축적

된 다양한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교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키움(KIU-m)대학’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

다. ｢KIU Renovation 2025｣의 실행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추진된 성과와 

대내외 여건,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2019년 ｢KIU Renovation 2025+｣를 재수립하여 미

래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축적된 역량과 내실을 바탕으로 수립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한 결과, 2014년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2014년 중앙일보 대

학평가 순수취업률 부문 전국 8위, 2014년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5개 사

업단 선정, 12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2015년 졸업생 창업비율 전국 1위(중앙

일보), 2016년 이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16),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LINC+, 2017),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2016~),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

우수대학 선정(기계․자동차․건축․소프트웨어, 2017~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

학’ 선정(201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018), 자율주행차 융합기

술연구소 개소 및 자율주행차 레벨 3등급 면허취득(국내대학 5번째, 2018), KIU 철도아카

데미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 지정(2019) 등 대학교육 발전의 역량을 구축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번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자격모니터링을 계기로 우리대학은 ｢KIU Renovation 

2025+｣ 계획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전 구성원이 대학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2016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이후 ｢경일대학교 인증자격모니터링 자체진단평가보고

서｣는 우리대학이 지속적으로 인증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학발전을 유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 평가보고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경일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랜 기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체진단평가 업무에 매

진해 주신 자체진단평가 기획·운영위원, 평가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및 평가팀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경일대학교 총장 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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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현황



Ⅰ. 대학 현황 1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 우리대학은 1963년 공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구대학 병설 5년제 공업고등

전문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무수한 

변화와 함께 수차례 학제와 교명 변경을 거치고, 1997년에는 개방대학에서 일반대학

으로의 체제 전환을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함

❍ 우리대학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의·창의·열의’의 교육이념 

아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전인적인 지성인‧창조적인 전

문인‧실천하는 봉사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였음(｢학칙｣ 제1장 제2조) 

❍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교육목적마다 보편적인 행동지침,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지침, 대학이 요구하는 행동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경일대학교 교육목표｣)
§ 전인적인 지성인: 전인적인 지성인 양성을 위해 교육목표를 ‘민주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품성을 계발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개방적이면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한다’로 설정하였음

§ 창조적인 전문인: 창조적인 전문인 양성을 위해 교육목표를 ‘전공분야의 보편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새로운 학문을 창출하고,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연마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로 설정하였음

§ 실천하는 봉사자: 실천하는 봉사자 양성을 위해 교육목표를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며,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한다’로 설정하였음

❍ 2019년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KIU Renovation 2025+｣를 재수립하여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인 

진의, 창의, 열의에 부합하는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

하였으며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맞게 미래의 참된 인재 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참된 인성교육’, ‘창의융합교육’, ‘자기주도교육’을 교육목표로 새롭게 설

정하였음

❍ 우리대학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내실을 바탕으로 수립한 장단기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2014년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선정,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수취업률 부문 전국 8위, 2014년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5개 사업단 선정, 12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2015년 졸업생 창업비율 전국 1위(중앙일보), 2016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16),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2017) 선정,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20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대학 선정(기계․자동차․건축․소프트

웨어, 2017~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2018), 조기취업형 계

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2018), 자율주행차 융합기술연구소 개소 및 자율주

행차 레벨 3등급 면허취득(국내대학 5번째, 2018), KIU철도아카데미 국토교통부 철

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 지정(2019) 등 대학교육 발전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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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Ⅰ. 대학 현황 3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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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직자 현황
구분 보직명 성명 소속 직위

본부

총장 정현태 - -
교학부총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산학부총장 홍재표 전자공학부 교수
교무처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교무부처장 이현준 부동산지적학과 부교수
학생취업처장 강우종 기계자동차학부 부교수
학생취업부처장 김미한 간호학과 부교수
기획처장 김성찬 소방방재학과 부교수
사무처장 유병선 사무처 부참여
입학처장 최종호 신재생에너지학부 부교수
입학부처장 민원기 식품개발학과 조교수
대외협력처장 홍재표 전자공학부 교수
대외협력부처장 홍창기 공간정보공학과 부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부단장 이현준 부동산지적학과 부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지원부단장 김성찬 소방방재학과 부교수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부단장 박광서 전기공학부 조교수
KIU인권센터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교직과정부장 강상균 전기공학부 부교수
사회봉사센터장 김미한 간호학과 부교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김미한 간호학과 부교수
학생상담센터장 김미한 간호학과 부교수
KIU대학일자리센터장 강우종 기계자동차학부 부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강우종 기계자동차학부 부교수
보건진료실장 김예영 간호학과 부교수
디자인기획실장 강형구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김현우 철도학과 부교수
산학협력부단장 신재호 기계자동차학부 조교수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장 강형구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LINC사업단
LINC+사업단장 김현우 철도학과 부교수
LINC+사업부단장 박충기 LINC+사업단 부참여

대학원
대학원장 안승섭 도시인프라공학부 교수
산업경영대학원장 최홍규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교수
보건복지대학원장 김예영 간호학과 부교수

부속기관

대학교육개발원장 강상균 전기공학부 부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홍효정 자율전공학부 조교수
대학교육혁신센터장 박종원 의용공학과 부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김용대 기계자동차학부 조교수
창의융합센터장 강상균 전기공학부 부교수
학술정보원장 이원균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교수
전산정보원장 조현철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한국어교육원장 홍재표 전자공학부 교수
평생교육원장 김영화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장 이홍배 스마트산업학부 교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부단장 이경섭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참여
학생생활관장 김진우 학생생활관 참사
신문사주간 윤정헌 사진영상학부 교수
BLS-TS센터장 박현숙 간호학과 부교수
KALS-TS센터장 엄지연 간호학과 부교수
KIU철도아카데미원장 김한영 철도학과 부교수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장 김영화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표 Ⅰ-1> 주요 보직자 명단(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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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 현황

계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초빙
교수

겸임
교수

기타
(석좌, 명예 등)

소계 합계

인문사회 23 17 11 51 2 - 4 6 57

자연과학 1 9 14 24 - - - - 24

공학 50 30 67 147 4 7 5 16 163

예체능 8 14 8 30 - 4 3 7 37

기타 - - - - - - 10 10 10

계 82 70 100 252 6 11 22 39 291

<표 Ⅰ-2> 교원 현황(2019.4.1.)

(단위: 명)

6.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B)
비정규직비율
[B/(A+B)×100]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 계(A)

인원 83 15 9 - 107 45 29.60%

<표 Ⅰ-3> 직원 현황(2019.4.1.)

(단위: 명)

7. 학생 현황

구분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

대학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석사 박사 소계

인문사회 294 331 377 485 - 1,487 17 29 46 16 1,549

자연과학 234 220 207 195 - 856 - 1 1 4 861

공학 1,000 953 738 707 36 3,434 49 25 74 - 3,508

예‧체능 275 288 254 252 - 1,069 12 8 20 8 1,097

합계 1,803 1,792 1,576 1,639 36 6,846 78 63 141 28 7,015

<표 Ⅰ-4> 학생 현황(2019.4.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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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를 반영한 교

과목 개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교육 강화, 학습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

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대학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

며, 산업계 요구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음

구분 편성 및 특색

교양
교육과정

Ÿ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의 5대 핵심 학습역량 강화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으로 편성함

Ÿ 교양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균형교양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Ÿ 교양필수 교과목은 대학 인재상 양성을 위한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대학

인재상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Ÿ 교양 교과목은 영역별로 균형있게 개설되어 있고, 교양학점 중 교양 필수 과

목의 학점 비율이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

고 있음 (※ 교양 최대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전공
교육과정

Ÿ 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학부(과) 교육목표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Ÿ 현장실무역량 강화에 핵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을 모든 학부

(과)에 전공필수로 편성함

Ÿ 현장실습을 전공선택으로 편성하여 본교 취득 학점으로 인정함 

Ÿ 현장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의 전공학

습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함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Ÿ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

영함

Ÿ 기업 및 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계약학과 및 산업체 

특별편입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Ÿ 학문 및 산업 분야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신 창의∙융합 분야에 대하여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Ÿ 다학제 분야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융복합 연계전공을 편성 및 운

영하고 있음

Ÿ 현장실무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

<표 Ⅰ-5>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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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시설 및 설비 현황
❍ 우리대학 교지의 총면적은 240,592㎡이며, 교육기본시설은 83,334㎡, 교육지원시설 

37,546㎡, 연구시설 9,419㎡, 부속시설 3,062㎡로서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은 기준면적 대비 108.0%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6>와 같음

구분 기준(㎡) 보유면적(㎡) 보유율(%)

교사
시설

교육
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

‘계’란에만 기입함

38,896

해당 없음

교수연구실 10,054

행정실 3,027

도서관 10,520

학생회관 11,294

대학본부 9,543

소계 83,334

교육
지원시설

체육관

‘계’란에만 기입함

2,746

해당 없음

강당 1,133

전산정보원 435

학생기숙사 33,232

소계 37,546

연구시설

연구용실험실

‘계’란에만 기입함

1,102 해당 없음

대학원연구실 2,210

대학부설연구소 6,107

소계 9,419

계 120,648 130,299 108.0%

부속시설

산학협력단 시설 -

(기타 시설) 81

계열별 부속시설 2,981

소계 3,062

<표 Ⅰ-6> 교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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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결산 현황

구분 본교(천원) 분교 내부거래
합 계

금액(천원) 비율(%)

수입

등록금수입
등록금수입 44,511,478 44,511,478 54.75
수강료수입 316,610 316,610 0.39

전입 및 기부수입

전입금수입 500,000 500,000 0.62
기부금수입 534,520 534,520 0.66
국고보조금 19,871,768 19,871,768 24.44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지원금 170,000 170,000 0.21

교육부대수입
입시수수료수입 365,799 365,799 0.45
증명사용료수입 363,307 363,307 0.45
기타교육부대수입 2,619,221 2,619,221 3.22

교육외 수입
예금이자수입 183,693 183,693 0.23
기타교육외수입 304,908 304,908 0.38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투자자산수입 - - -
기타자산수입 13,800 13,800 0.02
임의기금인출수입 2,116,768 2,116,768 2.60

고정자산 매각 수입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374,000 374,000 0.46

고정부채입금
장기차입금 6,000,000 6,000,000 7.38
기타고정부채 32,951 32,951 0.04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전기이월자금 3,016,263 3,016,263 3.71
합계 81,295,086 81,295,086 100.00

지출

보수
교원보수 19,421,241 19,421,241 23.89
직원보수 7,277,003 7,277,003 8.95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5,136,403 5,136,403 6.32
일반관리비 2,944,624 2,944,624 3.62
운영비 3,935,108 3,935,108 4.84

연구‧학생경비

연구비 805,228 805,228 0.99

학생

경비

장학금 23,729,669 23,729,669 29.19
논문심사 및

학생지원비
1,503,094 1,503,094 1.85

실험실습비 412,407 412,407 0.51
기타 학생경비 726,767 726,767 0.89

입시관리비 365,766 365,766 0.45

교육 외 비용
지급이자 147,275 147,275 0.18
기타 교육 외 비용 308,496 308,496 0.38

전출금 - - -
예비비 - - -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
투자자산 지출 - - -
임의기금 적립 2,053,839 2,053,839 2.53
기타 자산지출 - - -

고정자산 매입 지출
유형고정자산 매입 지출 4,263,287 4,263,287 5.24
무형고정자산 취득비 - - -

유동부채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 - -

고정부채상환
장기차입금 상환 4,800,000 4,800,000 5.90
기타 고정부채 상환 36,135 36,135 0.04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차기 이월 자금 3,428,744 3,428,744 4.22
합계 81,295,086 81,295,086 100.00

<표 Ⅰ-7> 2018학년도 결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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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1.1.3 대학 자체평가 ●

❍ 우리대학은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KIU형 융합

인재상을 정립하여 학생학습성과 관리를 통해 실천하고 있음

❍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위한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결과를 환류하고 있음

▣ 강점
❍ 교과과정, 교육정책, 발전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달성 

노력이 우수한 인재 배출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음

▣ 발전방향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결

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계획 실현의 추진동기를 적극 확대해야 함

❍ 2019년부터는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KIU Renovation 2025｣를 근간으로 급변

하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KIU Renovation 2025+｣를 재수립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혁신의 실용화를 유도하여 2025년 ｢스마트 교육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강소대학｣
으로 성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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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재정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1.2.1 대학재정확보 ●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

1.2.3 감사 ●

❍ 우리대학의 세입 중 등록금 및 기부금 비율은 기준값을 충족하며, 세입 중 법인전

입금 비율은 2016년 이후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며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규정에 따라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강점
❍ 우리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재정확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있음

▣ 발전방향
❍ 교육부대사업, 기부금, 학교기업 등의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의존

도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꾸준히 확보해가야 함

❍ 법인의 수익사업활동은 수동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자를 

통해 법인의 책무를 확대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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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2. 교육

2.1. 교육과정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

❍ 우리대학은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음

❍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관련 규정과 원칙에 근거하여 편성되며, 높은 비율의 전임

교원 강의를 통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전공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계열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양한 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실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와 산업계 및 사회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강점
❍ KIU형 융합인재상의 5대 핵심 학습역량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면서도 학생의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인 졸업생 및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회 및 산업계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음

▣ 발전방향
❍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학습역량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

❍ 산업체와의 활발한 연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대학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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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수‧학습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2.2.1 수업 ●

2.2.2 성적관리 ●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

❍ 우리대학은 수립된 규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일정 수립·공지에서 성적 공시에 이

르기 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수업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통해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규정에 근거하여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및 학사경고자의 학업적응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점
❍ 개강이전 학사일정 수립단계에서 공·휴일에 대한 보강일을 미리 지정하고 공지함

으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함

❍ 수업계획서-전자출결시스템-성적입력·점검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KIU포털시스템) 

구축하여 엄정한 출석 및 성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학업부진자의 학업적응력 향상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심층적 심리상담 등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발전방향

❍ 재수강자와 최초수강자간의 형평성 부여를 위하여 별도의 성적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및 도입 추진

❍ e-Resources 확대 운영 및 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현 및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 나감



Ⅱ 종합 및 논의 13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3. 교직원

3.1 교수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3.1.1 교원 인사제도 ●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 규정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교원임용절차와 교원업적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절한 개선체계를 통해 교원 인사제도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교원 및 시간강사에 대해 보수규정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보수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전담조직을 통해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교·내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교내연구비, 연구년제도, 교육 및 

연구지원 조교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강점
❍ 전체 교원 중 비전임교원의 비율(13.7%)이 적절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교원 인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후생복지, 업무편의, 생활편의, 자기개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원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관련 전문성 개발프로그램, 교내연구비, 연구년제, 교육 및 

연구지원 조교 등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음

▣ 발전방향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임교원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 교원 및 시간강사의 교육, 연구 지원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복지지원을 강화하며 

교원 연구년제, 교육 및 연구조교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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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원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

3.2.3 직원 전문성 개발 ●

❍ 우리대학은 적정 규모의 직원을 단계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업무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직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를 하고 있으며 직원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행정 전문가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사전 수요조사 및 사후 만족도 평가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음

▣ 강점
❍ 우리대학은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직원 1인당 학생수는 개선(감소)되어 관련된 학생지원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정규직 전환, 무기 계약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 안정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발전방향
❍ 행정부서의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역량, 리더십, 소통역량, 국제화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원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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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

4.1.2 학생 복지시설 ●

4.1.3 도서관 ●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실험･실습실 면적,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기준값을 

충족하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험･실습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기숙사 수용률(21%)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냉난방, 채광, 위생 등 필요시설을 완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학생식당 등 다양한 학생 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기준값을 충족

하며, 열람좌석은 재학생 정원의 21.7%를 확보하고 있음

▣ 강점
❍ 차세대학술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보화 환경이 우수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정보원 지원을 확대하며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체계적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 발전방향
❍ 강의실, 실험･실습실, 기숙사,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현재와 같이 충분하게 유지함

❍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적절히 시설을 공급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함

❍ 대학시설에 대한 양적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대

학구성원의 만족도 향상과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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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생지원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

❍ 학생의 학교생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 및 전문상담원을 확보하고 있

으며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높은 상담률을 유지하고 있음 

❍ 학생지원팀에서 학생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 매뉴얼’을 통해 학교행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통해 정보침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소수집단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 상담, 시설 확충, 장

학금 지급,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강점
❍ 전담지도교수에 의한 정기적 상담은 KIU포털시스템에 입력·관리되어, 학생의 애로

사항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소수집단 학생은 정기적으로 복수의 유관기관에서 상담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발전방향
❍ 학생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함

❍ 다양한 성격, 가치관,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학습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유관기관의 협조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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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5.1.1 연구성과 ●

5.1.2 교육성과 ●

5.1.3 교육만족도 ●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의 합계는 7.0으로 기준값 4를 충족함

❍ 졸업생의 취업률 최근 2년 평균은 67.2%로 기준값 5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우리대학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대학구성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서비스(프로그램, 교육환경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점
❍ 등재(후보)지 논문, SCI급 논문, 외부 연구비 실적 등의 개별 지표들은 2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과 비교하여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취업률과 재학생 창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학생의 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재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업체 요구 인력 분석,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발전방향
❍ 대학의 특화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집중하고 산학연구 고도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 교육성과에 대한 양적 우수성을 지속함과 동시에 질적 우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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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적 책무
▣ 평가결과 요약

평가준거 P W F

5.2.1 사회봉사 정책 ●

5.2.2 사회봉사 실적 ●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 우리대학의 사회봉사정책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육목적인 

‘실천하는 봉사자’ 육성․실현과 연계되어 있음

❍ 사회봉사정책은 사회봉사 교과목, 공모전 및 지역사회봉사, 저개발국가 대상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며, 지난 2년간 사회봉사 교육과정 이수 인원은 2,667명, 재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인원은 3,611명으로 약 7.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최근 2년간 전공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지원 캡스톤

디자인 실적은 82건, 학술대회 발표 및 유치 실적은 131건,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실적은 1,272명 등 교육 및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강점
❍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독자

적 기획과 자체 노력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산학협력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대학의 지적 재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유를 가속화하고 있음

▣ 발전방향
❍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을 제도화하여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결과와 인적․물적 차원의 대학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적극적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식 및 기술의 

이전․확산과 사회 환원을 확대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