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그리스도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일:  2013년 9월 13일

그 리 스 도 대 학 교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그리스도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자체진단평가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

그리스도대학교  총  장     임  성  택  (인)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위원장 총장 임성택 총괄

부위원장 기획처 처장 이길형 평가기획총괄

위  원 대학원 원장 문병하 평가기획

위  원 교무처 처장 이오갑 평가기획

위  원 학생처 처장 한성심 평가기획

위  원 사무처 처장 강우준 평가기획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위원장 신학부 교수 심상길 연구총괄

위  원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 박은숙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재정 및 경영

위  원 교양실용학부 교수 김태수 교  육

위  원 경영학부 교수 김  강 대학구성원

위  원 외국어학부 교수 송경애 교육시설, 사회봉사

자체진단평가 실무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위  원 사무처 과장 이은영 대학재정 및 경영

위  원 기획처 계장 송지애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위  원 교무처 계장 김진식 대학구성원

위  원 기획처 주임 이현주 대학구성원

위  원 사무처 주임 유성동 교육시설

위  원 학생처 주임 조준형 사회봉사

위  원 교무처 직원 정구민 교    육

간  사 평가관리실 계장 강민희 실무지원



머리말

대학의 존재감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요구에 있고,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어쩌면 이 둘은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며 존립해야 하는 태생적 대결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이 이 땅에 대학이 세워진 이래 지금처럼 치열한 적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요구가 대학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삭감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아탑의 우아함과 학문적 품격을 자랑하던 대학은 몰락하고, 실용과 

공학이 넘실대는 현실적 가치 앞에 승복한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어쩌면 사회적 변화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대학과 

사회를 별개로 구별하려고 했던 대학의 교만함이 가져온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사회적 요구에 의해 우리대학이 받아야 하는 외부적 평가, 곧 대학기관인증평가 보

고서를 앞에 놓고, 지난 날 상아탑 안에 갇혀 현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우리대학의 무책임을 반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향후 

우리대학이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하게 되었

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외부평가를 위해 이 보고서가 준비되었으나 대학 스스로의 

현실진단이요, 반성문으로써 새롭게 다잡아 출발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뜨거운 여름에 방학의 여유로움도 뒤로 하고 수고하신 교

수,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보고서를 가지

고 우리대학을 평가하게 되실 평가위원님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대학이 서울 서부의 거

점대학으로 성장하고 그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구성원들

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평가 준비를 통해 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금년도 “교육부의 대학교

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상학교”로 선정된 것을 계기삼아,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마음과 힘

을 모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2020년도 수도권 질적 순위 20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

를 기초로 설립자들이 꿈꾸었던 한반도 서쪽 중국과 아시아로 뻗어 나아가는 “서진(西進)의 

꿈”을 반드시 이루는 위대한 역사적 기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그리스도대학교 총장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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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진단평가 목적

￭ 우리대학은 1, 2주기 대학종합평가와 그 이후 2년마다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대

학을 종합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대학발전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함.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발전계획과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

해 대학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약하고 있음

￭ 모든 계획은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

며,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추진전략의 수정이나 보완방법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이번에 작성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어온 우리대학의 경영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도구로 활용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체진단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학비전 및 전략의 점검과 구성원의 역량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방안 모색

▪전 대학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 유도

▪사회에 대한 우리대학의 책무성과 경쟁력 제고

2. 자체진단평가 내용

￭ 자체진단평가 보고서의 구성 내용

본 보고서는 우리대학의 사명과 교육, 행정서비스와 경영 전반에 걸쳐 제시된 평가항목

과 기준에 의거 해당 준거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

정과 결과를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을 

정리하여 향후 대학의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자체진단평가 방법

￭ 자체진단평가 체계 구축

평가관리실을 주무부서로 하여 주요부서의 처장, 실장, 대학원장으로 구성된 자체진단기

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와 진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함. 아울러 주무

부서에서 준비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심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여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자체진단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평가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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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1] 자체진단평가 체계

4. 자체진단평가 조직

￭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주요부서의 부처장 총 6인으로 구성하였

으며,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1) 자체진단평가 기본 계획 결정

2) 자체진단평가를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및 지원

3) 자체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담당부서 개선 및 보완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 및 참여 독려

5) 기타 자기점검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보고서의 작

성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함

1) 자체진단평가 지표 분석 및 평가척도 개발

2) 자체진단평가에 대한 설명회 개최

3) 관련 연구 계획 수립

4)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5)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6) 자체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법의 연구

￭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 실무위원회

행정부서의 실무위원과 간사를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1)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2) 소속 행정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호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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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의견 제시

4) 대학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 마련

5) 기타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 대학기관 평가인증 자문위원회

학부장들을 중심으로 학내의견수렴과 구성원에 대한 홍보 및 참여, 그리고 관련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함

5. 자체진단평가 추진 일정 및 활용

￭ 자체진단평가 절차 및 일정

<표 Ⅰ-5-1> 자체진단평가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2012 2013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자기점검평가체제 구축 및 위원회 구성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13년 2차 평가대상 대학 신청 　 　 　 　 　 　 　 　 　 　 　 　

평가 인증을 위한 기본 모형 수립 　 　 　 　 　 　 　 　 　 　 　 　

1차 자료수집 　 　 　 　 　 　 　 　 　 　 　 　

1차 보고서 작성 및 자체평가회 　 　 　 　 　 　 　 　 　 　 　 　

2차 자료수집 　 　 　 　 　 　 　 　 　 　 　 　

2차 보고서 작성 및 근거자료 1차 수집 　 　 　 　 　 　 　 　 　 　 　 　

2차 보고서 완료에 따른 설명회 개최 　 　 　 　 　 　 　 　 　 　 　 　

최종 보고서 완료 및 제출 　 　 　 　 　 　 　 　 　 　 　 　 　

현지방문평가 준비 및 수행 　 　 　 　 　 　 　 　 　 　 　 　

￭ 자체진단평가 활용

진단 최종평가결과는 해당부서별 자세한 평가내역과 함께 분석된 강점과 약점 그리고 발

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여 향후 부서별, 학부별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특성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대학의 발전방안 수립과 특성화전략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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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설립 목적 및 교육목표

1.1 대학의 건학이념

기독교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 자유,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교육 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

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고, 교회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함에 있음.

1.3 교육목표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

인 양성’,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으로 구체화 되어 있음

2. 주요 연혁

일 자 내 용

1958.04.18 L. Haskell Chesshir(최수열) 선교사가 교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기독교학원 을 설립, 초대 원장에 A. R. Holton 선교사 취임. 본 학원에 신학과,

기독교사회사업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로 개교.

1960.03 김포군 양동면(현 캠퍼스) 강서구 화곡6동 산204번지 外 교지 228,100㎡(69,000 여 평)

구입.

1961.11.03 교지를 현 강서구 화곡6동 산204번지로 이전.

1962.06.10 환원관(2층 661.16㎡)과 기숙사(1층 264.46㎡) 준공.

1965.02.05 학교법인 김포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초대이사장에 김기순 취임.

1966.03.2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로 인가. 초대 교장에 Daniel C. Hardin 박사취임.

1973.06.22 성서교육관(지상2층 지하1층 1494.56㎡) 준공.

1973.12.29 그리스도신학대학 인가. 초대학장에 Daniel C. Hardin 박사 취임.

1974.01.08 학교법인 김포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으로 변경.

1988.05.12 제 5대 학장에 기준서 박사 취임.

1990.10.08 생활관(지하1층 지상3층 1,604.57㎡) 준공.

1990.10.12 미국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3.02.17 제 6대 학장에 김진건 박사 취임.

1994.09.07 사회복지학과 등 6개학과 입학정원 280명 증과증원.

1994.09.01 제 7대 학장에 이봉훈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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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1994.10.21 제 7대 학장에 이봉훈 박사 취임. 신학대학원(M. Div.)설치 인가.

1995.09.01 미국 Hardi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미국 Lubbock Christian University, 미국 
Freed-Hardema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6.04.16 종교관(지하1층, 지상5층 5,872.12㎡) 준공.

1996.10.24 신학부, 기독교복지학부, 교회음악학부로 학제 개편.

1997.02.05 그리스도신학대학 에서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로 개명.

1998.02.01 초대총장에 김진건 박사 취임.

1998.09.01 미국 Abilene Christia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8.10.19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음악학부, 경영정보학부 등 4개 학부로 학제 개편.

1998.11 일본 Ibaraki(茨城) Christian College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9.12.06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02.07 제 2대 총장에 기준서 박사 취임.

2002.09.11 미국 Sunset International Biblical Institute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10.30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인가.

2002.11.12 교육대학원 신설인가.

2003.12.09 중국 TEDA College, Nankai University(南芥大學)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12.11 중국 Jilin Normal University(吉林師範大學)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12.16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신설인가.

2004.03.01 미국 Ohio Valley College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03.27 제 12대 이사장에 전창선 목사 취임.

2004.11.17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에서 그리스도대학교 로 개명.

2006.08.25 제 3대 총장에 고성주 박사 취임.

2007.07.25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대상 대학 선정

2008.05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대학 연속 선정

2009.03.05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 
선정

2010.06.24 성서관 증축(2,396㎡)

2010.08.25 제 4대 총장에 임성택 박사 취임

2011.03.01 신학부, 경영학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외국어학부, 음악학부,

교양실용학부 7개 학부, 14개 전공, 주간 330명으로 학제 개편

2013.07.11 교육부 주관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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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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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원 현황

4.1 교원 현황
(2013. 4. 1. 기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계

8 25 16 5 168 222

4.2 직원 현황
(2013. 4. 1. 기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계

20 4 12 36

4.3 조교 현황
(2013. 4. 1. 기준)

행정조교 학부조교 센터조교 계

11 8 1 20

5. 학생 현황
(2013. 4. 1. 기준)

구 분 정원내 정원외 계

일반학부

신 학 부 193 4 197

사회복지학부 374 48 422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108 14 122

경영학부 330 23 353

외국어학부 137 7 144

음악학부 150 0 150

소  계 1,292 96 1,388

계약학부

미용예술경영학과 0 4 4

복지상담학과 0 9 9

복지행정학과 0 9 9

웨딩플레너경영학과 0 17 17

소  계 0 39 39

대학원

일반대학원 30 22 52

신학대학원 4 52 56

교육대학원 37 0 37

사회복지대학원 41 20 61

소  계 112 94 206

총  계 1,404 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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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특징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중심 대학으로서 교육목표인 ‘전문인’, ‘세계인’, ‘봉사인’

양성의 실천을 통하여 기독교 인성을 갖춘 실용적 전문 리더를 배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음

▪각 전공분야마다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각 학부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교육과정은 공통교양 38학점, 전공과정 39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과정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 또는 자유선택과목 53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음

▪ 2012학년도부터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7. 시설 현황

7.1 교지 현황
(2013. 4. 1. 기준)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지확보율(%)

34,336 90,999 265

7.2 교사 시설 현황
(2013. 4. 1. 기준)

기준면적(㎡)
보유 면적(㎡)

교사확보율(%)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

17,168 11,056 3,309 0 14,365 83.7

8. 예․결산 현황
(2012회계년도, 단위: 천원)

수입구분 본예산 결산 지출구분 본예산 결산

운영수입 15,736,421 15,981,539 운영지출 15,062,249 14,047,342

- 등록금수입 13,051,841 13,189,119 - 보수 7,794,849 6,639,014

- 전입금 937,000 156,702 - 관리운영비 2,021,156 1,744,274

- 기부금 260,000 168,045 - 연구학생경비 5,016,707 5,554,662

- 국고보조금 950,000 1,914,282 - 교육외비용 128,867 109,392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0 0 - 전출금 0 0

- 교육부대수입 284,750 340,144 - 예비비 100,670 0

- 교육외수입 252,830 213,247

자산및부채수입 0 300,000 자산및부채지출 939,960 2,861,112

미사용전기이월자금 710,965 2,466,88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45,177 1,839,967

자금수입합계 16,447,386 18,748,421 자금지출합계 16,447,386 18,74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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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우리대학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자유․사랑”의 교육이념을 추구하고 이

를 실현하고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KCU형 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를 변화

시키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함

1.1.1 교육목표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가. 학교 규칙 2013년 수시

첨부자료 1. 대학요람 2013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그림 Ⅲ-1-1]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 교육이념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자유․사랑”임

▪기독교 진리에 기초하여 다양성 속에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창조적인 진

리탐구와 사랑을 전파하여 먼저 학생들과 구성원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

키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바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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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

상을 함양하여 교회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함

▪교육목적의 네 가지 핵심 개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기독교정신의 구현, 대학교육

의 기능,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대한 공헌을 담고 있음

￭ 교육목표

▪우리대학의 3대 교육목표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

인,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임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은 변화의 요구에 따른 전공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함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 양성은 국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정보 및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킴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

도록 교육함

￭ KCU 인재상

▪ KCU 인재상은 “전문인․세계인․봉사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 인성을 갖춘 실천적 전문리더”로 설정함

▪ KCU 인재상이 갖추어야 될 3대 핵심역량은 전문성, 글로벌역량, 인성이며 각 핵심역

량별 세부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그림 Ⅲ-1-2] KCU형 인재상 및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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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의 3대 핵심역량

<표 Ⅲ-1-1> 인재상의 핵심역량 내용

핵심역량 내용

전문성
인문학, 전공지식, 글로벌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인재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과 언어 능력 및 정보화 기본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인성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품을 함양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지역사회
에 봉사하는 인격적 인재

￭ 인재상의 핵심역량과 학부교육과의 연계성

▪ 3대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 후 졸업까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인

성교육, 취업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Ⅲ-1-2> 인재상의 핵심역량과 학부교육과의 연계성

핵심역량 세부핵심역량 학부교육 추진내용

전문성
전문지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전공 영역에서의 전문성․창의성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영어․중국어 말하기대회, 영어․중국어 연극, 대학 News

letter 발간 등을 통한 외국어 능력 항상 
․UCC 경진대회 등을 통한 컴퓨터 활용기술 향상 
․현장에서의 적응력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육성을 위
한 현장실습 및 인턴제를 통한 실무 능력 강화 
․학습 소그룹을 통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특성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전문동아리 지원을 통해 전공영역 능력 신장 
․산학협력을 통한 계약학부 운영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들
의 학문적 능력 신장 

글로벌역량
국제시민자질
국제화역량
정보화 능력

․국제 무대에서의 적응력 향상 및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 대학과의 학점 연계 교육 2+2 복수학위제도 시행 
․해외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한 국제적 경험 및 세계화 마인
드 확대  
․어학능력 인증제를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TOEIC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영어능력 신장
․해외 자매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학술정보 교환 

인성
기독교세계관
공동체의식 
봉사정신 

․기독교교육 및 인성교육을 통해 기본적 자질함양 
․리더십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적 마인드 함양 및 자기주도
형 인재상 형성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한 섬기는 리더십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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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2020년 수도권 질적 순위 2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교육중심, 실용중심, 특성화중심 

대학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대학구성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

여 수립되어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0-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2013년 수시

첨부자료 1.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서 및 특성화 계획서 가장 최근

현지자료
1.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
수립 당시

자체점검결과 충족

1) 대학의 발전계획

￭ 대학 발전계획 추진 연혁

▪우리대학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였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대학경영컨설팅

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KCU Vision2020 발전계획(2011~2020)을 수립함

[그림 Ⅲ-1-3] 대학 발전계획 추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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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Vision2020 발전계획 기본체계

[그림 Ⅲ-1-4] KCU Vision2020 발전계획 기본체계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

하고, 새롭게 정립된 대학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장기비전과 실행전략을 수립하

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

교 대학”이며 발전 목표는 “수도권 대학 질적 순위 20위 달성” 및 “수도권 서남부 지

역 거점 대학”으로 설정되었음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중심대학”, “실용중심대학”, “특성화중심대학”으로 발

전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체계개편”, “교육역량강화”, “교육인프라구축”, “브랜드가치

제고”라는 4가지 발전전략을 수립함

▪ 4대 발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7개 분야에 총 17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함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단계별 발전방향과 발전목표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은 총 3기로 추진되며, 1기(2011~2015) “기반구축 및 역량확

보”단계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적조건을 충족

시키는 단계임. 2기 (2016~2018) “도약 및 성장”단계는 재정자립도 강화 및 질적 내실

화를 도모하는 단계임. 3기 (2019~2020) “지속적인 확대 성장” 단계는 수도권 질적 순

위 20위 이내의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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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단계별 발전방향

￭ 1단계 추진과제(2011-2015)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 단계 중에서 1단계(2011~2015)를 추진

함. 1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과제는 17개 추진과제에 48개 세부추진

과제로 이루어짐

[그림 Ⅲ-1-6] 추진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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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수립 절차는 1단계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경

쟁력 분석,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대학의 내․외부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이

를 통해 시사점과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였음. 2단계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발전 전략과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 3단계로 사업 영역별로 세부추

진과제를 도출함

[그림 Ⅲ-1-7] KCU Vision2020 발전계획 단계별 수립 절차

￭ KCU Vision2020 발전계획 추진일정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표 Ⅲ-1-3> KCU Vision2020 발전계획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09. 10 KCU Vision2020 발전계획 수립 배경 분석

2009. 11 KCU Vision2020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2010. 4
1차 의견 수렴: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학구성원의 의견 
수렴

2010. 6 계획 초안 수립: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

2010. 7 중간 발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2010. 8 계획 초안 보완: 문제점 분석 및 보완

2010. 9
2차 의견 수렴: KCU Vision2020 발전계획위원회와 대학구성원 면담을 통한 의
견 수렴

2010. 11 최종안 작성: KCU Vision2020 발전계획위원회 및 실무진 최종안 작성

2010. 11 KCU Vision2020 발전계획(1기) 확정 및 비전선포식: 교수, 학생, 직원

2011. 1 KCU Vision2020 발전계획(1기) 시행



- 24 -

2) 대학의 특성화계획

￭ 특성화 추진체계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에서 발전방향의 한 축을 특성화 중심대학으로 설정하면서,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수직적 특성화와 수평적 특성화로 구분하여 추진함

▪우리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추구하는 수평

적 특성화전략과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전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중

점분야 개발을 위한 수직적 특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그림 Ⅲ-1-8] 특성화 전략

◦ 수평적 특성화

▪우리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대학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등에 부합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이를 위해 KCU리더십센터를 통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KCU리더십특성화 사업을 실시함 

◦ 수직적 특성화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역산업 특성 및 국내 산업전망, 관련분야 경쟁력 등을 고려

하여 학부별로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함

▪남북통합지원특성화사업(SSNI; Support Center for South-North Integration)은 서울 

강서지역이 북한이탈주민거주민이 많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통합지원센터

를 두고 ‘남북통합시대를 대비한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허브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학부특성화사업은 각 학부마다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적합한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커리큘럼을 특성화하고, 실천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과 현장실

습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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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사업의 추진과정

▪우리대학은 2003년~2008년까지 2차 중장기발전계획부터 특성화를 발전전략으로 설정

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KCU리더십특성화, 남북통합지원특성화, 학부특성

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Ⅲ-1-9] 특성화사업 추진과정

◦ KCU리더십특성화

▪ 2001년부터 실천적 인성교육의 시범적 시도로서 전인적 인성교육프로그램인 5차원전

면교육법을 학습능력개발법이라는 교양과목으로 도입 운영하였고, 본교의 인성교육 특

성화 프로그램으로 자기경영(SM; Self Management) 훈련방법을 설계하였음

▪본격추진단계에서는 KCU리더십센터를 설립하여 KCU리더십교육 및 훈련에 대한 마스

터 플랜을 수립하고 2개의 정규교과목 ‘내안의 리더찾기’, ‘리더의 세상보기’를 개발 및 

운영함. 서울시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2년간 지역사회에 보급함

▪ 2013년 이후 강화단계에서는 교육대상 범위와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임

◦ 남북통합지원특성화(SSNI 특성화)

▪ 2003년부터 2006년 초기추진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대학의 역할을 고양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을 특성화하기로 확정함. 대학예산으로 북

한이탈주민관련 인턴실습, 아동 멘토링, 자원봉사 등을 실시함

▪ 2007년부터 2008년 본격추진단계에서는 우리대학의 “남북통합시대를 대비한 복지전문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 사업이 교육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수

행한 사업으로는 10개 교과목 개설, 교재개발, 인턴실습, e-Learning강의교안 개발, 장

학금 지급, 탈북학생 지원, 학생단기 연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콜로키움 실시, 외부와의 

공동프로그램 공동연구 수행, 연구조사활동, 교육용 영상물제작 등이고 2008년에 남북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함

▪ 2009년 이후 지속추진단계에서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에 참

여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성화사업과 관련 학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

회복지학부에 국제사회복지전공을 신설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정비하고 신규 교과목의 

개발 및 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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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특성화

▪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별로 특성화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2011년 사이에는 학부구조조정을 통해 학부의 신설 및 통폐합이 추진되었음

▪ 2012년 이후 학부별 특성화계획의 수립을 강화하고 2013년부터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심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부별 특성화 기반구

축을 위해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전공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3) KCU Vision2020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성과 

￭ 발전계획의 성과

대표적으로 교육영역에서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신설 등의 학과구조 개편과 성적불량자

에 대한 강화된 학사관리 개선의 성과를 가져옴. 학생영역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

를 통한 학생역량강화와 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생복지개선이 이루어짐. 특성화영역에서 

KCU리더십센터의 서울시지원프로그램 선정과 남북통합지원센터의 미국 국무부 사업 수

주 및 중국어과 2+2 복수학위과정 운영의 성과가 있었음.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4> 발전계획 영역별 실적

평가
영역

평가항목 주요 실적

교육

학과 구조
개편 

․신학부 - 입학정원 축소 

․사회복지학부 - 국제사회복지 전공 신설 및 사회복지(야간)을 주간 

전환하고 기존 아동복지전공을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로 이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신설 및 상담심리 전공 신설 

․경영학부 - 세무회계 전공 신설 

․음악학부-입학정원 축소 및 기독교 실용음악, 뉴미디어 음악전공 신설

학과평가
제도 도입 

․학부정원 조정 및 개폐에 대한 주기적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구조개혁위원회 신설 

교양교육
과정 개편

․교양과목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자율 선택권 확대-매학기 교양 과목 

조정 

교직과정
조정 

․교직과정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 및 폐지 신청 

학사관리
개선 

․성적불량자에 대한 학사경고 기준 강화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학점인플레 개선 

학생

학생역량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 

․졸업인증제 실시 

․취업지원 강화 

학생복지
서비스 
개선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장학금 확대 

․학생휴게실 및 파우더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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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주요 실적

교수

교수 충원  ․교원 확보 1차 계획-전임교원 50명 확보목표. 49명 충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활성화 

․마이크로티칭(강의컨설팅)실시

․교수법 연수 지원

․교수법 연구모임 지원 

교수업적
평가체계
개선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영역 보완 

․연봉책정 및 교원의 승진, 재임용시 반영 규정화 

행정
․

직원

효율적 행정
조직 개편 

․부처별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직제 개편 

행정혁신
제도 도입 

․직원업적평가제도에 업무혁신 안건 및 제안제도 신설 

․우수직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개선 유도 

직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평가영역보완 

․정량 및 정성지표 보완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매년 방학 중 직무역량강화 특강실시 

재정

수익사업 
확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활성화를 통한 수입 증대, 학점은행제 

확대 실시 

․산학협력차원의 계약학부 신설  

정부예산지원 
확보 

․평가지표관리를 통한 대학의 건전성 확보 및 정부지원 확대 -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기부금 조성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확대로 대학재정 건전성 신장

교육
인프라

교육환경개선 
교육기자재

․성서관 증개축 및 학생식당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음악학부 전공신설에 따른 기자재 확보 및 실습실 환경개선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전산실습실 환경개선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 구축  

특
성
화 

KCU리더십
특성화

․교양교과 과목을 통한 지속적 운영 

․관련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한 동기 부여 

․서울시 지원프로그램 공모 사업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남북통합
지원특성화

․기존 특성화사업 지속적 유지 

․관련학생 장학금 지급 

․미국 국무부로부터 사업 수주 및 수행 

학부특성화
․학부특성화 심화교육과정 개발 – 국제사회복지 전공 신설 

․중국어과 2+2 복수학위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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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실적

KCU Vision2020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48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5년간 소요예산은 

총 121억 원이며, 그 중 2011~2012년 2년간 실적은 약 39억 원 정도이며, 영역별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Ⅲ-1-5> 영역별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추진과제수
예산

(2011～2015)

실적

2011 2012

교육영역 10 143

학생영역 7 1,890 632 605

교수영역 7 1,480 198 220

행정/직원영역 4 60 9

재정영역 6 237 14 8

교육인프라 8 7,810 1396 130

특성화 6 480 48 132

계 48 12,100 2,288 1,104

￭ 특성화사업 분야별 성과

◦ KCU리더십특성화사업

▪ KCU리더십특성화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인적 교육방법의 도입과 SM(Self

Management) 교육 훈련방법의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2007년 이후 KCU리더십특성화로 

이름을 변경하고 2008년 KCU리더십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

음. 세부 사업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표 Ⅲ-1-6> KCU리더십특성화 사업 내용 및 성과

프로그램 사업 내용

교과목개발 및 운영 
1학기 - 내안의 리더찾기(비전페스티벌, UCC발표대회)

2학기 - 리더의 세상보기(셀프비전페스티벌)

리더십 특강 매학기 유명인사 초청 강연 

리더십 캠프 
여름방학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겨울방학 - ‘움직임을 통한 인간관계 UP'

지역사회연계
리더십 프로그램

교회, 중․고등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리더십 관련 연구 리더십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발표 

리더십 장학생 매학기 2명씩 장학생 선발 

교직원 대상 연수 리더십 관련 교육 참가 및 개최 

▪ 2013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Vision School, 리더십캠프, 셀프리더십경진대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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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합지원특성화사업

▪남북통합지원특성화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교육부 특성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

고 이후 2008년에 설립된 남북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이 추진

되고 있음. 세부사업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표 Ⅲ-1-7> 남북통합지원특성화 사업 내용 및 성과

프로그램 사업 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개발 및 연구, 교재개발, 특화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e-learning

시스템 구축 및 강의교안개발 

우수학생 선발 및 활동 
지원

북한이탈학생 학습지원 및 리더십교육, 장학금 지원, 해외 이주난민 기
관 단기 연수,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무자 워크샵, 특성화영역 
통합BD구축, 허브사이트 구축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국내외기관 산학협정, 프로그램운영실무자 워크샵, 특성화영역 통합DB

구축, 허브사이트구축 

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교원 채용,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남북통
합 문화활동, 행사, 언론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연구조사 및 활동 지원 
특성화 과제 연구수행, 학술대회개최, 연구조사 활동지원, 탈북경유지 
교원답사 및 연수 

외부프로그램 공동 수주 
및 진행 

미국 국무부 탈북대학생 통일리더양성사업 

▪ 2013년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북한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통일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얀마 등의 현장탐방을 통한 국제연대 구축 등이 있음 

◦ 학부특성화사업

▪ 2013년 이전에는 각 학부별로 특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왔으며 

2013년에는 학부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8> 2013년 학부별 특성화사업 내용

학부 사업내용

신학부 ∙차세대 다문화 선교지도자 육성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자기관리에 기초한 3P(Preparational, Practical, Professional) 형 인재 양성
∙아동복지 / 상담심리 실습실 구축

경영학부
∙사제동행세미나
∙맞춤형 IT예비학교 

외국어학부
∙영어연극 축제, KCU 뉴스레터, 영어에세이 대회 
∙중국어원어연극

음악학부

∙실내악단 협연, 피아노 레슨실 확충
∙음악콘텐츠 제작 사업, 음원제작 실기장비 확충 
∙KCU 가스펠 콰이어 창단
∙실용음악 음악장비 및 오디오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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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반영 실적
2012년

현지자료
1.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연도별 평가자료와 반영 근거 자료
2012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평가체계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계획 및 특성

화계획에 대한 진척도 및 사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과 대학 운영에 반

영하고 있으며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평가체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Ⅲ-1-9> 평가 체계 개요

구 분 시 행 내 용

평가 목적
Ÿ 발전계획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진단 및 재설계 
Ÿ 새로운 주변 상황 변화에 부응한 방향성 모색 
Ÿ 대학 경쟁력 제고 

평가 대상
Ÿ KCU Vision2020 발전계획서 상의 핵심전략과제 및 세부 사업
Ÿ KCU리더십센터 / 남북통합지원센터 / 학부특성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Ÿ 위원장 : 평가관리실장 
Ÿ 위  원 :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평가 방법

Ÿ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업 진행 
부서와의 면담 평가 진행 
Ÿ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Ÿ 비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점검

평가결과 활용
Ÿ 구성원의 대학 현황 인식 제고
Ÿ 행정체제 개선
Ÿ 차기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수시로 점검함

▪평가결과는 기획위원회와 관련 실무부서에 통보하여 대학의 경영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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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0]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평가 체계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평가 및 반영 결과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의 세부추진 과제와 특성화 분야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대학의 경영 및 운영에 반영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Ⅲ-1-10>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및 반영 결과

영역 평가 내용 반영 결과 관련부서

재정
․각종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적
절성 검토
․예․결산 자료 분석을 통한 수익성 평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운영 규모를 
확대함
․국제교육원은 폐지 결정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교육

․학부구조 개편을 위한 정원 조정 기준 
평가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분석 평가

․평가기준 조정 필요성에 따라 지표별 
기준에 대한 조정을 검토 중임

기획처
평가관리실

교직과정에 대한 폐지 검토
․교직과정 존치와 관련하여 신청학생 추
이 및 수강신청 현황 평가
․강좌 수에 따른 강사료 등 분석
․효율적 운영 여부 파악

․교직과정의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 등 교육환경을 분
석 검토한 결과 교직과정을 폐지함

교무처
기획처

교수
․
직원

교수․직원 업적평가제도 평가
․업적평가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 분포 평가
․data도출 시 문제점 검토 

․교수 및 직원 업적평가제도 지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

평가관리실

학생

․종합인력개발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업 및 조직 평가
․예산 및 사업의 적절성 검토
․조직 및 인력구조 검토

․취업지원부서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2명의 취업지원관 채용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연구직원 1명 및 행정조교 1명 
채용

종합인력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특성
화

․특성화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특성화사업의 적절성 검토 

․특성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예산을 확대 지원함

KCU리더십센터 
남북통합지원센터

각 학부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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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체평가

대학은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1.3.1 자체평가 수행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 경영에 충실히 반

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반영 실적 2012년

공시자료
13-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2013년 수시

첨부자료 1.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가장 최근

현지자료 1.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반영 자료 2012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 자체평가 추진배경

▪대학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대학별 평가결과의 공시에 따라 대학 간 실질적 비교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정부

의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이 됨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대학은 학교운영전반을 자체적으로 점검하

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

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우리대학의 발전목표인 ‘수도권 대학 질적 20위’,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 대학’을 달

성하기 위한 전략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학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우리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해서 총장, 평가관리실장,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

실무위원회, 자체평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대학 경영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

시하고 자체평가추진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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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1] 자체평가 추진 조직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평가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체평가

기본계획수립과 조정, 자체평가 영역과 지표 선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확정, 자체평

가 결과의 활용,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을 

수행함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체평가 지

표개발,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위원회와 총장에

게 자체평가 결과보고, 자체평가 실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자체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체평가에 대한 

자문,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자체평가 모형의 체계

▪본 평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전반) 평가를 실시함

▪우리대학의 자체평가 모형은 평가영역,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지표로 구성됨

▪평가 영역은 대학경영 및 발전전략,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협동, 학생․교

수․직원, 교육인프라, 특성화 및 국제화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됨

￭ 자체평가 기준 및 수행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별 현황자료는 대학정보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표별 평가분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자체평가 모니터링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평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주기로 실시됨 

▪평가는 당해 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비교 대상 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소재의 4년제 일반 사립대학으로 재학생은 인원 제

한이 없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5,000명 미만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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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회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작하여 배

포함으로써 각 주체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참조하고 문제점을 시정 조치함

￭ 자체평가 결과 반영 실적

대학 경영 및 발전전략,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협동, 학생․교수․직원, 교육인

프라, 특성화 및 국제화의 각 영역에 대해 2011년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부처별 반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Ⅲ-1-11> 자체평가 결과 반영 실적

영 역 평가지표 개선 과제 반영 결과
관련
부서

대학
경영

및

발전
전략

계획수립 및 발전전략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한 조직구조 정비

업무효율성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

한 행정조직 개편 실시-2처 3실에서 

4처 3실로 개편하였으며, 4처 1실로 

재개편 추진 중 

기획처 

학생 중심의 직접 교육비 예산증액

장학금, 실험실습비의 대폭 확대를 

통한 교육비 증액으로 교육중심 대

학으로서 기반 확립

기획처

사무처

학생처

교무처 

교육

및

사회
봉사

학부별 전임교원 충원계획 수립을 

통한 교원 충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확대

․충원계획수립을 통한 교원 2명 추

가 충원

․2011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0.9%에서 2012년 45.9%로 증가

기획처

교무처

엄정한 성적평가를 통한 학사 관리

성적평가분포에 대한 학칙개정으로 

엄격한 학점관리 및 학점인플레 문제 

개선(2011년 A학점 이상 비율 49%에

서 2012년 32%로 대폭 하락)

교무처 

학생처 

사회봉사실

연구

및

산학
협동

국제규모 학술대회 참여 유도

자발적 참여자의 항공비 및 연구발

표비 지원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 및 

연구 기반 마련

교무처

산학협력단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

을 통한 산학협동 활성화

강서구청, 금천구청 등 계약학과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산학

협력단 

도서자료 등의 확충을 통한 학술연

구를 위한 환경 조성

각종 전자정보 검색서비스 기능 강

화를 통한 연구 풍토 조성 및 지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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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평가지표 개선 과제 반영 결과
관련
부서

학생
․

교수
․

직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전문가 상담지도시스템도입

-Job Coaching Program등

취업지원관제도 도입 예정

종합인력 

개발센터

취업관련 교과목 및 취업 대비 시험

과목 개설
교무처

교육

인프라

장학금 지원 확대
교내․외 장학금 확충을 통한 장학

금 혜택 기회 확대
학생처 

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도서 서비스 활성화

각종 전자정보 검색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전문도서, 각

종 학술자료 등 이용 기능 강화

도서관

특성화

및

국제화

기 구축된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탈북대학생 

통일리더 양성프로그램 사업 추진

(미국 국무부 주관)

남북통합

지원센터

리더십관련 서울시 시범사업공모 프

로그램 참여

KCU

리더십

센터

해외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교환학생 파견 기회 

확대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통한 

학생 교류, 복수학위 프로그램 지속

적 추진 

대외

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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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2.1 교육과정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이념․목적․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 우리대학은 학문

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우리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교양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역량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

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과와 현장적

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국

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교육

과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및 편성은 대학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

생교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첨부자료 1.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2013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육이념․목적․목표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자유․사랑”임

▪교육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

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교회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교육목표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 인간을 존중

하는 봉사인 양성임

￭ 교육과정과 교육이념․목적․목표와의 일관성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일치 자유 사랑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적 교수 연구를 통한 교회

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교육목적과, 전문인․세계인․봉사인 인재상을 구현

하는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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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교육과정과 교육이념․목적․목표와의 일관성

교육이념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자유․사랑

교육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
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인격의 도
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교회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목표:
KCU형 인재상

전문인 세계인 봉사인

교양실용학부
(공통교양)

필수
컴퓨터활용1～2,

논문작성법 등
철학개론,

대학영어1～4 등
기독교의이해, 성서의이해,

신앙과 학문, 사회봉사1 등

선택
사회과학입문,

비판적사고와 논리 등
다문화사회의 이해,

독일어 등
현대사회와 윤리,

사회봉사 2 등

신학부 구약통독, 신약통독 등 희랍어, 중근세교회사 등 타문화선교, 선교신학 등

사회복지학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등
국제사회복지,

다문화사회복지 등
자원봉사론

국제개발과국제구호 등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아동복지론,

상담과정과 면담기법 등
사회심리학

진로 및 직업정보론 등
방과후아동지도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등

경영학부
경영학원론,

경영정보시스템원론 등
국제마케팅, 국제금융 등 기독교정신과 윤리경영 등

외국어학부
영어독해입문,

중국어읽기 및 발음연습 등
미국문화와 영어,

중국지역문화의 이해 등
영어드라마,

중국어통번역실습 등

음악학부
시창청음, 보컬테크닉 
이어트레이닝 등

음악사, 팝재즈음악사및감상 
기독교음악의 이해 등

음악치료, 음악사역,

예배인도, 실용음악 등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

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

이수 학점(단과대학별)

2.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

수학점 비율(단과대학별)

2013년

첨부자료

1.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관련 규정

2. 대학요람 등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현황 자료

3. 수강신청 안내 책자

4. 수업시간표

가장 최근 개정

2013년 2학기

2013년 2학기

2013년 2학기

현지자료

1.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자 현황 자료

2.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현황(목록)

3. 전공 교육목표와 연계한 전공교육과정 운

영 현황(목록)

4. 단과대학 내 학과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비율 현황

2010.9-2013.8

2013년

2013년

2013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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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의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 및 대학의 인재상과 학문적, 사회적, 시

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함

▪교양교육과정은 기독교 신앙과 건전한 인성을 배양하고 기초소양과 각 전공의 기초를 

익혀 심오한 학문세계로 인도하는데 바탕이 됨

[그림 Ⅲ-2-1] 교양교육과 교육목표와의 연계 체계

￭ 졸업요구 이수학점

<표 Ⅲ-2-2> 졸업이수학점

구분
교양학점
(A)

전공학점
자유선택
(C)

졸업이수
학점

(D=A+B+C)단일전공(B) 부전공 복수전공

신학부

38 39 21 39 53
130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
상담심리학부

경영학부

외국어학부

음악학부 38 49 21 49 43

￭ 교양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

전체 130학점 중 교양학점은 38학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29.2%이며 교양 학점 중 교양 

필수학점은 14학점으로 36.8%의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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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교양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

구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계
(DA+C)총 개설

학점

총
이수학점
(A)

비율(%)
(A/D☓100)

총 개설
학점

총
이수학점
(C)

비율(%)
(C/D☓100)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경영학부

외국어학부 

음악학부

14 14 36.8 253 24 63.2 38

￭ 교양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우리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인성, 잠재력, 실용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초교육을 통해 

교육목표인 전문인, 세계인, 봉사인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KCU형 인재상인 ‘기독교 

인성을 갖춘 실천적 전문리더’를 양성하도록 편성되어 있음

<표 Ⅲ-2-4> 교양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양 교과목

구 분 관련 과목

기초소양교육

철학개론, 논문작성법, 기초통계학, 비판적 사고와 논리, 학습능력개발법,

심리학개론, 원서강독, 교육학개론, 독서와 토론, 인체로 본 생명의 신비,

생명과 환경 등

실용교양교육
대학영어, 실용영어회화, 창업의 이해와 창업실무, 진로설정세미나, 건강관

리, 영화와 클래식 등

국제적 감각과 
정보화능력

세계화와 국제기구, 국제이주론, 중국문화와 언어, 일본문화와 언어, 컴퓨터

활용 등

인성 강화 교육
현대사회와 윤리, 북한사회의 이해, 세계의 대학, 문화인류학, 세계역사와 

문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의 이해, 리더의 세상보기 등

기독교 성품 배양
신앙과 학문, 사회봉사 1․2, 내안의 리더찾기, 기독교의 이해,

성서의 이해, 신약교회의 이해 등

￭ 학생의 선택권 보장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우리대학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강의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조사 결과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렴하여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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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성과

▪신앙과 인성교육을 특별히 중시해 온 우리대학은 교육과정․교양교육운영위원회규정 

제정 이전부터 체계적인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을 해옴

▪관련 규정의 제정 이전부터 교양교육과정은 관례에 따라 운영되었음

▪교양학부 설치 이전 교양교육과정은 주로 교무처가 주관한 학부장위원회에서 운영함

▪ 2001년에 교양학부를 신설하여 교양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심화를 위한 기초 교양 

과목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옴

▪주요 성과로는 교육과정․교양교육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과 교양과정 전면 개편

(2013) 등이 있음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

이수 학점(단과대학별)

2.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

수학점 비율(단과대학별)

2013년

첨부자료

1.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관련 규정

2. 대학요람 등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현황

자료

3. 수강신청 안내 책자

4. 수업시간표

가장 최근 개정

2013년 2학기

2013년 2학기

2013년 2학기

현지자료

1.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자 현황 자료

2.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현황(목록)

3. 전공 교육목표와 연계한 전공교육과정 운

영 현황(목록)

4. 단과대학 내 학과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비율 현황

2010.9-2013.8

2013년

2013년

2013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 전공교육과정의 목표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품을 함양하여 전공기초를 통

한 섬김형 인재 양성과 현장응용형 교과운영을 통한 실용적 완결형 인재 양성, 글로벌․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활성화와 다언어 강화 프

로그램을 통한 글로벌형 인재 양성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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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학부별 전공교육과정의 교육목표

학부 전공 교육목표

신학부 신학
성서와 기독교 사상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을 섬기는 인재 양성

사회복지학부

공통 기독교 정신과 사회복지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사회복지
국내외 사회복지 실천 경험 확대를 통한 균형잡힌 사회복지전문
가 양성

국제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난민 등을 위한 국제적 현장에서 복지서비
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아동복지
상담심리학부

공통 자기관리에 기초한 현장 실기형 인재 양성

아동복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는 전문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양성

상담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사 육성

경영학부

공통 창의적 경영인 양성

경영학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을 창조적으로 주도하는 크리스찬 전문경
영인 양성

경영정보
정보기술과 경영지식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능력을 갖춘 경영정
보 전문인 양성

세무회계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갖춘 세무와 회계분야의 전문가 양성

외국어학부

공통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창의적 국제어 전문인 양성

영어 영적인 통찰력과 지적인 세련됨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 양성

중국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Christian China Regional Expert” 전문
인 양성

음악학부

공통 창조성을 지닌 통합음악인 양성

피아노 예술의 창조성을 지닌 크리스챤 전문음악인 양성

기독교실용음악 현대 실용음악 발전에 맞춘 진정한 크리스챤 뮤지션 양성

뉴미디어음악
음반․애니메이션․방송영상․광고(CF)․모바일컨텐츠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크리스챤 고급전문 음악인 양성

[그림 Ⅲ-2-2] 전공교육과 교육목표와의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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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

전공필수의 이수학점 비율은 최소 7.7%, 최대 61.5%이며, 전공선택 이수 학점의 비율은 

최소 38.5%이고 최대 92.3%임

<표 Ⅲ-2-6>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
(단위: %)

구분
전공필수 이수 학점 비율 전공선택 이수 학점 비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단과대학구분없음 7.7 61.5 38.5 92.3

￭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단일전공․부전공․복수전공의 운영

▪학부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음

<표 Ⅲ-2-7> 전공교육과정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구분
전공학점

자유선택 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신학부 24 15 39 53

사회복지학부 3 36 39 53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3 36 39 53

경영학부 18 21 39 53

외국어학부 18 21 39 53

음악학부 24 25 49 43

▪ 1999학년도 이후부터 전공이수학점 비율을 조정하여 왔으며 2013년 졸업학점을 130학

점으로 축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함

▪타 학부의 과목을 자유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부전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

양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함 

▪부전공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복수전공은 전공하고자 하는 학부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상을 이수하

고 해당학부에서 지정하는 논문(연주), 자격증 또는 졸업고사에 합격하여야 함

￭ 전공교육과정의 학부별 교육내용

▪우리대학 각 전공교과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인성을 토대로 하여 각 전공별 역량개

발을 위해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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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전공교육과정의 학부별 교육내용

학부 전공 교육내용

공통영역

․채플을 통한 인성과 공통가치 공유 
․‘사회봉사’를 필수교양과목으로 선정하여 봉사인의 자질 함양 
․‘내안의 리더찾기’, ‘리더의 세상보기’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기관리 및 
리더십 함양 

신학부

․비전 트립과 선교활동을 통한 제3세계에의 봉사 및 다양한 나눔과 
섬김 활동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기도회 모임
․전문적인 목회양성을 위한 토론 동아리 활동

사회복지학부
․위탁운영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현장실무 경험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대비 강의 운영
․국제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아동복지 및 상담심리 관련 위탁운영 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인형극, 사이코드라마 등 전공 소그룹 활성화 및 봉사활동
․자격강화를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특강 실시 

경영학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소그룹 활동 
․직장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소그룹 운영
․경영예비학교, 글로벌 기업탐방 등 

외국어학부

․영어/중국어 발음 교정 및 학생들의 팀 활동 증진을 위한 
English/China Clinic

․영어구사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함양을 위한 영어연극, KCU 뉴스레터,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에세이대회 등 
․중어인의 밤(문화행사), 중국어 집중강화 프로그램 
․중국대학과의 2+2 공동학위과정을 통한 국제화 추진 

음악학부 
․피아노 어드벤쳐 교사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가스펠콰이어 아카펠라 팀 공연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음반산업 표준 솔루션 AVID Pro Tools 공인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전공교육과정의 특성화

▪우리대학은 1995년 증원증과 이후 지속적으로 학부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2010년-2011

년에 학부의 신설 및 통폐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학제로 개편되었음

▪ 2012년 이후 학부별 특성화계획의 수립을 강화하고 2013년부터 학부별 특성화를 위해 

6개 학부 13개 전공과정별로 교비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16개 단위사업

의 규모로 심화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특히 남북통합지원 특성화사업(SSNI: Support Center for South-North Integration)은 

“남북통합시대를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허브 구축”이라는 과제로, 교육부로부터 수

도권대학특성화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2007~8년 2년간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진행된 특

성화 사업임

▪ SSNI 특성화사업은 우리대학 사회복지학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사회복지사 양성을 목

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학부 내에 국제사회복지 전공과정을 

신설하여 ‘인권과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 ‘이주난민현상과 사회복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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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사회개발과 NGOs’, ‘국제개발과 국제구호’ 등 관련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며 관

련 전공도서 800여권을 확보함

▪ 2013 현재 우리대학 전공교육과정의 특성화는 6개 학부 13개 전공과정별로 1억원 내

외(16개 단위사업)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전공과

정별로 추진되는 특성화사업은 총 11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학생의 선택권 보장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우리대학은 전공교육과정편성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통한 

전공과정의 다양화와 적응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의견수렴 결과

를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전공교육의 성과

<표 Ⅲ-2-9> 전공교육의 성과

학 부 성 과

신학부
․목회실습과 선교현장실습을 통한 목회․선교 및 실무능력 배양
․농촌봉사활동 시 여름성경학교 진행 및 농어촌지역 선교

사회복지학부
․국내외 사회복지 실무 능력과 현장 적응성 강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아동복지 및 상담 현장의 실기 능력 강화
․1인 2개 이상 자격증 취득

경영학부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인턴제 실시
․자격증 취득을 졸업인증으로 의무화하여 취업 역량 강화

외국어학부
․영어/중국어 언어구사능력 강화
․2+2 복수학위를 통한 해외 현장 언어 및 국제 환경 체득

음악학부
․아카펠라 합창단 공연을 통한 무대경험 확대
․음악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실시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전공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효

과를 증진시키며,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실험․실습․실기 과목 비율 2013년

현지자료
1. 대표 10개 학과의 실험․실습․실기 교육

실시 현황(수업계획서, 실습일지 등)
2013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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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기 과목 비율

우리대학의 실험·실습·실기 과목 비율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이론과목이 97.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론병행 실기과목 및 실기과목은 3.6%임. 예체능계열의 경우, 이론과목은 

40.0%이고 이론병행 실기과목 및 실기과목은 60.0%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10> 실험․실습․실기과목 비율

구분 학기
이론 이론+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 전체편제

과목수과목수 비율(%) 과목수 비율(%) 과목수 비율(%)

인문
사회계열

1 242 98.4 4 1.6 0 0 246

2 218 96.4 6 2.7 2 0.9 226

소계 460 97.5 10 2.1 2 0.4 472

예체능
계열

1 14 25.9 34 63.0 6 11.1 54

2 28 54.9 16 31.4 7 13.7 51

소계 42 40.0 50 47.6 13 12.4 105

총계 502 87.0 60 10.4 15 2.6 577

￭ 현장적용성 제고

▪우리대학은 예체능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에서도 각 전공영역의 실질적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별 특색에 맞춘 자격증 취득 및 현장경험 

실습수업을 개설하고 있음

▪전공영역 지식을 활용한 실습수업 외에도 자기계발, 진로탐색을 통한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관련 실습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현장적용성 제고를 위해 강의계획서

(syllabus) 외에 실험․실습․실기 관련 일지와 보고서 양식을 구비하여 엄격히 관리하

고 있음 

￭ 실험․실습․실기교육 현황

▪신학부와 응용사회과학 및 음악학부로 구성된 우리대학의 학제특성 상 이공계 위주의 

실험교육보다는 다양한 실습․실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과목특성 상 수강인

원의 제한에 특히 유의하며 학기별로도 균형 있게 배치함

▪인문․사회계열 실습교육은 신학부의 목회실습과 복지관련 학부의 실습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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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1> 인문․사회계열 전공별 실습교과목 개설현황

전공명 학년 과목명 수강대상 내 용

신학 2 목회실습 신학과 학생
목회자 및 교회현장에서의 
역량함양

신학 및
아동복지학

4
학교교육실습

(교육실습)
교직과정 이수학생

학교 및 유치원현장에서의 
교사 지도능력 함양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3,4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이수학생

사회복지현장의 경험

아동복지학 4 보육실습
보육교사

자격과정 이수학생
보육실습 현장경험 수업

중국어 4
중국어 통번역

실습1
중국어전공 학생

중국어 문장구조 습득과 
문장패턴의 연습

▪취업을 위한 실습․실기교육은 주로 교양과정과 경영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Ⅲ-2-12> 취업관련 실습교과목 개설현황

분야 과목명 수강대상 내 용

교양

취업준비실습

전체학생

적합한 진로탐색을 위한 자신의 성격, 흥미,

가치관 등 분석

직장체험1 취업 전반에 걸친 실습

창업의 이해와 
창업실무

현장적용 사례연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전공
(경영)

현장실습 취업준비학생 직업 현장에 대한 전공지식의 적용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 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산업체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12.9-2013.8

현지자료 1.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목록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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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사회적 기여

▪ 2009년 서울 강서구청과의 학과설치에 관한 계약에 의한 복지행정학과 학사과정을 신

설한 이래 금천구청 및 광명시청과의 계약에 의해 복지행정학과 학사과정을 설치하고,

2012년 강서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산학협력단의 주도 아래 

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웨딩플래너경영학과, 미용예술경영학과 등이 신설되어 재

교육형 산업체 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우리대학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2-13> 계약학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취득학위 계약학과명 정원 재학생 수 산업체명

학사

복지상담학과 150 34
사단법인 다사랑복지회,

사단법인예닮공동체

복지행정학과 200 54 강서구청, 금천구청, 광명시청

사회복지학과 200 16 사단법인다사랑복지회

웨딩플래너경영학과 100 37 한국웨딩플래너협회

미용예술경영학과 100 21 가발협회

석사 사회복지전공 100 9 강서구청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 2001년 개원한 평생교육원은 2005년 3월 사회복지학과정 학점은행제로 15개 과목을 

최초 개설한 이래, 2013년 현재 8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84학점이상 취득 시는 본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고 매년 100여명 이상의 학

사 또는 전문학사를 배출하고 있음.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

위취득,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지역 친화적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음

<표 Ⅲ-2-14>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과정 취득학위 학과명
2012-2 2013-1

연관 산업체/대상
재학생수 재학생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

사회복지 83 120

지역주민아동가족학 200 249

신학 0 4

계 6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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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준거특성 정성/정량

평가기준
대학은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
통성을 높이고 있다.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0.2%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국내대학과 교류 현황 2012.9-2013.8

공시자료 11-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2013년 8월

현지자료

1. 국내․외 학점 교류 실시 MOU 사본 및
교류 현황

2. 국내․외 복수(공동)학위 실시 MOU 사본
및 복수(공동) 학위자 현황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국외대학과의 교류현황

▪우리대학은 국외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미국 사

회복지실습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비율은 0.98%로 최저 기준치인 0.2%를 충족하고 

있음

<표 Ⅲ-2-15> 국외대학과의 교류현황

연도 재학생수 파견인원+유치인원 재학생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

2013 1,427 14 0.98

▪우리대학의 해외 자매대학은 미국에 ACU(Abilene Christian University) 등 10개 대학

(기관)과 일본(茨城大學 이바라키대학), 오스트리아(IU: International University), 중국 

4개 대학,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등에 분포하여 학교규모에 비해 다양하고 특색 있

는 해외 교류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파견을 통한 학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자매대학과의 교환 학생 파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2-16> 최근 3년간 교환학생 파견 현황

학기 파견국가 파견 대학명 파견 학생수

2010-2 미국 Freed-Hardeman Univ. 1

2011-1
미국 Freed-Hardeman Univ. 1

중국 延邊科學技術大學 1

2011-2
미국 Freed-Hardeman Univ. 2

중국 延邊科學技術大學 1

2012-1 미국
Freed-Hardeman Univ. 2

Oklahoma Christian Univ. 2

2012-2
중국

吉林師範大學 4

延邊科學技術大學 2

미국 Oklahoma Christian Univ. 2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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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길림사범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2+2 복수학위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

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음

<표 Ⅲ-2-17> 길림사범대와의 복수학위과정 학생 현황

연도
학위명 2010 2011 2012 2013

2+2복수학위 과정 학생수 10 10 14 14

￭ 국내대학과의 교류현황

▪우리대학은 적정 규모의 학생교류, 교수교류, 그리고 연구소의 공동운영 및 공동 학술

활동 등 연구협력을 통한 교육-협력, 시설 및 설비의 공동 이용 등의 실질적이고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기초 

단계로 관련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라, 대학의 실

정과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력이 모색되고 있음

<표 Ⅲ-2-18> 국내 대학과의 교류 현황

대학명 교류내용 교류기간

나사렛대학교 행정 및 정보교류 1997.10.16∼현재

서울기독교대학교 학술교류, 연구협력 1998.11.10∼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상호학점인정 교류 2013.03.05∼2018.03.05

신학계대학(나사렛대,

서울신대,성결대,한세대,

안양대,협성대)

학점교류 및 공동사회봉사 협정 1997.07.01∼현재

한국성서대학교 학술교류, 연구협력 2013.7∼현재

한영신학대학교
학술교류, 연구협력 2004.03.01∼현재

상호학점인정 교류 2013.02.14∼2018.02.14

▪서울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의 기독교계통 대학과 대학 및 학부 차원에서 학술 

정보 교환, 세미나 개최 및 교육을 위한 초청 특강, 학생 간 학점 교류 등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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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 및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첨부자료
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교육과정위원회 회의자료: 최근 5년간

2.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개편 실적 자료: 최

근 5년간

2008.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위원회

▪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교

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기초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둠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Ⅲ-2-19>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

구성 목적 기능

위원장: 교무처장
위  원: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각 학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무과장

․대학교육이념 
구현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
․장기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심의
․교과목 개폐 심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방안 수립 
및 심의

￭ 교육과정개편 절차

교무처는 교양실용학부의 교양과정 개편안과 각 학부의 전공교과 개편안 및 총학생회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를 취합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

할 최종안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함

[그림 Ⅲ-2-3] 교육과정개편절차



- 51 -

￭ 최근 5년간 교육과정개편 실적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별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

<표 Ⅲ-2-20> 최근 5년 간 교육과정개편 주요 실적

연도 주요 개편 실적

2009
․6개 학부(신학, 외국어, 경영, 사회복지, 음악, 교양)로의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과정 개발

2010
․경영학, 응용작곡, 영어, 중국어 전공 신설에 따른 교과과정 개설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정(2010.10.20)

201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개정(2011.4.1)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규정 제정(2011.4.4.)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제정(2011.10.14.)

․경영학부 실습수업운영제도 개편 제안(2011.11.1)

․계절학기수업운영규정제정(2011.11.21.)

․7개 학부(신학, 외국어, 경영, 사회복지, 아동복지상담심리, 음악, 교양)로의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과정 개발

201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실습(인턴십) 과목개설(2012.04.18.)

․강의평가문항조정(2012.5.9)

․학점배분 비율 조정을 통한 성적부여 공정성 증진(2012.05.30.)

․현장실습수업운영규정 제정(2012.6.5)

․자격증 외 졸업인증영역 신설 및 졸업인증자격증 인정범위 확대(2012.8.24)

․1학점 또는 2학점 교양과목의 증설로 학생 선택기회 증가

2013
․계절학기수업운영규정 개정(계절학기 등록금 관련)(2013.4.4)

․교육과정위원회규정 개정(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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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수․학습

우리대학은 강좌당 적정수준의 수강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두고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

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선활동 전개 등 지속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2.2.1 수업 규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20명 이하 강좌 개설 비율(25% 이상)

101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2.5% 미만)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1-나-1. 강좌당 학생수 2013년 4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우리대학의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비율은 전체 강좌의 5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1 명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1.58%이므로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특히 2013

년부터는 수강인원을 교양의 경우 80명, 전공은 60명, 그 외 실습과 관련한 수업은 학

부의 요청에 따라 제한 인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등으로 인해 분반의 필요

가 있으면 20명 내외로 분반하여 수업을 시행하고 있음

▪개설과목의 폐강 기준은 전공수업인 경우 8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양수업은 

15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표 Ⅲ-2-21> 소규모 및 대규모 강좌 비율

연도

강좌 규모별 강좌수

20명 이하
소규모강좌

21∼50명 51∼100명
101∼200명
대규모강좌

201명
이상

계

2011
367 383 74 2 0 826

44.43% 46.37% 8.96% 0.24% 0% 100

2012
416 300 81 6 0 803

51.80% 37.36% 10.09% 0.75% 0% 100

2013
198 147 30 6 0 381

51.97% 38.58% 7.87% 1.58% 0% 100

* 2013년은 1학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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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

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CTL 조직 및 구성원의 전문성

2. CTL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13년 4월 1일

2010.9-2013.8

첨부자료 1. CTL 관련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CTL 구성원의 개별 경력 사항

2. CTL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자료

2013년 4월 1일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조직 및 구성원의 전문성

▪우리대학은 교수학습지원센터(CTL)에 교수․학습 역량 개발을 위해 센터장 1명과 센

터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전문성을 

구비한 교육학 석사 학위 소지 연구 직원과 센터 업무의 보조를 위해 행정 조교를 두

고 있음. 직원은 센터의 고유 업무는 물론 설문 조사 분석,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 보

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0년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개설되었으며,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수방법 

특강 및 세미나 개최와 교수․학습관련 지원 및 연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Ⅲ-2-4]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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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2>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세부활동

지원분야 세부 활동 내용

교수지원

○ 교수지원 코스워크 운영 
- 1단계: 교내외 교수법 특강 이수(연10회 이상)
- 2단계: 마이크로티칭(1∼3단계) 이수
- 3단계: 교수법 연수 참여 후 최종 이수증 수여 

○ 강의 컨설팅(마이크로티칭) 실시
- 1단계: 자가 평가제, 2단계: 동료 평가제, 3단계: 외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제
- 3,6,9시스템: 신임교원 필수 및 임용 후 3년, 6년, 9년에 강의 컨설팅 의무제

○ 교수법 특강 실시
- 맞춤식 특강(학부 특성화)
- 일반 교수법: 강의전략, ppt전략 등
- 전문 교수법: PBL, 팀기반 학습, 이러닝, 스마트러닝 등
- 교육자료개발: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
- 특강 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교수법 연구 지원
- 유형1. 과목 특성 반영한 수업방법 연구 주제
- 유형2. CTL 제시 주제(ex: 아이패드 및 관련 App활용방법)
- 활동 내용: 연구보고서 작성, 사례발표회 개최

○ 교수법 연수 지원
- 전문 교수법 연수, 신임교수 연수 지원
- 연수 후 정기 세미나 개최

학습지원

○ Step up(학업 동기 부여)프로그램 운영
- 학사경고자 및 학업 성취도 향상 희망 학생을 위한 캠프 운영: 방학 중 학업 
동기부여를 위한 1박2일 캠프 실시, 종료 후 교내외 타 프로그램 연계 후 지속 
관리

- 학습 장애 학생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원 상주 
- 학습 유형 검사 및 심리 검사 무료 제공 및 상담

○ Jump up(학업 성취도 향상)프로그램 운영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튜터링,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재학생 중 20%이상 참여)
- 국가 및 국제 공인 자격증 준비, 진학 및 취업(창업 포함) 대비 모임 지원  
- OT, 주차보고서, 중간보고회, 최종발표보고회(장학금 시상)
- 교내 스터디룸 6인실(2개), 10인실(2개), 24시간 상시 운영

○ 창조적 인재 양상 프로그램 운영
- 지정 도서 읽고 쓰기 & 발표(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 전공 필수 과목 재시험제도 실시(e-learning 강의 보충 등)
- 학부별 학술 토론대회 개최  

○ 학습 컨설팅 실시
- U&I 학습유형검사 후 개별 및 집단상담
- 개별상담을 통해 진학 및 취업을 위한 개별 학습 설계 
- 교내외 프로그램 연계 후 지속 관리

○학습법 특강 실시
- 학생 수요조사 후 맞춤형 특강 
- 학습 매체 및 실습형 특강
- 국가 및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 대상별(신입생, 재학생, 취업준비생) 특강 실시

교육매체 및 
이러닝 지원

○ 이러닝 지원
- KOCW 강의 수강 지원 및 강의 기부 
- 보조 학습형(환원마당), Blended형 학부 특성화에 맞는 세분화 이러닝체제 
운영

○ 교육매체 지원
- 강의 촬영용 자동 위치 추적 스위블 및 아이패드 미니 지원
- 스마트 학습 정리용 ThinkWise마인드맵 소프트웨어 지원
- 강의실 내 전자 교탁 및 빔 프로젝트 Full Set 구비 



- 55 -

￭ CTL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우리대학은 본부 실무부처 외 다양한 센터 가운데 졸업생 취업지원과 취업역량강화를 

담당하는 종합인력개발센터와 교육기관의 핵심인 교수(teaching)지원 및 학습(learning)

지원을 담당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핵심센터로 집중 지원하고 있음. 특히 교육중심대

학으로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인 교무처와 학생처, 전자계산소 등과

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표 Ⅲ-2-23> 최근 3년간 교수학습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활동구분 2010 2011 2012 2013

교수지원 1,471 12,000 4,100 9,494

학습지원 1,076 22,199 26,076 8,098

교육매체지원 1,500 125,047 81,331 15,721

계 4,047 159,246 111,507 33,313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

선활동 전개 등 지속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CTL의 교수․학습 자료 자체 개발 현황 2010.9-2013.8

현지자료

1. CTL에서 실시한 교수․학습 능력 향상 프

로그램 목록 및 관련 발간물 자료

2. CT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그림 Ⅲ-2-5] CTL 중심의 교수․학습 개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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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L의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교수방법 개발을 위하여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교육방법 연구, 교수매체 개발, 이러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교육기자재 및 교육매체를 적

극 활용하고 있음

<표 Ⅲ-2-24>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연도 연구 주제 연구기간

2013

e-learning 중 Flipped learning을 위한 연구 5.15∼8.23

KCU 특성화 시범 사이버강의 모형의 개발 5.15∼8.23

IT특성 반영한 수업모형 개발 연구 5.15∼8.23

<표 Ⅲ-2-25> 최근 3년간 교수지원 실적

연도 지원내용 일자 참여인원

2010

교수학습자료(도서, CD, 비디오)구입 09.03 -

교수법 연수 12.21∼12.22 1

합  계 1

2011
교수연수 – 가르침의 성찰 01.24∼01.27 31

합  계 31

2012

교수법 특강 11.30 22

교수법 연수 01.14∼02.01 5

우수 교강사 시상 02.20 7

합  계 34

2013

교수법 특강 4.24 19

교수법 연구모임 4.15∼8.23 13

강의 컨설팅(마이크로티칭) 5.1∼8.23 5

교수법 연수 6.26∼7.26 5

신임교원 연수 6.24∼6.26 4

우수 교강사 시상 8.21 5

합  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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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6> 최근 3년간 학습지원 실적

연도 지원내용 일자 참여인원

201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11.02 15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11.24 60

합  계 210

2011

신입생 특강 02.24∼02.28 34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04.28 11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05.17 117

취업 워크샵 06.26∼06.27 18

여름방학 토익특강 07.04∼07.29 47

2011-2학기 토익 온라인 강좌 08.11 100

진로상담교수법 특강 08.25 8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10.27 80

토익사관학교 플러스 12.21∼2012.01.18 18

합  계 910

2012

신입생 특강 02.27∼02.28 431

토익사관학교 플러스 03.09∼06.08 121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05.08 15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06.15 100

2012 여름방학 스파르타 토익사관학교 07.30∼08.24 26

2012년도 취업 특강 09.24 100

2012-2학기 닥터토익 플러스 10.15 100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특강 10.25 95

학습법 전략 특강 11.30 35

커리어개발 및 진로상담 워크샵 12.17 31

2012-2학기 닥터토익플러스 12.17 73

합  계 1,262

2013

학습공동체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장학금 지원 3.25∼6.17 113

제1회 학습법 특강 4.8 135

제2회 학습법 특강 5.15 85

step up 캠프 프로그램 8.6 30

이러닝 우수강사 및 학생 시상 8.26 20

합  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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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7> 최근 3년간 교육매체 및 이러닝 지원 실적

연도 지원내용 일자

2010 강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11.30

2011

실기전용 그랜드피아노 구매 및 관리 2011.03.01∼2012.02.28

강의실 빔프로젝터 및 컴퓨터 구입 03.01∼2012.02.28

수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한컴오피스, MS오피스)

04.12∼05.16

음악학부 실기용 녹음실 장비 구입 07.26

음악학부 앙상블기자재(음향 및 악기) 07.26

2012

음악학부 수업용 기자재 구입 03.01∼2013.02.28

강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및 수리 03.01∼2013.02.28

수업용 PC, 청각장애용 PC 03.01∼2013.02.28

실기전용 그랜드피아노 수리 및 관리 03.01∼2013.02.28

수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04.06

영어카페 음향기기 설치 08.09

2013

강의촬영용 자동위치추적기 스위블 구입 05.18

실기전용 그랜드피아노 수리 및 관리 03.01∼08.31

강의실 기자재 구입 및 수리 03.01∼08.31

￭ CTL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성과

▪교수와 학습 및 매체지원으로 구성되는 CTL의 교수․학습지원은 매체지원에 의한 교

수법의 고도화와 학습역량의 강화에 의해 궁극적으로 교육역량의 강화를 통해 취업지

원과 심화과정 개발로 이어짐

▪각종 교수법 외부연수에 대한 전임교원의 참석 지원과 교수법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 실시는 수업의 질을 제고하여 수업만족도를 높여옴

▪학습(법) 특강과 시간관리, 학습동아리 지원 등 각종 학습지원 프로그램 실시는 면학분

위기 조성과 취업준비반, 학습능력 개발, 학술동아리의 활성화로 이어짐

▪사이버와 블랜디드 러닝 등 다양한 교육매체 활용은 교수와 학습 양면에서 도움을 줌

으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개선함은 물론 수업만족도를 높임

▪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점 및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를 차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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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사관리

우리대학은 합리적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이
루어지고 있고, 적절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학사경
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2.3.1 학사관리 규정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합리적이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첨부자료
1. 학사관리 관련 규정(성적평가, 강의평가

관련 규정 포함)
가장 최근 개정

자체점검결과 충족

￭ 학사관리 규정과 절차

▪우리대학은 학사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두고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칙과 더불어 교과과정 운영 상 상세 규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

세칙과 지침을 두어 철저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음

<표 Ⅲ-2-28> 학사관리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구분 관련 학칙 주 요 내 용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조
제4조

․4년 (8학기), 조기졸업시 3년(6학기)
․8년(16학기)

전부
제20조∼
제22조

․전출학부 입학정원의 20%, 전입학부 입학정원의 40%범위에서 실시
․예능계 전부는 실기시험을 통해 가능

학점취득 제38조
․매학기 15∼17학점 취득
․직전학기 성적 4.2이상인 경우 20학점까지 초과학점 이수 가능

졸업
제48조
시행세칙
제35,36조

․졸업인증기준: 학부별로 요구하는 졸업논문, 졸업시험, 자격증,
졸업연주에 합격하고 어학능력인증 혹은 영어회화능력인증을 받은 자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10조

․상대평가 원칙
․상대평가 비율: A+,A-30%, B+,B-40%, C+,C-30%, D+,D-30%, F-100%

학사경고
제31조
시행세칙
제16조

․학사경고대상자에 대한 수강신청 제한(15학점 이하)
․학기별 학사경고 평점 기준 강화제(1학기: 1.5, 2학기: 1.6, 3학기: 1.7,

4학기: 1.8, 5학기이상: 2.0)

휴.복학,
제적

제23조∼
제30조

․휴학: 1회 1년, 통산 3회
․복학: 휴학기간 만료 시, 개강 1개월 이내
․제적: 미복학, 재학년한 초과 등 

교육과정
제32조∼
제40조

․교양과목의 학점 배점기준: 전체 이수과목의 25% 이상
․부전공: 해당 전공이 요구하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 해당 학부에서 요수하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39학점 이상 
이수 및 졸업논문(연주)에 합격
․이수학점: 130 학점
․매학기 취득학점: 15～17학점(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인 경우, 20학점 
이수) 초과학점 이수를 통하여 조기졸업 가능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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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정 절차는 실무부처나 각 학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

여 요청한 공문에 기초하여 학칙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의결 후 법

인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학사관리관련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로 이루어짐

<표 Ⅲ-2-29> 학사관리 관련 규정 정비 실적

구분 규정 이름 최근개정 일자

학사관리
(성적평가)

규정

그리스도대학교 학칙
그리스도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그리스도대학교 대학원학칙 
그리스도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복수전공 시행세칙
부전공 시행세칙
그리스도대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계절학기수업 운영규정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한 규정
교직과정운영세칙

2013.03.25

2013.04.05

2009.06.05

2012.10.01

2013.04.04

2010.03.01

2013.04.04

2013.04.04

2012.06.05

2012.06.21

2011.10.10

2010.10.25

장학 규정
장학금에 관한 규정 
장학금지급 시행세칙 
대학원장학금 내규 

2012.05.29

2013.01.07

2010.12.02

관련위원회 규정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규정 

2013.04.04

2011.04.04

￭ 학사관리의 합리성

학사관리의 합리성은 엄격한 성적관리 결과에서 잘 나타남. 상대평가제의 확대적용 외에

도 엄정한 학사관리규정에 의해 이른바 평점의 인플레현상이 사라지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 상담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의 Step-Up 캠프 등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함

2.3.2 성적관리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의 성적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2-가. 성적평가 결과 2013년 4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성적평가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수강인원 20명 이상 강의에 대한 

의무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실습․실기교과 및 PASS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 적용하여 상대평가 적용대상 과목들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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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등급별 비율분포는 A+~A학점이 30%, B+~B학점이 40%, C+~C학점은 30%,

D+~D학점은 3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012년 등급 간 상대평가 비율을 일부 조

정하여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학점분포를 보면 

A학점 비율은 낮아지고 B, C학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등급 간 비율이 점자 개선

되고 있음

<표 Ⅲ-2-30> 최근 3년간 교양과목 성적분포

연도 학기
성적인정
총학생수

점수구간별 비율

A+ A B+ B C+ C D+ D F

2010
1 1,890 22.8 15.2 18.5 12.6 11.7 5.3 2.4 2.9 8.5

2 963 31.0 19.9 14.4 9.9 8.4 4.5 1.8 2.1 8.0

2011
1 4,523 17.7 19.2 19.8 13.7 11.6 7.6 2.7 1.8 6.0

2 3,173 16.2 14.6 24.7 10.7 16.2 6.6 2.5 3.4 4.9

2012
1 3,478 12.3 13.9 21.6 14.1 13.2 8.5 3.5 5.3 7.8

2 2,966 13.6 13.6 23.9 11.5 17.1 8.8 2.3 3.1 6.1

<표 Ⅲ-2-31> 최근 3년간 전공과목 성적분포

구분 학기
성적인정
총학생수

점수구간별 비율

A+ A B+ B C+ C D+ D F

2010
1 3,696 19.8 24.3 25.4 13.9 7.3 3.5 1.1 1.4 3.3

2 3,432 23.4 25.5 24.0 13.1 6.2 3.2 0.9 0.8 2.7

2011
1 5,987 23.4 24.9 23.5 13.0 6.4 3.7 1.1 1.1 2.9

2 5,354 24.4 25.3 22.5 13.7 6.0 3.7 1.3 1.1 2.1

2012
1 5,562 14.7 14.4 28.7 11.2 18.8 6.0 1.9 1.3 3.0

2 4,765 17.4 17.5 28.5 11.4 14.5 5.7 1.5 1.2 2.3

2.3.3 수업평가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수업평가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방법 2010.9-2013.8

첨부자료
1. 학사관리 관련 규정(성적평가, 수업평가

관련 규정 포함)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수업평가 결과 통계 자료

2. 수업평가 사후 조치 결과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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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평가 개요

▪우리대학의 수업평가는 강의평가지침 에 의거해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수업평가는 2001학년도부터 모든 과목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우리대

학 강의평가의 목적은 ① 강의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②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개

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며 ③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태도를 점검하여 ④ 교육

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강의평가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은 5점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치 않다, 1점 매우 그렇치 않다 등 5개항의 척도와 교수 및 학

교에 건의하거나 하고 싶은 말 등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됨

▪강의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휴강 및 보강, 강의계획서, 강의내용, 강의방법, 교재 

및 참고도서, 학습평가 내용과 방법, 과제부담의 정도, 그리고 강의 전반의 개선할 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3년 2학기부터는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체제를 재정비하고 계열별 분리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와 예체능계 과목별로 평가 문항을 구분하여 수정할 계획임

￭ 수업평가 절차

▪학기가 종료된 후 약 3주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평가 시 학생이 개별 

평가함으로 강의평가 자료수집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음. 평가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우연성을 배제하였고, 또 선택형 항목에서 자신의 의

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견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의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되고 있음

[그림 Ⅲ-2-6] 수업평가 절차

￭ 평가결과 반영

▪우리대학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교수

학습지원센터가 매학기 시행하는 우수 교강사 포상제도와 경영학부 등 각 학부가 자

체적으로 시행하는 베스트 티처 등 포상제도가 있음

▪첫째, 강의평가 결과를 담당 교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교수로 

하여금 다음 수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수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다른 교수들의 교수방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 셋째, 강의

평가 결과를 학부장에게 통보하여 강사 선임 시 이를 활용하고 있음. 넷째, 본 대학 

전임교원들의 경우 강의평가를 교원업적평가 중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재임용 및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음

▪강의평가 결과는 대학의 해당 부서에서 통계처리 된 후 학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해당 

교․강사에게 통보되며 각 교․강사는 교과목별 평가 결과와 각 항목별 평가 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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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학생 개인의 의견을 확인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4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Ⅲ-2-32>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 평균

연도
점수 2010-2 2011-1 2011-2 2012-1 2012-2 2013-1

강의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4.08 4.09 4.17 4.06 4.02 4.01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성적우수자에 대한 동기유발책 및 보상,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실적

2.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2010.9-2013.8

현지자료

1.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결과 자료

2. 학사경고자 현황

3.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자료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성적우수자에 대한 조치

▪우리대학은 성적우수자에게 성적장학금과 조기졸업, 기숙사 우선 배정, 교환학생, 해외

연수 기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욕을 고양시키고 있음 

▪다음은 우리대학의 수업우수자 동기유발을 위한 지원제도 및 선정기준임

<표 Ⅲ-2-33> 성적우수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

구 분 선 발 기 준

성적
장학금

공통 장학생 선정기준: 학업성적 2.5 이상

학년수석
장학금

대상: 각 학부, 학년별 수석 

일반성적
장학금

대상: 각 학부,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성적 순위 6%이내인 학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초과학점 신청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20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기숙사 우선 배정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우선 배정

교환학생 지원
3학기∼5학기 재학 중인 자로서 총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등록금은 전액지급하고 기숙사비를 일부대학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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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우수자는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해외 어학연수 및 학점취득의 기회를 부여

하고 있음

▪다음은 최근 3년간 대학원을 제외한 순수 학부 교내 성적장학금 수혜학생 현황으로, 1

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평균 1,454천원임

<표 Ⅲ-2-34> 최근 3년간 성적우수장학생 현황
(단위: 천원)

학기 성적장학생수 성적장학 금액 1인당 장학금 수혜금액

2010-2 111 162,656 1,465

2011-1 88 141,454 1,607

2011-2 122 186,302 1,527

2012-1 89 127,986 1,438

2012-2 122 170,016 1,394

2013-1 83 106,296 1,281

계 615 894,710 1,454

￭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학생상담시스템 및 교내 학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학생지도교수규정에 따라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교수 상담제도를 두어 지도하고 있

으며, 2005학년 1학기부터는 성적향상 장학금제도를 신설하여 학사경고자에 대한 성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Step-up 프로그램 실시하여 학업 

성적 향상을 꾀하고 있음

▪다음은 학사경고자 추후지도에 의하여 상담을 받은 학생들 중 성적이 향상된 학생 현

황을 나타낸 것임. 상담 후 성적 향상자가 73.1%에 이른 것으로 보아 우리대학의 학사

경고자 추후지도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Ⅲ-2-35> 학사경고자 중 상담 후 성적향상자 현황

학기 상담한 학생수 성적향상 학생수 비율(%)

2010-2 46 27 58.7

2011-1 35 30 85.7

2011-2 35 23 65.7

2012-1 58 48 82.8

2012-2 49 35 71.4

평균 223 16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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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육성과

우리대학은 45%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 유지에 노력하고,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

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관리 및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1 졸업생의 취업률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취업률(45%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2012년 11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유지

우리대학의 취업률은 62.9%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45%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표 Ⅲ-2-36> 졸업생 취업률

공시기준년도 졸업자 제외자 취업자 취업률(%)

2011년 259 43 136 62.9

2.4.2 교육만족도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관리 및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2. 교육만족도 조사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방법

가장 최근

현지자료
1.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설문지, 분석

결과 등
가장 최근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육만족도 조사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방법

▪재학생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에 의해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

로써 교육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 시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만족도 조사 대상을 재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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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졸업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우리대학 교육만족도 조사내용은 크게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4문항)와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7문항), 학부(전공)에 대한 만족도(5문항), 교육지원 및 시설에 대한 만족

도(8문항)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4문항) 등 5개 대항목과 28개 소 항목으로 구성

되어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Ⅲ-2-37> 교육만족도 설문의 구성

대항목 소항목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과과정 / 흥미와 관심에 도움 / 취업․진학 도움 / 교육내용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
질 / 전임․강사 비율 / 강의준비도 / 강의기법 / 인격 / 참여유도 
정도 / 피드백 정도

학부에 대한 만족도
교원확보율 / 시설확보율 / 상담체계 / 선․후배관계 / 진로지향적 
교육과정

교육지원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수강신청 체계 / 강의실 여건 / 도서관 / 학사관리시스템 / 직원
/ 구내식당 / 구내카페 등 / 기자재 활용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생복지 / 기독교대학 전반적 만족 / 축제 등 프로그램

▪우리대학 교육만족도 평가는 교무처가 주관하고, 설문조사 항목확정은 교수학습지원센

터가 담당하며, 설문실시는 교목실의 협조로 종강채플 시 이루어지고, 통계처리는 전

자계산소가 담당하여 학생처를 위시한 교무처, 사무처, 기획처 등 실무부처에 조사결

과를 통보함

[그림 Ⅲ-2-7] 교육만족도 조사 및 결과반영 체계

￭ 2012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69.3%으로 나타났으며,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89.3%이 보통 이상으로, 학부(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65.9%

가 보통 이상으로, 교육지원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59.8%로 조사되었

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54.4%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교수.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부(전공), 교육지

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사신축 및 시설 확충, 교명 개명을 통한 교육지원시설

과 학교생활만족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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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2012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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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구성원

3.1 교수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교수는 대학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연산관협력을 통하여 

연구비를 확보하고,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 및 기술과 특허의 환원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3.1.1 전임교원 확보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전임교원 확보율(61.0%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6-다. 전임교원 확보율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공시
연도

학생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
현 황

교원확보율(%)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2011 1,603 1,599 66 66 43 65.2 65.2

2012 1,603 1,682 67 70 45 67.2 64.3

2013 1,603 1,661 67 69 49 73.1 71.0

<표 Ⅲ-3-1> 전임교원 확보율

▪최근 3년간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재학생 기

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71.0%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61.0%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관련규정 1. 교원인사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교수 채용 관련 자료: 공고문, 관련 결재

서류, 회의 자료 등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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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 절차

▪우리대학은 대학교원인사규정 에 따라 합리적 절차와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교수채용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심사를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심사위원 3인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

성함

교원 충원 수요 발생
․학부별로 교원충원인원을 파악한 후 교무처에 충원 
요청

⇓

교원 충원 요청 ․교무처는 교원수급현황을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

⇓

교원 충원 계획 수립
․학부 및 전공별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와 
협의 후, 계획안 확정

⇓

법인에 승인 요청 및 이사장 승인
․기획처는 교원충원계획을 법인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

⇓

채용 공고
․교무처는 교원충원계획에 따른 교수 채용을 일간지 
또는 채용 전문 사이트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지원 서류 접수
․교원임용지원자는 임용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

1차 서류 심사
․대학이 구성한 전형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성적,
교육 및 연구 경력 등을 심사

⇓

2차 기초 심사
․전형위원은 2차 기초심사를 통하여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등을 세부 심사

⇓

3차 전공 심사
․교내 심사위원 2인, 교외 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된 
전공심사위원이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

⇓

4차 공개 강의 및 면접 심사
․3배수 이상으로 선발된 교원임용 후보자에 대해 
전공교수, 학생대표, 인사위원을 대상으로 공개강의를 
실시하고, 인사위원과 총장의 면접을 실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최종 선발된 임용 후보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

임용 후보자 이사회 제청
․교무처는 3배수로 선발된 임용 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임용 제청

⇓

의결 및 임용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임용 

[그림 Ⅲ-3-1] 신임교수 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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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50.0% 이하)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3년 4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3-2>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공시
연도

구분
총개설
학점

전임교원
담당학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계

2011
학점 2,112.0 864.8 76.8 0 1,173.4 0 1,250.2

비율 100.0 40.9 3.6 0 55.6 0 59.2

2012
학점 2,055.9 942.8 60.0 0 1,029.0 0 1,089

비율 100.0 45.9 2.9 0 50.1 0 53.0

2013
학점 961.6 506.6 23.4 0 431.6 0 455.0

비율 100.0 52.7 2.4 0 44.9 0 47.3

▪최근 3년간 우리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

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7.3%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50%이하를 충족하고 

있음

3.1.4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적절

히 반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서 1. 교수업적평가 결과 활용 실적 2012년

관련규정 1. 교수업적평가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교수업적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관련 문서 2012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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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평가제도의 수립 및 목적

▪우리대학 교원의 업적평가는 재임용과 승진 시 교육, 연구실적, 학생지도, 복무, 봉사

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음

▪우리대학은 연봉제 및 교원의 승진, 재임용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4월 교수업적평

가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업적평가의 실시 목적은 업적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운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함

<표 Ⅲ-3-3> 교수업적평가제도의 구성

영역 내 용 목 적

교육 강의평가 및 수업개선노력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강화

복무/봉사 구성원으로서의 대학 기여 및 봉사활동 대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연구 연구 및 학술활동 연구 활성화

조직성과 학부별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학부 경쟁력 강화

￭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교수업적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를 구분하고 배점기준을 두어 정량 평가한 후, 평가점

수를 승진, 재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업적평가 점수를 등급화하여 연봉에 반영함

▪부처별 평가자료와 개인이 제출하는 자체평가자료를 수합하여 이를 상호 비교 검증한 

후 평가자료를 정리하고, 점수를 산출하여 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함

▪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개인별로 제출한 교수업적자체평가서와 부처별 평가 자료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점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에 근거한 심사결과를 평가관

리실에 송부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별로 통보함

▪개인별로 통보된 업적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조항을 두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는 업적평가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공정

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교수업적평가는 교육, 복무/봉사, 연구, 조직성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영역

은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문 및 예능계열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교수업적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를 구분하고 배점기준을 두어 정량 평가한 후, 평가점

수를 승진, 재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업적평가 점수를 등급화하여 연봉산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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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2] 교수업적평가 절차

￭ 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 2011년 4월 제정한 교수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승진, 재임용 및 연봉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2011년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동 기간 내의 실적자료를 현재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의 임용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교수업적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시행상의 문제점

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이며 평가 기준 및 지표 수정 등 1차 수정을 완료하였으

며,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연봉제에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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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서

1.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 지원 실적

2.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3. 연구년 실시 현황

4. 대학의 조교 확보 및 활용현황

2012.9-2013.8

2010.9-2013.8

2009.9-2013.8

2012.9-2013.8

관련규정 1. 연구년 운영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교수개발 실적 근거 자료

2. 연구년 실적 근거 자료

3. 학과(전공)별 조교 확보 현황

2010.9-2013.8

2009.9-2013.8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연구발표 및 학회참여 지원

교무처에서는 교수의 연구 및 학회 활동 지원 및 독려를 위하여 연구 발표 및 학회 참

여 시, 학회참가비 및 발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Ⅲ-3-4> 최근 1년간 연구비 지원현황

구 분 지원 내역 건수 지원액(원)

학술회의 참가비 교외 각종 학술대회 및 회의 참석 38 3,800,000

논문발표비 학술회의 논문 발표 7 1,391,600

논문게재, 출간, 공연,

작품발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논문게재,

저서, 공연 및 작품발표 등
70 40,383,200

교내 연구과제
교내 연구과제 공모에 따른 

저서 및 논문
28 62,000,000

계 143 107,574,800

￭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실적

▪우리대학은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리더십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 교목실에서 다

양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무처에서는 교수의 능력 개발을 위해 방학 중에 교수세미나와 교수연수회를 시행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교수법 특강, 마이크로 티칭, 교수 연수를 시행함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교수의 ‘취업상담 및 교육서비

스’ 연수를 시행하였음

▪교목실에서는 교수의 영성 개발을 위해 교직원수련회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

수는 신앙과 학문의 조화 속에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목표

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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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최근 3년간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내 용 참여인원 수

2011

교수연수회 강의개선 방법론 워크샵 ‘가르침의 성찰’ 31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41

교수법 특강 진로상담법 20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41

소  계 133

2012

교수워크샵 교육 선진화 방향 사례 분석 46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46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45

교수법 특강 프레지를 활용한 강의 기법 특강 22

우수 교강사 선발 우수 교강사 시상 7

소  계 166

2013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48

회계 직무교육
주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맞춘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27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38

교수법 특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설계 19

교수법 연구모임 연구모임 및 사례발표 13

강의컨설팅
(마이크로티칭)

5개 강의에 대한 컨설팅 실시 5

우수 교강사 선발 우수 교강사 시상 5

소  계 155

계 454

￭ 교수의 교내외 연수참여 실적

우리대학은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교내외 연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표 Ⅲ-3-6> 최근 3년간 교수의 교내외 연수 참여 현황

연도 연수명 내 용 참여인원 수

2010 창의적 교수법
학생중심의 참여형교육 및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도구 사용법 연수

1

2012 교수법 연수
‘자기조절학습중심 대학 교수법’외 4개 과정
(대학교육협의회)

5

2013

수업컨설팅전문가
양성과정

수업사례를 근거한 수업분석 실습 및 
수업 동영상을 통한 실제 수업 상담 실습

1

신임교원연수
신임교수 과정 : ‘효과적인 교수법 전략’ 등
(대학교육협의회)

4

교수법 연수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교수법 실무 과정 :

‘대학생 동기유발을 위한 교수 전략 과정’ 등
(대학교육협의회)

5

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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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년 제도의 운영

▪교수 연구년 자격 요건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근속기간이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

개월의 연구 기간을 부여하며, 부교수 이상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9년 근속 후 1년의 

연구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음

▪교수 연구년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을 부여 받은 교원은 신분 유지는 물론, 연구년 기

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연구년 기간 중에도 정상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Ⅲ-3-7> 최근 4년간 전임교수의 연구년제 참여 비율

연도 전임교수 수(A) 참여교수 수(B)
참여율(%)
(B/A×100)

2009. 9 - 2010. 8 40 3 7.50

2010. 9 - 2011. 8 42 3 7.14

2011. 9 - 2012. 8 46 2 4.35

2012. 9 - 2013. 8 48 2 4.17

계 175 10 5.71

￭ 조교확보의 적절성

▪우리대학은 적절한 수준의 조교를 확보하여 교수의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학부조교는 수강신청지도, 시험감독 보조 등 교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남북통합지원센터, 리더십센터 조교는 센터 주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통계자료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표 Ⅲ-3-8> 조교확보현황

구분 업 무 인원

교육조교 교수의 교육활동 지원, 학사관리 8

연구조교 남북통합지원센터, 리더십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

행정조교 행정부서의 행정업무 보조 11

계 20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시간강사 강의료(42,000원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14-차. 시간강사 강의료 2013년 6월

관련규정 1. 시간강사 관련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시간강사료 근거 자료

2. 시간강사 대기실 현황

3. 복지 프로그램 관련 자료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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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9> 시간강사 강의료

구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지급인원 수 총강의시간 수

1등급
주간 44,550 42 2,280

야간 44,550 15 780

2등급
주간 40,500 92 4,860

야간 40,500 20 945

계 41,898 169 8,865

￭ 시간강사 강의료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41,898원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42,000원 이상에 다

소 못 미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표 Ⅲ-3-10>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연도 시간강사 강의료

2011 38,731

2012 40,872

2013 41,898

￭ 시간강사 복지

▪우리대학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

이션을 시행하여 학교 및 수업 관계의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강사매뉴얼

인 강사편람 을 배부하여 강사들의 오리엔테이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학기말에는 교무처장, 학부장,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부별 수업진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시간강사를 위한 공간인 강사휴게실에는 자료 검색 공간 및 휴게 공간이 각각 마련되

어 있으며 공용 라커룸, 문서 수신함 등을 설치하여 강사들이 강의준비 및 과제물 평

가 등의 교수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의 준

비를 위한 교재 및 참고서적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모든 시간강사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고용안정을 지

원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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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0.50편 이상)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0.35편 이상)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0.07편 이상)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500천원 이상)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2,000천원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7-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7-나. 저(著)․역(譯)서 실적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2012년 9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3-11>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항 목 최소요구수준 정보공시 자체점검결과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 0.50편 이상 0.880편 충족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0.35편 이상 0.453편 충족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0.07편 이상 0.133편 충족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500천원 이상 1,111.1천원 충족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2,000천원 이상 582.4천원 미충족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0.880편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0.50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0.453편으로 최소 기본

요건 기준값인 0.35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0.133편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0.07

편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1,111.1천원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500천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582.4천원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2,000천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 및 개인별 연구과제 수주로 인

해 교외 연구비 수주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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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지식 및 기술의 사회 기여 실적(자연계열 교수비율 20% 미만 대학 기준)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서 1. 지식 및 기술의 사회 기여 실적 2012.9-2013.8

정보공시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2012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3-12>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국 내 특 허 해 외 특 허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0 1 0 0

▪우리대학은 이공계학과가 없으며, 인문사회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출

원 및 등록 실적이 낮은 편임

￭ 지식 및 기술의 사회기여 실적

▪우리대학은 교수업적평가에서 복무/봉사영역을 통해 교수의 사회기여 활동을 업적평

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기여 활동의 평가항목은 ① 정부, 공공기관 자문, 연구위원 

등, ② 전국규모 비영리사회단체 대표, ③ 구청, 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단체 자문, 연

구위원 등, ④ 전공실무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 임원, ⑤ 종교단체 임원 및 운영위원,

교회협동목회 및 부교역자활동, ⑥ 공중파 방송출연, 케이블 방송출연, 라디오 출연,

전국단위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잡지의 칼럼, 논설, 대담 등, ⑦ 국가고시 출제, 감독,

채점 등으로 구성됨

▪교수업적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지식 및 기술의 사회기여 실적을 파악한 결과, 연간 77

건으로 활발히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13> 최근 1년간 지식 및 기술의 사회기여 실적

구 분 건수

정부, 공공기관 자문, 연구위원 등 4

비영리사회단체 임원, 자문, 연구위원 등 9

구청, 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단체 자문, 연구위원 등 33

전공실무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 임원, 자문, 연구위원 3

학회 임원 등 23

교회협동목회 및 부교역자활동 등 2

방송출연, 칼럼, 논설, 대담 등 1

국가고시(수능포함) 출제, 감독, 채점 등 1

기타 1

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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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관련 기관 위탁운영 활동

▪우리대학은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보육정보센터, 강서구보육정보센터, 양

천구보육정보센터,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양천구한아름어린이집, 강서구드림어린이집,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강남구가온어린이집(대왕초등학교병설어

린이집)을 각각 해당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표 Ⅲ-3-14> 최근 1년간 대학의 복지 관련 기관 위탁운영 현황

기 관 명 주요사업내용 및 주요수상실적 위탁운영기간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상담, 재가복지, 사회교육, 자원봉사, 지역복지, 노인정보화, 기부․
후원, 노인일자리, 경로당활성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밑반찬 지
원사업, 데이케어 등
*2012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프로그램 선정
*2013년 서울시 제41회 어버이날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표창장 수상
*2013년 전국노인복지관 2012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1999.09.01

～현재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시흥점, 독산점)

부모교육, 육아지원프로그램, 가족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발달검사, 양육 
및 아동상담, 어린이집평가인증 컨설팅사업, 어린이집 특성화 및 교사교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순회지원사업, 체험학습실 운영, 육아카페 등
*2012년 환경부주최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2년 아빠육아골든벨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07.09.01

～현재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부모교육, 장남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아동상담, 부모와 아이 놀이 프로그
램, 가족행사, 어린이집평가인증 컨설팅사업, 어린이집 특성화 및 교사교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순회지원사업 등

2009.10.01

～현재

양천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부모교육, 놀이체험실 운영, 문화공연 및 행사, 가족지원, 발달지연선별검
사,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어린이집평가인증 컨설팅사업, 어린이집 특
성화 및 교사교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순회지원사업 등

2010.12.29

～현재

강서구립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도서대여, 어린이문화프로그램, 어린이주간행사, 캠페인,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2012년 책읽는 서울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우수도서관 수상

2008.02.01

～현재

양천구 
한아름어린이집

영유아보육사업(총84명: 만1세 10명, 만2세 14명, 만3세 이상 54명, 장애통
합 6명)

취약보육: 시간연장제, 장애통합, 다문화 보육 운영
*2012년 제13회 서울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우수상

2007.01.01

～현재

강서구
드림어린이집

영유아보육사업(총49명: 만1세 5명, 만2세 12명, 만3세 14명,

만4세 18명) 취약보육: 시간연장제 운영
2009.10.01

～현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사업(총44명: 만1세 15명, 만2세 13명, 만3세 15명)

취약보육: 시간제, 시간연장제, 휴일보육 운영
*2012년 직장어린이집 사진공모전 입상

2010.12.29.

～현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사업(총195명: 만0세 18명, 만1세 15명, 만2세 28명, 만3세 30명,

만4세 34명, 만5세 32명, 방과후 40명)

취약보육: 시간제, 시간연장제, 방과후 운영

2011.10.01

～현재

강남구가온어린이집
(대왕초등학교
병설어린이집)

영유아보육사업(총77명: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14명, 만3세 15명, 만
4세 20명, 만5세 20명)

취약보육: 시간연장제 운영

2013.07.2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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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원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3.2.1 직원 규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직원 현황 및 직원1인당 학생수(70명 이하)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14-사. 직원 현황 2012년 9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3-15> 직원현황

특정직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기타 총계

0 22 0 0 4 0 5 0 31

▪우리대학의 직원1인당 학생수는 52.7명(재학생수/직원수 = 1,633명/31명)으로 최소 기

본요건 기준값인 70명 이하를 충족하고 있음

3.2.2 직원 인사제도의 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직원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관련규정 1. 직원인사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직원 채용 관련 자료: 공고문, 관련 결재

서류, 회의 자료 등

2. 업무분장표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직원채용 절차

▪우리대학은 대학직원인사규정 에 따라 합리적 절차와 방법으로 직원을 임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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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충원 수요 발생
․각 부서별로 직원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처에 직원 충원 요청

⇓

직원 충원 계획 수립
․기획처는 부서별 충원 인원에 따른 
직원 충원 계획 수립

⇓

법인에 승인 요청 및 이사장 승인
․직원 충원 계획을 법인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

⇓

채용공고
․인사주관 부서인 기획처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공고

⇓

지원 서류 접수
․직원임용지원자는 임용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기획처에 제출

⇓

단계별 심사 및 면접
․서류 검토를 통해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

⇓

심층 면접 및 선발
․1차 합격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최종 
선발

⇓

임용 제청
․직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법인에 
임용 제청

⇓

인사 발령 ․기획처에서 해당 부서에 임용 통보

[그림 Ⅲ-3-3] 신임직원 채용 절차

￭ 직원 임용 심사기준

▪우리대학은 일반직, 기능직,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채용제

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험성적, 전형점수 또는 기타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 기능직의 경우에는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직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나누어서 심사하고 있으며 서류전형은 지원 

서류에 근거하여 학력, 영어점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1차 선정하고, 이 

중에서 일정수준이상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음

▪기술직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등과 함께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함

▪직원 임용은 기획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임용심사위원은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를 위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점수를 채점하여 점수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신규 임용 대

상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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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제도와 절차

▪우리대학은 직원의 승진임용, 보직임용, 연봉책정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1년 4월 직원업적평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업적평가의 실시 목적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근무성적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임

▪직원의 업무평가 영역은 복무, 협력/봉사, 개인역량, 조직성과, 인사고과의 5개 평가영

역으로 구성됨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서

1.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2. 직원의 복지제도 및 지원 실적

2010.9-2013.8

현지확인
1. 직원의 교내․외 연수 참여 현황

2. 복지제도 운영 근거 자료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실적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우리대학에서는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기획처와 교목실을 중심으로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음

<표 Ⅲ-3-16> 최근 3년간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내 용 참여인원 수

2011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25

직원연수회 ‘대학경쟁력 강화와 개인역량개발’ 해외 연수 25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24

소  계 74

2012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24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직무역량을 위한 엑셀(초급) 프로그램 교육 15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24

신입직원 직무교육 업무매뉴얼 교육 5

소  계 68

2013

동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26

회계 직무교육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맞춘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27

하계교직원수련회 대학 정체성 교육 및 신앙수련, 영성교육 30

소  계 83

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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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우리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교내․외 연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

며, 각 행정 부처별로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교육전산망 IT, 기획․예산, 관재 및 구매업무, 진로지도과정 등 각종 전문 교육을 시

키고 있음

<표 Ⅲ-3-17> 최근 3년간 직원의 교·내외 연수참여 현황

연도 건수 참여인원 수

2010 10 12

2011 30 33

2012 36 36

2013 21 23

계 97 104

￭ 직원 후생복지

▪직원 본인의 학비지원으로 직원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본교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

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수업을 원활히 들을 수 있도록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

을 조정하여 주고 있음

<표 Ⅲ-3-18> 최근 3년간 직원의 본교 재학 시 교육비 지원 현황

학기 교육비 총액 (원) 직원 수혜자 수

2010-2 5,239,500 2

2011-1 5,156,100 2

2011-2 4,810,000 1

2012-1 12,025,000 2

2012-2 14,430,000 2

2013-1 4,810,000 1

계 46,470,600 10

▪ 장학금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교직원 본인 및 그 직계자녀가 우리대학에 재학할 경우,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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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9> 최근 3년간 직원 자녀의 본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실적

학기 장학금 총액 (원) 수혜 자녀 수

2010-2 10,298,000 3

2011-1 7,149,000 2

2011-2 7,149,000 2

2012-1 9,772,000 3

2012-2 9,772,000 3

2013-1 6,618,000 2

계 50,758,000 15

▪직계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매년 4차례(3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수업

료 전액을 보조해주고 있음

<표 Ⅲ-3-20> 최근 3년간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실적

학기 학자금 총액 (원) 수혜 직원 수

2010-2 4,185,000 8

2011-1 4,836,800 7

2011-2 4,805,800 7

2012-1 3,330,600 6

2012-2 4,252,200 6

2013-1 6,046,500 6

계 27,456,900 40

▪우리대학 직원을 위한 의료 혜택은 전임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서구 등촌동 소

재 부민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매년 정기검진과 기타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

고 있음

▪우리대학에서는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을 마련해주

고 있으며, 봉제산의 자연녹지환경이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휴식공

간으로 교직원 휴게실, 교직원 식당과 교내 카페(KCU까페) 등 교직원을 위한 복지 시

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장기근속대상자 및 우수 직원 선발 및 표창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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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생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

하고 있으며, 상담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음.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정부의 학생선발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

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3-가-1. 신입생 모집 요강

3-가-2. 편입생 모집 요강
2013년 수시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전형방법

우리대학은 입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전형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표 Ⅲ-3-21>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전형방법

교육목표 전형방법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 전문계고교 출신자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 양성 어학특기자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
교역자추천, 담임교사추천,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 학생선발 절차의 공정성 확보

▪학생 선발 및 입학 전형은 교무처의 입학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입학사정위원

회,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입학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점수 반영 시, 데이터의 오류가 없도록 검증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입학 전형

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개발하여 입학 사정 및 선발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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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교무처 입학관리과에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전형 유형 
및 선발 방안, 세부일정 검토

⇓

입학전형계획수립
․입시관리위원회를 통한 모집군, 모집인원, 전형일정 및 
유형, 모집요강(안)에 대한 심의 확정

⇓

모집요강 제작
․입학관리과는 입학 전형 확정에 따른 모집요강 제작 및 
홈페이지 공지

⇓

원서접수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친인척 및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지원 여부를 파악, 해당자를 심사 및 전형 
업무에서 배제

⇓

수시/정시 면접 및 실기

․NEIS에서 제공한 학생부 성적과 면접 및 실기 등의 
성적을 반영하여 오류 점검 및 검증
․예체능 실기고사: 외부 실기 심사위원(비공개) 선정 및 
개별 위촉
․추첨에 의한 비공개 심사
․면접고사: 학부별 3인의 면접위원 구성
․대학생으로서의 인성, 품성,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실시

⇓

자체 감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입시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 자체 감사 실시

⇓

합격자 및 후보자 선정
․교수회의(입학사정위원회)를 통해 학생 성적, 실기점수,

면접 점수를 반영한 최종 합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입학관리과에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발송

[그림 Ⅲ-3-4] 학생선발 절차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95.0%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2013년 8월

현지확인 1. 모집단위별 정원내 신입생 충원 현황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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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연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2011 330 399 334 65 2,164 2,020 144 399 330 69 98.8

2012 330 386 334 52 1,911 1,821 90 377 334 43 100.0

2013 330 357 329 28 1,978 1,875 103 346 329 17 100.0

▪우리대학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100%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95.0%이상을 충

족하고 있음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70.0%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정보공시 4-라-1. 재학생 충원율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3-2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연도 편제정원
재학생

재학생충원율(%)
계 남 여

2011 1,320 1,241 448 793 94.0

2012 1,320 1,288 480 808 97.6

2013 1,320 1,292 497 795 97.9

▪우리대학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97.9%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70.0%이상을 충

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구축

하여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서
1. 대학의 학생상담 체제 및 실적

2. 대학의 학생취업 및 진로지도 체제와 실적
2012.9-2013.8

관련규정 1.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확인 1. 학생상담 및 지도 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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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지도 운영 체제

▪우리대학은 학생의 학교생활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상담지도를 하고 

있음

▪대학 차원에서 신상문제로부터 진로 및 취업지도에 이르기까지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지도해 주는 교목실,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처의 온라인상담실

/학생생활상담실, 성폭력상담실의 상담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인력보강차원에서 2013년 1학기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취업분야의 전문 인력인 

취업지원관 2명을 채용하여 집중적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2013년 2학기

에는 상담심리전공 전임교수를 임용할 예정임

▪시설측면에서는 2013년 2학기에 학생생활상담실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임

▪학부 차원에서 각 전공학부의 담임교수제, 기독교 정신을 반영하는 ‘신앙과 학문’ 수

업, 진로지도를 위한 ‘취업준비실습’ 수업, 인성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부별 소그룹 

등의 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표 Ⅲ-3-24> 학생상담 기구 및 제도

구 분 관련 조직
주요 서비스 내용

주요 역할 운영 방법

대
학
차
원
기
구

학
생
처

온라인 
상담실

교내 각 부처
홈페이지 학교에 
바란다 를 통한 
학생민원상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조치

학생생활
상담실

교내 각 부처
학생지도 및 
상담 지원

학생지도 및 상담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장소 제공

성폭력
상담실

성희롱
성폭력

운영위원회

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 피해에 대한 

처리 및 상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 발생 
혹은 신고 등에 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

교목실 예배위원회
신앙지도 및 
생활상담

학생들의 신앙상태를 파악하고 소그룹, 성
경공부, 개인상담 등 실시

종합인력
개발센터

학생취업지도
위원회

취업지도 및 상담
(잡매칭, 잡코칭,

CAP+ 등)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졸업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 및 각종 자료제공,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통한 지도

학
부
차
원
제
도

담임교수제 각 학부 학생지도 및 상담
학사지도, 장학추천, 개인신상 등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신앙과 학문’

수업
각 학부 신앙 및 생활지도

담임교수의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

‘취업준비실습’

수업
공통 교양 진로지도

CAP+를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 
진로 및 취업지도

학부별
소그룹

각 학부
개인 능력 개발,

공동체 훈련 및 
비전 설정

전공교수의 지도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



- 89 -

￭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

▪우리대학은 2012년 2학기에 995건, 2013년 1학기에 1,677건의 상담을 통해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표 Ⅲ-3-25> 최근 1년간 학생 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

구 분
상담 인원수

주요 상담 내용
2012-2 2013-1

학생처 43 43
개인고충 및 민원 사항
(온라인상담실, 학생생활상담실, 성폭력상담실)

교목실 14 16 신앙 상담 및 경건 사항

종합인력개발센터 118 157
2012년 2학기: 잡매칭 14명, 잡코칭 95명, CAP+ 9명
2013년 1학기: 취업지원관 149명, CAP+ 8명

담임교수제 471 556 개인 상담, 상담기초자료, 구직표 제출

‘신앙과 학문’수업 - 335 담임교수의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

‘취업준비실습’수업 9 8 CAP+를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 진로 및 취업지도

학부별 소그룹 340 562 전공교수의 지도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

계 995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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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4.1 교육 기본 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확보하고 강의실,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4.1.1 교사확보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교사확보율(100.0%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4-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2012년 9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 교사확보율

<표 Ⅲ-4-1> 연도별 교사확보 현황
(단위: m²)

기준
연도

기준면적
(A)

보유면적 교사시설
확보율(%)
(B+C+D)/A
x100

기본시설
(B)

지원시설
(C)

연구시설
(D)

부속시설 기타시설

2012 17,168 10,653 3,406 66 ０ 214 82.3

2013 17,168 11,056 3,309 0 0 0 83.7

2014 14,288 11,056 3,309 0 0 0 100.5

▪현재 우리대학의 교사 확보율은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100%에 못 미치는 82.3%이나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2014년에는 교사시설을 100.5% 확보함 

▪향후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교사신축(Vision2020관)을 추진하고 

있음

￭ Vision2020관 신축 계획

우리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14년 12

월까지 Vision2020관 준공을 추진하고 있음. 1,650m² 규모로 신축할 경우 교사확보율이 

112%까지 증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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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2> Vision2020관 준공 일정 계획

일 시 내 용

2013. 7 Vision2020관 건축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2013. 8 Vision2020관 건축 추진안 확정 및 건축부지 선정

2013.10 Vision2020관 건축을 위한 입찰 실시 및 사업자 선정

2013.11 Vision2020관 착공 예정

2014.12 Vision2020관 준공 예정

4.1.2 강의실 확보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1.2㎡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보 현황

2.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2013년 4월 1일

현지자료 1.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강의실 목록 2013년 4월 1일

자체점검결과 충족

￭ 강의실 확보현황

<표 Ⅲ-4-3> 2013년도 강의실 확보 현황
(단위: m²)

구분 강의실 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멀티미디어 강의실 24 1746.8 1,245

합계 24 1,746.8 1,245 1.40

▪우리대학의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1.40m²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1.2m²를 

충족하고 있음

￭ 강의실 환경 및 관리 현황

▪재학생 1인당 적정 강의실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 원활한 강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본교는 총 24개의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강의실을 100% 멀티미디어 강의실

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첨단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각 강의실마다 교육 기자재의 사용법 및 담당 부처 연락처를 부착하여 효율적인 기자

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강의실의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담 관리팀이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하여 강의 불편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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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실에 냉난방 및 차광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강의실 위생 및 청결 관리는 대학 사무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

결하여 각 건물마다 배치된 미화원이 매일 아침 6시～8시 사이에 청소를 하고 이후에

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강의실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확보율(2.5㎡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2.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2013년 4월 1일

첨부자료
1. 실험․실습실 안전조치 관련 규정 또는

내규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실험․실습실 목록

2. 실험․실습실 안전 유지․관리비 및 안전

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확인 자료

2013년 4월 1일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실험실습실 현황

<표 Ⅲ-4-4> 2013년도 실험실습실 현황

계열 실수 면적(A) 재학생수(B) 학생당 면적(A/B)

인문사회 6 458.76 1,095 1.26

예․체능 34 620.14 150 4.13

합    계 40 1,078.9 1,245

평    균 2.69

* 인문사회계열 실험․실습실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실험․실습실로, 계열별 학생 수로 배분 계산 후, 인문사
회계열 학생당 면적의 3배값을 평균 산출함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 평균값은 2.69m²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2.5m²를 

충족함

￭ 실험실습실 청결 및 안전관리 현황

▪실험실습실은 각 건물별로 용역업체의 담당 미화원이 시설관리과의 관리 하에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설 및 실습 장비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이공계열이 없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로 이루어져 있어 전공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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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가 거의 없는 실험 실습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안전에 위험 요소

가 있는 설비는 없으나 실험실습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음

￭ 캠퍼스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매년 전 건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교내 생활안전, 응급처치, 재난 예방 및 대응, 화재 예방 및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음

▪학생 자치시설, 학생식당, 기숙사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시행

하고 있음 

<표 Ⅲ-4-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구 분 내 용 시행 횟수

전기시설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연 1회

전기시설 전문 관리업체 점검 월 3회

자체 검사(시설 관리과) 일일 점검

가스시설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연 1회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 연 2회

자체검사(가스사용 시설) 일일 점검

소방시설 

소방시설 전문 관리업체 종합관리점검 연 1회

소방시설 전문 관리업체 점검 월 1회

방화관리자 점검 (전 건물소방시설) 일일 점검

저수조 안전관리
저수조 전문 관리 업체 연 2회

자체 점검 (시설 관리과) 일일 점검

안전장비 및 시설개선 유지보수 및 지적사항 보수 년 중 수시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안전교육 소방서 합동훈련 년 1회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등록금 차액의 15%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010.3-2013.2

현지자료

1. 실험․실습 기자재 목록(전산 DB)

2. 계열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근거 자

료 및 실험․실습비

2013년 4월 1일

2010.3-2013.2

자체점검결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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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표 Ⅲ-4-6>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단위: 천원)

계 열

금 액(천원) 재학생수 재학생 1인당
구입비(천원)
(A/B)2010 2011 2012 계(A) 2010 2011 2012 계(B)

자연과학 ․ ․ ․ ․ ․ ․ ․ ․ ․

공    학 ․ ․ ․ ․ ․ ․ ․ ․ ․

의    학 ․ ․ ․ ․ ․ ․ ․ ․ ․

예․체능 52,244 102,864 37,987 193,095 180 155 146 481 401.5

합    계 52,244 102,864 37,987 193,095 180 155 146 481 401.5

인문사회 28,800 28,964 81,369 139,133 758 849 1,011 2,618 53.19

* 인문사회계열 실험․실습 기자재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실험․실습 기자재로, 계열별 학생 수로 배분하여 
계산함

<표 Ⅲ-4-7>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산출내역
(단위: 천원)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0.15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6,387.8 ④

▪우리대학은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로만 구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예체능 계열의 

재학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는 401.5천원임. 인문사회계열 대비 예체능계열 기자재 구

입비가 높은 이유는 학부구조조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기독교실용음악, 뉴미디어음악

전공이 신설되어 수업용 기자재 및 관련 기기를 새로 구입하였기 때문임.

￭ 실험․실습 기자재 유지관리

▪인문사회계열 실험실습실의 경우 멀티미디어실은 전자계산소에서 실습기자재를 관리,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어학실습실의 경우 외국어학부 조교 1인과 근로학생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음악학부의 경우 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음악학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으

며, 행정조교 1인을 별도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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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지원 시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및 학생 복지시설 등을 구

비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 

4.2.1 기숙사 확보 현황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기숙사 수용률(10.0%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4-마. 기숙사 수용 현황 2012년 9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4-8> 최근 4년간 기숙사 확보현황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재학생 수 기숙사 수용률(%)

2010 30 85 1,462 5.8

2011 31 89 1,386 6.4

2012 31 87 1,431 6.1

2013 42 126 1,479 8.5

* 재학생수: 학부(주간+야간), 대학원(주간)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 기준으로 총 31개의 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총 87명임

▪우리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6.1%로 최소 기본여건 기준값(10%)에 다소 못 미치고 있

으나, 2012년 공시 값에 비해 2013년 기숙사 수용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표 Ⅲ-4-9> 신입생 거주지 분포현황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66.1 62.3 65.2

인천, 경기 29.1 34.6 30.0

충청 1.7 1.3 0.7

충청 이남권 2.8 1.3 3.4

강원권 0.3 0.6 0.7

합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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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리대학 신입생들의 현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음. 신입생의 95~98%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표 Ⅲ-4-10> 최근 4년간 기숙사 신청률

연도 재학생 수 기숙사 수용인원 기숙사 신청 인원 기숙사 신청 경쟁률

2010 1,462 85 87 1:1

2011 1,386 89 79 0.9:1

2012 1,431 87 78 0.9:1

2013 1,479 126 74 0.6:1

▪우리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

고 있어 기숙사 신청률이 비교적 낮으며, 신청자 전원이 기숙사 입주가 가능함

▪향후 해외 자매교류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충과 적극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로 인해 기숙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4월 기준으로 기숙사 실수를 

42개로 추가 확보하고 있음 

▪향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교육 증진을 위해 Vision2020관을 

건립하여 기숙사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4.2.2 학생 복지시설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학생 복지시설 확보 현황 2013년 4월 1일

첨부자료 1. 학생 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학생 복지시설의 시설별 면적 등 관련 자료 2013년 4월 1일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4-11> 학생 복지시설 확보 현황
(단위: m²)

분류 명칭 면적

학생 자치시설

학보사 22.8

방송국 22.8

총학생회 64.8

여총학생회 15.5

신학부 학생회 19.4

사회복지학부 학생회 16.0

경영학부 학생회 16.0

아동상담심리학부 학생회 15.5

음악학부 학생회 18.5

외국어학부 학생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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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칭 면적

동아리 지원시설

동아리 연합회 15.5

어울회 16.2

배낭 16.2

예수전도단 19.8

시온 22.2

CDC 23.4

밀알 15.5

카메라타 15.5

에어볼 15.5

매직 18.6

편의시설

매점 31.2

서점 31.2

학생식당 180.4

KCU카페 214.0

학생 휴게실 65.8

의료시설 의무실 16.8

체육시설 대운동장, 농구장, 탁구장 3,623

합계 4,569.9

￭ 학생복지시설 관련 규정

우리대학은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학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학

생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 학생복지 증진 노력 및 복지시설 관리 현황

▪총학생회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학생복지시설 관련 건의사항

을 취합하고 있음. 2012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관 지하에 학생 휴게실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Vision2020관 건립을 통해 학생복지시설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임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인 등촌역과 화곡역까지 

학교 버스 4대를 매일 20여 차례 운행하고 있음

▪각 건물의 내부 곳곳에 정수기 및 자판기를 설치하고, 편리한 은행 업무를 위해 ATM

기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

에 대해 업무 관련자가 신속하게 답변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려고 노

력하고 있음 

▪학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7곳에 캡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안팎에 21

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학교 내 의무실을 두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부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상황 발

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편의시설, 학생 자치시설 등은 시설관리과에서 시설 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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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의 위생 관리와 해충 서식이나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해 전체 건물에 대해 정기

적으로 소독과 살균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학 중 연 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음

▪쾌적한 공간 확보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배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여 매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음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장애학생 지원시설 현황 2013년 4월 1일

첨부자료 1. 장애학생 지원 관련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보고서 및 평가결과
가장 최근

자체점검결과 충족

￭ 장애학생 현황

우리대학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중 13명의 장애학생이 등록되어 있으

며,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과 편의시설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표 Ⅲ-4-12> 장애학생 현황

장애구분 학생 수

지체장애 7

뇌병변장애 2

지적장애 1

시각장애 1

청각장애 2

계 13

￭ 장애학생 도우미 현황

우리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편

의를 위해 장애학생 도우미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표 Ⅲ-4-13> 장애학생 도우미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장애학생 수 5 12 13 13

장애학생 도우미 수 5 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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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표 Ⅲ-4-14>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현황

구분 현황

학습지원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시 도우미 지원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방법 전달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사지도 시행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이동도우미 및 대필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 전공지도교수제도를 통해 학업, 생활 및 진로에 관한 상담 지원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도우미 지원제도 시행

․시험응시에 도우미 활용, 시험 시간 연장 및 시험지 확대 복사 지원

학습기자재 지원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대여

․해당 장애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교수학습 기자재에 대한 교육 실시

장학지원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원

<표 Ⅲ-4-15>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원 현황

구분 시설 설치장소

이동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본관, 성서관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본관 외 5개 동 23개소

장애인 전용화장실 성서관 4개소 

내부시설 계단통로 안내 손잡이 본관 외 ６개동 설치

보도 및 접근로
각 건물 연결 보도 및 경사로
(경사, 블록재질, 넓이 고려)

교내도로 및 각 건물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 지정 본관 외 5개동 9대의 전용주차구역

기숙사 시설 장애인용 객실 남녀 각 1실

교육 시설 전동식 장애인 전용책상 본관 강의실 7개 

휴게시설 장애인 휴게실 본관 3층 

출입문, 위생기기,

안내표지 및 기타시설
장애인편의증진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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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지원 행정프로그램

<표 Ⅲ-4-16> 장애학생 지원 행정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운영현황

행정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도교수제도, 장애학생 봉사활동지도, 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 사업 심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학생 및 장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과 교육 시행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학점등록제를 시행

․신입 장애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지원 서비스 이용방

법,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장애학생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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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서관

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을 위해 많은 정보와 서적을 제공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구비하고 있음.

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음

4.3.1 도서관 운영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50천원 이상)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1.0명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

2.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조사년도 2013년

(2012.3-2013.2)

현지자료 1.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 환경 2013년 4월 1일

자체점검결과 충족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 구입비

<표 Ⅲ-4-17>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 구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자료구입비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A/B)국내 국외 계(A)

단행본 11,702 5,221 16,923

1,633

연속간행물 4,929 26,790 31,719

비도서자료 1,282 627 1,909

전자
자료

전자저널 14,630 0 14,630

웹DB 6,000 23,578 29,578

기타전자자료 2,200 0 2,200

계 40,743 56,216 96,959 59.4

▪우리대학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결산기준 59,375원으로 최소 기본여건 기

준값（50,000원 이상)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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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표 Ⅲ-4-18>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구분

직원 수
재학생수
（D）

재학생
1,000명 당
직원수 (명)

겸직
직원수정규직 (A) 비정규직 (B)

합계
C=(A+B×0.5)

사서자격증
소지자

1 0.5 1.5

1,633 1.22

0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0 0.5 0.5 0

계 1 1 2 0

▪우리대학은 현재 재학생 1,000명 당 도서관 직원 수가 1.22명으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

값(1.0명 이상)을 충족함

￭ 도서관 직원 증감 현황

<표 Ⅲ-4-19> 도서관 직원 증감 현황
(단위: 명)

연도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2011 1 0

2012 1 1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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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원만
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현지자료 1. 예․결산보고서 2012년

자체점검결과 충족

￭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중장기발전계

획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KCU Vision2020 경영혁신 

및 장․단기 재정 확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분야별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Ⅲ-5-1> 발전분야별 소요 예산

발전분야 추진과제수 예산(단위:백만원)

교육 10 143

학생 7 1,890

교수 7 1,480

행정/직원 4 60

재정영역 6 237

교육인프라 8 7,810

특성화 6 480

계 48 12,100

▪ 2015년까지 발전계획을 위한 소요 예산은 총 121억원으로, 법인으로부터 건축비 등 60

억원을 전입 받을 예정이며, 평생교육원 등 교육사업을 통한 수입증대로 연간 약 3억

원씩 총 15억원, 경상비 절감운영으로 연간 약 1억씩 총 5억원,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를 통한 국고수입액 및 기금 조성 등으로 약 15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나머지 26억원은 연간 약 5억 규모의 교비사업으로 조달할 예정임

▪재정운영은 발전계획을 통한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에 의거하여 각 년도별로 부처별 주

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핵심과제가 선정되며 이를 근거

로 각 년도 예산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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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예산은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주관 부서의 관리 하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

▪우리대학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재정운영 실태는 매우 양

호함 

<표 Ⅲ-5-2> 최근 3년간 대학의 재정 건정성 파악을 위한 지표 현황

연도
지표명 2010 회계년도 2011 회계년도 2012 회계년도

전입금 및 기부수입 비율(%) 5.8 7.2 11.9

운영수입 증가율(%) 13 17.5 2.9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6,863.2 7,487.9 8,159.3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1,090.1 1,315.1 2,359.7

￭ 재정안정화 전략

▪기부금 조성

동문, 교직원, 지역사회, 법인 등과의 적절한 유대관계를 통해 재원 확보 수단을 확대

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부 차원과 학교 전체 차원에서 Campaign을 

통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교육사업 확대

평생교육원 및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

하고 평생교육원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익을 확

대하고 있음 

▪정부예산지원 확보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평가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림 Ⅲ-5-1]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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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세입 중 등록금 의존비율(72.0% 이하)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대학의 세입중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9%로 기본요건 기준값 72%보다 낮

아 충족함

<표 Ⅲ-5-3>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천원)

회계년도 교비 수입 총액 등록금수입 총액 등록금 의존율

2012 18,748,421 11,659,815 62.19%

▪대학의 등록금 인하정책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2011회계년도의 12,737,757천원에서 

11,659,815천원으로 대폭 감소된 반면, 국고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부금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확대, 기부금 확대 등 다

양한 재정확보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5.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0.6%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2011년 결산자료

공시자료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012년 9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표 Ⅲ-5-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기준액(A) 보유액 (B) 부족(B-A) 확보율(B/A)

그리스도대학교 14,990,343

25,608,953 9,621,213 160.17%
등촌중학교 830,556

화곡유치원 166,841

계 15,98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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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은 160.17%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15%보다 높게 확보하고 있

음 

<표 Ⅲ-5-5>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단위: 천원)

구분 평가액 순수입액 평가액구성비율 수익율

토지 23,322,557 73,900 91.1% 0.3%

건물 2,286,396 118,892 8.9% 5.2%

유가증권 . . . .

신탁예금 . . . .

기타재산 . . . .

합계 25,608,953 192,792 100% 0.75%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0.75%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0.6%를 상회함으로써 충

족하고 있음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준거특성 정량

평가기준 법인전입금 비율(0.15% 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2012년 공시기준의 우리대학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

율은 0.836%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0.15%를 충족하고 있음

<표 Ⅲ-5-6> 법인 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교비 수입 총액 법인전입금 총액 법인전입금 비율

2012 18,748,421 156,7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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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정 편성 및 집행

양질의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활동 지원 및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확보된 재원을 합리

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의 예산 편성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첨부자료 1. 예산 편성 관련 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예산 편성 지침 및 의견수렴 관련 자료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예산 편성 및 운영 방향

우리대학의 예산 편성 및 운영방향은 KCU Vision2020과 정부 시책에 기본을 두고 있음.

매년 기획처에서 차기년도 예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부서별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 및 편성하는 합리적 기

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음

￭ 예산 편성 과정 및 절차

▪기획처는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예산단위 부서에 배부하고 예산단위 부서에

서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함

▪기획처에서는 수합된 예산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부서와의 2~3차례의 조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작성함

▪예산안을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 이사회에 제출함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며 기획처는 각 예산단

위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 절차 및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예산 편성 후에도 예산 집행 시, 예산 항목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처에서 재차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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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2] 예산 편성 절차

￭ 2013년도 예산 편성 일정 및 내용

<표 Ⅲ-5-7> 2013년도 예산 편성 일정 및 내용

편성 일정 주요 업무 추진 내용 해당 부서 비고

2012.11.01 예산 편성 지침 작성 기획처

2012.11.02
예산 편성 지침 확정 및 
각 예산단위 부서 통보

총장

2012.11.16 수입예산 및 기준자료 제출 각부서

2012.11.16 지출예산 신청서 제출 각부서

2012.11.23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신청 현황 수합 정리
기획처

2012.11.30
계정 과목별, 부서별 

신청안 조정 검토 및 협의
예산편성부서

2012.12.21 납입금 책정(수입 예산) 기획처

2013.01.03 납입금 확정 등록금 심의 위원회

2013.01.10 예산안 편성 기획처

2013.01.07 예산안 조정(교무위원회 심의) 기획처

2013.01.11 예산안 자문(평의회) 대학평의원회

2013.01.25 편성된 예산안 이사회에 제출 총장 회계연도개시 30일전

2013.02.09 제출된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확정 이사회 회계연도개시 20일전

2013.02.20 확정예산서 사학진흥재단에 제출 이사장 회계연도개시 5일전

2013.02.20∼24 확정예산서 예산 단위부서에 통지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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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교육비 환원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교육비 환원률 100%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2013년 공시기준의 우리대학 교육비환원률은 123.2%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100%를 충족하고 있음

<표 Ⅲ-5-8> 2012학년도 교육비 환원율
(단위: 천원)

교비회계 교육비 총액 산단회계 교육비 총액 총교육비 등록금 수입 교육비환원율

14,254,072 106,349 14,360,421 11,659,815 123.2%

5.2.3 장학금 비율

준거특성 정량(필수평가준거)

평가기준 장학금비율 (10%이상)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공시자료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2013년 8월

자체점검결과 충족

▪우리대학의 장학금비율은 20.4%로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인 10%를 상회하므로 충족함

<표 Ⅲ-5-9> 장학금 비율 현황
(단위: 천원)

학부 장학금 지급액 대학원 장학금 지급액 합계 등록금 수입 장학금 비율

1,464,251 911,294 2,375,545 11,659,81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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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사

대학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대학운  

영과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증대하

고자 함

5.3.1 감사제도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경영에 대한 감사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내․외부 감사제도 운영 현황 2012.9-2013.8

첨부자료 1. 내․외부 감사규정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내․외부 감사보고서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감사규정

▪우리대학의 내부감사는 법인감사와 대학자체 입시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법인감사는 회계 및 행정업무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입시감사는 입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

▪법인감사와 구분하여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 학교 자체감사를 보강하고자 

2013학년도 5월에 감사규정을 신설하고 학사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

▪외부감사의 경우 현 사립학교법에 의해 입학 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의무 수검기관

이 아니어서 외부기관을 통한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규정이 내년부

터 변경됨에 따라 2014년부터 실시할 예정임 

￭ 감사제도 운영 현황

▪내부감사제도로서 법인감사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리화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피드백하고 있음.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자체에서도 

기획처에서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강화

할 예정임 

▪내부감사 실시를 통해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지시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

며, 시정요구를 전달받은 후에는 즉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인 또는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달성하고자 함 

▪내부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로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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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3] 내부감사 절차

▪우리대학의 내부감사는 적발이나 처벌위주가 아니라 학교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및 학

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2학년도 내부감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5-10> 2012학년도 내부감사 현황

수감년월 구분 피감사기관 감사기관 감사내용

2012. 05 법인감사 그리스도대학교 학교법인 회계 및 행정업무 감사

2012. 10 입시감사 입학관리과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수시 입시 전반

2013. 01 입시감사 입학관리과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정시, 편입 입시 전반

2013. 02 입시감사 입학관리과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정시, 편입 입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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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감사결과 활용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

외에 공개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감사결과 반영 실적 및 공개 방법 2012.9-2013.8

현지자료
1.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한 자료

2. 감사결과 공개 관련 자료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감사결과의 대학운영 반영

▪우리대학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적인 개선과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총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법인감사의 경우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또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함 

▪우리대학의 감사결과 반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표 Ⅲ-5-11> 감사결과 반영 프로세스

구분 프로세스 감사대상 및 결과

법인감사

정기감사 수감
↓

지적,시정사항 접수
↓

해당부서 조치요구
↓

조치결과 접수
↓

감사 최종보고 및 공시

․전 행정부서(부속, 부설기관 포함)의 

행정 업무전반 및 회계 에 대한 감사

․사무처 외 3개부처로 지적 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하여 조치

자체감사
(입시감사)

자체감사
↓

지적사항 접수
↓

해당부서 조치
↓

조치결과 접수
↓

감사 최종보고

․수시, 정시, 편입학에 대한 입시공정

관리대책위원회 입시사전감사(3회)

․특별한 지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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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대학운영에 즉각 반영되어 제도개선 및 구성

원의 근무태도 변화 등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2013년 5월 법인 정기감사를 통해 예결산에 대한 감사와 행정 사무에 대

한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Ⅲ-5-12> 2012학년도 법인감사 결과 조치 및 개선 사항

구 분 지적개수 즉시 조치 개선방안 강구 무조치

법인감사 10 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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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적

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추진함으

로써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음

6.1.1 사회봉사 정책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첨부자료
1. 사회봉사활동 관련 규정

2.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추진 계획

가장 최근 개정

2012.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사회봉사 정책

▪우리대학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 자유, 사랑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인간

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세계를 향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대학은 사회봉사센터와 교목실을 중심으로 대학구성

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Ⅲ-6-1] 대학 내 사회봉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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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에 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전교생이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음. 2012년부

터는 사회봉사1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하고 사회봉사2를 교양선택과목으로 하여 학생들

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시, 담당교수는 봉사시간(30시간) 및 횟수(10주 매회 3시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리엔테이션, 봉사일지, 소감 등을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과목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사회봉사센터 조직도

[그림 Ⅲ-6-2] 사회봉사센터 조직도

▪사회봉사운영위원회 명단

<표 Ⅲ-6-1> 2012학년도 사회봉사운영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학부 기간 비고

위원장 한00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2012.03.02.∼2014.02.28 당연직

위원

심00
신학부

2012.03.02.∼2013.02.28

임명직

김00 2013.03.02.∼2014.02.28

권00
사회복지학부

2012.03.02.∼2013.02.28

전00 2013.03.02.∼2014.02.28

이00 경영학부 2012.03.02.∼2014.02.28

이00 음악학부 2012.03.02.∼2014.02.28

박00 외국어학부 2012.03.02.∼2014.02.28

김00 교양학부 2012.03.02.∼2014.02.28

마00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2012.03.02.∼2013.02.28

박00 2013.03.02.∼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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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 추진계획

▪우리대학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

회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사회봉사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봉사활동의 성과를 파악

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매학기 300여명의 학생들이 100여개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론 교육 및 봉사활동 관리를 교무처와 협력

하여 지원하고, 사랑의 쌀나누기행사, 지역봉사, 봉사동아리 지원, 장애학생도우미 선

발 및 지원,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PAS 해외봉사자 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함.

▪교목실에서는 매년 하계농촌봉사활동과 아동 및 청소년여름캠프, 해외선교 봉사활동인 

비전트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사회복지학부와 아동상담심리학부에서는 대학 위탁 복지기관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보육정보센터, 강서구보육정보센터, 양천구보육정보센터,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양천구립한아름어린이집, 강서구립 꿈꾸는어린이도서관 등과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지

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부속기관인 리더십센터와 남북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초․중․고교생과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표 Ⅲ-6-2> 2012년 사회봉사센터 사업계획
(2012.9-2013.8)

구분 담당부서 봉사프로그램 내용 참여대상

국내 
봉사

교무처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1,2 교과목
학생 개별 기관봉사
지역사회 봉사

학생

사회봉사센터 쌀 나누기행사
강서구 저소득층 
쌀 나누기 행사

교직원

사회봉사센터 봉제산 녹색환경개선 식목일 나무심기 교직원

사회봉사센터 금연 & 지역환경정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화 

교직원, 학생

사회봉사센터 슬기샘 토요학교 장애아동 사회적응교육 학생

사회봉사센터 챔버코랄 선교 합창봉사 학생

사회봉사센터 아이린 아동 인형극 공연 학생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이동 및 학습지원 학생

교목실 농활 농촌봉사활동 교직원, 학생

교목실 코코캠프
애드(ADD)동아리 
아동여름캠프

학생

교목실 콕티니캠프
그리스도의 교회 
청소년 캠프

학생

해외
봉사

사회봉사센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베트남 외 
해외 교육봉사

학생

사회봉사센터
태평양아시아협회
(PAS) 해외봉사단

라오스 외
해외 교육봉사

학생

교목실 비전트립 해외 선교봉사 교직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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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센터 운영 사회봉사 프로그램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우리대학은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교생 교

양필수과목인 사회봉사1 교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인 사회봉사2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 프로그램

봉사프로그램 일시 장소 주제 내용 참여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2012.12.03
성서관 
교내식당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 나눔 

강서구 저소득층 
주민 식사대접 
사랑의 쌀 배부

교직원 
학생

봉제산 
녹색환경개선

2013.04.05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식목일
나무심기

나무심기
환경미화

교직원

금연 & 환경 
정화

2013.04∼08

(월 1회)

대학인근
(강서구 화곡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금연 운동
지역 환경정화

교직원 
학생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프로그램

봉사 동아리 주요활동 일시 내용 참여자

밀알
슬기샘 토요학교

장애아동 학습 및 
사회적응활동

학기 중 주1회
방학 중 캠프

장애아동을 위해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학습 및 사회적응교육

학생

챔버코랄 선교 합창봉사
학기 중 2회 이상 

공연
음악학부 합창공연활동 학생

아이린 아동 인형극 공연 매학기 4∼5회 공연
아동복지전공 동아리의 
인형극 공연활동

학생

￭ 교목실 주관 봉사 프로그램

우리대학은 교목실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선교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봉사프로그램 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농촌봉사활동 매년6∼8월
전국 

농어촌 지역

방학 중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바쁜 일손을 돕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성경학교 개최

교직원, 학생

코코 캠프 매년 7월 본교 대강당 
그리스도의 교회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성경캠프 

학생

콕티니 캠프 매년 7∼8월 본교 대강당
그리스도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수련회

학생

비전트립
매년 동․하계 
방학 중 1∼2회 

해외 지역
해외 지역 봉사활동, 선교 및 
교육지원 활동 

교직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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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기관의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 KCU 리더십센터 지역사회 교육 봉사 프로그램

2010년∼2011년까지 서울시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강서․양천지역 

중․고교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해 리더십개발 프로젝트와 자기주도학습능력 향

상 및 습관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함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교육 기간

강서․양천지역 중고생을 

위한 리더십개발 프로젝트
2010.2∼2010.11

관내 3개 중고등학교 

지역 내 보육원 1개 반

1, 2학기 (주 1회,

1회당 2시간, 총 28회)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및 

습관 함양 프로그램
2011.3∼2011.12

관내 5개 학교 

특수학교 1개 반

1, 2학기(주 1회,

1회당 2시간, 총 24회)

▪남북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남북통합지원센터는 SSNI 장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강서․양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

한이탈주민과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음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내용 참여자

탈북청소년 멘토 활동 2011.10∼2012.02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습지도
학생

SSNI인턴실습

2011.03∼2011.06

2012.01∼2012.02

2013.06∼2013.08

북한인권시민연합

종합사회복지관

외 다수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현장실습

학생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을 꿈꾸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

2012.08.09.∼08.10

2013.08.08
그리스도대학교

강서구 거주 

초․중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학생

￭ 교수의 사회봉사활동 장려

우리대학에서는 교수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수업적평가 중 봉사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음.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교수의 교외봉사 영역에 해당되는 

학회 및 대외단체의 위원회 활동(자문․출제․평가․심사․학술위원)과 방송매체 출연,

강연, 언론투고와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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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3> 교수의 업적평가 규정 중 사회봉사 영역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한도

배점기준

교외봉사

학회활동 10

공인된 국제학회 회장 10점

공인된 국제학회 임원 5점

등재(등재후보)학회 회장 5점

등재(등재후보)학회 임원 2.5점

대외단체 및 

위원회 활동
10

정부,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자문․연구위원 2.5점

지역사회단체 자문연구위원 1.5점

기업체, 비영리단체 임원 1점

종교단체 임원 및 목회자 활동 1점

국가고시 출제, 감독, 채점 2.5점

방송출연,

언론투고, 강연
10 강연, 방송출연 및 칼럼 투고의 매체규모에 따라 2.5∼10점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준거특성 정성

평가기준
대학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근거자료

자료유형 자료목록 공시시기/기준연도

보고자료
1. 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 실적

2. 사회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실적
2010.9-2013.8

공시자료 11-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013년 4월

첨부자료 1. 사회봉사활동 관련 규정(조직, 지원 등) 가장 최근 개정

현지자료
1. 사회봉사활동 자료

2.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련 자료
2010.9-2013.8

자체점검결과 충족

￭ 사회봉사를 위한 행정지원

우리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행정적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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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4> 사회봉사 지원 관련 부서

구분 역할

행정조직

교무처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지원
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총괄
사회봉사기관 연계 및 교육
학생 동아리 지원 및 관리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도우미 운영
학습기자재 및 대학생활 지원

교목실 국내․외 선교 관련 봉사 업무 지원

￭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지원

사회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이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음

<표 Ⅲ-6-5> 사회봉사활동 재정지원 현황
(단위: 원)

구분 2010 2011 2012 계

교내

교목실 38,716,100 11,465,870 20,810,200 70,992,170

사회봉사센터 5,640,000 5,282,280 8,925,000 19,847,280

리더십센터 4,028,000 3,000,000 ․ 7,028,000

남북통합지원센터 1,000,000 879,500 544,000 2,423,500

교외 40,000,000 30,000,000 ․ 70,000,000

합계 89,384,100 50,627,650 30,279,200 170,290,950

￭ 최근 3년간 사회봉사활동 현황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최근 3년간 우리대학의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학생은 총 1,816명임

<표 Ⅲ-6-6> 사회봉사 교과목 참여인원 실적

연도 학기 교과목명 분반 이수구분 수강인원

2010 2 사회봉사1 9 교양필수 318

2011
1 사회봉사2 9 교양필수 314

2 사회봉사1 9 교양필수 358

2012

1 사회봉사2 9 교양필수 326

2
사회봉사1 8 교양필수 338

사회봉사2 1 교양필수 1

2013 1 사회봉사1 1 교양선택 161

합  계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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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회봉사활동 현황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국내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우리대학은 사회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사랑의 쌀나누기 및 봉제산 녹색환경개선 

행사와 매월 지역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Ⅲ-6-7> 국내 사회봉사활동 참여인원 실적
(단위: 명)

구분 2010-2 / 2011-1 2011-2 / 2012-1 2012-2 / 2013-1

사랑의 쌀 나누기 . . 34

봉제산 녹색환경개선 . . 16

금연 & 지역환경정화 . . 71

동아리 봉사 프로그램 261 318 372

농촌봉사활동 69 48 65

코코 캠프/ 콕티니 캠프 48 41 38

KCU리더십센터 봉사프로그램 154 100 .

남북통합지원센터 봉사프로그램 162 122 143

합계 694 629 739

￭ 해외 사회봉사활동 참여 현황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과 대학 주관 해외선교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

고 있음

<표 Ⅲ-6-8> 해외 사회봉사활동 참여인원 실적
(단위: 명)

구분 2010-2 / 2011-1 2011-2 / 2012-1 2012-2 / 2013-1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4 2 2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해외 봉사단 1 0 2

비전트립 16 0 10

해외 신학교 강의 3 2 1

합계 24 4 15

￭ 최근 3년간 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실적

최근 3년간 대학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Ⅲ-6-9> 최근 3년간 대학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실적
(단위: 명)

구분 2010-2 / 2011-1 2011-2 / 2012-1 2012-2 / 2013-1

학생

국내 1,002 1,032 1,083

해외 19 2 12

소계 1,021 1,034 1,095

교수․직원

국내 319 273 190

해외 5 2 3

소계 324 275 193

합계 1,345 1,309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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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5. 대학재정 및 경영

6.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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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 강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반 과정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음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 구성원이 함

께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1단계사업  

(2011~2015)을 추진 중에 있음

▪특성화사업은 2기 중장기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자체평가를 통해 학부 구조조정, 학부평가, 교원업적평가, 직원평가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짐 

▪대학발전을 위해 자체평가, 외부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성과 및 대학운

영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약점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에 따른 중․단기계획이 

매년 보완되어 추진되어야 함

▪ KCU Vision2020 발전계획이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운 부

분이 있음

▪특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증대 및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제언

▪ KCU Vision2020 발전계획관련 실천전략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함 

▪ KCU Vision2020 발전계획 달성 및 자체평가 지표향상을 위해 목표달성에 대한 인센

티브 및 행정감사를 통한 조치가 필요함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를 엄격히 심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특성화사

업의 목표가 원만히 달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교육

￭ 강점

▪특별한 설립이념을 가진 대학으로서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와 잘 연계된 각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음

▪소규모 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규모 편성 등에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신축

적으로 대응하기에 유리함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응용계열 위주로 구성된 학제여서 실험교과는 적은 반

면 실습과 실기 교과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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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이 전무한 서남부에 입지한 결과 계약학과와 평생교육원 등 연장 및 평생

교육 수요가 많아 대학규모 대비 산업체요구부응 교과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입지와 연계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졸업생 취업률 제고가 유리한 편임

▪입지 상 비교적 풍부한 교강사풀을 활용한 결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관리가 용이한 

편임

▪재학생 대부분이 기독교라는 특정종교 배경을 가진 매우 균질적인 특성 상 교과운영

이나 취업지도에 유리한 편임

▪설립배경의 특성으로 동일 종교계통의 자매대학이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 분포하

여 해외교류가 매우 유리한 편임

▪소규모 대학으로서 필수적 행정수요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

와 종합인력개발센터 등을 잘 운영하고 있음

▪ 2013년도 교육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서남부의 지역거점 

및 중견 기독교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약점

▪종교계(그리스도의 교회) 대학으로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적 설립이념을 가

진 대학이 부재하여 국내교류가 미흡한 편임

▪수도권에 입지한 대학으로서 지방대학과의 교류도 미약함

￭ 제언

▪교육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추후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대응자금 

등을 지원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강의의 대폭 확대 등 강의매체 개

발에 적극 나서야 함

▪독특한 설립이념 상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교류할만한 수도권 소재 대학

을 적극 발굴하여 학점교환은 물론 더욱 심화된 각종 교류를 추진해야 함

▪리더십특성화와 남북통합지원특성화, 학부별 특성화 등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3. 대학구성원

￭ 강점

▪전임교원확보율(71.0%)은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61.0%이상)을 충족함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47.3%, 2013년 4월)이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50.0%이하)을 

충족시키고 있음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충실히 운영하고 있음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등재(후보) 논문, 저역서, 교내 연구비는 최소 기본요건 기

준값을 모두 충족함

▪직원1인당 학생수(52.7명)는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70명 이하)을 충족함

▪직원인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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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100%, 2013년 8월)은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95.0%이상)을 충족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97.6%, 2013년 8월)은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70.0%이상)을 충족함

▪학생상담체제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으며, 활발히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짐

￭ 약점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이 다소 미흡함

▪시간강사 강의료(41,898원, 2013년 6월)는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42,000원이상)에 다소 

못 미침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582.4천원)는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2,000천원 이상)을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미흡함

￭ 제언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수 교원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교

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함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해야 함

▪적극적으로 교외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대학이 가진 지식 및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함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

4. 교육시설

￭ 강점

▪모든 강의실을 멀티미디어 강의실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

공하고 있음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의 확보와 시설의 안전 및 청결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장애학생에게 행정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

록 노력하고 있음

￭ 약점 

▪현재 기숙사 신청자 전원 입주가 가능하나 기숙사 확보율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학생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Vision2020관 신축을 통해 편의시설을 지속적

으로 확충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필요 있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시설이 다소 미비하여 향후 장애학생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

충해야 함

▪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도서관 직원 수는 최소 기본값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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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후 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함

￭ 제언

▪지속적인 교사확보와 학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숙사 확충과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시

설 개선이 필요함

▪장애학생이 학교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자료 확충이 필요함

5. 대학 재정 및 경영

￭ 강점 

▪학교재정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예산편성 절차는 민주적으로 진행되며, 집행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됨 

▪교육비환원율도 상승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주기적인 감사수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즉시 해당부처에 통보 되어 개선되고 있어 합리적인 행

정운영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음 

￭ 약점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재단전입금,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감사제도가 아직 외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감사만 이루어져 학교 자체의 능동

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음 

￭ 제언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됨 

▪학교 구성원과 교계 및 동문들의 발전기금 모금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학교 자체감사제도를 확대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학교운영의 투명성 더욱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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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봉사

￭ 강점 

▪우리대학의 교육목표인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사회봉사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학교와 학부의 특성화를 통해 사회봉사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음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교과목 1, 2를 각각 교양필수와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봉사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교목실과 사회봉사센터, 남북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

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있음 

￭ 약점

▪대학 내 사회봉사활동 주체가 다양하여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총괄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교내 봉사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다소 미약함

▪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부족하며, 사회봉사 프

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미비

￭ 제언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행정, 재정적 지

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구성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