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구성

항목구성 항목수 비율(%)

정보공시 지표        (      )

기관인증 지표 72 (100)

교육역량 지표        (      )

학교 자체설정 지표        (      )

합 계 72개 (100%)

평가방법

평가방법 항목수 비율(%)

정량평가 22 (31)

정성평가 50 (69)

기타(      )        (      )

합 계 72개 (100%)

평가방법

평가방법 항목수 비율(%)

상대평가 50 (69)

절대평가 22 (31)

기타(       )        (      )

합 계 72개 (100%)

자체평가 추진 현황

1. 자체평가 추진 형태
  ① 대학 자체평가 추진 ② 대학 자체평가+기관평가인증 별도추진

2. 1차년도 자체평가와의 차이점 
   (평가지표 및 기준조정,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항목으로 자체평가 범위 확장)

3. 자체평가 범위 또는 역
  (대학 전 역)

4.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방법

5. 결과활용계획
 (대학특성화 및 발전계획수립, 교육여건 개선, 기관평가인증 기초자료 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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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평가의 체계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

        자체평가의 목적

           О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자체 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품질을 개

선하고자 함.

          자체평가의 필요성

           О 자체평가는 학령인구 감소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계획, 특성화 전

략을 반 할 수 있는 정보공시 및 평가·인증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 전 

부문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대학의 실태를 진단하고 점검함으

로서 교육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학칙

       

제6조의 1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등의 질적 향상

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9.28)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신설 2009.9.28)

          자체평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강원관광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

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

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О 주요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총 칙

1조 목  적
대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를 공

시하고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

2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있어야 함

3조 평가대상 대학 운영전반 대상

4조 평가영역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기타 영역

5조 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평가점수 산출기

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함

6조 평가시기 2년에 1회 이상 실시

평 가

기 구

7조
자체

평가위원회

대학자체평가 심사 및 심사서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항목 

및 지표개발, 기타평가와 관련사항

8조 회의록 회의록 작성, 총장 보고

9조 간사 자체평가 사무처리

평 가
 방 법

및
 절 차

10조 평가계획 수립
기획실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 평가계

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보

11조 평가자료 제출 행정부서 및 학과는 평가관련 기초자료 제출

12조 평가실시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13조 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 검증을 위해 행정부서 및 학

과에 실사 가능

14조 평가결과 보고
작성된 평가자료는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15조 평가결과 공시
평가위원장은 대학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Ⅱ. 자체평가 추진 체계

   1. 조직구성

          조직구성

        

구 분 전담부서(교무처) 자체평가위원회 학과/실무부서

역 할

• 자체평가 업무의

  기획,운영, 조정,

  관리등 총괄적

  업무수행

• 자체평가 운영계획

  검토/조정

• 자체평가 규정의

  제ㆍ개정 등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

• 평가자료 생성 및

  관리

인 적

구 성

• 교무처장

• 전담직원

• 대학 보직자 및

  각 학과장

• 각 부서장 및 

  각 학과장

• 실무직원

          조직구성도

        

총  장

총괄책임자

교무처장

자체평가위원회

전담부서 위원장   교무처장

교무처

각 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 각 학과(계열)

평가자료

생성․관리

평가자료

생성․관리

평가자료

생성․관리



   2. 추진절차

     

계    획 운     영 결      과

전담부서지정 규정개정 모의평가
평가결과

정보공시

평가결과 

활용

기본계획수립
평가항목 및

지표확정

평가자료

수 집

결과보고서

작성/분석

자체평가

위원회구성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

평가실행

및 검증

모의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3. 추진일정

          2012년 자체평가 추진일정

     

항목 일정 주요사항

TF팀 구성 4월
- 총괄책임자선정
- 실무조직(교무처) 및 자체평가위원회
- 업무분장, 자체평가계획 및 일정수립

평가항목 분석 5월
-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별 평가목표 및
  주요내용, 요구수준확인, 입증자료 파악

구성원 교육 5월
-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공유
- 평가 방법 및 절차 교육
- 평가결과의 활용 안내

평가실시 5월
- 업무분장에 의거 평가요소별 업무추진
- 평가준거에 의한 객관적 평가 실시
- 성과지향적 평가 실시

관련 제규정 정비 및
업무편람 작성

5월
- 각 평가요소별 규정 제·개정 및 지침서 작성
- 규정 개정이력관리
- 직무프로세스 표준화(업무편람 작성)

입증자료 취합 6월 - 증빙자료(정보공시, 입증자료) 검증 및 취합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7월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검토, 보완
자체평가 외부 컨설팅기관
모의심사 실시

10월
- 자체평가 외부컨설팅 모의심사 실시
  (KSA 한국표준협회)

자체평가 계획 수정 및
자체평가보고서 보완

11월
- 자체평가 모의진단 결과를 반영한
  자체평가 계획, 보고서 작성 보완

자체평가보고서 심의 11월 - 자체평가운영위원회 개최(보고서 확정)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1월말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환류

12월

- 자체평가결과 공시
- 결과에 따른 환류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 대학 특성화계획에 반영
  - 개선 및 보완 노력

전문대학 평가인증 준비 12월 - 2013 기관평가인증 준비



Ⅲ. 자체평가 범위, 역, 항목 등

   1. 총괄평가항목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활용 자체평가 항목 설정

   2. 평가지표 선정과정 및 절차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발행한,

            2012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자료 제2012-04호)

            2012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평가자 체크리스(자료 제2012-03호)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9개개준의 27개 세부기준과 72개의 평가요소로 선정



   3. 평가항목 및 역의 구성

기준(9개) 세부기준(27개) 평가요소(72개)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1 사명과 교육목표
1.1.1 대학의 사명
1.1.2 대학의 교육목표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3 학사제도 개선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2.1.5 전공심화교육의 적절성
2.1.6 직업기초 교양교육

2.2. 교수-학습
2.2.1 교수-학습지원
2.2.2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 취업율
2.4.2 교육만족도
2.4.3 신입생 충원율
2.4.4 재학생 충원율

2.5 평생교육
2.5.1 평생교육 지원조직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3.산학협력

3.1 산학협력 교육활동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

3.2 취업지원 활동
3.2.1 취업지원체제
3.2.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3.3 현장실습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3.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4. 학생

4.1 학생지원 체제
4.1.1 학생지원 조직 운영
4.1.2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 및 평가

4.2 학생활동 지원
4.2.1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2.2 교괴외 학생활동 지원
4.2.3 언론활동의 보장

4.3 학생복지 지원
4.3.1 학생상담
4.3.2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지원
4.3.3 복지지원

5. 교원

5.1 교원의 선발과 평가

5.1.1 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5.1.2 교원의 확보
5.1.3 교원평가
5.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5.2 교원의 역량 개발 및

    복지

5.2.1 교원 역량 개발 정책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5.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5.3.1 교육활동
5.3.2 교원 연구실적
5.3.3 연구·개발 지원



기준(9개) 세부기준(27개) 평가요소(72개)

6. 도서관및

   정보자원

6.1 도서관 및 정보자원

    지원체제

6.1.1 전담인력의 전문성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6.2 도서관 및 정보자원

    서비스 개선

6.2.1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개획 및

       운영
6.2.2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평가 및

       개선

7.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7.1.2 리더십
7.1.3 대학의 의사결정과정

7.2 직원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7.2.2 인사제도의 합리성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개발

7.3 재정계획
7.3.1 재정운영계획 수립
7.3.2 예산계획의 합리성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7.4.2 장학금
7.4.3 감사제도
7.4.4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8. 교육시설

   및 자원

8.1 물적자원 계획
8.1.1 물적자원 예산 및 시행
8.1.2 물적자원 계획 및 개선

8.2 교육 및 복지시설
8.2.1 교사시설의 확보
8.2.2 교육시설의 관리·유지 및 개선
8.2.3 학생 복지시설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9.1 대학의 책무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9.2 교육개선
9.2.1 자체평가
9.2.2 지속적 교육품질 유지·개선

   4. 평가방법

          평가의 중점

관점 주요내용

정확성 -인증기준에 적합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는가?

객관성
-입증자료가 효과적, 객관적으로 수집･분석하였는가?,

-입증자료가 대내･외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타당성
-입증자료에 근거를 둔 결론인가?

-대학의 실천 내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충족성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잠재적인 부분(내용)이 있는가?

반영성
-대학의 주된 관심사나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가?

-대학의 여건을 반영한 평가가 실시되었는가?

현실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대학이 제시한 또는 제시했던 계획에 대해서 실천해 왔는가?



          필수 평가요소 판단기준(5개)

구분 평가요소

요구수준

법령, 정부사업

등의 요구수준(A)

A의 80%수준이상+

질적평가

교육만족
신입생 충원율 91.0% 72.0% 이상

재학생 충원율 82.0% 65.0% 이상

교육여건 교원의 확보 50.0% 45.0% 이상

교육재정
교육비의 환원 100.0% 80.0% 이상

장학금 10.0% 8.0% 이상

          세부 평가요소 판단기준

구분

기대수준을 상회한다 기대수준이다 기대수준을 밑돈다

우수
충족(Y) 미충족(N)

보완(C)

정확성
… 적합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한 내용이  기

술되어있지 않다

…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객관성

대내･외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둔 입증자료가 

있다

대내적인 정보공개에 

근거를 둔 입증자료가 

있다

입증자료가 없다

타당성 … 근거를 둔 결론이다
…근거를 두지 않은 결

론이다

충족성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반영성
충분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
배려하고 있다 배려하지 않고 있다

현실성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량 평가요소 판단기준(22개)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정보공시

　기준2 2.1 교육과정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실습

과목시수비율
2-가

　교육 2.2 교수학습 2.2.1 교수･학습지원
전공강좌당

학생수
11-나

　 2.3 학사관리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
성적분포 비율 2-나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 취업율 건보DB 취업율 5-다

　 2.4.2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결과 　

　 　 2.4.3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충원율 4-다

　 　 2.4.4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충원율 4-라, 마

기준3
3.1 산학협력

    교육활동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

전담직원 1인당

재학생수
11-마

산학협력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

산학협력

수익률
8-자, 8-차

　 　 11-바, 사

　 　 13-아

　 3.3 현장실습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교류업체당

재학생수
2-가

　

3.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설문조사

결과
　

기준5
5.1 교원의

    선발과 평가
5.1.2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

확보율
6-다

교원
5.2 교원의 역량

    개발 및 복지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등록금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8-바, 13-

차

　
5.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5.3.1 교육활동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수
　

　
5.3.2 교원

      연구실적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7-가, 나

　 　 11-바, 사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정보공시

기준6

도서관및

정보자원

6.1 정보자원

    지원체제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12-나

기준7 7.2 직원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직원1인당

재학생수
13-사

경영 및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 계발

등록금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8-바

재정 7.4 재정운영의
7.4.1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

환원율
8-바

　 　  합리성과 8-차

　 　  투명성 7.4.2 장학금 등록금대비 8-차

　 　 장학금 비율 11-다

기준8

교사
8.2 교육 및

    복지시설

8.2.1 교사시설의 확

보
교사확보율 13-라

시설 및

자원
8.3 실험실습 기

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

재 및 재료의 지원

1인당

실험실습비
　

          평가방법

           О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강원관광대학교의 정확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하

여 KSA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기관평가인증제 대비 모의심사 평가결과서를 활용하

여 각 평가요소 기준별로 분석형식으로 평가함.



   Ⅳ. 평가결과

기준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세부기준  1.1 사명과 교육목표

[세부기준] 대학은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향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사명

을 공표하고, 시대적 요구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반 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교육목표

는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포함하며, 전 구성원에 의해 도출･공유되고, 평가시스

템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개선한다.

1.1.1 대학의 사명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현황

      강원관광대학교는 대학의 설립이념 및 설립철학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사명과 비전을 두

고 있음.

        О 강원관광대학교의 설립이념

          •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문 기술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역사를 주도하고 국가와 

민족 및 인류 공 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발전시킨다. 

        О 강원관광대학교의 설립철학

          •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한다.

        О 강원관광대학교의 사명

          • 대학의 설립이념과 설립철학을 바탕으로 「강원관광대학교는 지역 착형 관광산업 인력양성 

특성화대학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참된인간(人間), 참된 전문기

술인(專門技術人), 참된 실천봉사인(實踐奉仕人)을 육성하여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직업교육 전

문대학을 지향한다.」 라는 대학의 사명이 정립되어 있음.

        О 강원관광대학교의 비전

          • 강원관광대학교는 설립자이신 최후연 이사장님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시대적·사회적요구

에 맞게 실현하고자 2010년 12월 취임하신 원재희 총장님의 ‘지역 착형 관광산업 인력양성 

특성화대학’이라는 비전 하에 대학의 사명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정립함.



      대학의 설립이념, 사명, 비전이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특성과 교육방향을 규정

하고 있음.

        О 대학의 설립이념, 비전의 대학 사명 구현을 위한 일관성

          •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법인 산하

에 강원관광대학교라는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지역과의 착성, 관광산업 인력양성의 

특성과 교육방향을 명확히 하기위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학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착형 관광산업 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으로서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직업교육 전문대학을 지향함을 사명과 비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О 대학의 설립이념, 비전의 대학 사명 구현을 위한 체계성

          • 강원관광대학교의 설립이념과 비전 구현을 체계화하기 위해 3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사명을 구현 함.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공표되어 인지되고 있음.

        О 대학의 사명과 비전 공표

          • 강원관광대학교의 전체구성원들이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사명 공표의 취지, 사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원관광대학교 비전 2020 선포 식 및 대학홈페이지 선언문 공

지, 언론보도 공지, 사명과, 비전 대학 공문양식탑제, 선언문 전문을 액자화하여 대학의 전체 

부서 및 학과에 부착하여 수시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학의 설립철학을 

반 한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공표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교직원 사명 인

지도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 비전 달성 기한, 달성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하위 조직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О 대학의 사명과 비전 공유 정도가 낮음.

          • 비전 공유를 통한 활동 실적을 보완해야함.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유활동을 보완해야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1.1.1 대학의 사명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1.1.2 대학의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연관된 것으로 구체적인 인재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성원

들의 의견을 반 ·도출한다. 또한 합당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개선하

고, 대학의 전 구성원이 공유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1) 현황

      강원관광대학교는 사명과 비전 달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О 강원관광대학교의 교육목표

          • 강원관광대학교의 사명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강원남부

지역의 대표 전문 직업인 육성을 지향하기 위해 대학이 갖추어야 할 3가지 덕목에 합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목표를 재정립함.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겸비한 참된 인간교육을 실시한다,”“21세기 

기술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참된 전문 기술인을 육성한다,”“21세기 지역 착형 관광산업분

야를 선도할 참된 실천봉사인을 육성한다,”“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강원남주지역의 

대표 전문 직업인 육성을 지향한다.”

        О 교육목표 재정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반

          • 대학의 사명과 비전달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해 실 수요자인 학생과 대학 구성

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목표를 총괄하는 교육과정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유목표 재정립 과정 및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 하

여 교육목표를 재정립함.

        О 강원관광대학교의 인재상

          • 강원관광대학교는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참된 인성교육과 기술, 봉

사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에서 추구하는 3가지 덕목에 합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전

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참된 소양인, 기술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 기술인, 직무에 능

통하고 소양을 겸비한 실천 봉사인의 인재상을 설정함.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목표가 각 행정부서와 학과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

인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확립함.

        О 강원관광대학교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각행정부서와 학과별 세부 교육목표를 두고 있음.

          • 각 행정부서 및 학과별 구성원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학 교육목표와 연계한 교육목표를 갖추고 있음.

      대학의 교육목표는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며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음.

        О 대학의 교육목표 재정립을 통하여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전 구성원 및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인



지하고 있음.

          • 교육과정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은 대학 홈페이지 공

표를 통해 전 구성원이 인지하고 있으며, 부서 및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학요람, 업무편람을 

통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있음.

[표 1.1.2-1] 행정부서 세부 교육목표

구분 부서명 대학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교육목표

행정
부서

교무처

대학의 교육철학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현장실무 중심
의 교육과정 운 과 철저한 학사관리로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중심의 명품 학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

기획처
(기획과)

효율적인 대학운 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역량
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조정·통제하여 대학의 교육경쟁
력을 강화한다.

기획처
(입시홍보과)

대학이 목표하고자 하는 참된 인재를 선발하기위해 다양한 소
질과 가능성을 지닌 역량있는 신입생 선발에 역점을 둔다.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으
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극대화하며,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복지를 실현하여 학생만족도를 높인다.

행정지원처
(총무과)

행정 업무지원의 일선부서로서 질 높은 교육 연구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모든 행정부서를 지원하여 행정의 전
문성 실현, 학생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및 교직원 후생복지 향
상과 투명한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행정지원처
(관리과)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응하고자 각종 학교행사에 만전
을 기하여 대학의 시설물을 학생 복지 중심으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하고 교내 조경과 미화에 입각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도서관
전문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앙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
여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인간교육 및 전문기술인 육성을 지
원한다.

전산실
대학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여 재정효율화
를 도모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시스템 구현으로 스
마트캠퍼스 실현에 기여한다.

산학협력단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직업교육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지역과 

착된 산업체협력 체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현으로 학생
들의 현장중심교육 실현에 기여한다.

예비군중대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격함양과 가치관을 정립하
여 국가안보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한다.

평생교육원
지역과 착된 평생교육·열린교육 학습의 장을 만들어 수요
를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교양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면학과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가 있는 공동
체 생활을 하게 함으로서 참된 소양과 인격을 함양케 하여 대
학이 추구하는 인재육성에 이바지한다.

교목실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참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 덕, 체를 겸비 할 수 있
는 소양 함양에 기여한다.

대외협력처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
학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자매,교류,협정,발전
기금 조성을 통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표 1.1.2-2] 학과 세부 교육목표

구분 학과명 대학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교육목표

학과

보건의료행정과
나눔과 섬김의 병원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을 바
탕으로 한 소양을 함양하고 관광의료산업분야를 선도할 참된 
실천 봉사인을 육성한다.

사회복지계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된 소양을 함양하여 사회복지의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인적인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한다.

간호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지덕체의 균형을 이룬 올바른 인성과 
인간의 존엄성 및 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돌
봄을 실천하고 간호의 역량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연
마하여 보건의료환경에서 필요한 확고한 직업관을 갖춘 전문 
간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관광품질경 과
21C 관광품질산업을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관광품질경
시스템에 관한 제반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을 통해 관광품질 
전문가를 양성한다.

관광호텔조리
양계열

식생활의 질적 향상과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른 국민보건향상
에 기여하기 위해 조리과학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현장실무의 
기술을 습득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겸비한 21세기 외식조리를 
선도하는 전문직업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카지노관광계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관광산업의 우수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호텔리어, 카지노딜러, 이벤트 플래너, 관광가이드등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는 맞춤형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관광정보과
21세기 전문화된 관광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 및 실무
위주의 교육을 습득하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견전문기술인을 육성한다.

레저스포츠과

21세기 미래 레저스포츠산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
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을 연마하여 글로벌 서비스 마인
드를 겸비한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레저스포츠 전문지도자 양
성을 목표로 한다.

유아보육과
·유아의 보육을 담당할 보육자로서의 참된 인성교육과 유

아발달에 따른 맞춤형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창의적이고 배려
와 봉사를 실천하는 유아보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실용음악과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기위주의 
전문학습을 통한 다양한 대중음악분야의 전문예술인을 배출하
고 지역과 착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다.

골프경기지도과

골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
과 실기능력을 갖춘 21세기 골프스포츠 산업분야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현장실무 중심의 골프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다.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4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비전과 연계성이 부족함.

          • 교육목표 수립 체계 및 근거가 부재임.

          • 구체적 활동과제 및 달성 기한별 달성 수준이 부재임.

        О 대학의 인재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하위조직과 연계가 안됨.



          • 학과 조직에서 육성해야 할 인재의 정의가 부족함.

          • 교육과정개발에 반 한 실적이 미흡함.

        О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실적이 부재임.

          • 교육목표 평가결과를 반 한 환류체계가 부족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1.1.2 대학의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대학의 사명과 비전 달성을 위한 비전 달성기한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유활동 실적을 보완해야함.

        О 대학의 교육목표가 비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육목표 수립 체계 및 근거가 부재이므

로 구체적 활동 과제의 설정 및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세부기준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구성원의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한 특

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  전반에 반 한다.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대학 구성원의 요

구분석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현이 가능하다.

   1) 현황

      강원관광대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

여야 하나 현재 구체적 실행체계가 부재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이 계속 추진중인 상태임.

        О 지역 착형 관광산업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2020하에 관광분야 최우수 대학, 관광산

업인력양성 특성화 대학, 교육역량 TOP60 진입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 중장기 발전전략은 비전에 따른 1등분야, 특화분야, 선도분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

을 위한 교육지표개선, 제도 및 시설개선 3개년 계획, 30대 추진과제로 수립함.

          • 대학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함.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여  대학 구성원 및 산업체등의 요구분

석 및 의견수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추후 확정시 승인 예정임.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발전계획에 특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체계가 부족함.

          • 구성원 요구 분석 실적이 미흡함.

          •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 과정이 없음.

        О 비전 → 전략(특성화 발전계획) → 실행과제 → 추진계획 → 재정계획으로의 일관된 체계가 

부족함.

          • 연차별 추진과제, 성과지표, 성과 수준의 체계가 부족함.

          • 과제별, 연차별 재정계획이 부재임.

        О 연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있으나, 중장기적 재정계획과 연동되지 않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1.2.1 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  전반에 반 하고 있다.

   1) 현황

      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특성화 및 발전계획이 현재 확정되지 못하고 추진중인 상태이므로 평가체계를 갖추

지 못함.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 계획의 달성수준이 명시되어 있고 계획 추진 및 달성 상황을 주

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  전반에 반 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성화 및 발전계획이 현재 확정되지 못하고 추진중인 상태이므로 평가결과의 환류과정이 미흡

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연계한 부서별 평가체계가 부재임.

          • 부서별, 학과별 사업 및 운 계획서가 부재임.

        О 대학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연차별 달성수준 및 평가가 부재임.

          • 과제별 성과지표 및 달성 수준이 부재임.

          • 평가 및 환류실적이 부재임.

        О 평가결과 분석, 환류, 개선실적이 부재임.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1.2.2 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구체적 실행체계를 수립하고 구성원 요구분석을 반 하여야함.

        О 대학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의 연차별 달성수준 및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 환류, 

개선실적이 부재하므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2013년 사업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기준  2. 교육

세부기준  2.1 교육과정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체가 요구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민주시

민으로서의 인성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적절하게 배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 한다. 또한 학생에게 학습의 선택권과 계속교육 기회 제공 등 교육과

정의 효과적인 운 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를 개발･적용한다.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교육과정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가지며 대학이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운 하고 있다.

   1) 현황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수립 및 운  정책

        О 우리대학은 지역 착형 관광산업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이라는 비전 하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

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지(智), 덕(德), 체(體)를 소양한 참된 인간교육, 21세기 기

술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참죈 전문기술인 육성, 21세기 지역 착형 관광산업분야를 선도할 참

된 실천봉사인 육성,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전문 직업인 육성을 

지향하는 참된 인재를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

        О 대학의 교육과정 수립

          • 대학 학칙 제2조에 의거 제시된 교육목표에 맞추어 각 부서 및 학과의 교육목표를 재정립하

여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칙 제35조에 의거 이수교과의 구분과 기준

등을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함.

        О 대학의 교육과정 운  정책

          • 교육과정 운 위원회 규정에 교육과정편성,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 실정, 교육과정개정, 교육

과정 운 위원회 운 , 교육과정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사하여 운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매년 교육과정 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교무원회 및 대학평의원외 자문을 거

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음.

          • 하지만, 매년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른 준수하여 학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학생,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반 후 교육과정이 개발 되어야 하나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 및 학과의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과정개발보고서 개발이 필요함.

      학과별 교육과정이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

        О 우리대학 행정부서[표 1.1.2-1] 및 각 학과의 교육목표[표 1.1.2-2]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근간으로 학과마다 특성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과별 교육목표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는 행정부서 및 학과별 세부 교육목표와 병행하여 현장실문 중심의 직업교육

으로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전문 직업인 육성이라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 정책을 갖추고 있지 못함.

        О 대학의 사명 및 목표체계와 학과별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함.

        О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가 없음.

          •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지침 없음.

          • 교육과정 개발 재정지원 실적이 없음.

          • 학과별 교육과정 관리모델 수립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1.2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

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및 학생의 요구를 반 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 및 운 되

며, 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학칙 제 35조, 교육과정운 위원회 규정에 의해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시행하고 있음.

      각 학과에서는 학과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검토･개발하여 교무처에 제출･취합하여 교육과정

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을 확정 시행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육과정개발과정에 산업체 및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 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 개선 절차 및 주기, 교육과정운 위원회 운  및 심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 수

립 및 계획에 따른 운  필요.

        О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기구의 실질적 운  필요.

        О 교육과정의 지속적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없음.

          • 교육과정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전년도 평가를 통한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 필요.

        О 교육과정개발 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음. 따라서 학생 및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 하기 위해 

회의비 등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1.2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 을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1.3 학사제도 개선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이고 효율

적인 학사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교육목표 및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활동

        О 학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간 경쟁 심화로 대학의 상황 변화에 적응하고 대학간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

          • 그러나 우리대학은 학사일정에 맞춘 학사제도를 운 중에 있으나 학사제도 개선 실적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 하에서 직업교육 대표 전문대학으로서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교육 

제도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사제도 개선을 수립하여 운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사제도를 운  중이나 학사제도 개선실적에 대한 관리 및 실적 집계가 되어 있지 않음.

        О 학사제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개선 체계가 없음.

          • 재학생 만족도 조사등을 통한 학사제도 평가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함.

          • 학사제도 평가 분석 및 개선 실적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1.3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교육과정은 학생이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기술･지식 역 및 수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실습 및 이론 교과목의 편성･과목별 학습목표･교육운  및 평가방법 등을 교육목표에 맞

게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계시켜 운 하고 있다.

   1) 현황

      전공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비율

        대학 전체의 이론 대비 실습시수는 현장실습 시수를 포함하여 약 46.9%로써 현장중심 교육 구현

에 알맞도록 편성되어 있음.

   [표 2.1.4-1] 전공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비율(2012학년도)

학과/전공
인재양성목표

(주취득자격증)

세부구분 실습  
비율이

론
실
습

간호과 간호사 82 79 49.1

관광호텔조리 양계열
호텔조리 조리산업기사 38 58 60.4 

양학 양사 50 47 48.5 

카지노관광계열

카지노경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49 39 44.3
호텔리조트 49 39 44.3

이벤트 49 39 44.3
관광경 49 39 44.3
국제관광 49 39 44.3

관광품질경 과 주간,산업체 품질산업기사 56 40 41.7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79 18 18.6 

유아보육 59 8 11.9

보건의료행정과
의료정보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62 33 34.7 

보건행정 59 32 35.2 

관광정보과 주간,산업체
정보관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46 37 44.6 

레저스포츠과 　 생활체육지도자3급 25 71 74.0 
골프경기지도과 골프경기지도자2급 25 71 74.0
실용음악과 　 27 65 70.7 

평  균 46.9 

      학생들의 달성해야할 교육목표를 제시하고자 강의계획서에 교육목표, 교재명, 성적반 방법, 주별

강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음.

   2) 분석결과

        О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실습과목 시수비율 정량적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관리 체계 필요.

          •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교육목표 수립 및 과목별 이론 및 실습 구분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필요.

        О 연 단위 교육과정편성표는 있으나, 교육과정 수립 및 운  정책, 실험, 실습, 실기등이 교과목 

편성 지침에 종합적으로 반 되어 있지 않음.

          • 교육과정 수립 및 운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의 명문화 필요.

        О 교육과정개발보고서에 표준 강의계획서 및 과목별 강의목표, 강의개요, 교재명, 평가방법, 성

취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과목별 표준강의 계획 및 학생이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기술, 지식 역 및 수준), 평가방법 

성취수준 등의 제시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1.4 대학의 현장중심 전공교육을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1.5 전공심화교육의 적절성

대학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 하는 경우 심화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

육내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1.6 직업기초 교양교육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함양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정책과 운 체계를 갖추어 운 하고 있다.

   1) 현황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및 운 체계

        О 대학의 교육목표인 투철한 직업의식을 겸비한 참된 인간교육과 참된 실천봉사인 양성을 위하

여 인성교육(윤리) 및 기초학습능력( 어), 체력증진(교양골프) 향상을 목표로 교양과목을 운

하고 있음.

  [표 2.1.6-1] 2011학년도 교양 교과목

구  분 역
학점

(시수:강
의:실습)

교과목명 비고

지정교양 역

인성 2학점
(2:2:0) 채플윤리(1,2)

어 2학점
(2:1:1) 어회화

체육 2학점
(2:1:1) 교양체육

계 8학점
(8:6:2)

  [표 2.1.6-2] 2012학년도 교양 교과목

구  분 역
학점

(시수:강
의:실습)

교과목명 비고

지정교양 역

인성 2학점
(2:2:0) 채플과 윤리

어 2학점
(2:1:1) 생활 어

체육 2학점
(2:1:1) 교양골프

계 6학점
(6:4:2)

      교양교육 운  평가 및 개선활동

        О 2012학년도 교양교과목은 교육과정운 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대학교

육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개선하 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양교육정책 부재로 대학 교육목표와의 일관성 판단 할 수 없음.

          •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및 운  체계 구축 필요.

           - 대학의 교육목표와의 일관성 및 연계성, 수립절차, 교육과정 개편등.

          • 교양교육 운 평가 및 개선 활동 체계 확보 필요.

          • 운  중이나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기록을 제외하고는 관련 근거자료 없음.

        О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개발보고서 및 관련 계획이 없어 대학의 교육목표와의 부합 여

부 확인 어려움.

          • 교양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개발보고서 작성 필요.

          • 전반적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1.6 직업기초 교양교육을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교육과정 정책 및 편성 지침 수립 필요

        О 학과별 교육과정 모델 수립

        О 산업체 및 학생 요구 반 을 위한 체계적 절차 수립

        О 교육과정의 지속적 평가와 개선활동을 위한 게획 수립

        О 학사제도 평가 및 개선체계 수립

        О 교육과정 수립 및 운 체계 수립

        О 교양교육 운 정책 및 운 체계 수립



세부기준  2.2 교수․학습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학생의 학습능력과 교

수의 교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은 교수․학습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교수․학습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2.2.1 교수･학습지원

대학은 학생의 학습능력 및 교수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강의 

평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 한 교수･학습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함으로써 지속적

으로 교수･학습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강좌당 학생 수 편성 현황

   [표 2.2.1-1] 2012학년도 2학기 강좌당 학생수

학년도 / 학기

전공교과 교양교과

총 개설

강좌 수

(A)

총 수강

학생 수

(B)

강좌당

학생수

(B/A)

총 개설

강좌 수

(A)

총 수강

학생 수

(B)

강좌당

학생수

(B/A)

2012학년도 2학기 352 10,580 30.05 24 887 36.95

      강좌당 학생수 편성 및 운 에 관한 정책,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행･재정적 지원, 

수요자의 의견을 반 한 교수학습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태임.

      2012년 상반기부터 강의평가 실시하 으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

계되지 못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전공 강좌당 학생수관련 산출근거 부재로 기준요건에 대한 판단 어려움.

        О 강좌당 학생 수 편성 및 운 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정책 및 계획 또한 수립되

어 있지 않음.

          • 강좌 당 학생 수 편성 및 운 에 대한 세부 지침 필요.

           - 학습 편성원칙, 강좌당 개설인원 기준, 학칙시행세칙 또는 수업운  규정등



        О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인 “CTL”을 설립 및 운 하고 있지 않음, 

조직구성 및 관련 인원 보충 필요.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필요.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규정 및 지침 등 운 을 위한 체계 수립 필요.

        О 강의평가는 2012년 상반기부터 실시하 으나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한 교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실적 없음.

          •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연계성 확보 필요.

        О 교육-학습 관련 니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년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에 반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과 절차 설계 필요.

          • 설계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  실적 및 평가분석 환류 등에 관한 실적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2.1 교수･학습 지원을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직편성

        О 전담인력 확충 및 업무분장 재편성

        О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수립

        О 교수 능력 향상계획 수립

        О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정책 수립

2.2.2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대학은 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 지속적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학생의 직업기초학습 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정책 및 지원 체계 없음.

        О 직업기초학습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  실적 없음.

          • 관련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 운 을 통한 운  실적 확보 필요.

          • 전반적 정책 및 지원 체계 수립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2.2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을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세부기준  2.3 학사관리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운 할 수 있도록 엄

정한 학사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적용하여 대내적으로는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외

적으로는 졸업생의 지식 및 기술 수준을 보증 한다. 또한 모든 학사관리 기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학생의 정보보호는 물론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2.3.1 학사관리 규정

대학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정･폐지 및 학생의 학적변동 등 

재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학점인정, 성적평가, 학위수여, 학생 정보보호 등 

학사전반에 대한 학사관리규정을 갖추어 공지하고 안내하고 있다.

   1) 현황

      대학은 창의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관리를 관련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충실히 운 하

고 있음.

        О 학사관리에는 학칙, 교무관련 규정, 위원회관련 규정등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이고 표준화된 

학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О 학사관리 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하며 교무, 수업, 학적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학사관리 관련 제반규정 및 공지

        О 학사관리 규정은 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 안내 책자등에서 상시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학칙 개정시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기간을 두어 전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 학칙 및 규정 공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공포함.

          • 현재 대학홈페이지에서의 학사안내는 학사일정, 수강신청 안내, 휴/복학 안내, 자퇴/제적/재입

학 안내등의 사항을 항시 공지하고 있음.

      학칙 개정 절차 및 방법

        О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정 및 개정 절차는 학칙 제15장에 명시되어 있음.

          • 학칙개정(안) 입안(기획처) ⇒ 홈페이지 공고(행정지원처)(공고기간 20일 이상) ⇒ 의견수렴(기

획처) ⇒ 교무우원회 심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공포 및 시행.

      학사관리 기록 및 정보보호 정책

        О 학생의 개인정보 기록등 학사관련 사항은 신학사프로그램의 전산화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О 시스템 접근은 업무별 담당자에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О 대학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담당자, 정보보

안실무자, 개인정보취급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 함.



        О 학사관리 기록 관련 제증명 서비스

          • 증명서 종류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재학(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 증명서 발급 : 자동발급기, 인터넷발급, FAX민원 및 우편민원 증명서 발급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칙 및 학칙시행 세칙 제․개정을 위한 관련 제반 규정은 있으나, 규정별 연계성 등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함.

        О 학사관리 규정 공지 방법에 대한 추가 정리가 필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학사관리 규정이 포함된 대학생활 안내 책자 배부.

          • 대학요람에 관련 규정 포함 배부.

          • 기존에는 규정 개정시 필요할 경우에만 공지를 하 으나, 현재는 모든 규정 개정시 공포하고 

있는 실정임.

        О 학사관련 기록의 관리 및 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3.1 학사관리 규정의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3.2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대학은 학생의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입학정책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며, 모든 모집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평가하고 있다.

   1) 현황

      학생 입학 정책 수립, 시행, 관리 체제

        ○ 입학․ 홍보팀에서는 극진한 제자사항을 통한 진정한 감동교육으로 미래지향적 실무인재를 양

성하고자 직업교육기관에 적합한 전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권

을 확대시키고, 또한 고교진학상담교사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시행, 관리체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학전형시행 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대학에서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별 기

초 자료를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집을 진행함.

        ○ 기초자료 수집에는 대학기본정보, 대학별모집단위(과변경, 신설학과 등) 수정, 전형시기별 모집

인원 및 학과소개(학과소개, 졸업 후 진로, 교육목표 등), 성적반 방법(수능성적 역별 반 , 

학생부 반 방법, 동점자 처리, 학생부 없는 지원자의 교과성적 반  방법 등), 면접 및 실기

고사 방법, 독자 전형 모집자격지원 기준, 전형시기별(수시,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 전년도 입

시결과 등을 논의하여 결정함.

        ○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내부결재 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입학전

형시행 계획을 제출함.

        ○ 모집단위별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준으

로 모집요강 및 입학관련 각종 서식, 부가서류를 작성하고, 수시모집요강을 회의록을 통해 최

종 확정하고, 학과소개책자 및 입학리플렛을 제작하며, 입학요강을 인터넷과 모집요강을 통해 

공고함. 압학원서는 인터넷과, 교내접수를 통해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함.

      절차 및 방법, 관련 위원회 등의 운

        ○ 신입생 선발 절차 및 방법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

회 구성하고, 입학요강 및 각종 서식을 행정부서(전산실, 사무처,  학생지원처, 기숙사, 교무처 

등)와 모든 학과(전공)와 기간(일정)과 입학전형 세부시행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여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회의록 총장 결재를 통하여 확정함.

        ○ 입학요강은 홈페이지, 학과 브로셔, 입학리플렛 등을 통해 공지 및 배포함.



        ○ 인터넷 원서접수, 교내접수를 통해 신입생 입학원서를 전형시기별(수시/정시)로 접수하고, 원서

접수 후 면접 및 실기고사(해당학과) 실시를 통하여 전형원칙에 따라 전산처리하여 합격자 발

표를 준비함.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형 제외자 및 합격자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하는데 입학전

형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신입생 합격발표를 위한 입학전형실시, 입학전

형 중요사항 심의, 신체장애자의 수학여부 결정, 입학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대책업무

의 기능을 수행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 입학 정책 수립, 시행, 관리 체계 확보 및 운 하고 있음.

         • 학생 모집 과정을 공정하게 운 하기 위해 입학 관련 회의체 분리 필요(입학공정관리, 입학전

형위원회가 구분되지 않음.)

        О 입학차별 정책은 없으나, 모집요강에 명문화하여 홍보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3.2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

강좌별 학생의 성적분포는 학생의 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성

적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용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1) 현황

      학과별 학생의 성적분포

      О 성적평가 기준

          • 학생의 성적평가에 대한 합리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칙 제8장조에 성적평가에 관

한 조항을 규정하고, 학교 학점관리 내부지침에 의거 과도한 학점이 부과 되지 않도록 하

다. 군위탁 산업체의 경우와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 대해 제한적 상대평가를 실

시하고 있음.

   [표 2.3.3-1] 성적등급별 배점표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0

P 불계

      О 성적평가 분포 현황

          • 학점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과도한 학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엿으며, 학과별 학생의 성적분

포는 정보공시(2-나. 성적평가 결과)를 참조하고 여기서는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분되어 

분포비율을 나타냄



   [표 2.3.3-2] 2011년 기준 정보공시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 비율

학

기

성
적
인
정
학
생
총
수

점수구간별 학생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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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1 2,149 288 13.4 444 20.7 427 19.9 397 18.5 268 12.5 147 6.8 84 3.9 54 2.5 40 1.9

2 2,372 350 14.8 583 24.6 468 19.7 380 16 248 10.5 168 7.1 79 3.3 51 2.2 45 1.9

  [표 2.3.3-3] 2011년 기준 정보공시 교양과목 성적평가 분포 비율

학

기

성 적
인 정
학 생
총수

점수구간별 학생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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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학

생

비

율

1 1,297 146 11.3 253 19.5 207 16 237 18.3 146 11.3 120 9.3 44 3.4 80 6.2 64 4.9

2 1,091 237 21.7 21.4 21.4 197 18.1 173 15.9 78 7.1 57 5.2 3 1.3 106 9.7 7 0.6

      О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점 부여 기준 :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한 새로운 학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대학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평가를 위해 기존 절대평가방식에서 과도한  학점 부과 방

지를 위해 새로운 학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2011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하고 있음.

      О 새로운 학점 부여 기준

        • 개설 교과목별 강좌 전체 학점 중 A학점 이상(100~90점) 부여 비율을 50% 이하 유지하고 있음.

        • 군위탁과정은 학점 부여 기준 적용하지 않음.

  

  [표 2.3.3-4] 2011학년도 학기별 A학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 비율

         학기
 성적 1학기 2학기

        A+ 11.3 21.7

        A 19.5 21.4

계 30.8 43.1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와 방법

      О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처리는 성적처리규정 제3장에 열람 및 성적정정에 관한 조항을 규

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성적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О 성적정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성적평가 완료 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열람

        •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 해당 교과목 교수와의 확인을 하고, 성적평가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성적정정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교과목 교수는 성적정정신청서를 확인 후 관련 증빙자료 사본(출석부,시험지,답안지,레포

트 등)과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칙 제 49조에 성적평가 관련 규정을 두어 학생의 성적평가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 으

며 기존의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과도한 학점 부여 방지를 위해 새로운 학점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

        О 전체 학교 평균 A학점 취득자가 2011학년도 기준 39.55%로 50%이하가 되도록 학점관리를 하

고 있음.

        О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성적분포와 학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음.

        О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와 처리를 성적처리규정 제 15조에 의거 성적정정에 관

한 조항을 규정하여 운 하고 있으나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한 기간이 짧아 확보가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학사관리 관련 제반 규정 보완

        О 규정 제정 및 개폐 관련 공지 실적 보완

        О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보완

        О 성적 이의제기 관련 규정 및 절차 보완



세부기준  2.4 교육성과

[세부기준] 대학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리고 학사관리를 통하여 졸업생의 취

업, 교육만족도,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등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요소들의 

성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4.1 졸업생 취업률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성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О 2009~2012년 졸업생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정보공시)

[표 2.4.1-1] 2009~2012년 졸업생 취업율(건보DB)

졸업년도 2009 2010 2011 2012

졸업생 취업율 66.9 59.4% 62.3% 63.1%

        О 2012년 졸업생 건강보험DB연계 취업현황(정보공시)

[표 2.4.1-2] 2012년 졸업생 취업현황(건보DB)

졸업
자
(A)

취업자(B)

진학
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
능자
(E)

외국
인유
학생
(F)

제외
인정
자
(G)

기
타

미
상

취업률(%)
[B/{A-(C+
D+E+F+G)}

]*100

입학
당시
기취
업자

교내
취업

건강보
험DB
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
자

농
업종
사자

408 250 0 0 6 5 0 0 1 146 0 63.1 81 3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 농업종사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100

        О 2012년 졸업생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63.1%) 순위

          • 2012년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순위: 581개교 중 247위

          • 2012년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전문대학 순위: 150개교 중 58위

          • 2012년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전문대학 규모별 순위: ‘다’그룹(졸업자 1,000명 미만) 63

개교 중 27위

          • 2012년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전문대학 강원지역 순위: 9개교 중 5위



          • 2012년 관광분야 전공 취업률 전문대학 71개교 중 전국 1위【교육과학기술부 2012 취업통계

조사 결과】

        О 2011년 졸업생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70.9%

      졸업생의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О 2011~2012년 졸업생의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 노력이 부족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은 2012년 63.1%로 충족율 55.6%에 충족함.

        О 연도별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취업지원 실적 없음.

          • 학과별 취업지원 실적 관리 및 지원 체계 수립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4.1 졸업생 취업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4.2 교육만족도

대학은 주기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1) 현황

      교육만족도 평가, 분석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만족도 조

사 방법 및 평가를 하고 있음.

        О 우리대학은 2010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학 경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MAC 한국능률협회와 Deloitte 딜로이트 컨설팅을 통하여 대학의 역량강화 및 학생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컨설팅을 수행하 음.

          • 이에 따른 컨설팅 분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

스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 음.

          •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5월 IMI 컨설팅에 의뢰하

여 1차 재학생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 고 

2011년 11월 2차 재학생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척도법에 의하여 0.71% 향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음.

        О 교육만족도 조사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 진단 문항 사용 / 5점 척도법

          • SPSS PC +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 분석

[표 2.4.2-1] 2011년도 강원관광대학교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준

기준 4.0이상
3.5이상~

3.0미만

3.5이상~

3.0미만
3.0이상

3.5이상~

3.0미만

3.5이상~

3.0미만
2.0미만



[표 2.4.2-2] 2011년도 강원관광대학교 1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Ⅰ

[표 2.4.2-3] 2011년도 강원관광대학교 1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Ⅱ



[표 2.4.2-3] 2011년도 강원관광대학교 2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Ⅰ

[표 2.4.2-4] 2011년도 강원관광대학교 2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Ⅱ



충족(Y) 보완(C) 미충족(N)

○

        О 강의 만족도 평가

          • 우리대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종강후 각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성적 조회를 위해 대학홈페이지 접속 시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설계

되어 있음.

          • 강의평가제도는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의 질적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등의 개선을 통한 자료구축과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 하여 교수 

개인별 평가의 척도를 마련하기 위함임.

      우리대학은 2011년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대학 경 진단 결과에 의한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 으나 2012년도에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재학생뿐만이 아닌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외부기관 컨설팅을 위한 학생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여 왔으나, 교육만족도 평가항

목의 적절성 여부 확인이 필요함.

          • 결과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실제 개선활동(교육성과 반 실적등)의 실적이 부재임.

        О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О 교육만족도 조사 활동을 위한 환류 체계 수립이 필요함.

          •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 위원회 체계 수립이 필요함.

        О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목적 구체화, 조사방법 및 시기, 대상, 시행 주체등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4.2 교육만족도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2.4.3 신입생 충원율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성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신입생 충원 현황

        О 강원관광대학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중심교육을 실천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 편성과 

대학의 특성화 및 장점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

면서 학생 지도력이 뛰어난 교수진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취업률

이 좋은 우수대학 이미지를 갖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해 옴

        О 관광특성화 대학을 통한 감동교육 실천의 결과로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을 통해 ‘11년도에는 

입학정원 630명에 등록인원 590명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93.6%, 12년도에는 입학정원 630명

에 등록인원 520명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82.5%를 달성함.

[표 2.4.3-1] 신입생 충원 현황

년도 2011 2012

모집인원 630 590

등록인원 630 520

전체등록율 93.6% 82.5%

      신입생 충원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О 각종 정보공시 등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지표와 교육성과, 장점만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함.

          • 대기업취업률 강원도내 1위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4월 발표)

          • 대학교․전문대학 통합 2005~2009 공기업 취업률 전국8위․ 전문대학 전국 1위.

            (2009년 지식경제부 발표)

          • 2012년 대학 취업률 관광분야 전국 1위 대학.

            (2012년 8월 교과부 발표)

        О 전년도 전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 출신지역 및 고교 등을 분석하여 교직원 대상 발표회를 갖

는 등 취약부분을 파악한 후 향후 입시홍보계획 수립 시 반 하고 있음.

        О 부족한 전문대학의 입시정보 및 교육현장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자 고교 방문홍보를 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О 전문대학입시홍보박람회 참가 및 입시설명회 개최, 전국 고교대상 입시자료 발송, 고속도로 

대형 광고판 설치, 대형 역과 버스터미널에 광고판 설치, 일간지를 이용하여 전형별 모집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О 강원지역 전문대학 입시협의회에서 공동자료집을 전국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양대 인터넷 접수

업체에 공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하고 있음.

        О 수시 합격자 입학금 면제, 태백시 향토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혜택으로 입학학기에 반값등록

금 실현.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2012년 정보공시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82.5%로서 72% 이상이고 질적 판단 우수함.

          • 신입생 충원율 제고 관련 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질적 우수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한 대

응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4.2 신입생 충원(율)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4.4 재학생충원율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성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우리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음.

        О 우리대학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충족 : 82%이상 또

는 65.0% 이상이고 질적평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의 재학생 충원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4.4-1] 2년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년도 편제정원 재학생수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2011년 1,320명 967명 73.26%

2012년 1,320명 983명 74.47%

      대학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향상을 위해 교수 상담시스템을 운 하고 있으며, 정원내 재학생충원

율은 각종 대학평가항목의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연차별 향상 및 달성도 평가를 분석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О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 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가 필요함.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2012년 정보공시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며 질적 판단 우수함.

          • 신입생 충원율 제고 관련 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질적 우수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한 대

응 필요.

          • 재학생 중도탈락 방지와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도입 운 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4.4 재학생충원율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판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산업 특성을 반 한 취업률 분석

        О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강화책 수립

        О 취업지원 계획 수립

        О 교육만족도 조사 및 개선, 환류 계획등을 포함한 종합적 체계 수립

        О 재학생 충원율 제고 관련 계획 수립



세부기준  2.5 평생교육

[세부기준] 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또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사운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프로그램과 강

좌의 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2.5.1 평생교육 지원 조직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개발과 평

가에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 전임교수를 참여 시키고 있다.

  1)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지원 조직 현황 및 역활

        О 강원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999년 설립되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교육패러다임에 발맞추

어 수요자 중심의 실용학문을 추구하여 평생교육. 열린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교양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지역민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평생학습사회 건설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О 행정지원 조직 현황

          • 설립일 : 1999년 3월(강원관광대학 부설기관)

          • 현 직제 : 강원관관대학교 부속기관

        О 평생교육원 전담인력 현황 및 역할

          • 본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전담인력의 개인별 업무분장

은 다음 표와 같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음.(업무분장 필요-구성현황, 

업무분장 현황)

[표 2.5.1-1] 평생교육원 전담인력 구성 현황

담당자 직급 주요업무 비고

한상 원장 평생교육원 총괄

김혜민 조교
교학,행정,인사 담당,학점은행제 업무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

김진기 계약직
교학,행정,인사 담당,학점은행제 업무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
자문위원 및 

자문교수
교수

주요 제반 중요업무 심의 및 의결, 교육프로그램 자

문



[표 2.5.1-2] 평생교육원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분장업무 담당자 비고

 0. 평생교육원 제반업무 총괄 한상 원장

 1. 평생교육원 연간 운 계획 수립 김혜민

 2.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김진기

 3. 교육 프로그램 운 김진기

 4. 수강료 책정 및 수납 김혜민

 5. 수강생 모집 및 홍보 김혜민

 6. 재학생 자격 취득 프로그램 개발, 운 김진기

 7. 재직자 및 교직원 위탁교육 운 김진기

 8. 국고 지원 사업 수주 및 운 김진기

 9. 평생교육원 교육 시설 관리 김혜민

10. 강좌 개강, 수료식 김혜민

11. 평생교육원 제증명발급 김혜민

12. 평생교육원 운  위원 위촉 김진기

13. 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의 인사관리 김혜민

14. 수입 및 지출 김혜민

15. 학점은행제 관리 김진기

16. 평생교육원 비품 관리 김혜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 교수진 현황

        О 평생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

          • 관련근거 : 강원관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3장 자문 위원회

          • 평생교육원 주요 교육프로그램 운 과 관련한 유관 학과 총7명의 전임교원을 평생교육원 자

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 에 따른 제반 중요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시행함.

    평생교육원 규정

        О 평생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제 3조 위치

          • 제2장 조직 : 제 4조 원장 - 제 5조 교직원

          • 제3장 자문위원회 : 제 6조 구성 - 제 8조 기능

          • 제4장 학사운  : 제 9조 입학시기 -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 제17조 자치회 - 제19조 포상

          • 제6장 회계 : 제20조 회계연도 - 제24조 시행세칙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평생교육 전담부서는 있으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 평생교육원 운 규정 제․개정이 필요함.



          • 규정에 따른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

          • 평생교육사 혹은 평생교육사에 준하는 경력(평생교육관련 3년 이상 혹은 내부규정에 따른)을 

갖춘 전담직원 배치 필요함.

          • 업무분장표 개선이 필요함.

          • 전임교수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5.1 평생교육 지원조직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관리

대학은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

다. 

   1)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실적

        О 평생교육원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운  현황(2012년)

          • 지원자격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

력, 연령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О 2012년 평생교육원에서 운 한 프로그램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2-1]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관리

개설일 사업명 인원수

2012.04 골프아카데미 35명

2012.07 골프아카데미 38명

2012.10 골프아카데미 28명

2012.10 웃음치료사&실버레크레이션강사증 46명

2012.10 여성대학과정 16명

2012.11 응급처치술과정 43명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О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결과

          •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О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이 없음.(설문조사 실시 후 개선예정)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관리가 필요함.

          • 교안 및 강의계획서등

          • 과정별 교육목표 수립이 필요함.

          • 평생교육원 운 규정 제․개정이 필요함.



        О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평가 및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함.

          • 프로그램 목표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성과관리 체제가 없음.

          • 프로그램별 평가 결과 실적은 일부 있으나 분석 및 환류 실적이 없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2.5.2 교육프로그램 운 관리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연단위 사업계획 및 체계 수립

        О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체계 수립

        О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규정 수립

        О 프로그램 개발 및 운  프로세스 확립

        О 과정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기준  3. 산학협력

세부기준  3.1 산학협력 교육활동

[세부기준] 대학은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학생의 현장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및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내･외에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운 하며, 운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

대학은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을 개발․지원하기 위하여 학

내․외에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산학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1) 현황

      산학협력 전담직원 1인당 학생수

        О 산학협력 담당하는 전담직원은 산학협력단 2명, 지원인력으로 취업과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학

생지원처 2명, 평생교육원 1명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1-1] 산학협력 전담직원 1인당 학생수                              (4.1 기준)

구분 재학생수(A)
산학협력 전담직원수

(B)
전담직원당 학생수

(A/B)
비고

2011년 1,160명 5명 232명

2012년 1,182명 5명 236명 -

[표 3.1.1-2] 산학협력 전담직원 현황

구분 부서 성명 업무

전담
인력

산학협력단

이태원

- 산학협력단 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김진기

- 외부지원 신규 사업 제안서 작성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정지원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지원
인력

학생지원처
전 휘 취업통계

최형태 현장실습 지원

평생교육원 김혜민 평생교육, 요양보호사교육



      산학협력 지원체제

        О 산학협력단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e-산업연구소, 경

혁신연구소, 평생교육원, 인재개발연구소가 있음.

        О 효과적인 산학협력활동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 추

진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운 하여 산업체와의 접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함.

          • 산학협력위원회는 총장외 4명의 교수와 산업체 인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О 직원의 업무분장은 “업무분장규칙”에 따라 개인의 역량에 맞게 업무를 분장하여 산학 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산학협력 운 제도 및 정관

        ○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 정관이 2008년에 제정되어 산학협력 활동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음.

        ○ 이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산학협력 활동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산학협력사업

          • 기술이전 규정 등 각종 규정 다수

        ○ 산학협력단 정관 이외 사업규정

          • 산학협력 규정

          • 연구비관리규정

          • 현장실습 운  규정

          • 창어보유센터 운 규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 2012년 산학협력단 연간계획

[표 3.1.1-3] 2012년 산학협력단의 연간 계획

연구사업 진행정차 개선
의 필요성

• 사업 수행 교수의 업무 처리 편리성 제고 및 
  서류통일의 필요성
• 다양한 연구과제별 작성양식의 단순화 및 
   통합의 필요성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점검
의 필요성

• 목적 : 사업 담당의 변경(퇴직)시 자료관리 연속 
성 증대가 기대됨
• 과거 수행과제 결과의 관리시스템의 데이터화
• 개인 인사 자료 및 대내외 현황(통계)자료 제공     시 
활용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연구비 투명성 제고 및 
연구실적 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 규칙,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및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
기에 상기 규정 및 규칙은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과 연
계되어 간접 경비율 선정에 바탕이 되기에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규칙)을 점검 하여야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2011년, 2012년 기준 산학협력 전담 직원수는 5명으로 양호함.

        О 인력별 업무분장은 이루어 졌으나 업무분장 규정이 없음.

          • 팀별,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О 산학협력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산학협력 관련 전반적인 규정(산학협력단 운 규정) 제·개정 필요

        О 산학협력 관련 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 보완 및 연간 산학협력 계획이 수립되지 않

아 계획에 따른 운 사항 확인이 어려움.

          • 매년 초 발전계획에 따른 산학협력 운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

대학은 학교기업, 기술개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

을 통하여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역산업 및 사회에 공헌하고 대학의 재정수익 확대를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학교기업, 기술개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

        О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항 정책과 규정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규정은 3.1.1에 기술하 음.

        О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

          • 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

 

      산학협력 수익률

        О 산학협력단 운 수익

          • 2009학년도 : 113,215천원

          • 2010학년도 : 123,403천원

          • 2011학년도 : 56,372천원

        О 산학협력 수익률 산출식

          • 산출식 : 산학협력단 운 수익/등록금 수입 ☓ 100
            산학협력단 운 수익 = 산학협력수익+전입 및 기부금수익 + 운 외수익

            + 타 부처 및 지자체 보조금

             대학등록금 수입 = 등록금 총액(단기수강료 수입 제외)

          • 산학협력단 운 수익 및 대학 등록금 수입은 2009-2011학년도 회계 결산 자금서 기준

      산학협력 활동의 성과평가 및 개선 활동

        О 현재 사업의 성과평가는 대학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은 대학에서 주관 하여 평가를 하

여야 하고, 사업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단위사업별 주관기관에서 평가를 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개선내용

        О 국고집행의 투명성 확보

        О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구축

        О 산업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형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확대

        О 현장 실무능력 및 인성교육 강화로 산업체 만족도에 기여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산학협력 수익률이 기준치 3.8%를 충족하지 못함.

          • 2010년 2.34%, 2011년 0.98%

        О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없음.

        О 산학협력 활동중 현장중심교육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활동 실적이 없음.

        О 산학협력 활동실적은 존재하나 운  성과의 주기적 평가 개선 실적이 없음.

          •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시스템 구축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추진과제

        О 산학협력지원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화

        О 산학협력 관련 규정 수립

        О 산학협력 운  계획 수립

        О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О 산학협력 활동 계획 및 성과 평가 체계 수립



세부기준  3.2 취업지원활동

[세부기준] 대학은 학생의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체제를 갖추어 주기적으로 산업

환경 및 학생 특성 변화에 부응하는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또한 취업지원활동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취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2.1 취업지원체제

대학은 학생의 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재

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현황

      취업지원 인력의 배치, 역할과 책임

        О 현재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계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

대책에 따른 취업정보와 취업전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지도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며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독립부서로 확대 운 할 필요가 있음.

[표 3.2.1-1] 학생지원처 조직도

총 장

취업지도위원회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

학생복지계

        О 현재 학생지원처장 1명, 학생복지계 취업담당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취업지원관 등 취업

전담인력 추가 확충 필요)

[표 3.2.1-2] 학생지원처의 인적구성

직위 성명 업무분장 근무유형 관련 자격증 고용형태

처장 문 길 취업지원 총괄 전담
정규직
(교수)

직원 전 휘 취업지원 담당 전담 CAP+ 정규직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О 대학은 취업지원활동으로 2009~2010년도에 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중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진행

하 으나, 2011~2012년도는 전무한 상태임.

[표 3.2.1-3] 고용노동부 2010년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노동부지원 대학대응투자 총계 비고

금액 9,862,700 7,321,570 17,184,270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취업지원 전담인력 부재

        О 취업지원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 실적 부족

        О 취업지원 활동계획 부재 및 평가 실적 부재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2.1 취업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3.2.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대학은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학생 취업지원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며, 계획

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학생 취업지원 계획 수립 절차

        О 대학은 산업변화 및 학생 요구를 반 한 연간 학생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 실천하지 못하고 있

음. 대학의 교육과정 및 산업 변화에 따른 취업연계과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

마 2010년도 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중 취업특강, 취업캠프를 운 하 음.

[그림 3.2.2-1] 2010년도 취업캠프 모의면접 사진

  

      취업지원 계획 수행 활동 평가

        О 2009년도 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일부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인재 취업캠프에서 설문을 

작성 보고한 후 2010년도 사업에 반 하 음.

        О 2010년도 취업지원활동은 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 으며, 대학의 대응투자가 

부족하 으나 진행되었음.

        О 전문성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배치,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진로 상담

을 통한 취업의식을 고취해야 함.

      평가 결과의 환류

        О 취업지원사업에 반 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문제점, 환류를 진행하지 못하 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산업변화 및 학생들 요구를 반 한 연간 학생 취업지원계획 부재

          • 산업변화 및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필요

          • 설문조사 결과를 반 한 연간 취업지원계획 수립 필요

          • 취업지원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분석 필요

        О 취업지원 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체제 부재

          • 취업지원 활동 주기적 평가 및 개선활동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2.2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산업 변화 및 졸업생의 요구 반 한 취업지원활동 계획 수립/재정계획 포함

        О 취업지원관련 평가 시스템 구축



세부기준  3.3 현장실습

[세부기준]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

해 학생의 현장적응력, 글로벌 직업역량, 사회공헌 역량을 함양한다. 또한 대학은 현장실습 교육프로그

램의 운  성과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대학은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내용에 적합한 실습교육장을 교내･외에 충분히 마

련하여 운 하고 있으며, 전담지원체계를 갖추고 실습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실

천하고 있다.

   1) 현황

      현장실습 교육 목표와 지원 정책

        О 현장실습은 재학기간 중에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산업체 실무경험을 

쌓고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 현장실습 업체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 취업기회 확보

        О 현장실습 지원정책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학정인정 규정 : 학칙 제 7장 교과 및 수업

          • 현장실습 운  : 현장실습규정(현장실습 운 규정)

          • 현장실습 지원체계

          - 교무팀 :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인정 관장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 

정책수립 필요.

          - 실습지원팀 :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일자, 현장실습 보험 및 현장실습 순회지도 출장여비 

지급 업무 관장,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 정책수립 필요

          - 현장실습 대상학과 : 실습업체 선정, 현장실습 순회지도 실시 및 취업연계 필요.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 수

        О 2011년 실시한 현장실습 기준으로 교류업체당 학생수는 2.4명임.

        О 현장실습 실시 현황



[표 3.3.1-1] 현장실습 실시 현황(단위 : 명, %)

계열구분 대상인원 실시인원 산업체수 산업체당학생수 비고

공학 2 0 0 0

인문사회 233 112 63 1.8

자연과학 106 100 33 3

예체능 16 0 0 0

합계 357 212 96 2.2

      현장실습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О 행정적 지원

          • 대상학과의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점인정

          • 산학협력단 내에 현장실습지원을 위한 팀 단위로 구축 지원이 필요함.

        О 재정적 지원

          •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일지 제작, 현장실습보험가입, 현장실습순회지도 비용 지급이 필요함.

          • 현장실습비 지원 현황

[표 3.3.1-2] 현장실습비 지원현황

구분 집행예산(원) 비고

실습일지제작비용 추후삽입 현장실습 구분별 실습일지 제작

현장실습보험가입 추후삽입 현장실습 보험료 가입

현장실습순회지도여비 추후삽입 현장실습 순회지도 출장여비

계열별

현장실습비

지급내역

인문사회 1,410,000
현장실습기간 중 중식 및 교통비

자연과학 33,534,000

합계 34,944,000

      현장실습 계획 수립 ‧ 시행 ‧ 관리 ‧ 평가

        О 현장실습 계획 수립 및 시행

          • 신규학기의 교과과정 편성확정 : 교무팀에서 시행되는 교과과정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현장실

습 교과목의 운 계획 확정

          • 현장실습 제반조치 사항 계획수립 시행 : 실습지원팀에서 현장실습 대상 인원을 산출하여 현

장실습 구분별( 4주, 14주-간호과, 보육실습, 교육실습, 사회복지실습)로 실습일자를 사전에 제

작하여 배부할 필요성

          • 현장실습관련 실습보험 가입시행 : 학과별로 현장실습 시행 이전에 대상자들의 안전사고예방



을 위해서 현장실습보험 가입처리의 필요성

          • 해당 학과에서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실습업체 관리 및 현장실습 순회도 시행

        О 현장실습 관리 및 평가

          •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지도교수가 직접 현장실습 순회지도 실시를 통하여 실습여건, 전공과

의 연계성, 현장실습의 관리지도 및 현장실습업체와의 취업연계 협의.

          • 현장실습 평가

            - 현장실습 실시업체에서 평가실시

            -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실습근무상황 평가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만족도 평가실시의 필요성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평가기준의 충족요건인 14.7명에 비해 월등히 적은 인원으로 질적으로 우수함.

        О 교무규정(학칙 제 7장 교과 및 수업), 실습규정(현장실습 운 규정) 근거에 입각하여 전문직업

인 양성을 위해서 현장실습이 학과 전공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음.

        О 현장실습 대상학과의 현장실습 실시현황 통계표(상기 참조)에서 확인되듯이 1개 산업체에 평

균 2.2명이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산업체당 실습 학생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О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현장실습일지 제작, 현장실습관련 보험가입 필요성, 현장실습 순회지

도 출장여비 지급의 필요성, 현재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관한 평가 및 활동에 대한 환류 등을 

통해 좀 더 현장위주의 적극적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О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관련서(교무팀의 교과과정 편성확정 내부결재), 현장실습규정, 교무규정

을 기반으로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의 개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실습대상자의 실습이 해당 이수 학기에 정상적으로 시행 되어야 함.

        О 현장실습비 지원 실적 저조 및 원인분석 실적 부재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3.3.2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대학은 현장실습교육 운  성과에 대하여 학생 및 실습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주기

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1) 현황

      현장실습 교육운 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О 2011학년도까지는 1, 2학년 구분 없이 하계, 동계(간호과 제외)현장실습이 이루어져 정보공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지표에 점수반 이 미흡하여 2012학년도부터는 2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

을 현장실습에 참여 시켜 점수반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실습학생

의 업체배정, 순회지도, 실습생 만족도 평가 및 산업체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

요함.

           • 현장실습 학기제 운  현황 : 평가 사항

[표 3.3.2-1] 현장실습 학기제 운  현황

구분 세부사항

평가일

각 학과별로(4주, 간호과 14주)하면서 매일 작성되는 실습일지에 대한 수

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실습이 종료되면 산업체 및 

지도교수의 평가가 실시됨.

        О 2012학년도부터 2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을 현장실습에 참여시켜 점수반 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현장실습의 평가(학생 만족도, 산업체 평가)제도가 완비되지 못하 으나 

이를 보완하여 현재 실시되는 강의평가에 현장실습 만족도 평가가 필요함.

      학생 및 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О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임.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실적 보완.

          • 평가, 분석, 개선활동의 정례화 필요

          •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현장실습교육 운 성과 

평가를 위해 학생 및 현장실습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제도를 실시 운 해야 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학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성과(운 )평가/피드백 체계 구축

        О 실적 보완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3.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평가 및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기준  4. 학생

세부기준  4.1 학생지원 체제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서비스 지원 부서를 배치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 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4.1.1 학생지원 조직 운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원만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1) 현황

      학생서비스 지원 조직 및 인력 현황

        О 학생지원 조직은 대학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에 학생지원계, 학생복지계를 두고, 지원시설로 사회봉사센터

를 신설(2012.9.1 센터장 임명) 운 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실, 방송학보사, 학생지도센터를 설

치하여 학생 지원 조직을 확대 운 할 예정임.

        О 학생지원과는 장학 지원· 상담 및 선발 지급, 취업· 상담 및 추천, 각 산업체 취업관계 섭

외, 졸업생 취업현황 및 정보수집, 진로, 유학, 통학버스, 학생병사, 기숙사 등 학생 복지 전반

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사회봉사센터는 학생봉사활동, 총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О 원활한 학생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보건실의 전문 간호사, 학생생활상담소의 전문 상담사, 학

생지원과 학생복지계의 취업지원관 인력을 충원 배치할 필요가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지원조직은 대학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운 되고 있

음.

        О 학생지원 정책은 현재 입안 수준이므로 정책 확정후 시행이 요구됨.

        О 학생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이 부재이므로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담당자 연수 또는 전문인력 채

용이 요구됨.

          • 간호사는 간호과 교수가 겸직하고 있는 상태로 전담 인력배치가 요구됨.

          • 상담사는 사회복지과 교수가 겸직하고 있는 상태로 전담 인력배치가 요구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1.1 학생지원 체제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4.1.2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 및 평가

대학은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계획 시행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1) 현황

      학생지원 서비스 정책

        О 대학은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 개발과 적성을 고려한 개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

과, 대학 본부 및 지원시설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 하고 있음.

          • 학과 역할

            - 개개인 재학생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상담 실시.

            - 지도교수제를 운 하여 교수 일인당 20명 안팎의 재학생을 수시 상담을 통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학 본부 역할

           - 지도교수가 어려운 재학생 또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재학생의 문제점을 보고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과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구분 총체적 관리를 보조하고 있음.

          • 지원시설의 역할

           - 심층상담, 집단 상담 등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수가 상담실을 통하여 관리, 운 하고 

있으나 교수가 아닌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함.

           -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등 대학의 학생생활 지도에 필요한 부분을 관리 

운 하고 있음.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

        О 매년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 으나 재정적 지원

이 부족하여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음. 참고로 계획 수립 시 총학생회 등 

학생 요구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 음.

      학생지원 서비스 평가

        О 학생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여야 

하나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을 실행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서비스 지원 실적이 부족하고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평가 결과의 환류

        О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을 예산 부족으로 적절히 실행하지 못하여 평가 결과가 없었으며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학생지원조직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О 학생지원 정책의 확정 및 서비스 계획 보완이 필요함.

        О 학생지원 업무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개선이 필요함.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지원 정책은 현재 입안 수준이므로 정책 확정후 시행이 요구됨.

          • 대학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연차별 재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О 학생요구를 반 하여 서비스계획을 수립한 근거 확보가 필요함.

        О 학생지원 정책 및 서비스계획 미확정으로 주기적인 평가 및 환류 실적 부재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1.2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세부기준  4.2 학생활동 지원

[세부기준] 대학은 학생의 지적･인격적 발달을 함양하기 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의 자치활동 및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4.2.1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학 및 학생회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 현황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학 및 학생회의 역할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

        О 대학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며 교시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

의 실천구현을 위하여 학생회 회칙에 의거 학생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회 지원

업무는 학생지원처 사회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사무분장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О 학생회 조직

          • 학생회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 학생

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2.1-1] 학생회 조직도

        О 원활한 학생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학생회 회의실, 대의원회 회의실과 일반 동아리실, 전공동아리실의 공간을 배정하여 활용.



          • 학생회 행사인 축제, 체육대회 행사에 교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생회 임원들에게는 대학 장학제도에 의하여 복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

        О 동아리 활동

          • 매년 동아리 모집 공고를 통해 승인된 동아리는 정식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

[그림 4.2.1-2] 2012년 동아리 활동 현황(대학요람 P.92 발췌)



          • 모든 동아리에는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동아리활동을 지도함.

          • 동아리 활동 승인, 실적 취합, 신규 개설 등의 업무는 학생지원처 사회봉사센터에서 담당함.

          •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폐쇄조치

하며, 신규 등록 동아리에 대해서는 목적, 활동계획 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회 회칙 보완 및 사회봉사센터 운 규정 마련

        О 학생회 활동 행․재정적 실적 미흡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2.1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4.2.2 교과 외 학생활동 지원

대학은 학생들의 인성 및 교양 함양을 위한 학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

고 있다.

   1) 현황

      인성, 교양 함양을 위한 교과외  학생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및 지원하여야 하나 

우리대학은 현재 교과 외 학생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운  및 지원실적이 

없었음.

        О 학과차원의 교과 외 학생활동

          • 카지노관광계열 : 1,2학년 카지노전공 학생들이 전공동아리를 구성하여 미래 카지노 예비딜러

로서 갖추어야할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현 강원랜드 카지노 테이블 업A팀에 근무중인 선배

들로부터 지도록 받고 학습하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카지노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음.

          • 관광호텔조리 양계열 : 1,2학년 제과제빵전공 학생들이 대학내 베이커리카페에서 학생들이 

직접 구운 제과등을 만들어 학생들에 시연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태백 

황지연못에서 어린이들에게 빵, 쿠기를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있음.

      일부 학과 자체적으로 운 되는 교과 외 활동을 대학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봉사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원비, 장학금등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

함.

        О 현재 대학에서 명사초청 강연회 및 컨설팅 특강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확대해야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이 계획 수준임.

        О 교과 외 활동 실적이 미흡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2.2 교과 외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규정 및 운 방안 보완

        О 교과 외 활동 활성화 실적 확보

        О 방송국, 학보사 실적 보완

4.2.3 언론활동의 보장

대학은 학생 언론 활동을 보장하고, 대학과 학생이 상호 합의한 언론활동 지원 규정이나 지

침을 마련하여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현황

      대학은 학생 언론 활동을 보장하고, 대학과 학생이 상호 합의환 언론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나 우

리대학은 현재 방송동아리만 운 되고 있음.

        О 과거 신문방송동아리가 운 되어 대학소식지도 발간되긴 하 으나 현재 방송동아리만 운 중

으로 방송국과 학보사가 운 이 필요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방송국 운 규정, 학보사 운 규정 제정중임.

        О 연간활동 계획서, 회의록 및 환류 실적이 부재함.

        О 학생의 언론활동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О 학언론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О 대학에서는 방송실 운 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2.3 언론활동의 보장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세부기준  4.3 학생복지 지원

[세부기준] 대학은 학생의 대학생활, 학위취득, 진로설계, 경력계발, 전공학습 등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다. 또한 대학은 학내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부합하는 열린 복지정책을 수립･시행

하여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대학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4.3.1 학생상담

대학은 학과 및 대학 전체 차원에서 학습 및 진로설계, 심리상담활동을 통해 학생의 안정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현황

      학생상담 지원 체계

        О 지도교수에 의한 상담(개별, 집단 및 특별지도)

          • 개별지도는 분담지도 학생의 개별상담(면담)을 통하여, ① 학생 개개인의 신상 및 의식구조를 

파악, 학생지도의 방향을 모색 유형별 지도 방안을 강구하며, ② 문제점이 있는 학생은 신속

히 파악, 특별지도를 하고 있음.

          • 집단지도 및 특별지도 학생에 대하여, 담당지도 학생의 집약된 여론(의견)을 청취 및 토의하

고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개별 및 집단지도 내용을 학생상담일지에 기록 보관하고 있으며, 학생지도 결과 중요한 사항

이 발생하는 즉시 학생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О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상담

          •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자기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 상담실습지도, 기타 상담에 관련된 활

동을 하고 있음.

      상담인력의 배치 및 상담실 구축 현황

        О 학과 지도교수에 의한 상담

        О 학생생활상담소에 의한 상담

          • 2012. 9. 1 학생생활상담소장을 임명하고 외부 협조 지원 상담원 1명을 두고 있으나, 효율적

이고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전담 전문 상담사를 추가 충원하고 조교를 배치할 예정임.



[표 4.3.1-1] 학생생활상담소 인적 구성

직위 성명 업무분장 근무유형 관련 자격증 고용형태

소장 윤석주
상담업무 

총괄
전담

심리상담사1,2급
미술치료사 2급

가정폭력상담사 2급
성폭력상담사 2급
노인상담사 2급

한양대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수료
한양대 C.P.E. 150H 수료

정규직
(교수)

상담원 한희주 상담업무
협조
지원

목회상담 2급
이화여대 목회상담학 석사
태백 생명의 전화 소장
한양대 C.P.E. 수료

          • 학생생활상담소 설치, 소장 임명 및 상담 절차

[표 4.3.1-2] 학생생활상담소 설치, 소장 임명 및 상담 절차

소장임명 (2012.9.1)

상담소 설치 상담소 홍보

내방, 전화, E-mail 예약

상담 신청서 작성

상담일정 약속 및 상담

      학생상담 운  실적

        О 학생생활상담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운  실적은 미비한 수준임.

[표 4.3.1-3] 학생생활상담소 운  실적

기간
상담
교원
수

상담
학생
수

유형별 상담회수 학생 
1인당 

상담횟수
교내생
활상담

개인심
리상담

취업진
로상담

기타 계

2012.9.1
~현재

1 20 6 34 0 0 40 2

      학생상담 활동 평가 및 개선

        О 학생생활상담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운  실적이 미비한 수준으로 차년도에 활

동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  개선할 예정임.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학생 상담사 부재(전담)

        О 상담실적 평가 개선 실적 미흡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3.1 학생상담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4.3.2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

대학은 장애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들이 대학생활 및 학습활동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관련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 현황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을 위한 대학의 지원 정책 및 활동 실적

        О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이 없었던 관계로 별도의 지원 정책 및 활동 실적 없음.

        О 2011.5.18 장애학생지원규정을 제정하고 2012.11.6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학칙에 

삽입하 음.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을 위한 시설 구비 실적(편의시설, 교육지원시설 등)

        О 2012년 9월 교내 교사 장애인 진입로 및 진입시설 설치 공사 완료

          • 본관, 기숙사, 관광관, 산학관, 지성관의 현관 장애인 진입로 설치

          • 본관 2층 화장실: 장애인 진입시설 설치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 부재

        О 장애인 시설 법적 요건 미충족 사항 존재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3.2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학생 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4.3.3 복지지원

대학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역량과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수립･시행

하여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대학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 현황

      학생들의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시행 실적

        О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

하고 양질의 학생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장학금, 각종 포상, 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정책을 마

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4.3.3-1] 2010~2012년 편의시설 설치현황

설치년도 설치장소 설치시설 수량 단위

2010 관광관 1층 잡카페 1 EA

2011 본관 2층, 본관 5층, 관광관 1층 휴게실 각 1 EA

2012 대운동장, 기숙사 파라솔 8 EA

2012 본관 식당, 기숙사 식당 식탁·의자 교체 각 1 EA

2012 본관 식당, 본관 5층, 기숙사 1층, 관광관 1층 DID알리미 각 1 EA

2012 본관, 기숙사, 관광관, 산학관, 지성관
장애인편의시설

(진입로, 점자블록)
각 5 EA

2012 본관
장애인편의시설

(화장실 진입시설)
1 EA

[표 4.3.3-2] 관련 규정 및 내용

규정 주요내용 담당부서

학칙 제67조(포상), 제68조(장학금)
사회봉사센터
학생지원처

학생상벌규정 제2조(포상), 제3조(구분)
사회봉사센터
학생지원처

학생증발급규정 제2조(학생증의 발급), 제5조(학생증의 사용기간) 학생지원처

장학금지급규정
제7조(장학금의 구분), 제8조(종류), 제18(지급방법), 제
23조(체육특기장학금), <별첨1> 내부장학금(종류/지급기
준)

학생지원처

근로장학생관리규정
제2조(대상), 제3조(근로기간), 제4조(근로시간), 제5조
(근로내용), 제6조(필요인원 결정), 제9조(지급금액)

학생지원처

취업지도규정
제2조(취업시기), 제5조(추천), 제7조(추천서발급), 제8조
(진로지도카드 작성)

학생지원처

기숙사규정
제2조(설치목적), 제4조(사생활동), 제13조(입사자격), 제
15조(사생의 선발), 제23조(장학금 지급)

기숙사



규정 주요내용 담당부서

청운학사사생규칙
제1조(목적), 제4조(사실배정), 제7조(출입), 제8조(식사), 
제11조(면회), 제12조(외박), 제13조(통신), 제22조(사생
장의 할 일), 제23조(층장의 할 일)

기숙사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3조(기능) 사회봉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2절 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

시설관리규정
제3조(정의), 제4조(업무관장), 제9조(사용대상 및 대여), 
제10조(사용신청 절차 및 허가)

행정지원처
(관리과)

      복지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

        О 학생 복지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함.

      학생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

        О 교내장학금은 2011년 1,132,236천원을, 2012년 1,075,095천원을 지급함.【등록금수입 2011년 

5,780,114천원, 2012년 5,495,000천원】(2012.11.19 기준)

[표 4.3.3-3] 2011~2012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장학금명

2011년도 2012년도

지급 감면 합계 지급 감면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내
부

FAMILY(가족) 14 4,200 1 300 15 4,500 15 4,500 4 1,200 19 5,700

간호과우수인재 0 0 0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장추천 0 0 0 0 0 0 0 0 0 0 0 0

공로 0 0 0 0 0 0 1 300 0 0 1 300

교직원복지 0 0 125 331,626 125 331,626 1 2,677 106 269,404 107 272,081

국가유공자자녀 0 0 16 24,179 16 24,179 0 0 30 42,911 30 42,911

군인자녀 1 811 1 811 2 1,622 0 0 0 0 0 0

근로 30 15 0 0 30 15,000 32 16,000 0 0 32 16,000

기타 0 0 0 0 0 0 2 1,999 8 4,999 10 6,998

대학추가지급 0 0 0 0 0 0 0 0 1 2 1 2

만학도 42 33,600 107 85,600 149 119,200 24 18,438 207 163,462 231 181,900

반값등록금대응투자 0 0 0 0 0 0 1 894 52 29,304 53 30,199

복지 33 16,025 0 0 33 16,025 19 8,619 5 1,956 24 10,575

산업체격려 2 2,000 3 5,570 5 7,570 2 2,000 3 5,511 5 7,511

산업체학비감면(강-1) 0 0 56 45,360 56 45,360 0 0 44 31,592 44 31,592

산업체학비감면(강-2) 0 0 79 62,173 79 62,173 0 0 55 38,720 55 38,720

산업체학비감면(사-1) 0 0 0 0 0 0 0 0 22 23,298 22 23,298

산업체학비감면(원-1) 0 0 32 34,592 32 34,592 0 0 15 14,715 15 14,715

산업체학비감면(원-2) 0 0 10 10,500 10 10,500 0 0 28 26,852 28 26,852

산업체학비감면(카-1) 0 0 0 0 0 0 0 0 10 9,890 10 9,890

산업체학비감면(품-1) 0 0 20 20,600 20 20,600 0 0 40 39,960 40 39,960

산업체학비감면(품-2) 0 0 16 16,000 16 16,000 0 0 16 15,536 16 15,536

신입생 성적우수 13 20,094 3 7,484 16 27,578 13 17,842 5 7,532 18 25,374

외국어우수인재 1 500 0 0 1 500 2 1,000 1 500 3 1,500

입학금면제 0 0 382 219,346 382 219,346 0 0 295 120,065 295 120,065

재입학 31 14,200 25 12,400 56 26,600 24 9,398 2 600 26 9,998

재학생 성적우수 1 200 164 82,833 165 83,033 0 0 165 89,900 165 89,900

재학생추천 1 100 0 0 1 100 0 0 0 0 0 0

지역인재육성 0 0 0 0 0 0 0 0 0 0 0 0

체육특기자 9 20,114 0 0 9 20,114 8 19,229 2 1,823 10 21,052

학생임원격려 110 40,417 2 5,600 112 46,017 89 28,300 0 0 89 28,300

합계 288 167,261 1,042 964,974 1,330 1,132,236 237 135,361 1,116 939,733 1,353 1,075,095

사
설

기부 0 0 0 0 0 0 2 1,000 0 0 6 3,500

풍문화재단 1 1,200 0 0 1 1,200 0 0 0 0 0 0

의용소방대자녀 1 1,072 0 0 1 1,072 1 1,072 0 0 1 1,072

태백시상공회의소 0 0 0 0 0 0 68 35,000 0 0 68 35,000



장학금명

2011년도 2012년도

지급 감면 합계 지급 감면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외
부

미래드림 12 27,100 13 28,800 25 55,900 0 0 0 0 0 0

저소득우수 2 5,000 21 41,820 23 46,820 0 0 0 0 0 0

희망드림 1 1,100 0 0 1 1,100 0 0 0 0 0 0

국가유공자자녀 0 0 15 21,449 15 21,449 0 0 27 34,710 27 34,710

국가(유형Ⅰ) 0 0 0 0 0 0 743 683,425 0 0 743 683,425

국가(유형Ⅱ) 0 0 0 0 0 0 991 480,900 0 0 991 480,900

전문대학우수 6 10,492 8 20,434 14 30,926 5 8,135 8 17,556 13 25,691

합계 423 245,964 57 112,503 480 358,467 2,235 1,455,731 108 95,858 2,343 1,551,589

총계 711 413,225 1,099 1,077,478 1,810 1,490,703 2,472 1,591,092 1,224 1,035,592 3,696 2,626,684

      외부장학금 유치를 위한 노력

        О 2001년부터 매년 태백시민향토장학금 2억원이상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 으며 2012년에

는 태백상공회의소장학금 3,500만원을 유치하여 지급하 음.

        [표 4.3.3-4] 2001~2012년도 주요 외부장학금 유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2011년 2012년

태백시민향토장학금 200,000 - 400,000 200,000/년 300,000

태백상공회의소장학금 - - - - 35,000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복지정책 수립 중

        О 복지 관련 의견수렴 실적 확보

          • 관련 회의록, 건의함 접수 및 해결 실적

        О 외부장학금 유치 노력에 관한 실적 부재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4.3.3 복지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학생 상담 평가 실적 보완

        О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관련 규정 보완

        О 복지정책 실적 보완



기준  5. 교원

세부기준  5.1 교원의 선발과 평가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책무 수행을 위해 자질을 갖춘 적정 수의 교원

을 유지한다. 또한 대학은 교육의 효과성을 비롯한 교원의 다양한 책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교원을 선발하며, 주기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한다.

5.1.1 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은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공정하

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

   1) 현황

      교원 신규채용방법

      О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

      О 신규채용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전공분야, 학위논문, 연구실적, 경력 등)

       • 2차 전형 : 강의평가(실기평가 병행)

       • 3차 전형 : 면접

      О 신규채용 평가 기준

      • 서류심사 : 학위,학위과정성적,연구실적,전공적합성,경력,학과발전계획서

      • 강의평가 : 전공관련분야 강의평가 및 실기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병행

      • 면접심사 : 태도/성장환경, 전문지식/표현력, 직업관/인생관, 발전가능성

      О 교원인사위원회 (7인) 구성

      • 위원장 : 교무처장

      • 위원 (6인) : 학생지원처장(문 길), 부석현(기획처장), 김강(관광정보과),

                    위상헌(호텔조리과),조경식(관광정보과), 신국철(카지노과)

      • 임기 : 1년 이내 중임

      • 위원위촉 방법 : 교무처장, 기획처장(당연직)외 총장지명5인으로 구성

     재임용

      О 교직원인사규정 제2장 승진임용 및 재임용 규정, 교원재임용 규정에 관련내용을 명시함.

      О 재임용 평가 기준 :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실적 등

      О 이의 신청 : 재임용탈락 사유에 해당될 경우 1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승진임용

      О 교직원인사규정 제2장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관련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명시하 으며, 업

적평가를 통해 승진임용 대상자를 확정함.

     상벌 및 해임

      О 교원의 징계

      • 교원징계규정을 두어 교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근신, 경고)

      • 교원징계위원회 :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듣고 판단하며, 

징계대상자는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О 교원의 해임

      • 해임 대상 : 계약 임기 만료 심의 후 재임용 탈락자,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

      • 임기 만료에 의한 해임 : 임기 만료 4개월 전 해당자에게 공지

       - 재임용 부적격 → 소명기회 → 인사위원회 → 이사회 심의 → 확정 → 개인통보

     • 징계에 의한 해임 : 징계요구 → 징계위원회 소집 → 본인통보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확정 → 본인통보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준수하여 시행하

고 있음

          - 교원인사 관련 소송 건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필요 

        О 인사위원회 제도 일부 개선 필요

         - 직급별, 계열별, 성별 안배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1.1 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1.2 교원의 확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실무적 자질을 

갖춘 적정한 수의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1)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О 교육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인재를 전임교수로 초빙하고 있음. 2012학년도 4월 

1일자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기준 51.7%, 재학생기준 57.4%로 교육과학기술

부 요구 수준인 50%를 상회함.

      О 강원관광대학 재학생 1,182명에 대한 교원 법정정원 기준은 54명이며, 현재31명의 교원을 확보

하여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57.4%로 50% 이상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임교원 확보율 유지를 위한 노력

      О 교수확보 계획에 따라 향후 교원확보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О 향후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향후 교원확보율은 증가할 전망임.

   전체교원확보율 유지 및 교육 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전임

교수로 초빙하고 있으며, 초빙교수와 겸임교수의 확충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현재 강원관광대학 

전체교원 확보율은 93.3%에 달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재학생 1,320명에 대한 교원 법정정원 기준은 60명이며, 현재 31명의 교원을 확보하여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51.7% 로서 50% 이상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О 전체교원확보율 93.3%에 달하고 있으며, 편제정원기준 전체교원 확보율은

         2011년 4.1기준 50.8%보다 증가하 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1.2 교원의 확보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1.3 교원평가

대학은 교육의 효과성을 비롯한 교원의 다양한 책무 이행(직업교육활동: 현장실습지도, 기술

지도, 기술개발, 취업지도, 산학협력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원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1) 현황

    교원평가 항목 및 절차

      О 교직원인사규정 제2장 및 교수업적평가세부규정에서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 및 업적평가를 실시

하여 재임용 및 승진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함.

    연구실적 및 업적 평가

      О 평가 시기 및 평가방법

      • 평가시기 : 재임용 및 승진심사 대상시 실시

      • 평가방법 : 연구실적(내,외부)심사위원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

       - 1차(연구실적심사위원) : 제출받은 연구실적 목록과 연구실적물을 내․외부 연구실적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에 제출

      - 2차(교수업적평가위원회) : 연구실적심사위원의 연구실적평가 결과와 연구업적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평가를 실시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세부시행 지침에 따라 승진, 재임용에서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평가, 업

적평가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О 교원의 연구업적평가제와 강의평가 및 근무평가의 다면화 평가를 도입하고, 이러한 평가자료

는 교원 근무평정 규정에 따라 승진, 재임용 및 성과급지급등 인사관리 전반에 반 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1.3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은 담당교과와 관련된 학위를 소지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로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1) 현황

     겸임 및 초빙교원 위촉 기준

      О 현장실무 경험 위주의 교과목 담당 및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연구기관, 공

공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의 유경험자를 임용

      • 겸임교원 :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현직자

      • 초빙교원 :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임용 절차 (법인정관 제6장 제45조 3항에 의거 총장이 임용)

      • 임용지원대상자 종합→ 평가실시 → 대상자확정 → 인사위원회 심의 → 임용보고

     시간강사 위촉 기준

      О 강원관광대학 시간강사 위촉규정에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를 규정함.

      О 시간강사 위촉규정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

도 사계의 권위자로 인정되거나 담당과목의 교육 및 연구경험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학과장

의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

      О위촉 절차 (시간강사 위촉규정 제4조)

       • 매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해당 학과장의 강사임용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비전임 교원 위촉 규정이 있고, 평가표에 학력, 실무경력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О 평가기준표는 있으나 시행시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 실적 없음.

       - 평가 기준표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Y) (C) (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정년보장위원회)

        О 비전임교원 채용 방법 및 절차 보완



세부기준  5.2 교원의 역량계발 및 복지

[세부기준] 대학은 교원의 책무 수행과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급

여와 복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며, 교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5.2.1 교원 역량 계발 정책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연구년

(연구학기), 산업체 연수학기, 교환교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현황

    교수연구 

      О 매 학기별 교수연구일을 운 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산업체 연수를 비롯한 교원 연수 관련 규정 없음

       - 대상자 선발 기준 없음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  실적 없음

      - 교수개별 연수 및 학회 참여 실적은 있으나 학교의 재정적 지원 없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2.1 교원역량계발 정책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유능한 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비전임 교원을 포

함한 교원의 급여와 복지는 적절하다.

   1) 현황

    교원 급여

        О 교원의 급여는 강원관광대학 교직원보수규정 제2장에 의하여 공무원 봉급규정을 준용함.

    교원의 복지제도

        О 교원의 복지로 자녀학비보조, 학자금지원, 연구비지급, 교원연수 지원 및 교수연구일 운 , 체

육시설(골프장,헬스장 등) 무료운  등이 있음.

    전임교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인건비 비율이 2011년 등록금 대비 35.1%로 인증원의 평가기준인 30.4% 

이상을 충족함.

      교원 급여 및 후생복지 관련 규정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조기준 중심임.

      - 교직원 복리후생 규정 제정 필요

      - 후생복지 관련 실적 관리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교원 연수 관련 규정 제정

        О 교원 역량 계발 정책 수립

        О 인건비율 재점검

        О 교원의 복리후생 규정 제정



세부기준  5.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세부기준] 대학의 교원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교원

은 학술연구, 기술개발, 예술창작 등을 통해 효과인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발전시키며, 대학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3.1 교육활동

교원은 적정한 수업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의계획서, 실험실습지시서 등을 개발･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지침

       교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 학생지도 등의 보장을 위해 교원의 책임시간 및 강의시간 제한을 학칙

과 지침을 제정하여 직책에 따라 운 하고 있음.

        О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 을 위해 학칙과 업무절차서(교수학습계획서)를 제정하여 규정과 절차

에 의해 교원들은 매학기 20일 전까지 교수-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이전까지 학생들

에게 강의계획서 및 강의 시간표를 제공 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주당 수업시간 평균 : 13 시간으로 미 충족함.

          - 규정의 기준시간 9시간이나 개인 수업시간 기준 26시간, 최저 6시간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기준이 직책에 따라 상이함.

        О 교원강의 시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О 강의계획서 및 실험실습지시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학생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음.

         - 강의계획서 및 실험실습지시서 개발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을 통한 공개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3.1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요소를 미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3.2 교원연구실적

교원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전공분야 성격에 적합한 학술연구･기술개발･예술

창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 현황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연구논문 및 전체(저역서포함)실적은 다음과 같음.

      О 2011년 : 0.1(전체2.6)

      О 2012년 : 0.2(전체6.6)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 실적은 0.2편(전체 5.6건)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교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이 없고, 연구실적을 위한 계획이 없음.

      О 연구활동지원 관련 규정 제정 필요.

      О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3.2 교원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5.3.3 연구․개발지원

대학은 교원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

   1) 현황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О 교원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근무평가와 업적평가에 반

        (재임용 및 승진자료 활용)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교수 연구개발 지원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О 규정 및 지침 보완 필요 

      연구개발 지원실적과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한 보상실적 없음.

      О 학교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필요.

      О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5.3.3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강의계획서 및 실험실습서 보완 및 관리

        О 강의계획서 공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

        О 교원 연구실적 점검

        О 연구실적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 개발

        О 교원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적 및 보상 설계



기준  6. 도서관 및 정보자원

세부기준  6.1 도서관 및 정보자원 지원체제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이 제공하는 학위 수준에 적합하고,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연구

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

6.1.1 전담인력의 전문성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을 확보

하고 있다.

   1) 현황

      현황 기술

        О 도서관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육, 연구,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서 및 기

록류, 기타 학술연구와 교육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О 전산실은 도서관의 정보지원과 학생 및 행정지원 활동을 위하여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

하고 있음.

        О 행정조직으로 정보지원센터내에 도서관과 전산소로 구성되어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 전산실의 운 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구축이 되어있으며, 운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전산운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전산실 핵심 역인 서버관리, 네트워크관리, 학사프로그램개발을 자체 운 하고 있어 인적보

안과 경비절감에 유리하지만, 기타 업무와 함께 병행하므로 상황에 따라 특정 업무에 소홀해

지거나 취약해질 수 있음.

 [표 6.1.1-1] 정보지원센터 도서관 조직도

총장

정보지원센터장

도서관운 위원회

도서관

사서 1인



 [표 6.1.1-2] 정보지원센터 전산실 조직도

정보지원센터장

(정보보안총괄책임자)

전산관리

남상기

서버관리

네트워크관리

전산행정

정보보안

학사업무지원/개발

정보지원센터장(위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행정지원처장

전산개발/지원

경도현

웹사이트관리

문서관리

학사업무지원/개발

      전담인력 및 자격증 소유 현황

        О 도서관은 정규직 사서 1인으로 정사서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О 전산실은 전담인력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격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표 6.1.1-3] 정보지원센터 인력 및 자격증 현황

직  잭 성  명 주요업무 관련 자격증

정보지원센터장 김  강 총괄

도서관 직원 박대
수서업무/자료정리/대출반납

연속간행물/참고봉사
정사서 2급

전산실

직원 남상기 전산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직원 경도현 전산
정보처리기사, SCJP, 

리눅스마스터2급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도서관은 정사서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음.



          • 재학생 1,182명의 대학규모를 고려할 때 정사서 1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업무보조 등 상

시 업무 지원 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므로 업무보조(조교) 인력 필요

        О 전산실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격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6.1.1 전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학은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안정된 운 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

다.

   1) 현황

      도서관 재정지원 현황

        О 도서관 개관이후 자료의 질적, 양적 증가를 위하여 꾸준히 재정지원을 하 으며 2011년부터는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지속

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표 6.1.2-1] 도서관 재정지원 현황

주 요 사 업 내     용 2011결산(원) 2012예산(원)

자 료 구 입
단행본,연속간행물

전자자료,학술DB
 30,494,300  38,700,000

정보화 개선
도서관시스템(SA3000) 유지보수

정보검색실 PC본체 구입

  1,500,000

  7,840,000

  1,500,000

 

도서관환경개선

도서관 휴게실 개관

도서관 싸인시스템 정비

도서관 리모델링(문,커튼,바닥 )

열람실 확장

  1,710,000

  7,370,000

  4,200,000

   890,000

  4,300,000

도서관서비스

도서관 리플릿 제작

이용자 교육

시험기간 이벤트

다독자 시상

독서의 달 행사

    350,000    3,000,000

합    계   49,264,300   52,590,000

        О 부속기관인 정보지원센터 내에 전산실을 두고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 보안강화, 각부서 

업무지원 및 학사시스템 운 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전산실은 서버실을 따로 구성하여 19기의 메인장비를 기반으로 아래 표와 같은 각종 서비스

를 운 하고 있음.



[표 6.1.2-2] 전산실 정보자산 서비스 운 현황

서비스 종류별 분류 내용

백본 및 방화벽, IPS, SIMS 원활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스토리지, DB서버 각종 전산자료 저장

인터넷인증중계 인터넷 증명발급을 위한 중계

전자도서관 도서관 관리 및 홈페이지

EMail Server / SPAM Server 이메일 / 스팸필터링

Report Server 각종 출력물 중계 서비스

WEB/WAS Server 대학 인트라넷, 홈페이지 서비스

학생처 취업정보 취업포탈 서비스

DNS 1,2차서버 도메인네임 서버

입시관리, 내PC지키미, Policy 

Center
보안관리 및 기타

          • 서버실의 각종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타 대학의 정보자원관련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6.1.2-3] 전산실 재정지원 현황

(단위: 천원)

분류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비고

소프트웨어 6,708 60,403

하드웨어 14,569 2,805

유지보수 15,444 13,923

계 36,721 77,131

        О 2012년 상반기 도서관 리모델링 및 전용휴게실 설치, 열람실 확장으로 환경개선에 충분히 지

원하 음.

        О 정보검색실의 노후 검퓨터 일부를 교체하여 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 음.

        О 도서관 홍보, 행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 함.

          •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 빵( 조리과 지원)

          • 행사 진행 안내, 알림판 등 일부 자체 제작

        О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 2011학년도 결산 자료구입비는 30,494,300원으로 1인당 자료구입비는(재학생수:1,160명) 26,200

원 이고, 2012학년도 예산 자료 구입비는 38,700,000원으로 1인당 자료 구입비는(재학생

수:1,182명) 32,700원임.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관서비스, 정보화개선, 자료구입 분야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당 

자료구입비는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충족하고 있고, 2012년도 도서

구입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실적관리가 필요함.

        О 정보자원 서비스 재정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구성 조직 및 업무분장 구체화

        О 2012년 도서구입비 실적 관리



세부기준  6.2 도서관 및 정보자원 서비스 개선

[세부기준] 대학은 도서관 및 정보자원의 안정된 운 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운
하며, 도서관 및 정보자원 시설과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6.2.1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계획 및 운

대학은 도서관 및 정보자원의 안정된 운 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운 하고 있다.

   1) 현황

      도서관 및 정보자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운 하고 있음.

        О 도서관은 개관 이후 다양한 장서의 구비, 장서량의 증가 및 전공관련 자료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1년도부터는 도서관의 환경개선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다가

가는 도서관 활동에 중점을 두며 업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О 도서관은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안정된 운 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 할 계획임.

[표 6.2.1-1] 2012년도 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일정 예산(원) 시행

자료구입

• 단행본구입

• 정기간행불 구독

• 국내학회지 WEB DB 구입

 6월, 11월

 9월

 4월

 30,000,000

  5,000,000

  3,700,000

추진중

완료

완료

환경개선

• 싸인시스템 정비

• 도서관 전용 휴게실 설치

• 자유열람실 확장 및 정비

• 도서관 리모델링(바닥,문,커튼)

 3월

 3월

 2월

 2~3월

 18,470,000 완료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 이용자교육

• 시험기간 격려 행사

• 독서의 달 행사

 3월

 시험기간

 9월

  3,000,000 완료

정  보

서비스

• 정보검색실 컴퓨터 본체 교체

• 도서관시스템(SA3000) 유지보수

 1~2월

 10 월

 7,840,000

 1,500,000

완료

완료

합  계  69,510,000



 [표 6.2.1-2] 도서관 연차별 발전계획 (2012~2016)

년 도 목표 세부계획 (중점과제) 비고

2012년 다가가는 도서관

• 도서관 환경개선 

•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 실시

• 이용자교육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2013년 찾아오는 도서관

• 다양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실시

• 다양한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실시

• 전자자료 도입(e-북, 전자잡지 등)

2014년 스마트도서관
• 스마트 도서관 추진 및 구축

• 비도서자료의 정리 및 이용 활성화

2015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 지역사회와 협약을 통한 개방 및 서비스 

  실시

2016년
전문지식정보

도서관

• 학과관련 전문서적의 내실화 추구

• 전문 주제분야 비도서 및 전자자료의 확충

      정보자원 서비스 계획 및 운

        О 운  목표

          • 각종 전산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해 연간 추진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운  및 개선함.

        О 운  특징

          •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홈페이지 구축과 PC유지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이 자체 운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서버나 기타 문제 발생 시 자체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음.

        О 연간 추진계획

          • 연간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2학년도인 현재 대부분의 계획을 적용

시키고 스마트캠퍼스와 학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진행 중인 상태임.

 [표 6.2.1-3] 전산실 사업운  계획

년도 개선시기 계획 목표

2012

상반기

▪ 스마트캠퍼스를 위한 학사지원 모바일 프로그램 1차 개발

 - 수강신청, 성적조회, 시간표조회, 식당메뉴조회, 기숙사신

청, 학적정보조회, 강의평가, 취업공지게시, 대학웹서비스

기본적

서비스 

개선

2/4분기 ▪ 인트라넷 강의평가프로그램 개발 및 운

2/4분기 ▪ 각종 학생민원 증명발급지원 리포트서버 재구축

3/4분기 ▪ 메일서버 재구축 및 활용도 개선

하반기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학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2.3.1에도 해당)



년도 개선시기 계획 목표

2013

2012

~

2013

점진적

개선

▪ 각부서 및 실습실 PC환경개선

 (실습실은 8번 물적자원에 해당)

  - 1인당 PC수량 및 사양 개선

  - Windows XP PC 사용현황 최종점검 및 교체

추가적

서비스 

개선

1/4분기

▪ 홈페이지 개선

  -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식별기능 개선

  - 신규 학과 홈페이지 개설, 기존 학과 홈페이지 업데이트

상반기
▪ 수업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평가프로그램 개선

▪ 서버실 CCTV설치

하반기

▪ 스마트캠퍼스를 위한 학사지원 모바일 프로그램 2차 개발

  - 도서검색관련 도서관기능 및 추가학사지원

▪ 네트워크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스위치 구축

2014

상반기
▪ 입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효율적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를 위한 싱글사인온(SSO) 구축

하반기
▪ 학사시스템의 학생, 장학 기능 추가개발

▪ 개인PC단위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구축

2015

상반기
▪ 학사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적 운

효율적

이고

안정된 

운

▪ 학사지원 모바일 프로그램의 효율과 안정적 운

하반기

▪ 만족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서비스 개선

  - 속도, 보안, 안정

  - 방화벽, 백본 등 점검 및 교체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도서관에서는 2012년 연중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О 도서관환경 개선은 계획대로 시행이 완료 되었으며, 도서관서비스 분야는 2012년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신설하여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 으며, 자료구입은 진행중에 있음.(2012년 12

월 완료 예정)

        О 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임.

        О 도서관 및 정보자원의 연차별 발전계획은 세부발전계획 및 예산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6.2.1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계획 및 운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6.2.2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대학은 도서관 및 정보자원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

고 있다.

   1) 현황

      도서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О 정보지원센터규정 제2장 제31조에 서비스 평가에 관한 주기적 평가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О 도서관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도 10월 대학전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서관 항목이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함.

        О 도서관 자체 만족도 조사를 2012년 3월에 실시하여 도서관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여 2012년 도서관 운 에 반 함.

      도서관 평가 및 실적

        О 2011년도 대학전체 서비스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 조사목적

           - 교육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불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방안 도출.

           -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개선과 대외경쟁력 확보.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 대상자 : 전교생

          • 조사자료 분석 : SPSS PC+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 분석

          • 평가항목: 도서관시설, 도서관장서, 컴퓨터시설

        О 서비스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실적

          • 도서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휴게실 설치, 열람실 확장, 도서관 리모델링 등 다양

한 환경개선 실시.

          • 도서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으로 꾸준한 장서의 확충이 요구되어 도서구입 예산편

성 후 장서확충을 진행하고 있음.

          • 대학 전체 컴퓨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정보검색실의 일부 노후 컴퓨터를 교체함.

        О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도서관 자체 설문 조사)

          • 조사목적

           - 도서관 이용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조사



          • 조사방법 :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 수거 : 300부)

          • 조사기간 : 2012. 3월

          • 내용 :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항

        О 분석 및 실적

          • 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자료실이용(자료열람,대출) 부분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자

료의 량과 질을 높이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 시행중임.

          • 신입생의 학생증 발급 전 임시 도서대출방법에 대한 의견은 주민등록증으로 인증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기존에 시행하던 임시대출증 발급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증하여 

대출을 실시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나와 차후년도에도 

현행대로 시행할 계획임.

          • 도서관 행사에 대한 항목은 화감상, 시험기간 격려행사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왔으나, 

화감상 작품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시험기간 격려행사와 독

서의 달 이벤트를 실시함.

      전산실에 해당하는 정보자원 서비스는 대학의 전체구성원에 대해 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

과 관련되어 민감한 원시자료를 다루는 곳이므로 통상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어 교

수, 직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음.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도서관에서는 정보지원센터규정 제2장 제31조에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

운 에 반 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도서관운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만족

도 조사결과를 평가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차후년도 운 계획 및 예산에 반 하도록 보완이 

요구 됨.

        О 도서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대학에서 실시한 2011년 10월 ‘재학생 고객 만족도 

조사’ 와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2년 3월 ‘도서관 교육 및 서비스 설문조사’의 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 계획에 반 하고 있음.

           О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평가 및 개선 실적 보완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6.2.2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평가 및 개선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정보자원분야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О 연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방안 수립

        О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및 피드백 실적 보완



기준  7. 경  및 재정

세부기준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세부기준] 총장 및 보직자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학발전 및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합

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7.1.1 대학의 조직과 운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정관, 학칙, 규정 등에 총장 및 

보직자, 교수, 직원 등의 권한,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

고 있다.

   1) 현황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О 우리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처 및 7개 지원시

설, 5개 연구시설, 4개 부속시설, 1개 산학협력단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음.

      대학은 총장 및 보직자, 교수, 직원, 학생등의 권한체계, 책임범위, 역할분담 등에 대한 규정류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О 학교법인 설립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과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강원관광대학교 학칙,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이 있음.

        О 우리대학은 학교법인이 관장하는 법인 정관, 법인 교직원인사규정, 법인 재무회계규정과 대학

에서 관장하는 학칙, 일반행정, 교무행정, 학생행정, 위원회,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연구소, 

산학협력단등의 권한체계, 책임범위, 역할분담등에 대한 정의된 규정을 갖추고 있음.

        О 규정을 변경할때에는 규정류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해당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해당부서

에서 입안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정류를 변경하고 있음.

          • 대학 학칙, 중장기발전계획, 예결산등은 대학평의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О 업무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부

서별 업무분장과 행정업무편람에 각 업무별 직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전체 결재라인

은 담당→과장→처장→총장의 4단계 결재가 원칙이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통하여 부서장에게 결재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О 행정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각 업무별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이 

요구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위임전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위임전결 규정을 미준수 하고 있는 실정임.

        О 직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1.1 대학의 조직과 운 의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1.2 리더십

대학의 총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운 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과 

공유하며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총장의 대학운 의 비전 제시

        О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

          • 강원관광대학교는 직역 착형 관광산업 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으로써 강원남부지역의 대표 직

업교육 전문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VISION2020을 수립하여 대학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비전

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발전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총장의 비전달성을 위한 실행 노력

        О 총장의 대학운 을 위한 단기발전계획 수립

          • 2010년 12월 취임한 총장은 그동안 관선총장체제로의 운 으로 대학발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던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여 VISION 2020의 성공적 실천 및 관광산업 인력양성 특성화대

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교무위원회와 함께 대학운 의 새로운 비전(미션) 제시를 위해 

단기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함.

          • 2010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학재정 컨설팅에 결과에 의한 발전계획과 2011년 3월 

외부 컨설팅 전문 업체를 통한 대학 발전계획의 추진사업 계획을 도출하고 행/재정상의 문제

점을 검토하여 구성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대학 전체교직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대학운 의 단기발전계획과을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할 

예정임.

          • 대학 발전계획은 사명달성과 부합되어야 하므로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전

략과 전략 실천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VISION 2020에 반 할 계획임.

          • 추후 VISION 2020을 확정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후 의견수렴을 통한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이사회에 보고후 정식 승인을 득할 예정임.

      구성원간의 비전공유를 위한 총장의 노력과 방법

        О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 대학의 현상 진단을 통한 대학발전계획의 개

정 필요성을 전 구성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기초 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VISION 2020

의 1차 세부전략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음.

          • 1차 제시된 VISION의 세부추진 과제에 대하여 각 부서 및 학과별로 관련 분분야에 대한 의

견을 반 하여 추후 2차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이후 내부 구성원의 취합 의견과 산업체, 학생들의 의견을 반 한 최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О 비전 공유를 위하여 대학사명선언문과 윤리강령을 선포(2012.2.8)함과 아울러 액자화 하여 부

서 및 학과사무실에 부착함으로써 항시 인지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인쇄물(대학요람, 행정업

무편람, 대학소식지, 대학생활안내등), 홈페이지 배너, 대학내 각종행사, 공문서등에 비전 삽입

등을 통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О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관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2012.6.1)함으로서 고등직업교

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구체적인 비전 제시

          • 총장의 비전달성을 위한 대학사명선언문과 비전2020을 구성원과 같이 선포는 하 으나, 대학

의 사명과 연관된 교육목표는 미 공표된 상태임.

          • 비전달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투자계획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구성원들과 강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О 비전 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있음.

        О 대학평가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표관리T/F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1.2 리더십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1.3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 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 현황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О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품

질을 개선 및 제공하기 위해 행정부서의 조직 운 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각종위원회에 산업체 및 외부인사 참여를 활성

화하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인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

은 행정부서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 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총장에게 보고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О 학칙개정, 예결산등 대학운 의 중요한 사항등은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하여 실시하

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 상정건은 법인 이사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

과서등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하고 있음.

        О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운 위원회를 운 하고 있음.

      대학의 정책결정 및 운 은 대학의 각종 위원회 및 부서의견, 교무위원회의를 통하여 협의됨.

        О 교원인사와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업적평가위원회등을 운 하고 있으며, 대학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운 하고 있음.

        О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진행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행정부서 및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책임행정과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임전결

규정 개정 및 제도 시행이 필요함.

      대학에서 운 되고 있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가 연계되는 위원회의 통합과 추가적인 신

설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신설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



[표 7.1.3-1] 대학 제위원회 현황

부 서 위 원 회 현 황 비  고

교무처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교육과정운 위원회, 명예교수추대위원회

교직과정운 위원회, 학생성적평가위원회, 졸업사정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기초및연구실적(전공)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무시험검정심사위원회, 합동심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논문집편집위원회

20

학생지원처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위원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3

기획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4

행정지원처

등록금심의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재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제정심의위원회,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시설관리위원회

6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운 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창업보육센터심사위원회, 창업보육센터운 위원회

창업보육센터기술경 지도위원회

6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각 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의견을 제시하며, 공정한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함.

        О 대학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회의등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임.

        О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및 신설등 재정비가 필요함.

        О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 연계성과 시차가 맞도록 개최가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1.3 대학의 의사결정과정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위임전결규정 및 실적 보완

        О 직무 프로세스 보완

        О 비전 2020수립시 의견수렴과정 확보

        О 비전 공유 활동 및 실적 보완

        О 회의 및 관련 증빙 연계성 확보



세부기준  7.2 직원

[세부기준]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자질을 갖춘 직원을 적정하게 고용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유지하며,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춘다.

7.2.1 직원 규모의 적정성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며, 배치하고 있다.

   1) 현황

 직원 수의 적정성

        О 강원관광대학 행정부서의 직급별, 급수별 직원현황은 이상적인 피라미드 모형의 구조를 가지

고 있음.

        О 직원의 연령분포도는 31-39세 29.03%, 40-49세 2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가 전체의 

58.06%를 차지하고 평균 근무년수가 9년으로 업무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업무의 능률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О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

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겸무/겸직을 활용하여 큰 대학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자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소규모 대학에서 효율적임.

  2012년 4월 현재 강원관광대학교의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2.1-1] 직원 구성 현황(2012.4.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직원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고용직) 조교

정원 37 19 4 14

현원 31 13 1 7 3 7

비율 83.78 68.42 25 50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의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2.1-2] 행정부서 직급별 직원 현황(계약직 포함, 2012.4.1기준)               단위 : 명

구분 부서명 과장 계장 직원 조교 계 비고

대학본부

교무처 3 1 4

기획처 1 2 2 5

행정지원처 5  7 12

학생지원처 1 1

산학협력단 1 1

부속기관 3 1 4

학과 4 4

소계 1 15 8 7 31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의 급수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2.1-3] 행정부서 급수별 직원 현황(계약직 포함, 2012.4.1기준)                단위 : 명

구분 부서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
급 계약직 조교 계 비고

대학

본부

교무처 2 1 1 4

기획처 1 2 2 5

행정지원처 2 3 3 2 2 12

학생지원처 1 1

산학협력단 1 1

부속기관 2 1 1 4

학과 4 4

소계 0 0 1 9 6 3 2 3 7 31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의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7.2.1-4] 행정부서 연령별 직원 현황(계약직 포함)                          단위 : 명

구분 30세이하 31~39세 40~49세 50~59세 계 비고

인원 6 9 9 7 31

소계 19.36 29.03 29.03 22.58 100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강원관광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교수의 연구 지원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표

7.2.1-5]과 같이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표 7.2.1-5] 학생1인당 학생/교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학

생

수

전
임
교
원
수

직원 직원1인당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고용직)
조교 계 학생수

전임

교원수

2011 1,160 30 14 1 7 3 2 27 42.96 1.11

2012 1,182 31 13 1 7 3 7 31 38.12 1

    

      О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재학생 대비 강원도권 사립대학의 직원 1인당 평균학생수는 42.96명, 교원

수는 1.11명임.  강원관광대학 결과는 직원 1인당 대비 학생 수와 교원수는 각각 38.12명, 1명임.

      О 하지만 2011에 비해서 학생수는 약 4.84명, 교원수는 0.11명 상향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증원에

서 제시한 기준 (73.1명 이하)을 충족하고 있음.

3)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2.2 인사제도의 합리성

대학은 직원의 채용, 업무분장, 인사평가, 징계 등의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직원의 채용, 업무분장,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에 합리적인 인사규정

        О 직원 인사관련 규정

• 강원관광대학에서는 직원 신규채용 시 ‘학교법인 교직원 인사규정‘ 및 ’대학 직원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공개경쟁채용방식에‘의해 공고문(대학홈페이지, 채용공고 전문 사이트

(노동부, 아이잡강원 등)에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 서류 심사, 면접저형을 거쳐 신규 임용자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대학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근거하여 업

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또한 직원인사규정 및 업무분장

은 필요시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직원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임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

함.

[표 7.2.2-1] 법인정관(제91조 임용, 제71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제9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 91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
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 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

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

어야 한다.

<중략>

제 71 조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직원인사위원회

를둔다.

<중략>

제 96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표 7.2.2-2] 법인 교직원 인사규정 (제2조 목적, 제23조 신규임용, 제27조 (승진방법 및 소요년수)

제 2 조 (목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

원 정관에 준하여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 23 조 (신규채용) . 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 또는 전형을 원칙

으로 하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경력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급을 정한다.

. 일반직원은 9급 1호봉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난이성, 책임정도에 따

라 상위 직급에 임명 할 수 있다.

<중략>

제 27 조 (승진방법 및 소요년수) ①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점, 경력평점 기

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상위직 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

여 임용하며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승진임용은 직급별 최저 근무년수를 아래와 같이 

소요해야 한다.

 1. 일반직 및 기술직

        

직 급 별 소요년수 비 고
9급 - 8급 2  년
8급 - 7급 3  년
7급 - 6급 4  년
6급 - 5급 5  년

   2. 기능직

        

직 급 별 소요년수 비 고
10급 - 9급 3   년
9급 - 8급 4   년
8급 - 7급 5   년

   ② 전 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및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다.



[표 7.2.2-3] 직원근무성적평정규정 (제1조 목적, 제4조 평정원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직원의 인사에 필

요한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게 실행하기 위한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 4 조 (평정원칙) 근무성적의 평정은 직원의 근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를 평정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칙에 의한다.

  1. 직종별, 직위별로 올바른 평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평정한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3.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О 직원채용과정

• 직원의 신규 채용 과정은 법인 정관/법인 교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

루어지고 있음.

[표 7.2.2-4] 직원 채용 절차 

직원 임용 

계획(안) 

수립

→
임용계획

보고
→

임용계획승인

(총장)
→

모집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실시

↓

후속조치 ←
임용보고

(법인)
←

계약직원의 

임용 발령
←

직원인사위

원회심의
←

신규임용자 

최종 확정

  О 직원의 업무분장

• 행정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업무에 대하여 ‘대학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근거

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가시화하고, 업무별 담당자를 기술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개편과 같이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재조정이 시행됨.

[표 7.2.2-5] 직원 업무분장 절차

업무분장 

사유발생

(소관업무부

서 등)

→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입안요청

→

규정 담당부서 

검토 및 위원회 

심의요청

→
교무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및 

공포․시행



      직원 인사규정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선하기 위한노력

        О 교직원인사관련 규정은 1996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9회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2008년 

8월 19일에 직원근무평정규정을 제정하여 근무평정을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좀 더 합리적인 인사 절차를 위해 개선하여 적용시키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강원관광대학은 합리적인 인사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О 직원에 대한 임용절차에서부터 임용한 이후 제반 임면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О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가 직원인사규정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О 직원근무평정규정이나 업무분장이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특정 평가자의 성향이나 

일시적 환경 등한 평가오차를 최소화하는 인사시스템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О 직원 인사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 이력 업무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2.2 인사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 계발

강원관광대학은 직원에게 적정한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갖추어 준수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의 적절성

        О 직원 급여 현황

• 2011년 직원의 총 급여액은 1,020,100천원이었으며, 등록금 수입 대비 17.64%로 조사되었음.

[표 7.2.3-1]  2010년∼2011년 직원 급여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0학년도
(2010.3∼2011.2)

2011학년도
(2011.3∼2012.2)

직원수 인건비 직원수 인건비

직원(정규직) 24 907,030 22 932,674

직원(계약직) 2 4,672 3 60,709

조교 3 26,717

용역직

인건비 합계 26 911,702 28 1,020,100

등록금수입 5,277,222 5,780,114

등록금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17.27% 17.64%

※ 법정부담금 포함 금액

      직원의 복지 현황

        О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로서 명절 선물 지급, 휴일근무 수당지급, 자녀 학비 지원, 자개발비등이 

있으며, 직원의 정년퇴임 시 선물 증정 등이 있음.

О 또한 교직원의 자기개발 시간을 위해 하계 방학기간동안 단축근무시행 및 유급휴가를 실시하

고 있음.

О 교직원 복무규정은 교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 그리고 근무태도와 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 규정함.

О 직원 대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 연수 지원.(직원의 연수 참여 

현황)



[표 7.2.3-2] 2011년 직원 교육 참여 현황

구분 부서명 인원수 교육일수 교육시간
인당평균

교육시간
비고

자체교육 전체 57 2 171 3

외부교육

교무처 3 13 58 19

기획처 3 26 82 27.3

행정지원처 12 4 18 1.5

학생지원처 1 7 17 17

산학협력단 1

부속기관 4 10 101 25.2

소계 24 50 276 11.5

      ※인원수 : 2012.4.1기준(조교제외)

      ※교육실적은 2011학년도 기준임.

       О 교직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smart phone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원(전임․초빙) 및 직원(조교포함)

• 지원기종 : 스마트폰(아이폰 또는 갤럭시폰, 아이패드 2 중 선택)

• 지원금액 :  5,200,000 원(지원대상자 교직원 26대 지원)

• 지원재원 : 복리후생비

[표 7.2.3-3] 교직원 smart phone 구입비 지원(복리후생)                         (단위:원)

구분 인원 금액 비고

아이패드2 19 3,800,000

스마트폰 8 1,600,000

합계 27 5,400,000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이 2010학년도는 17.27% 2011학년도는 17.64%로 인증원이 제시한 

11.0% 이상을 충족함.

        О 직원의 복지, 교육연수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충족(Y) 보완(C) 미충족(N)

○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강원관광대학은 등록금 대비 직원인건비 비율이 2010학년도는 17.27% 2011학년도는 17.64%로 인

증원에서 제시한 기준 11.0%이상을 충족함.

        О 인증원이 제시한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계발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채용 규정 제정 및 규정 이력관리

        О 교직원 량개발관련 규정 제정 및 실적 보완



세부기준  7.3 재정계획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근거한 재정운 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7.3.1 재정운 계획 수립

대학은 재원의 효율적 운 을 위한 재정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운 계획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 하고 있다.

   1) 현황

      장기 재정운 계획은 대학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단기재정 운 계획을 1년 단위

로 수정 보완해서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음.

        О 재정운용계획과 대학발전계획의 연계는 2012학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됨.

        О  단기 재정운 계획(자금예산)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О 정기예금을 예치할 자금운 기점을 고려하여 단기(3~4개월) 장기(1년 또는 1년이상) 이상으로 

구분 예치기간과 금액을 정하고 있음.

        О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정정규모 유지하는 노력의 결과로 매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증가 추

세임.

[표 7.3.1-1] 연도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9학년 2010학년 2011학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1.624.431 22.299.677 4070.646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발전계획에서 세부추진목표와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 함.

        О 대학의 사명과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 하기 위하여 학생을 위한 지출에는 자금배분을 확대하

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 왔음.

[표 7.3.1-2] 연도별 학생경비 비중 확대 현황(교비회계자금계산서)

구분 2009 2010 2011

등록금 수입 4.996.121 5.277.221 5.780.114

학 생 경 비 862.922 1.139.068 1.098.049

구성비(%) 17.2% 21.5% 19%



충족(Y) 보완(C) 미충족(N)

○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장기 재정운 계획 수립은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나 발전계획 미확정에 다른 

재정 계획이 부재임.

        О 단기계획의 일환인 자금예산제도는 공익기관 수준으로 관리됨.

        О 자금 배분 측면에서도 학생지원경비를 확대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3.1 재정운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지 못함.

      판단



7.3.2 예산계획의 합리성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계획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대학정보공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예산계획의 변경 시에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구성원들에게 공표하

고 있다.

   1) 현황

      예산계획은 해당년도 교육목표와 구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О 2011학년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생활관(기숙사),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반 하여 편성

함.

        О 2012학년도 예산편성은 대학발전계획상의 재정운 계획에 근거하여 2011학년도 예산과 연계편

성 함으로 교육목표가 보다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음.

        О 2012학년도 본예산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음.

          • 본예산 편성(예산편성지침)

          • 2012학년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

          • 2012학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내용

[표 7.3.2-1] 2012년 본 예산편성 기본방향

□ 정부시책을 반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예산 편성

□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우선 편성

□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의 억제 

□ 다른 계획들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고려, 지출과 수익의 형평성을 고려

□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의 억제

[표 7.3.2-2] 2012년 본 예산편성 주요내용

가. 수 입                                                                  (단위:천원)

과목
2012 본예산

증(감)
2011 추경예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입 10,375,658 100.000% -119,370 10,817,197 100.0%  



나. 지 출                                                                  (단위:천원)

과목
2012 본예산

증(감)
2011 추경예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보   수 3,539,203 34,11 -62,400 3601,603 33,3%

관리운 비 1,571,500 15,15 -60,500 1632,000 15,0%

연구학생경비 2,178,501 21,00 714,400 1464,101 13,53%

교육외비용 2 0% 0 2 0%

예비비 100,000 0,96% -400,000 500,000 16.89%

고정자산매입지출 2,870,114 27,66% 2280,000 590,004 5,45%

고정부채상환 70,000 0,67% 0 70,000 0,65%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6,445 0,45% 0 2959,484 27,36%

지 출 합 계 10,375,658 100.00% 10,817,197 100%

<표 7.3.2-3> 예산편성 지침과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주요사항 내        용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등록금 수입

-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20명 복학생

  20명 증가 예상 됨에 따라 수입 169,000천원

  증가 

국고보조수입
- 지방자치단체 (태백시)장학금(향토)명목 2억원 

  수입

보수

- 교원급여: 교원급여동결(0%)로 62,000천원 감소

- 시간강사 증가 예상으로 55,000천원 증액
교원급여

- 조교인건비:관광,간호,조리,품경 4명 신규 임용

  으로 35,000천원 증액

교육/실습

여건 강화
- 직원 급여 : 급여동결(단, 2011학년도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반 )

등록금 동결 

정부시책
- 신규인건비 : 도서관 사서1명, 학생지원처 1명

  고용

학생만족도

제고

관리운 비

- 조경관리비:산학관/기숙사 뒷면 녹생토보강공사

  1억원 증액

- 리스임차료:기숙사 대용오투리조트,임차료 

  1억원 증액 

* 장애인 시설 보완 비용 증가(30,000천원) 증액

시설확충/

학생복지

연구학생경비
- 교외장학금 : 455,000천원(250,000천원 증액)

- 교내장학금 : 1,150,000천원(390,000천원 증액)
학생복지향상

유형고정자산

매입
- 신축기숙사/골프연습장건설 2,400,000천원 학생복지시설



      예산회계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①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④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있음.

[표 7.3.2-3] 예산편성의 절차

법인 행정지원처 부서 및 부속기관

예산수립 요청 → 예산편성 작업착수 → 예산편성 작업완료

↓

본예산 확정 ← 이사회 상정의뢰 ←
대학 전체 예산 종합 및 

조정(대학평의원회 자문)

↓
예산운용

      대학의 예산회계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О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립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О 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6.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자문.

        О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 (회계)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

인 분진학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О 구매계약 규칙

        О 물품구매 규칙

        О 위임 전결규칙

      대학예산의 공시

        О 대학의 예산계획 수립 후, 대학 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О 예산 변경시에는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서를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확정

한 후 대학 정보공시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대학구성원과 대학관계자 등 대내외에 공표되고 있

음. (추경예산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충족(Y) 보완(C) 미충족(N)

○

<그림 7.3.2-1> 대학홈페이지 공개 화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

을 산정 시행함. (등록심의위원회 회의록)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된 예산계획이 수립되도록 예산편성절차 에 따라 수립

되어 운 됨.

        О 수립된 대학의 예산서는 대학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 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표함.

        О 현재 대학 교육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가 확정되지 못하여 관련 과제에 의한 예산편성

이 이루어지지 못함.

        О 학과나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예산 편성한 근거가 부족함.

        О 예산회계 관련 규정 및 전결규정은 있으나, 구매 관련 규정이 부재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3.2 예산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지 못함.

      판단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자원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1) 현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이외의 수익창출을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전입금이 있음.

[표 7.7.3-1] 3개년 수입 구성비 현황 (단위: 천원)

                   년도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금액 금액

1. 등록금        4,996,121      5,277,221      5,780,114 

   등록금        4,996,121      5,277,221      5,780,114 

   수강료

2. 전입 및 기부금          225,626        186,127        662,161 

   전입금        444,759 

   기부금            7,157         11,596         28,180 

   국고보조금          218,469        174,531        189,221 

3. 교육부대 수입            2,949          2,825         59,801 

   입시수수료

   증명 사용료            2,949          2,825         59,801 

4. 교육외 수입           75,403       1,774,654        936,166 

   예금이자           69,795        108,430        249,005 

   잡수입            5,608       1,666,224        689,161 

합    계      5,300,099       7,240,827       7,438,242 

        О 법인으로부터 2011년부터 법인전입금이 있음.

        О 생활관, 종합운동장 ,강의실 등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교비회계 운 계산서)

        О 은행예치금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 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임.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기부금, 국고보조금, 예금이자수입 등 다양한 수입재원 존재함.

        О 대학 교육재원 확보노력의 실적은 있으나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은 부재함.

        О 재정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미흡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장단기 재정운 계획 수립

        О 예산편성 지침 보완

        О 학과/부서 예산 편성

        О 구매관리규정 제정

        О 재원자원의 다양성 확보계획 수립



세부기준  7.4 재정운 의 합리성과 투명성

[세부기준] 재정운 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 되며, 재정운 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7.4.1 교육비의 환원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해 재정운 시 적정수준이상의 

교육비 환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교육비 환원율 현황

        О 교육비 환원률은 2010학년 103%, 2011학년 104%로 인증원이 제시한 100%이상임.(교비회계 자

금계산서,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

[표 7.4.1-1] 2010년도 교육비 환원율                                           (단위:천원)

기준

년도

각회계별교육비
도서

구입비

(C)

기계기구

구입비

(D)

교육비

총계

(F)

등록금

수입

(G)

교육비

환원율

F/G*100

교비회계

(A)

산학

협력단

회계(B)

2010 5,155,430 50,147 27,787 64,742 5,298,106 5,277,222 100.3%

      ※교비회계 교육비 = 보수 + 관리운 비 + 연구학생경비 - 연구학생경비중 입시관리비

          5,155,430 = 3,342,484 + 673,877 + 1,372,410 - 233,341

      ※산단회계 교육비 = 산학협력비 +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50,147 = 5,806 + 44,341

[표 7.4.1-2] 2011년도 교육비 환원율                                           (단위:천원)

기준

년도

각회계별교육비
도서

구입비

(C)

기계기구

구입비

(D)

교육비

총계

(F)

등록금

수입

(G)

교육비환원

율

F/G*100

교비회계

(A)

산학

협력단

회계(B)

2011 5,808,183 77,455 26,794 103,291 6,015,723 5,780,114 104.0%

       ※교비회계 교육비 = 보수 + 관리운 비 + 연구학생경비 - 연구학생경비중 입시관리비

          5,808,183 = 3,316,624 + 1,393,509 + 1,393,916 - 295,866

       ※산단회계 교육비 = 산학협력비 +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77,455 = 77,455



      미사용 전기이월자금과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현황(교비회계 자금계산서)

        [표 7.4.1-3] 전기이월금과 차기이월금 비율                                  (단위:천원)

구분

전기이월금과 차기이월금의 차액(A)
등록금수입

(B)

비율

(A/B 100)전기이월금

(a)

차기이월금

(b)
차액(a-b)

2010학년도 1,624.431 3,299.677 1,675.246 5,277,222 31.7%

2011학년도 3,299,677 4,070.646 770.969 5,780.114 13.3%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육비 환원율은 2010학년도100.3%이며 2011학년도104.01%로 향상되었음.

        О 전기이월금과 차기이월금의 차액도 등록금수입 대비31.71(2010) 13.3%(2011)를 보이고 있으며, 

2010학년도 기준이율15% 상위하며 2011학년도에는 15%를 밑돌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4.1 교육비의 환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4.2 장학금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해 재정운 시 적정 수준 이상

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현황

      우리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행·재정 지원을 위해 학생지원처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 장학금 선정 및 지급절차등을 정하여 지급하

고 있음.

        О 우리대학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

련하고 장학생 선발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2012년에는 전문대학 최초로 신입생 전원 입학학기 반값등록금(장학) 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음.

        О 장학금은 성적, 만학도, 군인자녀, 지역인재 육성, 고등학교추천, 간호과 우수인재, 외국어우수

인재, 산업체, 국가유공자, 가족, 재입학, 봉사, 국가근로, 복지, 공로및봉사, 체육특기장학금등 

다양한 교내 장학금이 있으며, 교외장학금(국가, 사회단체, 사기업, 개인)의 장학제도가 있음.

        О 강원관광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은 2011년 등록금 수입 총액 6,339,958천원과 교내

장학금 총액1,132,236천원으로 산출한 결과 17.85%로 나타남.

          • 이는 필수 평가 요소의 정량적 요구 수준인 10%를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7.4.2-1] 2011년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등록금수입총액

(수업료+입학금)

장학금 지급 총액
비율(%)

교비 사설·기타 합계

2011년 6,339,958 1,132,236 202,272 1,334,508 21.04

        ※ 2011년도 결산서 기준임.

      우리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행·재정 지원을 위해 학생지원처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О 대전보건대학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확충을 위해 차년도 예산 수립시 교비장학금예

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О 발전기금 모금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ㆍ동문ㆍ교직원ㆍ학생 등의 발전기금모금참여를 홍보

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은 장학기금과 일반기금으로 나누어짐.

        О 산학협력을 통한 민간기금 유치, 관학협력을 통한 기금, 수익사업 효율화, 등 다양한 장학금재

원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강원관광대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해 재정운 시 17.85%의 

적정 수준 이상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학금확충을 위해 예산수립 

시 교비 장학금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이는 필수 평가 요소의 정량적 요구 수준인 10%를 상회하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4.2 장학금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4.3 감사제도

대학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계종에 대한 감사제도를 수립하여 운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 현황

      매년 학교법인(분진학원) 내부감사에 의해 재정운 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О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제 3항의 1호에 의거하여 입학정원이 1000명이상인 전문대학의 경

우에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을 의무화 함. (내부감사보고서)

         О 감사 시에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했는지 점검하고 있음.

      감사결과 반 ㆍ공개

         О 대학운 에 감사결과를 반 함으로써 재무 상태와 운 성과를 분석, 평가하며, 차후 재정운

 및 예산 편성에 활용함.

         О 감사결과의 공개방법으로는 대학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감사 지적사항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4.3 감사제도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7.4.4 재정운  평가 및 개선

대학은 재정운 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재정운 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대학 업무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칙)

        О 대학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대학 업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위원회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의 부서 및 교육단위의 업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도출된 개선

안을 대학운 개선, 사업계획의 수립, 제규정의 개정,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정에 활용됨.

          • 재정운 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업무도 1년 주기의 개선평가의 대상임.

 [표 7.4.4-1] 재정운 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의 개선내용

 

       평과결과                  개선안   비고

    전기이월자금대비

   770백만원이 증가한

   차기이월 자금 발생

 차기이월 자금을 학생들의 교육시설

 개선 및 학생복지시설이 증대되도록 

 예산편성 개선

        О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규칙에 맞는 예산수립시스템 운

[표 7.4.4-2] 예산수립 업무프로세스

예산수립 →
예산검토(Ⅰ)

(대학평의원회)
→

예산검토(Ⅱ)

(학교법인)
→

예산승인

(이사회의결)

        О 예산 및 결산보고 시스템

[표 7.4.4-3]  결 및 결산 보고 업무프로세스

내부감사

수감

(업무중심)

 →
내부감사수감(

회계중심)
 →

결사보고서

작성완료
→

대학평의원회

보고

↓

법인이사회

의결
 ← 법인이사회상정



        О 상기 프로세스처럼 내부감사, 외부감사, 평의원회 보고, 이사회  고과정을  치면서 예산상의 

분제점이 도출되고 도출된 문제점은 차년도에 개선하여 반 됨.

        О 예산대비 결산내용을 분석하여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음. 이사회보고 자료, 대학

평의원회 회의록 및 보고자료)

        О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재정운 의 합리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실적에 근거한 

막연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회계에 적정한 예산수립시스템과 결산보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О 내부감사,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보고를 거치면서 재정운 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차년도에 개선사항을 반 하고 있음.

        О 예산 대비 결산 평가 결과 및 평가결과의 개선실적이 부재임.

          • 예산 대비 집행 실적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7.4.4 재정운 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재정운 평가 계획대비 실적 평가



기준  8. 교육시설 및 자원

세부기준  8.1 물적자원 계획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물적자원 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은 사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수립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

다. 

8.1.1 물적자원 예산 및 시행

대학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물적자원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은 교직원, 학생 등 사용자의 의

견을 반 하고 있다.

   1) 현황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 수립과 

절차

        О 우리대학은 물적자원(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운 하고 있음. 매년 예산편성시 사용자인 학과 및 부

서별로 수요 요구를 파악 및 검토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편성한 다음, 최종승인과 자문의 과

정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

[표 8.1.1-1] 물적자원 예산 확보 및 운  수립과정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회 행정지원처 부서 및 부속기관

예산수립 요청 → 예산편성 작업착수 → 예산편성 작업완료

↓

본예산 확정 ← 이사회 상정의뢰 ←
대학 전체 예산 종합 및 

조정(대학평의원회 자문)

↓
예산운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 

대비 시행 현황

        О 물적자원은 예산확정후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 과정 절차를 통해 관리 운 됨.

[표 8.1.1-2]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 과정

교수요청 →
학과취합후

(신청) →
행정지원처 

경리계

(문서접수)

총장

(승인)

↓
행정지원처 

관리과

(자산관리)
←

학과배부

(검수) ←
행정지원처 

경리계

(구매)

행정지원처 

경리계

(견적)

          • 학과 교수들은 교육 및 실습과정에서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학과장에게 요청.

          • 학과장은 각 교수들로부터 요청해온 물품을 취합 정리하여 행정지원처에 문서 접수.

          • 행정지원처 경기계는 해당 물품 및 기자재의 필요성, 중복구입 및 대체사용 여부, 구입의 우

선순위 등에 대해 검토후 총장 보고 및 심의.

          • 총장승인후 행정지원처 경리계에서 관련 물품 및 기자재 견적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물품 및 기자재 견적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정 및 대학 물품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추진.

          • 구매가 이루어지면 사양과 동일한지, 하자는 없는지 검수후 학과로 배부.

          • 구매가 완료된 물품 및 기자재 항목은 행정지원처 관리과에서 자산으로 관리함.

          [표 8.1.1-3] 물적 자원의 지출규모 (교비결산서)              （단위 : 백만원, %)

계정구분 2011년 집행실적 2012년 예산

총지출규모 6,657 10,558

시설관리비 503 611

실험 실습비 183 192

유형고정자산 553 2870

합계 1239 3673

구성비율 18.6% 34.7%

감가상각비 400 400

        ※ 총지출규모 : 운 계산서의 운 비용합계+자금계산서 유형자산구입액-감가상각비

        ※ 시설관리비 :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기술, 인적용역, 시설보험 등 포함.

        ※ 운 계산서 및 자금계산서(자산) 기준 작성/ 2012학년 감가상각비 예산은 추정치 임.



[표 8.1.1-4] 2011년 물적 자원 예산대비 실적 (교비결산서)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집행률(%)

시설관리비 634 503 131 79.9

실험 실습비 185 183 2 98.9

도서 구입비 35 26 9 74.2

기계기구매입비 100 103 3 100.3

집기비품매입비 407 384 23 94.3

합계 1,361 1,119 168 88.0

        ※ 자금흐름을 나타내는 자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자료 임.

[표 8.1.1-5] 실험실습기자재 확보현황 (2011년 교비결산서기준)

구분 종 점 금액(천원) 비고

교비 433 2,626 1,146,231

합계 433 2,626 1,146,231

      물적자원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 수립 시 사용자의 의견을 반  내용

        О 대학은 물적자원 계획 수립시 사용자인 학과,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 하

고 개선하려고 노력함.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 수립과 

절차를 마련하여 계획에 의거한 시행을 하고 있음. 또한 물적자원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 수립 

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О 교육환경의 개선과 유지를 위해 총 지출규모 대비 약 18.6%수준의 예산을 물적 자원예산에 

배분하고 있음.

        О 장단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물적자원 운  계획이 부재임.

        О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 보완이 필요함.

        О 예산 대비 실적 평가가 부재임.

        О 사용자 의견반  및 조정 실적이 미흡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1.1 물적자원 예산 및 시행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8.1.2 물적자원 계획 및 개선

대학은 물적자원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

다.

   1) 현황

      물적자원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О 강원관광대학은 학교법인 분재학원 재무회계규정에 근거하여 물적자원 예산 확보와 지원계획

을 실시하고 사용자인 학과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물적자원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

        О 물적자원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

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 시설관리규정은 존재하나 물적자원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기적

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부재함.

        О 물자운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이 부재함.

          • 계획 대비 이행도 평가, 개선 실적 부재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1.2 물적자원 계획 및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물적자원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서 수립

        О 예산 대비 실적 평가 실적 확보

        О 사용자 의견반  실적 확보

        О 물적자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정

        О 계획대비 이행도 평가 실적 확보



세부기준  8.2 교육 및 복지시설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 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

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의 교내 생활 편의 및 건강․복지증

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 하고 있다.

8.2.1 교사시설의 확보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들의 효과적으로 학습․연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1) 현황

      학습․연구․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교사 확보율

        О 대학은 입학정원 1,320명 기준 대비 교사 기준면적은 13,741㎡, 보유면적은 총 26,778㎡으로 

교사시설확보율은 139.8%로 나타났음.

        О 총 보유면적 중 기본시설은 14,049㎡, 지원시설 4,839㎡, 연구시설 326㎡, 부속시설  84㎡, 기

타시설 7,480㎡를 확보하고 있음.

　[표 8.2.1-1] 교사시설 확보 현황

                                                                             (단위 : m2, %)

기준면적

(A)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B+C+D)/A×100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13,741 14,049 4,839 326 84 7,480 139.8

        ※ 기준면적은 2012년 입학정원 기준임.

　[표 8.2.1-2] 건물별 교사 면적 현황

                                                                           (단위 : m2)

건물명 면적 비고

본관 7,106

연단포함.

지성관 4,584

산학관 4,584

관광관 5,688

기숙사 4,546

합계 26,778

              ※ 연단 면적은 별도 기재하지 않았음.



      교사시설 확보를 위한 추진 내용

        О 강원관광대학은 교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에 준공된 기숙사인 400

명 수용규모의 청운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광관 뒤편에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해 대학교지의 임야를 경계측량 실측후 2011년 11

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2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교사시설 확

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О 또한 대학 학생 전원이 교양과목으로 골프과목을 수강하여 3층 높이의 33타석 규모의 골프연

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음.

　[그림 8.2.1-1] 강대학교지 임야 경계측량 도면



　[그림 8.2.1-2] 강원일보 관련 기사 내용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은 학습․연구․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교사 확보율이 139.8%로 나타났음. 따라서 학습, 연

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2.1 교사시설의 확보에 대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있음.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8.2.2 교육시설의 관리․유지 및 개선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에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지속

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교육시설의 관리 유지 개선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

        О 대학은 ‘시설관리규정’을 제정(2004.6.8)하고 그 절차에 따라 교육시설의 관리, 유지,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학 교육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시설 운 시 시설

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시설관리위원회 회의록)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

        О 대학은 개교시점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과 준공승인을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학생)들이 미래의 

교육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의실, 실습실, 휴게실, 매점, 식당, 기숙사등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있음.

          • 간호과 인증평가 및 4년제 전환 추진을 위한 강의동 이전 완료(2012.08)

          • 대학 교사시설 임시사용 → 준공승인 완료(2012.10)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은 ‘시설물관리규정’에 의한 “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시설관리는 이루어

지고 있으나 관련 실적의 보완이 필요함.

          • 교육시설 관리, 유지 개선실적 확보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2.2 교육시설의 관리유지 및 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8.2.3 학생복지시설

대학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며, 장애학생을 포함

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 현황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을 설치․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

된 규정이나 지침

        О 대학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소 운 규정, 체력단련실 복지시설운 규정등을 마

련하고 있어야 하나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련 복지시설을 갖

추고 운 되고 있음.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교육시설

        О 우리대학은 대학 교사의 위치 및 건물의 구조등 장애인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 하지만 지리적, 환경적 제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각 강의동 및 기숙사 

출입구 경사로 조성,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각 강의동 1층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장애인 전

용 손잡이 설치, 시각장인용 점자블록 및 화재유도등을 설치하여 장애 학생들의 최소한의 불

편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학생 복지시설 현황

        О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복지시설로 카페테리아, GS25, 당구장, 보건실, 학생식당, 탁구장, 테니스

장, 인조잔디축구장, 농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실, 총학생회사무실, 대의원회사무실, 동

아리실, 방송실등을 조성하고 있음.

        О 우리대학은 학생들이 복지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표 8.2.3-1] 휴게시설 확충 현황 (2011년 교비결산서기준)                              

                                                                           (단위:  원)

구   분 장    소 내    용 지 원 금 액

학생휴게실(강의동)

관광관 1층 휴게실 소파 및 테이블, 의자 7,106,000

본관 2층 휴게실 소파 및 테이블, 의자 3,416,000

본관 5층 휴게실 소파 및 테이블, 의자 3,340,700

지성관 1층 휴게실 소파 및 테이블, 의자 2,750,000

본관 2층 휴게실
제증명발급기 설치 8,800,000

TV설치(LCD) 1,120,000



                                                                          (단위:  원)

구   분 장    소 내    용 지 원 금 액

학생휴게실(기숙사)
남자기숙사 2층
여자기숙사 3층

소파 및 테이블, 의자 6,160,000

미리내길 미리내길 건너편 벤치(6인용) 3개 660,000

취업지원센터
휴게실 조성

(웰빙카페설치 운 )
편의시설, 소파 등 9,897,000

학생휴게실 관광관 1층 휴게실 테이블, 의자 등 3,543,100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을 설치, 유지하기 위하

여 보건소 운 규정, 복지시설등 운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함.

        О 대학은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복지지설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함.

        О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련 규정 정비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보완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2.3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교육시설 유지관리 실적 확보

        О 학생복지시설 규정 제정

        О 시설물 관리대장 보완

        О 장애인 관련 규정 제정

        О 장애인 시설 보완



세부기준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세부기준]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험실습 교육 운 을 위하여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실험실

습 기자재 및 재료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유지․개선한다.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준비된 교육과정에 맞추

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 현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신청 및 지원 절차

        О 대학은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신청 및 절차는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 과정 절차를 

통해 관리 운 됨.

[표 8.3.1-1]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 과정

교수요청 →
학과취합후

(신청) →
행정지원처 

경리계

(문서접수)

총장

(승인)

↓
행정지원처 

관리과

(자산관리)
←

학과배부

(검수) ←
행정지원처 

경리계

(구매)

행정지원처 

경리계

(견적)

          • 학과 교수들은 교육 및 실습과정에서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학과장에게 요청.

          • 학과장은 각 교수들로부터 요청해온 물품을 취합 정리하여 행정지원처에 문서 접수.

          • 행정지원처 경기계는 해당 물품 및 기자재의 필요성, 중복구입 및 대체사용 여부, 구입의 우

선순위 등에 대해 검토후 총장 보고 및 심의.

          • 총장승인후 행정지원처 경리계에서 관련 물품 및 기자재 견적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물품 및 기자재 견적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정 및 대학 물품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추진.

          • 구매가 이루어지면 사양과 동일한지, 하자는 없는지 검수후 학과로 배부.

          • 구매가 완료된 물품 및 기자재 항목은 행정지원처 관리과에서 자산으로 관리함.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О 대학의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학과별 실험실습비 총 지출금액 183,297,940원으로 나

타났음. 따라서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평균 158,015원으로 인증원이 제시한 157,100원 이

을 충족하고 있음.



[표 8.3.1-2]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실험실습비
교비(A)

정원 내, 외
재학생 수(B)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C=A/B]

2010년 177,975,018 1,017 175,000

2011년 183,297,940 1,160 158,015               

        О 2012학년도 실험실습비 예산 배정 계획

          • 실험실습의 원활한 교육운  및 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2학년도 실험실습비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에 맞추어 운 하고 있음.

[표 8.3.1-3] 2012년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배정(안)

                                                                             (단위 : 명, 원)

연도
실험실습비
교비(A)

정원 내, 외
재학생 수(B)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C=A/B]

2010년 192,000,000 1,182 162,436

       ※ 정원 내 재학생 : 2011년 4월 1일자 기준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현황

        О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8일을 기준

으로 총 2,626점, 총 1,146,231천원 규모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

        О 하지만 우리대학은 물품과 실험실습기자재를 집기비품과 기계기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

며 매년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자료는 감가상각 없이 기자재 종

수와 점수 및 금액이 누적 집계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음.

        О 더욱이 2010년 회계부터 사립대학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우리대학은 2010년 이전 구매된 대

학의 모든 물품은 감가상각후 부외자산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액이 산출되는 물품

과 기자재는 2010년도와 2011년 및 2012년도 구매분 자료만 근거하고 2010년 이전 구매분에 

대하여는 종수와 점수만 확인 할 수 있음.

[표 8.3.1-3]  201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시설현황 집계표

계열
실험실습실 누적기자재 확보현황

면적(m2) 실수 종수 점수 금액(천원)
공통 155 1 19 98 12,019

인문사회 1673 30 177 948 344,734
자연과학 950 15 64 606 233,449

공학 693 4 141 641 335,461
예체능 825 7 32 333 220,568
합계 4,296 57 433 2,626 1,146,231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시스템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2011년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기준을 충족하므로 2012년 실험실습비도 기준금액을 상회

하도록 관리 필요.

        О 대학 물품관리규정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신청 절차 관련 규정 부재

        О 실험실습 기자재 전공별 양적/질적 평가 자료 부재

        О 대학 감가상각에 따른 부외자산(0원) 물품 관리 평가 부재

        О 대학 물품, 기자재, 실험실습기자재 개별 관리 필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3.1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교수･학습에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

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현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에 대한 절차

        О 대학은 실험실습 교육운 을 위해서 충분한 기자재 및 재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 유

지 및 개선하기 위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및 비품관리 규정을 별도로 두어 하나 우리대학은 학

교법인 분진학원 재무회계규정 제5장“물품관리”만 명시되어 있을뿐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세분화된 업무절차서 : 물품 출납, 실습소모품 수불, 자산등록, 손망실 처리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별도의 업무절차서 마련 필요.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실험실습 기자재관리규정 부재

        О 기자재 관리 및 개선 실적 확보

        О 관리 책임의 분권화로 상시 활용 가능 상태 유지

        О 감가상각(내구연한)을 고려한 실습기자재 최신화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8.3.2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2012년 실험실습비 기준 충족 관리

        О 실험실습 기자재 관련 규정 제정

        О 실험실습 기자재 전공별 양적/질적 평가 자료확보

        О 대학 물품관리 체계 전환



기준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세부기준  9.1 대학의 책무

[세부기준] 대학은 교육활동과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며, 지

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대학은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공표･시행하고 있어, 대

학 내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밖으로는 교육기관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

다.

   1) 현황

      대학 전체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직원복무규정과 교직원윤리강령규정을 두어 운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과 윤리강령을 선포하여 운 하고 있음.

        О 2002년 12월부터 교직원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교직원 윤리규정을 수립하여 

입안중에 있음.

          • 대학 교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학 행

정서비스헌정과 윤리강령을 선포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그림 9.1.1-1] 강원관광대학교 윤리강령



[그림 9.1.1-2] 강원관광대학교 행정서비스헌장

      대학은 행․재정적으로 투명하게 경 하여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음.

        О 행정투명 경

          • 책임과 권한 위임을 통한 전결권한의 운 을 통해 위임전결 확대

          • 대학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을 통한 의사결정의 체계화 및 구성원 참여기회 확대

          • 2003년 6월 30일 제정된 대학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별 1회(년4회) 대학 교직원



들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 

예산수립 및 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 인사행정에 관한사항등 행․재정적인 경  운 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전달함으로서 윤리적 모범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11월 5일 대학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교직원이 

윤리적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하 을시 유용,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벌칙 및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대학내 성희롱 예방을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매매·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О 재정투명 경

          • 학교법인,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구분하여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법인 이사회 승인후 예․
결산 자료를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함.

          • 결산시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결과 수용 및 감사보고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함.

          • 법인카드 사용 정착

          • 대학의 주요 사업 및 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

      대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 :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3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어 개선이 요구됨.

      대학의 부당한 교원의 재임용 탈락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항

          • 재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해당 교원과 소송중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9.1.1-1] 대학의 부당한 교원 재임용 탈락 발생 사례

구분 교원소청 행정심판 기타

2011년 4 4

2012년 2 1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대학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복무규정, 윤리강령규정을 제정/공표/시행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헌정과 윤리강령을 선포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О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음.

        О 년1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성희롱예방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О 행정 및 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위임전결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내 각종위원회

의 활성화, 예,결산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자문후 이사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대학홈페이지에 감



사결과서 및 예,결산서를 공개하는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О 윤리규정 제정이 요구됨.

        О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개선이 요구됨.

        О 교원 소청건이 계류중에 있어 해결이 요구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충족(Y) 보완(C) 미충족(N)

○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대학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

임을 다하고 있다.

   1)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정책

        О 강원관광대학은 사회봉사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 사무분장규정에 의거 학생지원

처 학생지원과내에 사회봉사센터를 두어 운 하도록 정비하 음.(2012.11.1)

        О 그간 사회봉사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운 하지 못한 관계로 실적이 부재함.

      이후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계획

        О 강원관광대학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에 사회봉사활동 

예산을 편성 및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

        О 또한 대전보건대학은 각종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

과 협력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임.

        О 아울러 학생들의 교양과목으로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하여 봉사할동을 학점이수제함은 물론 학

과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전공자원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임.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사회봉사센터 설립 및 운 규정 마련중이므로 시행이 필요함.

        О 사업시행 및 재정지원 실적이 미흡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판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윤리규정 제정

        О 교원 소청건 관리

        О 사회봉사 조직 및 규정, 계획 수립

        О 사회봉사 행․재정적 실적 관리



세부기준  9.2 교육 개선

[세부기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

며, 인증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9.2.1 자체 평가

대학은 학습능력향상 평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의 계획에서 시행까지 전 과정과 평가항목 등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현황 및 상황

      자체평가에 대한 관련근거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에 두고 있으며, 학칙에 

자체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학칙 제6조의 

1(자체평가)2009.09.28

        О 강원관광대학교 학칙 제6조의 1 (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09.9.28)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28)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О 대학의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

          • 2010년에 실시한 강원관광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강원관광대학(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 , 시설․설비 등 대학운 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

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 음.

          • 자체평가는 대학 정보공시 제도 도입으로 학생, 교육여건, 교육 및 연구성과,

대학재정 및 교육비, 대학운  등에 관한 항목을 공시함으로써 교육수요자(학부모, 학생, 산

업체 및 취업관련 기관 등)의 요구와 알권리를 도출하고 대학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를 수요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대학의 경쟁체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우수 교원 

및 학생유치를 위한 대학 간의 경쟁, 교육 및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교원간의 경쟁 및 학업

성취를 위한 학생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자

기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 의한 

대학 평가인증제도가 실시되고 평가인증 결과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이를 대비하

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자체평가는 대학운 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진단, 대학 자체평가를 통한 조



직구성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체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자구적인 개혁 및 개선 유도, 

대학특성화 및 중장기단기발전계획의 방향 설정 및 전략수립, 대학 정보공시, 평가인증제, 재

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비이었음.

        О 자체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 강원관광대학의 자체평가와 평가방법은 「강원관광대학 자체평가규정(제정 2010.06.0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학 자체평가는 2년 단위로 평가를 시행하며 우리대학은 2010년 11월 자체평가 시행시 9개

역 21개지표로 설정하 으나 2012년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과 동일한 평가요소로 구성하

여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KSA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기관평가인증대비 

사전 모의평가를 진행한 자체평가를 시행하 음.

          • 이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제와 동일한 9개기준과 27개 세부기준, 72개 평가요소로 2012년 

자체평가 평가요소로 확정하 음.

[표 9.2.1-1] 대학 자체평가 조직구성

구 분 전담부서(교무처) 자체평가위원회 학과/실무부서

역 할

• 자체평가 업무의

  기획,운영, 조정,

  관리등 총괄적

  업무수행

• 자체평가 운영계획

  검토/조정

• 자체평가 규정의

  제ㆍ개정 등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

• 평가자료 생성 및

  관리

인 적

구 성

• 교무처장

• 전담직원

• 대학 보직자 및

  각 학과장

• 각 부서장 및 

  각 학과장

• 실무직원



[표 9.2.1-2] 대학 자체평가 조직도

총  장

총괄책임자

교무처장

자체평가위원회

전담부서 위원장   교무처장

교무처

각 행정부서 부속․부설기관 각 학과(계열)

평가자료

생성․관리

평가자료

생성․관리

평가자료

생성․관리

[표 9.2.1-3] 대학 자체평가 추진절차

계    획 운     영 결      과

전담부서지정 규정개정 모의평가
평가결과

정보공시

평가결과 

활용

기본계획수립
평가항목 및

지표확정

평가자료

수 집

결과보고서

작성/분석

자체평가

위원회구성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

평가실행

및 검증

모의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표 9.2.1-4]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역구성

기준(9개) 세부기준(27개) 평가요소(72개)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1 사명과 교육목표
1.1.1 대학의 사명
1.1.2 대학의 교육목표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3 학사제도 개선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2.1.5 전공심화교육의 적절성
2.1.6 직업기초 교양교육

2.2. 교수-학습
2.2.1 교수-학습지원
2.2.2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2.3.3 성적평가의 신뢰성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 취업율
2.4.2 교육만족도
2.4.3 신입생 충원율
2.4.4 재학생 충원율

2.5 평생교육
2.5.1 평생교육 지원조직
2.5.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3.산학협력

3.1 산학협력교육활동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
3.1.2 산학협력 성과와 개선

3.2 취업지원활동
3.2.1 취업지원체제
3.2.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3.3 현장실습
3.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3.3.2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4. 학생

4.1 학생지원 체제
4.1.1 학생지원 조직 운영
4.1.2 학생지원 서비스 계획 및 평가

4.2 학생활동 지원
4.2.1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2.2 교괴외 학생활동 지원
4.2.3 언론활동의 보장

4.3 학생복지 지원
4.3.1 학생상담
4.3.2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지원
4.3.3 복지지원

5. 교원

5.1 교원의 선발과 평가

5.1.1 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5.1.2 교원의 확보
5.1.3 교원평가
5.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5.2 교원의 역량 개발 및

    복지

5.2.1 교원 역량 개발 정책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5.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5.3.1 교육활동
5.3.2 교원 연구실적
5.3.3 연구·개발 지원



기준(9개) 세부기준(27개) 평가요소(72개)

6. 도서관및

   정보자원

6.1 도서관 및 정보자원

    지원체제

6.1.1 전담인력의 전문성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6.2 도서관 및 정보자원

    서비스 개선

6.2.1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개획 및

       운영

6.2.2 도서관과 정보자원 서비스 평가 및

       개선

7.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7.1.2 리더십

7.1.3 대학의 의사결정과정

7.2 직원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7.2.2 인사제도의 합리성

7.2.3 직원의 급여·복지 및 역량개발

7.3 재정계획

7.3.1 재정운영계획 수립

7.3.2 예산계획의 합리성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7.4.2 장학금

7.4.3 감사제도

7.4.4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8. 교육시설

   및 자원

8.1 물적자원 계획
8.1.1 물적자원 예산 및 시행

8.1.2 물적자원 계획 및 개선

8.2 교육 및 복지시설

8.2.1 교사시설의 확보

8.2.2 교육시설의 관리·유지 및 개선

8.2.3 학생 복지시설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9.1 대학의 책무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9.2 교육개선
9.2.1 자체평가

9.2.2 지속적 교육품질 유지·개선

      자체평가의 결과

        О 2012년 자체평가는 외부 컨설팅기관인 KSA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기관평가인증과 동일한 평가

요소로 사전 모의평가를 진행하 으며,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충족 17개, 미충족 29개, 보완 26

개로 미충족 및 보완이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어서,  9개 기준 모두 미충족으로 평가되어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9.2.1-1] 2012년 자체평가 결과_1

[그림 9.2.1-2] 2012년 자체평가 결과_2

        О 2012년 자체평가 결과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대비함에 있어 , 현재 대학의 사명은 설

정되어 있으나 비전, 교육목표는 다소 모호한 수준이며, 장단기 대학 발전전략은 완성도가 낮

은 편이어서 대학 전반에 향을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전략의 방향 설정 → 2013년 사업과제 도출 → 예산편성 시 사업전략을 포함한 지침 

→ 개발  학과 및 부서로 사업 및 예산 편성 지침 하달 → (각 학과 및 부서) 사업과제 개발 



및 사업과제에 맞는 예산 편성 후 기획/예산 부서로 통보 → 전체 학과 및 부서 사업 및 예산 

수합 → 대학 차원의 2013사업 및 예산 수립 → 대학평의원회 심의 승인 →이사회 승인 → 전 

학과 및 부서 공지 → 대학 홈페이지 공지 → 주기적 모니터링 &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О 자체평가결과는 대학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공개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 음. 또한 자체평가후 강평을 통하여 

전체 구성원에게 자체평가의 결과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 음.

          • 2012년도 자체평가 또한 평가보고서 제출 완료후 대학홈페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그림 9.2.1-3] 2012년 자체평가 강평

      자체평가 방법 및 항목의 지속적 개선 실적

        О 우리대학은 2010년 11월 정보공시형 자체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자체평가를 추진하 으나 전문

대학 기관평가 인증제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2010년도 자체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2012년 자

체평가의 기준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제와 동일형으로 개선하여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지

속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분석결과와 입증자료 목록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2012년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충족(Y) 보완(C) 미충족(N)

○

        О 교육품질 개선활동 자료 확보

        О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미충족 및 보완 과제가 전체 평가항목의 77% 수준이므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선 과제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조언과 구성원 노력을 병행

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9.2.1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9.2.2 지속적 교육품질 유지･개선 

대학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의 모든 기준 항목에 근거한 

교육품질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 현황

      대학 교육품질의 체계적인 개선 활동

        О 대학의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과별 교육과정 운 지침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

선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과정 운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과정 운 지

침 제정이 필요함.

        О 2012년 1학기부터 강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매학기 성적확인을 위한 대학홈페이지 

로그인시 강의평가를 진행하여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토록하여 강의평가를 통한 교육품질 개선

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О 우리대학은 2010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학 경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능률협회(KMAC)와 딜로이트(Deloitte) 컨설팅을 통하여 대학의 역량강화 및 학생 만족도 평가

를 위하여 컨설팅을 수행하 음.

          • 이에 따른 컨설팅 분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

스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 음.

          •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5월  아이엠아이(IMI) 컨

설팅에 의뢰하여 1차 재학생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 고 2011년 11월 2차 재학생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척도법에 의하여 

0.71% 향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개

선하려는 활동을 실시하 음.

          • 하지만 2012년도 연속된 평가 환류과정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О 대학은 2012년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 인증제를 대비하여 10월 시행한 외부평가(기관평가인증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으며, 취약점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하

여 기관평가 인증을 대비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О 대학은 지표관리 TF/T를 구성하여 기관평가 평가요소에 대한 지표값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관리, 개선하도록 운 하고 있음.

   2) 분석결과

      본 분석결과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KSA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대

비 사전 모의심사를 통한 진단결과에 근거한 분석결과임.

        О 발전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육품질의 유지 및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О 발전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운 하고 있지만, 보고회 내용,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가 불충분함.



충족(Y) 보완(C) 미충족(N)

○

        О 부서별 교육품질 유지 및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충족여부 판단

      충족여부

        О 인증원이 제시한 9.2.2 지속적 교육품질 유지개선에 대한 평가요소는 보완이 필요함.

      판단

※ 개선 및 보완과제

      개선 추진과제

         О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관평가 인증제 관리 항목이 반 된 자체평가 실시가 필요함.

        О 전략과제(관리항목별), KPI, 달성수준, 실적관리가 필요함.

        О 학과/부서별 실적관리가 필요함.

        О CQI 실적관리가 필요함.



정량지표  22개 정량지표 평가결과

평가요소 판단자료
대학
지표값

2.1.4 
현장중심 전공교육 
실습과목 시수비율

실습과목시수비율
(2012학년도 대학자체평가내용중심으로 질적평가)

46.9%

2.2.1 교수학습지원
전공강좌당학생수
(2012학년도 2학기 전공33.1명이하)

30.05명

2.3.3 성적평가의신뢰성
성적분포비율
(2011학년도 A학점분포비율 50%이하)

39.55%

2.4.1 졸업생취업율
건강보험 DB연계취업률
(2011학년도 전체졸업생 55.6%이상)

63.1%

2.4.2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결과
(2012학년도 백분율환산값, 자율문항 질적평가)

63.4%

2.4.3 
신입생충원율
(필수) 

신입생충원율
(2012학년도 정원내 91%이상 또는 72%이상, 질적평가)

82.5%

2.4.4 
재학생충원율
(필수) 

재학생충원율
(2012학년도 정원내 82%이상 또는 65%이상, 질적평가)

74.47%

3.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산학협력전담직원 1인당 학생수
(2012학년도 업무분장근거 전담직원 적절성, 정성평가)

236명

3.1.2 산학협력성과와 개선
산학협력수익률
(2011학년도 산학협력수익 3.8%이상, 실적, 개선계획,질적평가)

0.98%

3.3.1 현장실습교육지원체계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수
(2011년도 14.7명이하, 실적, 개선계획, 질적평가)

2.4명　

3.3.2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설문조사결과
(2012학년도 백분율환산값, 자율문항, 질적평가)

설문조사

미실시

5.1.2 
교원의확보
(필수)

전임교원확보율
(2012학년도 4.1기준 50%이상)

51.7%

5.2.2 교원의 급여 및 복지
교원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2011학년도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 비율 30.4%이상)

35.1%

5.3.1 교육활동
주당수업시수
(2012학년도 2학기 기준시간 9시간이하이거나 평균시수 12.8이하)

13시간

5.3.2 교원 연구실적
전임교원1인 당연구실적
(2011학년도 특허, 기술이전포함 논문0.2건이상)

0.2건

6.1.2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011학년도 또는 2012학년도 1인당 25.7천원이상)

26,200원

7.2.1 직원규모의 적정성
직원1인당 재학생수
(2012학년도 4.1기준 73.1명이하)

38.12명

7.2.3 
직원의 급여 복지 및
역량 계발

직원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2011학년도 등록금대비 직원인건비 비율 11%이상)

17.64%

7.4.1 
교육비의환원
(필수) 

교육비환원율
(2011학년도 100%이상 또는 80%이상, 개선, 질적평가)

104%

7.4.2 
장학금
(필수) 

등록금대비 장학금비율
(2011학년도 10%이상 또는 8%이상, 개선, 질적평가)

17.85%

8.2.1 교사시설의 확보
교사확보율
(2012학년도 100%이상)

139.8%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2011학년도 157.1천원이상)

158,015원



   Ⅴ. 자체평가 결과활용 계획

     1. 평가결과 공시

   

고등교육법제12조의2(평가)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

설ㆍ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가. 대학 정보공시 홈페이지(대학 알리미) : 요약보고서

     나. 대학 홈페이지 : 결과보고서, 요약보고서

  

     2. 평가결과 활용

    가. 대학발전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대학특성화 정책에 반

    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등에 활용

    라. 대학의 경 개선 및 행정체제 개선 자료로 활용

    마.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바. 향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3. 평가결과 향후계획

    가. 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

    나. 지표개발 및 개선(대학특성 반 )

    다. 주요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라. 재정적 여건 구비

    마.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