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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1. 자체평가의 목적

 대학의 질 개선과 역량증진

   ◦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교육의 질」에 대해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목표, 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자체점검과 진단, 평가를 통한 자율적 교육품질 관리

를 통해 대학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

한 지역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 법령준수를 통한 전문대학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학 전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대학의 현 운영실태를 진솔하게 진단,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들에게 공시하고, 지속적인 교육품

질을 개선(CQI)하고자 함.

▢ 교육품질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자기점검 

   ◦ 교육품질에 대한 대학의 자기점검

▢ 대학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재정적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발전계획에 근거한 자체적인 추진실적 점검

   ◦ 성과지표 등의 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점검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을 실현 

   ◦ 자체평가 결과공개와 적절한 정보제공

   ◦ 학부모, 학생, 기업체 등에 정보공개

   ◦ 특히, 이번 2주기 기관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4년, 2015년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9

개 기준 62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P-D-C-A 관점에서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의 

자체평가 수행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품질개선 및 관리역량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직업교육의 질 보장, 대학의 책무성 증진, 

직업교육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해 우리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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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 목표 달성

   ◦ 자체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CQI)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학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교육목표, 사명, 비전 및 대학발전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함.

자체평가

목    적

 • 대학 교육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평가   

 • 대학 교육역량 및 경쟁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태 진단·평가    

 • 평가기반 성과관리 운영체제 지향을 위한 현 행정체제 진단·평가 

 • 대학 본부 행정지원의 평가결과 분석활용에 대한 진단·평가

 

지속적 

교육품질개선

(CAP-Do)

+

신뢰와 혁신

 • 교육품질 향상을 통해 학생 및 기업 만족도 향상 기여 

 • 대학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효과성 및 역량 향상에 기여  

 • 대학 구성원의 목표의식 공유 및 대학비전 실현     

 • 대학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유연성과 미래중시 전략수립체제 확립   

 • 대학과 각 부서의 업무수행 역량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개선･지원 체제 구축 실현

 • 혁신지향적 관리, 성과측정과 분석에 의한 관리를 통한 교육품질 

    시스템 확립

 

교육목표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대학사명 미래주도형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공헌한다.

대학중장기

발전목표
최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육서비스 실현을 통한 지역 밀착형 인재양성

2010~2012년 2013~2015년 2016~2020년

대학역량 지표관리를 통한 

성과 중심의 학부운영체계 구축

경남 전략적 선도산업 기반

명품학부 육성

최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육서비스 실현

 

비전 실현
동남권 취업 거점 대학

- 2016, 기업선호도 1위, 학생선호도 1위

[그림 Ⅰ-1]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목표 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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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 자체평가 조직체계

   ◦ 대학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처를 담당 부서로 함. 자체평가는 기획·

총괄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의 실무·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및 사업수

행단위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추진체계는 [그림 Ⅰ-2]와 같음.

총   장

 자체평가위원회 

기획처 / 평가실
자체평가 TFT

자체평가실무위원
(기준 1, 6, 7, 9)  

교학처 / 입학처 산학협력처 사무처 시설관리센터
교수학습
지원센터 

도서관 
및 부속기관

기준 2, 3, 5 기준 4 기준 7 기준 8 기준 3 기준 5

구 분 부서/학과 직 책 성 명 관련기준 역할/비고

자체평가

위원회

기획처 처장 김성희 기준 1,9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중요사항 의결 

교학처 처장 김남식 기준 2,3

산학협력처 처장 심재홍 기준 4

입학처 처장 신동주 기준 3

사무처 처장 강명조 기준 7

기관평가인증 

담당자(ALO)

평가실 실장 이태원 기준 1,9
자체평가 진행관리 및 지원

평가실 팀장 김정일 기준 6,7

자체평가

TFT

미용예술과 학과장 이현화 기준 2,3

자체평가 보고서 기준별

작성 및 검토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정재운 기준 2,3

기계과 학과장 박정호 기준 7

식품영양과 교수 정지영 기준 4,8

사회복지행정과 학과장 이인순 기준 5

자체평가 자문 평생교육처 처장 권재길 (전체) 자문 (평가인증 평가자)

자체평가

실무위원

교학처 팀장 차병묵 기준 2,3,5

자체평가 보고서 내 기준별 

자료 준비 및 작성

기획처 팀장 이동호 기준 6

전산실 직원 전호준 기준 8

시설관리센터 팀장 박성준 기준 8

사무처 팀장 서성민 기준 7

산학협력처 팀장 김기범 기준 4

NCS지원센터 직원 서은희 기준 3

[그림 Ⅰ-2] 자체평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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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평가 운영체계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학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관리부서인 기획처에서 부서

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자료를 요청. 자체평가실무위원 및 자체평가 TFT에서 평가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

함.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행정부서 및 학과

에 개선조치 통보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음.

   ◦ 자체평가결과는 대학구성원에게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대학알리미 및 대학홈페이지

에 정보공개 하는 단계로 진행됨. 자체평가 운영체계는  [그림Ⅰ-3]과 같음.

대학자체평가 계획수립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선정 )

부서별 평가자료 공지 / 취합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개선 및 환류

• 자체평가위원회

• 기획처 / 평가실

• 자체평가 실무위원회

• 자체평가 TFT

•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

기획처 / 평가실

대학 행정부서

• 부서운영실적 분석
  - 학과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 부서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 사업단 계획 및 결과 분석

• 기획처 / 평가실

• 자체평가 TFT

구성원 결과공유 및 정보공개

[그림 Ⅰ-3] 자체평가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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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의 내용

▢ 자체평가 인증기준

   ◦ 평가인증 기준은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 평가요소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크게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방법으로 구분됨. 평가요소별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방법별 평가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평가방법 

       - 정성평가는 47개(75%), 정량적 정성평가는 15개(25%) 적용

       - 필수 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적용

   <표 Ⅰ-1> 자체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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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질보장
 2.1.1 교육과정 정책

 2.1.2 교육과정 개발

2.2 전공 및 교양 교육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2.2.2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

2.3 평생교육
 2.3.1 평생교육 운영 체제

 2.3.2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3.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3.1 학사관리

 3.1.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3.1.2 수업관리

 3.1.3 학생선발

 3.1.4 학업 성취도 평가

3.2 교육성과

 3.2.1 졸업생 취업률

 3.2.2 교육만족도

 3.2.3 재학생 충원

3.3 교수학습 지원
 3.3.1 교수학습 지원 체제 

 3.3.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4. 산학협력

4.1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4.1.2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4.2 취·창업지원 활동
 4.2.1 취·창업지원 체제

 4.2.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4.3 현장실습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4.3.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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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5. 학생 및 도서관

5.1 학생지원 및 상담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5.1.2 학생자치 활동

 5.1.3 언론활동의 보장

 5.1.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 제공

5.2 학생복지 지원
 5.2.1 복지지원

 5.2.2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5.3 도서관
 5.3.1 도서관 지원 체제

 5.3.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

6. 교원

6.1 교원의 선발과 평가

 6.1.1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6.1.2 교원의 확보

 6.1.3 교원평가

 6.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6.2 교원의 활동
 6.2.1 교원 역량 계발

 6.2.2 교육활동

 6.2.3 연구 

7.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7.1.2 총장의 리더십

 7.1.3 의사결정 구조

7.2 인사 및 복지
 7.2.1 직원 인사관리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7.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7.3.1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7.3.2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7.3.3 재정지원의 다양성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7.4.2 재정운영의 적절성

 7.4.3 감사제도

8. 물적·기술적
  자원

8.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8.1.1 물적자원 계획

 8.1.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

8.2 교육 및 복지시설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8.2.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8.2.3 정보보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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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9.2.1 교육품질의 평가체제

 9.2.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

기준 : 9개 기준 : 25개
평가
요소
62개

 정성적 평가요소  47개

 정량적 정성 평가요소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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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대학자체평가는 2016년 3월 자체평가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그림Ⅰ-3] 자체평가 운영체

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요 추진일정을  <표Ⅰ-2>에 나타냄. 

  
  <표 Ⅰ-2> 대학자체평가 주요 추진일정 

단계 주요 활동 비  고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준비

◦ 3/8 : 지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수립) 자체평가위원회 

◦ 3/16~3/18 : 박성준, 차병묵, 김기범 (자체평가양성 2차교육)  자체평가실무위원

◦ 3/23~3/25 : 이태원, 김정일 (대학평가인증 담당자 ALO 교육) ALO

◦ 3/30~4/1 : 이현화, 이인순 (자체평가양성 3차교육)    
◦ 자체평가 TFT 구성안 및 운영계획 수립 

자체평가 TFT

◦ 4/4 : 지체평가 실시 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 (확대보직회의) 보직/학과장

◦ 자체평가 TFT / 역할분담 / 평가계획 및 일정 조율 기획처/평가실

◦ 평가기준 검토 / 기준별 직무프로세스 검토 및 작성 자체평가 TFT

◦ 평가기준 검토 / 기준별 직무프로세스 부서전달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보고서작성

◦ 5/17 : 기준별 직무프로세스 및 자체평가 설명회(팀장, 부서원)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TFT

◦ 2014년, 2015년 운영실적 정리(자체평가 기준별)    
◦ 2014년, 2015년 운영실적 순회지도 및 검토 지원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TFT

◦ 자체평가보고서 기준별 조율회의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TFT

◦ 6/2 : 부서별 자체평가보고서관련 팀장, 담당직원 회의 
◦ 6/7 : 자체평가 진행보고 (확대보직회의)

팀장/직원
보직/학과장

◦ 6/8 : 대학컨설팅(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자체평가 TFT

◦ 자체평가보고서 기준별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TFT

◦ 자체평가보고서 기준별 취합 및 검토
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TFT

◦ 자체평가보고서 기준별 조율 및 검토(입증자료 점검) 자체평가 TFT

자체평가
실    시

◦ 7/18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검토  

자체평가 TFT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보고서제출

◦ 7/26 : 자체평가 최종보고서 완료 및 총장보고 자체평가위원회 

◦ 7/29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기획처/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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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대학 소개

1. 설립이념

   ▢ 건학이념 : 「자비와 봉사」

 
   ◦ 자비와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고는「배려」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부모님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근간에는「배려」라는 인성의 함양

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성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최우선의 인성덕목이기도 하

다. 「자비」란 불교의 기본 이념으로, 사랑과 양보, 그리고 이해와 헌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비의 정신은 사회생활에서 꼭 갖추어야 할 인성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비의 정신을 학생들이 함양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학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음.

   ◦ 「봉사」는 이러한 자비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지역사회 봉사를 보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5년부터 문성봉사센터 운영과 대학의 교양과목에 사

회봉사 학점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1999년부터 현재까지 28,603건 156,907명의 사

회봉사활동을 통해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있음. 

건학

이념

본 대학은「자비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심오한 학문 연구와 기능 연마, 그

리고 인격도야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생활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는 건실하

고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함을 건학정신으로 삼는다.

교육

목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

한 창의력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 훈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사람은 그가 가진 고귀한 뜻을 매사에 성실히 실천하는 가운데서 진

정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이 또한 자기완성의 유일

한 첩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학훈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자아실현을 

이룩하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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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대학 설립 이후 주요 연혁 

1978. 12. 18 학교법인  문성학원 설립(이사장 : 배성희, 학장 : 이문우)

1979. 03. 01 창원여자전문대학  제1회 입학식(5개 학과)

1983. 09. 16 창원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13개 학과 1,320명)

1997
시간제학생등록제 최초 시범대학선정 (입학정원10% 220명), 

정보통신우수대학 선정, 정원자율화 대학 선정

1998

중소기업청선정 기술혁신교육기관 ,교육부선정교육시설우수대학, 

노동부선정 직업능력향상교육시범대학

교육부 선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동 특성화 대학

1999

정보통신부 선정 전문대학 주전산기 지원대학

교육부 선정 구조조정 지원대학

교육부선정 전문대학 재정지원(주문식)

정보통신부 선정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창업보육센터 개소

2000

중소기업지원봉사단,  정보화기술지원봉사단 발대식,

창업보육센터 민․학 엔젤클럽 결성 

제1회 국제포럼 개최(7개국 7개 대학)

2001
교육인적자원부우수대학선정(정보통신특성화, 주문식교육),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획득

200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력단 시범운영기관 선정,

일본후지가미복지의료전문학교자매결연체결, 

캐나다 Georgian college 자매결연 체결

2004 중소기업청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2006. 09.  골프경기지도과 신설

2007. 06 정비관리과, 노인복지전공(복지학부) 신설

2008. 03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선정

2008. 03 재직자  훈련과정교육사업

2008. 04 신기술창업보육사업

2008. 06
메카트로닉스과,  산업디자인과, 광고미디어과, 조산생산학부(조선설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조선생산관리과) 신설

2008. 12. 29 중소기업 기술사관 시범학교 선정

2009. 01. 2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2009. 0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선정(노동부)

2009. 02 청년서비스사업단 : 보건복지부,경남도청,창원시청

2009. 02. 0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선정

2009. 02. 03 중소기업청년인턴제선정(노동부)

2009. 02. 10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 04
컴퓨터전기소방학부(전기과),  특수군사학부(함정기관과, 함정정보통신과, 
항공정비과, 항공통신전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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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4 산학연계인력맞춤형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 중소기업청

2009. 06 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기관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경남도청

2009. 07 성공창업패키지사업자 선정 : 소상공인진흥원

2010. 02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02 노동부재직자  훈련과정교육사업 : 노동부

2010. 02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 보건복지부,경남도청,창원시청

2010. 02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사업 (용접기능사,카티아,CNC) : 노동부)

2010. 0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노동부

2010. 03 중소기업 산학연계 인력맞춤형 사업 : 기업-대학(중소기업청)

2010. 03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조선해양플랜트과정)  : 노동부

2010. 04 성공창업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2010. 04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2010. 04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 중소기업청

2010. 04 찾아가는 안전교육(초중고교 대상) : 경남도교육청(소방방재과) - 전국 최초

2010. 05 전문대학생글로벌현장실습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전문대학협의회

2010. 06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06 지역인재육성사업 : 교육과학기술부,경남도청,경남발전연구원

2010. 08 귀환외국인근로자기능창업교육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09. 01 제14대 이원석 총장 취임

2010. 11. 24 2010 대한민국 기술인재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1. 01. 01 창원문성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1. 0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교육사업  : 고용노동부

2011. 01 특수분야직무연수(경상남도교육청)

2011. 0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고용노동부

2011. 03 조선기능인력양성사업  : 경상남도청

2011. 03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03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

2011. 03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 중소기업청

2011. 05 외국인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05 진로체험학습프로그램  : 경상남도교육청

2011. 05. 20 제32회 개교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2011. 06 지역인재육성사업  : 교육과학기술부,경남발전연구원

2011. 11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창업보육센터“에이엔테크”)

2012. 01. 10 교육기부기관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2. 01. 30 교육품질 인증대학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2012. 02. 09 대학청년고용센터 선정 :  고용노동부

2012. 02. 20 청년취업아카데미 선정 :  고용노동부

2012. 04. 01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04. 17 대학발전위원회 출범

2012. 04. 22 하동화력본부 기업대학 계약학과 '전기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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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 27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2. 06. 05 재직자 특별전형 우수대학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11. 06 경영실무능력인증대학 : 창원상공회의소

2012. 12. 21 사회복지전공실무능력인증대학 :  경남사회복지사협회

2013. 01. 11 대학청년고용센터 A등급, 상담 전국  전문대학 1위

2013. 03. 19 Global Hub College 사업 선정 : 교육부

2013. 05. 27 BI 보육역량 강화사업 운영기관 선정 : 중소기업청

2013. 06. 04 LINC사업 최우수 전문대학 선정 :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07. 04 일본 동경공과전문대학교와 자매결연

2013. 08. 12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09. 02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획득(유아교육과)

2013. 09. 10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선정  :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2013. 11. 11 제1회 창원문성대학 엑스포(EXPO)  개최

2013. 12. 03 창원시Ⅱ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선정 : 창원시

2014. 01. 15 대학청년고용센터 A등급, 상담 전국  전문대학 1위 (2년 연속)

2014. 01. 22 국제주문식연계교육과정 중국유학생  학위수여식(유학생 23명 100% 취업)

2014. 01. 28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 선정(6년 연속) : 고용노동부

2014. 02. 03 경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 고용노동부

2014. 04. 23 일학습병행제 공동형 훈련센터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06. 27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선정 : 교육부

2014. 06. 27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선정 : 교육부

2014. 11. 18 2014 평생직업교육 EXPO 개최

2015. 02. 05 교육기부기관 선정 : 교육부

2015. 02. 23 대학청년고용센터 A등급, 전국 전문대학  1위(3년 연속)

2015. 08. 26 간호과 4년제 승격(2017학년도) :  교육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5. 11. 17 2015 평생직업교육 EXPO 개최

2016. 01. 01 창원문성대학교 교명 변경

2016. 01. 06 대학청년고용센터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2016. 02. 12 제36회 학위수여식(42개과  1,667명, 누계 66,473명)

2016. 02. 2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고용노동부

2016. 02. 26 2016학년도 입학식(29개 학과,  입학생-1,782명)

2016. 04. 06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획 국무총리상  수상

2016. 05. 30 2016년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 중소기업청

2016. 06. 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거점센터 지정

2016. 07.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평가 :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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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 및 기구표

[그림 Ⅱ-1] 대학 행정조직 및 기구 (2016. 07. 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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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직자 

<표 Ⅱ-1> 대학본부, 부속조직 및 사업단/센터 보직현황 (2016. 07. 01 기준)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대학본부

총  장 이 원 석

학사부총장 장 규 표

기획처장 김 성 희

대외협력처장 김 미 연

교학처장 김 남 식

산학협력처(단)장 심 재 홍

평생교육처(원)장 권 재 길

입학처장 신 동 주

사무처장 강 명 조

평가실장 이 태 원

시설관리센터소장 안 흥 경

부속조직

문성생활관장 김 주 량

도서관장 김 주 량

NCS지원센터장 정 재 운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정 재 운

학생생활상담실장 이 인 순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 인 순

사업단(센터)

LINC사업단장 강 인 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심 재 홍

창업보육(교육)센터장 정 장 근

디자인센터장 심 창 민

빅데이터센터장 허 덕 행

일학습병행제듀얼공동훈련센터장 김 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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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 현황 

<표 Ⅱ-2> 교원 현황 (2016. 07. 01. 기준)

학 과 명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조교

기계과 6 2 2

메카트로닉스과 3 1
1

생산품질관리과 1 3 1

자동차공학과 8 3 2

조선해양기계과 3 2 1 1

조선해양플랜트과 3 1 1 2

컴퓨터과학과 3
3

소방안전공학과 2 2

전기공학과 4 1 1

간호과 9 1 1 3

건축학과 4 1 1

경영과 1 1 2
1

유통물류과 2 1 1

관광과 2 3 1

미용예술과 4 1 1

보건행정과 2 1 1 1

부동산지적과 3 1
1

장례복지과 3 1

사회복지과 3 5
1

사회복지행정과 3

산업디자인과 5 1

세무회계과 2 3 2
1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2 1

식품영양과 3 1

유아교육과 8 8 4

재활레저스포츠과 4 3 1 1

특수장비과 3 3
2

국방물자과 2 1 1

항공정비과 2 1 1 1

호텔조리제빵과 5 4 2

산학협력처(단) 2

기타 행정부서 5

총 계 107 47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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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직원 현황 (2016. 07. 01. 기준)

소 속 일반직 기술직 계약제

비서실 1

기획처
기획처 기획조정팀 3

기획처 평가실 1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 글로벌교류센터 1

대외협력처 홍보팀 1

교학처

교학처 NCS지원센터 1

교학처 교수학습지원센터 1

교학처 교무지원팀 3

교학처 장학지원팀 2

교학처 전산지원팀 3

교학처 학생복지팀 2

평생교육처
평생교육처 사업운영팀 1

평생교육처 평생교육원 3

입학처 입학처 입시운영팀 3

사무처
사무처 구매팀 2 1

사무처 재무팀 4 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1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매니저) 1

산학협력처 산학협력처 취업/현장실습팀 2

시설관리센터 5 1 3

문성생활관 1 3

도서관 1

예비군대대 1

총 계 4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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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현황 (2016. 4. 1 기준)

<표 Ⅱ-4> 재학생 현황 (2016. 04. 01. 기준)

계 열 명 학 과 명 학년 주간 야간 소 계

공학계 건축학과

1학년 43 43

2학년 27 27

3학년 34 34

자연과학계 식품영양과

1학년 37 37

2학년 34 34

3학년 25 25

자연과학계 간호과

1학년 105 105

2학년 84 84

3학년 71 71

인문사회계 유아교육과

1학년 99 29 128

2학년 92 27 119

3학년 92 29 121

인문사회계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1학년 30 30

2학년 26 26

3학년 27 27

공학계 기계과
1학년 123 23 146

2학년 115 20 135

공학계 메카트로닉스과
1학년 33 33

2학년 23 23

공학계 생산품질관리과 2학년 29 29

공학계 자동차공학과
1학년 136 26 162

2학년 62 22 84

공학계 조선해양플랜트과
1학년 32 32

2학년 49 49

공학계 조선해양기계과
1학년 43 43

2학년 44 44

공학계 산업디자인과
1학년 55 55

2학년 34 34

공학계 컴퓨터과학과
1학년 1 1

2학년 29 29

공학계 소방안전공학과
1학년 1 1

2학년 21 21

공학계 전기공학과
1학년 1 21 22

2학년 85 19 104

공학계 컴퓨터․전기공학부 1학년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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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명 학 과 명 학년 주간 야간 소 계

공학계 특수장비과
1학년 70 70

2학년 65 65

공학계 국방물자과
1학년 34 34

2학년 27 27

공학계 항공정비과
1학년 38 38

2학년 47 47

자연과학계 보건행정과
1학년 39 39

2학년 37 37

자연과학계 미용예술과
1학년 54 54

2학년 44 44

자연과학계 호텔조리제빵과
1학년 110 110

2학년 92 92

인문사회계 관광과
1학년 27 27

2학년 34 34

인문사회계 경영과
1학년 25 28 53

2학년 24 19 43

인문사회계 세무회계과
1학년 61 26 87

2학년 69 24 93

인문사회계 사회복지과
1학년 40 40

2학년 45 45

인문사회계 사회복지행정과
1학년 30 30

2학년 35 35

인문사회계 부동산지적과
1학년 30 30

2학년 27 27

인문사회계 장례복지과
1학년 27 27

2학년 34 34

인문사회계 유통물류과 2학년 29 29

예체능계 재활레저스포츠과
1학년 72 72

2학년 65 65

총 계

1학년 1,519 180 1,715

2학년 1,394 165 1,572

3학년 249 29 278

계 3,162 374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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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특징

▢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서 최적의 입지여건

   ◦ 창원문성대학은 창원시 중심에 위치하며,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체와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진해국가산업단지, 덕암지방산업단지, 창포산업단지, 마천지방산

업단지 그리고 김해지방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서 최적

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종   류 단  지

국가산업단지 6개

일반산업단지 38개

농공단지 73개

계 117개

[그림 Ⅱ-2] 창원인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현황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에 따르면 6대 발전권역 중에서 창원시는 동부 

성장핵심 도시권에 속해있으며 특히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2015

년~2020년까지 ICT 융복합집적지, 첨단산업집적단지,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이 확정되어 있음. 따라서 창원에서 산학협력중점대학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표 Ⅱ-5>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내용

사업명 주 요 내 용

ICT 융복합 집적지
ㆍ경남TP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기계설비 업종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집적지 조성

첨단산업 집적단지
ㆍ산단 입주업체 경영활동에 필요한 R&D지원시설 및 연구
  시설 등을 확충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ㆍ창원산단 내 교육․연구, 기업지원,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산학협력 지원시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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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4대 발전전략산업 기반 학위·비학위 운영체제 구축  

   ◦ 경남 4대 발전전략산업(주력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 서비

스 산업)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운영체제를 <표Ⅱ-6> 

에 나타냄.

<표 Ⅱ-6> 경남 4대 발전전략산업기반 학과운영체제

경남 선도산업 세부산업 학과

주력전략산업

 기계(메카트로닉스) 산업  기계과, 자동차공학과, 특수장비과, 
 생산품질관리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 로봇(산업용)산업

 조선해양산업  조선해양기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 항공기계과(2017년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지능형홈사업  건축학과

미래유망산업

 실버산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과, 장례복지과

 레저∙스포츠산업  관광과,  재활레저스포츠과

 의생명산업  간호과, 보건행정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물류∙유통산업  유통물류과, 경영과, 세무회계과

 산업디자인산업  산업디자인과

 제조업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컴퓨터과학과

   ◦ 또한 2014년부터 대학특성화사업(평생직업교육대학)을 통한 CDT(재직자 직무향상교

육), STR(성인학습자교육), SLU(은퇴예정자교육), LEAD ACADEMY등을 통한 지역산

업 및 지역사회기반 재직자직무향상교육 및 취․창업교육 중심으로 비학위과정이 활

성화되어 있음.

[그림 Ⅱ-3]  평생직업교육대학(학위․비학위과정)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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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기반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중심대학 

   ◦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교육부와 연계한 다양한 산

업체 재직자 대상의 교육․훈련사업 및 성인학습자 취․창업업교육프로그램 중심의 다

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표 Ⅱ-7> 2014년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비학위과정) 교육운영실적

산학협력 형태 과정명 연계기관 수료(명)

비학위
과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기능 용접인력 양성과정 조선해양플랜트과 67

전기설비 전문인력 양성 전기과 40

CAM가공 전문인력 양성 기계과 40

지역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교육과정

시간선택제 일자리(제조업분야) 지역 산업체 20

시간선택제 일자리
(서비스산업분야)

지역 산업체 19

사업주위탁 
교육과정

특수용접과정 성동조선해양㈜ 29

오피스 종합실무과정 성동조선해양㈜ 19

수입검사원 용접교육 ㈜효성 창원1공장 57

신입사원 역량강화교육(1,2차) ㈜제트에프삭스코리아 16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교육
㈜클라크 머터리얼 
핸들링 아시아

14

산,학,연
연계과정

일학습병행 
듀얼공동훈련 

자동차 엔진 및 섀시 과정 자동차과 9

기계 CNC 선반

기계과

5

기계가공(1차, 2차) 32

기계조립 및 설계 13

<표 Ⅱ-8> 2015년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비학위과정) 교육운영실적

연계모델 연계기관 운영과정 수료(명)

CDT 재직자 대상
경남자동차정비검사조합 자동차보수도장 등 7개과정 75

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영어 등 5개과정 86

비학위
과정

사업주
위탁과정

두산중공업(주) Pro/E(3D) 등  21개 과정 446

화천기계(주) 품질/TPM 등 6개 과정 102

덴소코리아 자동차구조해석 등 2개 과정 29

미취업성인학습자 재료연구소 취업대비교육 등 2개과정 41

경력단절여성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취업대비교육 등 10개과정 251

산학
연계
과정

명장기술도제
프로그램

한국산업명장협회 2015-1, 2기 멘토멘티프로그램 91

국가품질명장협회 고숙련기술전수도제프로그램 44

최고장인회 캠프, 실무협의 -

일학습병행 ㈜대덕테크 등 21개업체 기계가공 등 22개과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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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최근 3년간 산학협력기반 재직자교육 및 취·창업 관련사업 실적

년도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비(천원)

2014년

고용노동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사업(전기, CAM, 용접) 452,000

고용노동부, 창원시청 창원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90,00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720,00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듀얼공동훈련센터 156,000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사업 323,700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LINC 사업 682,000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평생직업교육대학사업 5,980,000

2015년

고용노동부(창원시청, 경남도청) 일자리창출사업(스마트제어, 용접, 비파괴) 307,43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사업 263,78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듀얼공동훈련센터 346,13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사업 201,600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LINC 사업 531,275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평생직업교육대학사업 5,814,000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고숙련기술전수 도제교육프로그램 사업  191,000

2016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  직업능력개발훈련 100,000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제 9,865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209,929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190,000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166,000

중소기업청(한국창업보육협회) BI보육역량강화사업(특화BI)      68,000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487,500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LINC사업-시범사업      50,000

경상남도청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15,000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6,374,241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 듀얼 공동훈련센터     464,762

계 24,2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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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자체평가 종합 및 논의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 평가 및 분석결과

 사명과 교육목표

   ◦ 대학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는 전 교직원의 참여로 수립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심

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공표되었음.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과 교육방향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사명과 비전 달성을 위해 대학 전체의 행동규범 및 

각 부처별 세부 행동규범도 함께 도출하고 내재화를 통해 전 구성원이 비전 달성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비전선포식, 대학홈페이지, 대학사명선언문 등을 통해 공표 

및 구성원과의 공유를 하고 있음.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관리 전담부서는 기획처/미래전략실에서 전담하며, 기관

평가인증 영역을 포함해 외부평가 등과 관련한 학내외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통일성 

있게 연계한 「종합평가지표」를 성정하고 교육품질관리지침을 통해 년1회 학과평

가, 부서평가, 대학평가 및 중장기발전계획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대학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음. 

 특성화 및 발전계획

   ◦ 우리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은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부별 의

견수립,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구성원에게 공표하는 절차로 수립되었음.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은 「최적의 교육환

경,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지역 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6대 발전전략 18개분

야, 65개 항목, 14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부서별로 약 62.3억원의 재정운영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 중장기발전계획(특성화 포함)은 대학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대학구성원

이 공유하고 있음.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실행 가능

한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교육품질관리지침(매뉴얼)에 의하여 년 1회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정량 평가를 기

획처/미래전략실에서 수행하고 있음. 특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6대전략(18개분야)에 대해 35개 평가지표(350점)에 대해 정량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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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 관점에서 정성평가를 수행함. 

   ◦ 대학중장기발전계획 1단계(2011.3 ~ 2016.2) 종료되었기에 5년간의 대학중장기발전계

획을 전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5개 세부항목 대상으로 P-D-C-A 

관점에서의 미흡율은 56.5%를 보이고 있음. 단계별로 살펴보면, Plan 단계가 40.0%

로 가장 낮고 Action 단계가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음.

   ◦ 대학특성화(평생직업교육대학)의 평가는 특성화사업단 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

고 자체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함. 2014년 대학특성화(평생직업교육대학)의 교육

부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2015년 대학특성화 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

을 받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는 전 교직원의 참여로 수립되었으며 대학평의원

회 심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공표되었으며, 비전선포식, 대학홈페이지, 대

학사명선언문 등을 통해 공표 및 구성원과의 공유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목표 달성

을 위해 기관평가인증 영역을 포함해 외부평가 등과 관련한 학내외 다양한 평가지

표들을 통일성 있게 연계한「종합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기획처에서 교육품질관리

지침을 통해 년1회 학과평가, 부서평가, 대학평가 및 중장기발전계획평가를 실시하

고 검토 결과를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 

   ◦ 중장기발전계획은 학부별 의견수립,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사

회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교육품질관리지침(매뉴얼)에 의하여 년 

1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6대전략 35개 평가지표(350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대학중장기발전계획 1단계(2011.3 ~ 2016.2) 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하였음. 

   ◦ 대학특성화(평생직업교육대학)에 대한 교육부 평가에서는 2014년 운영실적은 “우

수”등급, 2015년 대학특성화 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음.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5년간의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결과 65개 세부항목 대상    

P-D-C-A 관점에서 미흡율은 56.5%를 보이고 있음. 2016년 재수립되는 중장기발전계

획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체화 (년차별 세부 달성목표 등)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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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1) 평가 및 분석결과

 교육과정의 질 보장 

   ◦ 대학은 산업체 요구수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학위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개편 및 편성하였

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과 학칙, 규정 및 지침 등을 갖추고, 매년 교육과정심의

위원회 등에서 심의 및 검토하고 있음. 

   ◦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학사제도와 평생교육체

제를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 정책에 따른 학과별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

정으로 개발, 2015년 현재 12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음(2016년 전 학과 개발 완료).

   ◦ 학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학과의 개설, 통폐합, 폐지 등을 위한 규정과 정책을 갖추고, 구성원의 의견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시설과 기자재 배치 및 관리 전환, 대상 교원의 전공 

등에 따라 배치하며, 폐과 학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재학생과 졸업생 만족도 조사에 교육과정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외부위

원이 포함된 학과 교육과정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다음 년도 교육과정의 개편 및 편성

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교육과정 개

편·편성→교육품질관리 계획서→교과목 운영·평가→직무능력성취도 평가→교육품

질관리결과보고서(성과지표의 개선안 수립 등)→교육과정 개편 환류’를 하고 있음.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지원을 위해 각종 매뉴얼을 개

발・보급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4~2015년 22개 학과

의 교육과정 개발에 83,295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 시 매뉴얼에 따라 환경분석 및 교육 수요자(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 

 전공 및 교양 교육

   ◦ 학과는 교육목표 및 학습 성취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2015년 전공 교과목의 

실습 비율을 57.1%로 적절하게 편성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과의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를 공지함. 수강신청 

기간과 학기 중에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조회하여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와 성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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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1주차 수업에 교과목 담당교원은 진단평가 실시하고 강의

계획서와 평가계획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전공 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는 25.8명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의 인성, 교양, 전공 기초학습능력과 취·

창업 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 교육운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전문직업인 양성의 기초가 되는 직업기초능력을 대학 공통교양 필수교과목(2개 교과

목)과 학과 선택 교양교과목(4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며, 비교과과정으로 직업기

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튜터링 및 학습법 향상 워크

숍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 실적이 있음.  

   ◦ 학생들의 대학적응과 취업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으로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학생지도시간 3개 교과목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목의 교재를 자

체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등의 예산집행 실적이 있음. 

   ◦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과의 전공 특성에 따라 창업 관련의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과별 창업 교과목을 편성한 실적이 있음. 

 평생교육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등 평

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3명 배치하고 있음. 

 ◦ 전담부서의 설치근거와 역할은 학칙 제70조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의하며, 부서 

전담인력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학과 전임교원을 평생교육원 강좌의 전임지도교수로 임명하여 강의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강좌 개설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음. 

 ◦ 매 학기 수강생 만족도 조사(강의평가 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2014~2015년 만족도는 85점 이상으로 우수하였으며, 또한 신설 강좌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고 있음. 

◦ 대학의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을 운영하고 있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대학의 학

칙 및 운영규정을 갖추어 학과 전임교원 등에 의해 강의계획의 수립 및 강의의 운

영, 평가 등의 학사운영을 엄정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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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및 활용계획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2014~2015년 개발 예산을 배정하고 집

행한 실적(8,329만원)이 있는 등 지속적인 지원 노력과 실적이 우수함. 

   ◦ 실습학기제, 선행학습학점인정제, 선취업 후진학,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제 등 학습

자 중심의 학사제도를 개설 및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매뉴얼과 교육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개발 및 제작하여 학과 간의 교육과정 표준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우수함. 

   ◦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과 현

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개편 및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 

   ◦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기초능력을 대학 교양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직업

기초능력 교재의 개발 및 관리와 표준화 평가도구의 개발과 활용 등 재학생의 직업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교양 교육과정을 직업기초능력, 기초학습능력, 학생지도시간, 창업능력의 4개 영역으

로 구분하여 편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지도시간을 교양 교과목의 학점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 및 무료 배부하여 학생 진로

지도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함. 

   ◦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평생교육사 자격자 2명)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학칙과 관련 규정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학과 전임교원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좌 전임지도교수로 임명하여 수강생 및 교

육의 질적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매 학기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며, 건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고 있음. .

◦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관련 법률과 지침,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

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음.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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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1) 평가 및 분석결과

 학사관리

   ◦ 우리 대학은 교육과정의 개정·폐지 및 학생의 학적변동 등 재학 중에 발생하는 모

든 상황에서의 학점인정, 성적평가, 학위수여 등 학사전반에 대한 학칙, 시행세칙, 

규정 및 지침을 갖추어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원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다양

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있음. 

   ◦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일수를 준수

하고 있으며, 교수의 수업활동 및 학생의 수업참여를 관리·평가 관련 규정 및 지침

을 갖추어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모집전형(일반, 특별, 정원외 특별전형 등)을 

개발하고, 모든 모집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평가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인

증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91.0%를 충족하고 있음. 

   ◦ 학칙 및 시행세칙과 지침에 의거하여 성취도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A학점 성적분포 비율은 2014년 40.9%, 2015년 36.3%로 기관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성적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교육성과

   ◦ 2014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은 6.01 기준 61.9%, 12.31 기준 64.2%이며, 2015년은 

6.01 기준 61.6%로 기관평가인증의 기준인 60%를 상회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및 운영, 학생상담 및 지도, 장학 및 취업지원, 대학편의 시설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여 대

학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개선을 위해 환류하고 있음. 

   ◦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2014년 88.6%, 2015년 87.1%로 기관평가 

인증 기준 82%를 충족하고 있음. 

 교수학습 지원

   ◦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교수의 교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직원 및 교수

를 배치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학처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서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학습목표 달성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매 학기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강의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강의평가 항목별 점수가 향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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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및 활용계획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위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정한 학사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에 적용하고 있음. 

   ◦ 교수의 수업활동 및 학생의 수업참여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출결과 수업관리 규정 

및 지침을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수업일수 준수 및 엄정한 성적관리를 하여 A학점 

성적분포비율이 2014년 40.9%에서 2015년 36.3%로 기관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

을 충족함으로써 성적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 신입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평가하고 있으며, 신입생 충원율에 있

어 2015학년도 97.6%, 2016학년도 92.5%로 평가인증기준 요소를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리고 학사관리를 통하여 졸업

생의 취업율, 교육만족도,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며, 그 성과개선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음.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및 운영, 학생상담 및 지도, 장학 및 

취업지원, 대학편의 시설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

육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개선을 위해 환류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교수의 교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직원 및 교수

를 배치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학처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원을 위

한 튜터링의 경우 2014년도 1,658명, 2015년도 1,048명이 참여하였고, 교수법연구회

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며, 교수법 특강 개최와 수업녹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행 후 참여자로부터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신입생충원율 향상을 위해 우수한 입학자원 발굴 및 유입방안을 강구가 필요함.   

   ◦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인증원 평가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인 지원과 활동으로 지속적인 향상이 요구됨.

   ◦ 교수학습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 및 전파를 통하여 재학생의   

      실무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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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협력

   
1) 평가 및 분석결과

 산학협력 교육활동

   ◦ 교육목표 달성과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내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총 29명의 직원들이 산학협력과 

관련한 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산학협력 정책에 맞춰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갖추고  

LINC 사업계획서,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사업계획서, 산학협력처 및 산학협력단 

부서운영계획서를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서 및 사업단별 운영결과는 사업단의 경우 내부 자체평가위원회 중심의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서의 경우에는 부서 운영결과보고서 및 

정량지표에 의해 평가를 수행함. 

   ◦ 평가 후 개선부분으로 2015년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 평가 및 취업률 

부분에서 한 단계 개선되었으나, 현장실습 이수율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낮게 

평가됨으로써 2016년 LINC사업단 및 산학협력처(단)에서는 현장실습 이수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활동 개선계획을 환류시켜 운영하고 있음. 

 취·창업지원활동

   ◦ 학생의 취·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취·창업지원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관련규정에 따라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취·창업지원 활동 계획은 매년 LINC 사업계획서,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서, 산학협력처 및 산학협력단 부서운영계획서를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학생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 환경 변화와 학생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위원회, 산업체 수요·설문 면담지 분석,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취·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취·창업지원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취업준비 및 만족도 

조사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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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취업/현장실습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의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며, 현장실습운영 규정과 매뉴얼,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수가 2014년은 5.4명, 2015년에는 5.5명으로 인증원이 

제시한 13명 이하를 충족함.

   ◦ 학과는 교육목표에 맞춰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업체로부터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받고 있으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실습 운영

성과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학과별 현장실습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 

재학생들과 공유하고, 개선할 부분은 차기 년도 현장실습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

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교내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

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음.

   ◦ 학생의 취·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지원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를 위

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충분한 현장실습 교류업체를 확보하고 있음.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산학협력 협약체결 이후 가족회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산학협약업체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가족회사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함.

   ◦ 다수의 취·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계별(학년, 학기별) 구조화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입학-재학-졸업-사후관리의 단계별(학년, 학기별) 체계화되

고, 학과별·지원분야별로 차별화/특성화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장실습기간이나 이수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직무교육시 

현장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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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및 도서관

   
1) 평가 및 분석결과

 학생지원 및 상담

   ◦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학처        

학생복지팀, 장학팀, 문성생활관, 문성봉사센터, 학생생활상담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보건실, 시설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4명, 직원 22명의 인력을 배치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정보제공, 진

로 및 학습지원프로그램과 심리·진로·취업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통학버스 운행 및 학생휴게 공간과 사이버카페 등의 운영을 

지원함. 

   ◦ 대학은 보건진료실과 학생생활상담실에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원함.

   ◦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학생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사전 안전교육과 사후 점검, 안전보험의 가입을 지

원 하는 등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안전사고의 발생율이 감소함.

   ◦ 학생지원부서는 학생지원 서비스의 평가와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재학생 만족도 조

사,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설문조사, 문성생활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동아리활동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일대일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봉사장학 등 장학제도와 학생회와 동아

리 공간(실)의 환경개선, 사물함 교체와 통학버스이용의 불편을 개선하였음.

   ◦ 대학은 학생단체활동규정 제2조(책무와 역할)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학 및 학생  

회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학생단체활동규정과 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복지의 개선을 위해 학생회와 동아리 공간(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봉사장학 제도 등 2종의 장학제도를 신설 ‧ 보완하는 등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음.  

   ◦ 대학은 방송국과 학보사를 방송/학보사(M.B.S)로 통합하고 방송실 환경개선과 기 확

보된 방송장비, 교내 방송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학생언론활동을 위한 방송

/학보사(M.B.S) 공간(실)을 제공하고 방송국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학생의 

언론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목표의 달성과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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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정보제공 체계를 갖추고 학기별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습 및 진로를       

지도하며 다양한 학습·진로·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실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학생의 심

리·정서적인 지도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학기 초, 전체 재학생을 대

상으로 2014년 8,328건, 2015년 6,434건의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중증도의 우울과 불안 

등 심리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학생복지지원 

   ◦ 대학은 복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편의를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 ‘대학편의 시설 및 서비스’분야 5개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2014년 대비 2015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대학의 보건진료실은 운영규정에 의해 간호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대학구성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치(17호관)로 이전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보건진료실

의 이용실적은 2014년의 306명, 2015년 1,9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며 지역자원(산학협력업체, 대학발전위원회, 동문회 등)을 활용하고 장학금유치실적

을 학과평가의 지표로 구성하는 등 외부 장학금을 유치하여 학생에게 장학지원하였

음.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은 2014 회계연도 13.9%, 2015 회계연도 14.1%로 필수평

가요소의 정량적 요구수준인 10.0%를 상회하여 인증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층족함.

   ◦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학  

생 및 다문화 가족학생(외국인학생 포함)들에게 필요한 대학생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  

고 대학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통합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장애도우미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입학지원을 위한 특례입학

제도와 다문화가족학생 장학제도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학생을 지원함.

 도서관

   ◦ 대학의 도서관은 업무를 총괄하는 도서관장(1명)과 직원(1명), 행정조교(1명)의 직원  

      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2명의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수서·정   

      리·열람·참고·기타 이용자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였음.

   ◦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이용자만   

      족도조사 등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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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 대학의 도서관은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장서확충이 이루어졌으며 도서관 정보화개  

선,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제8조 평가 및 도서관 자체 평가지침)

을 마련하고 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였음.

   ◦ 대학 도서관은 도서관서비스의 안내와 참여를 통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

년 재학생 1,701명, 2015년 1,483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

강이벤트 행사, 독서 캠페인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  

록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학습 및 진로지도 교과목(각 1학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상담과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지도하였음. 

   ◦ 진로지도를 위한 개설 교과목은 직업과 자기관리(1학년 1학기), 진로설계(1학년 2학

기), 취업과 진로 (2학년 1학기)이며, 산업체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된 교재

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개발하여 학기 초 재학생에게 무료 배부함.

   ◦ 대학은 학생의 학업활동과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

원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8,328건, 2015년 6,434건의 기초심리검사를 실

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의 우울과 불안상태의 학생정보를 학과지도교수

와 공유하여 우울예방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등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대학은 전문컨설턴트가 각 학과를 방문하여 재학생의 직업선호도검사, 인 ‧ 적성검

사,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등 진로지도 및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의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

함. 

   ◦ 직무적성검사, 진로지도 특강, 진로 캠프 등 대학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에는 2015

년 832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014년 3,388

명, 2015년 5,026명으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임.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복지 등 학생을 지원하는 부서는 주무부서인 교학처를 포함하여 

산학협력, 시설관리센터 등으로 산재되므로 학생복지의 통합지원 기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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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1) 평가 및 분석결과

 교원의 선발과 평가

   ◦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인 사립학교법 제

53조, 제 54조, 제55조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5조

의 4에 근거하는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갖춘 적정한 수의 교원을 채용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음.  

   ◦ 교원의 다양한 책무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객관적인 업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 재임용, 연봉책정, 성과급 포상 등의 기준에 활용하고 있음.

   ◦ 비전임 교원으로서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채용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이에 따른 자격과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교원의 활동

   ◦ 교원 역량계발을 위하여 교원연수(구)규정 갖추어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연수(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2014년도~2015년도에 16주 이상의 산업체 현

장직무연수 신청을 안내하고, 최종 4명의 교원을 선발하여 5 ~ 6개월 간의 연수를 

시행하였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을 이해 매년 전공, 

      직업교육, 직무향상 관련 교내외 연수와 해외연수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교원의 수업준비에 필요한 연구와 학업지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

성을 위하여 수업과 관련된 학칙,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과 교수별 담당시수 및 담당

과목 배정지침을 갖추어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전공분야에 적합한 학술연구․기술개발 등의 활

동을 하고 있으며, 교원연구실적은 교원 1인당 0.22건으로 기관평가인증의 요구기준

을 충족함.

   ◦ 교원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교원인사 

규정에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교원의 승진･재임용 시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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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교내 논문집의 발간, 국내외 학회 논문 게재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 임면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임

용의 경우 학문적, 실무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외부 심

사위원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으로 기관평가기준

을 충족하고 있음. 

   ◦ 교육, 입시, 학생지도, 직업교육 관련 활동, 봉사 및 사회활동, 연구활동, 산학협력활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역량을 고취시키며,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평가규정을 두고 절차에 따라 매년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전임 교원으로서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채용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이에 따른 자격과 채용절차를 준수하며, 담당교과목, 학위, 실무경력 등에 관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심사하여 임용하고 있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을 위해 2014년

도~2015년도에 최종 4명의 교원을 선발하여 5 ~ 6개월 간의 연수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전공, 직업교육, 직무향상 관련 교내외 연수와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 교원의 수업준비에 필요한 연구와 학업지도활동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조

성을 위하여 수업과 관련된 학칙 및 지침을 갖추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부

터 2015까지 전임교원 평균시수를 분석해 보면 평균 11시간으로 기관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12.8시간을 하회하여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을 갖추어 교내 

논문집의 발간, 국내외 학회 논문 게재료 지원, 수업시수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교원의 승

진･재임용 시에 활용하고 있고, 교원연구실적은 교원 1인당 0.22건으로 기관평가인

증의 요구기준을 충족함.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연구활동 지원 강화로 교원연구실적 향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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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 및 재정

   
1) 평가 및 분석결과

 리더십과 행정관리

   ◦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 별 권한,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규정 등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문서의 생성 및 식별, 소멸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 및 역할, 업무,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학칙, 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규정류의 취합, 보관, 운영, 관리 

등을 시행 하고 있음.

   ◦ 대학은 2011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대학의 비전, 핵심가치, 사명을 도출하여 현재

까지 이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체제의 개편을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화의 방향

을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설정한 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학의 체제개편,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화의 다양한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총장은 이러한 대학의 현황을 직시하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의견수

렴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노력을 독려하며 지원하고 있음.

   ◦ 전체교수회의 (연2회), 학과장회의 (월1회), 보직회의 (주1회), 학과/부서회의 (수시)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음.

 인사 및 복지

   ◦ 대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특성화사업, 입학정원감소 등 대학이 처한 대 ․ 내
외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음.

   ◦ 일반 행정업무 이외에 전산, 상담, 국고사업 진행 등 특수한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대학은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직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

실적, 업무수행능력, 기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원과 직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직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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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리후생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 대학은 2011년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2012~2016년의 재정운영에 반영하였음.

   ◦ 2014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Ⅳ영역 선정에 의해 급격한 입학정원의 감소가 발생함

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해 외

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뢰 대학 대내외적 현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법정 부담금을 전입 받고 있으며,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법인과 협의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음.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중 일부를 법정부담으로 전출하여 법정부담금 전입

금로 처리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

년 결산서에 반영되고 있음.

   ◦ 대학은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학과별 예산

의 요구를 수렴한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

산을 확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의 책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등록금 산정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

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대

학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책정하고 있음. 또한 

2014년, 2015년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여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

   ◦ 대학은 예산담당관을 두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분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정착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 재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 금액을 일정 규모 이상 계속유지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음.

   ◦ 학생들의 질적 교육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 금액을 일정 규모 이상 계속유지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지 하고 있음.

   ◦ 대학은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수요자인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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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집행실적을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음.

   ◦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대학홈페이지, 정보공시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학칙, 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규정류의 취합, 보관, 운영, 관리 

등을 시행 하고 있음.

   ◦ 대학은 2011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대학의 비전, 핵심가치, 사명을 도출하여 현재

까지 이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체제의 개편을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화의 방향

을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설정한 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학의 체제개편,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화의 다양한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대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특성화사업, 입학정원감소 등 대학이 처한 대 ․ 내
외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음.

   ◦ 대학은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직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

실적, 업무수행능력, 기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학은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학과별 예산

의 요구를 수렴한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

산을 확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의 책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

   ◦ 예산담당관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수립의 적절성을 추구하고 예산 집

행 시 학과/부서별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관리 시스템을 추후 정착화 

시켜 나갈 계획임.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구성원의 의견이 보다 용이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등 상시적인 경로를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장단기재정운영에 관한 보다 상세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예산담당부서의 기능 및 관리체제의 면밀한 분석 및 권한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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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적·기술적 자원

   
1) 평가 및 분석결과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물적자원(교육시설, 편의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중단기 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연간 시설관리 부서의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

가하고 있음.

   ◦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 캠퍼스 조성계획 등에 의거하여 ‘중단기

(2014~2016년도) 교육시설개선 추진계획’을 2013년 12월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단

기적인 대학의 물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매년 재학생 만족도조사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시설,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물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물적자원의 확보 및 지원 결과에 대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부서평가 및 교육품질평가 등을 통하여 물적자원의 계획 및 운

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교육 및 지원시설

   ◦ 대학의 교사확보율은 2014년 141.5%, 2015년 177.5%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

로 학습·연구·업무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시설의 관리·유지·개선을 실시하고 학생의 학내 

생활편의 및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보건진료실은 대학 구성원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하고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기구 보완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보건진료실을 이용한 연인원은 2014년 306명, 2015년 1,982명으로 증가하

였음. 

   ◦ 정보자원지원체제로서 전산지원팀을 운영하여 학사행정 지원, 시스템 운영, 정보보

안, 기타 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전담인력으로는 정보처리기사자격증, SCJP, 

MCSE 등을 보유한 팀장 1명 및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정보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

용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원,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어 준

수하고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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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안 수준진단 결과 2014년에는 54.31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68.9점으로 상승하

였음.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2014년에는 74.5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58점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음.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2014학년 240,667원, 2015학년 191,984원으로 평가인증원이

제시한 기준액 157천원을 상회하여 충족함.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실험실습비는 

교비회계만으로도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산단회계 실험실습비 금액이 추가됨

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험실습기회가 많아졌다고 보여지며 향후 기준요건을 충족하

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실습비를 확보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임.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는 실험실습실운영규정 및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학부(과)는 실험실습계획에 따라 학과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자재, 

비품 및 소모품을 신청하고 있으며, 교학처는 이를 취합하고 적정성을 평가 후 실험

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함.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학부(과)의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혹은 재심의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학과별 배

정된 예산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필요 이상의 물품이 신청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였음.

   ◦ 실험실습실 담당교수를 정하고 운용․보관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 등 사유로 

불용품 폐기처분 시 실험실습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함.

   ◦ 물적자원 개선과 평가를 위한 규정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물적자원 확보 및 유지에 대한 시행 결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업무절차 중 불용자산 처리와 관련한 이사회 승인 업무가 미흡함으로 향후 업무 진

행시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기자재, 비품 관리부서와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의 

관리부서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함.

2) 우수 및 활용계획

   ◦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물적자원(교육시설, 편의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중단기 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연간 시설관리 부서의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

가하고 있음.

   ◦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 캠퍼스 조성계획 등에 의거하여 ‘중단기

(2014~2016년도) 교육시설개선 추진계획’을 2013년 12월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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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대학의 물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매년 재학생 만족도조사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시설,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물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

육시설의 관리·유지·개선을 실시하고 학생의 학내 생활편의 및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보건진료실은 대학 구성원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하고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기구 보완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에 보건진료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보건진료관리와 약품의 효율적인 관

리 및 이용자의 개인 보건정보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보건진료실을 

이용한 연인원은 2014년 306명, 2015년 1,982명으로 증가하였음.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는 실험실습실운영규정 및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학부(과)는 실험실습계획에 따라 학과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자재, 

비품 및 소모품을 신청하고 있으며, 교학처는 이를 취합하고 적정성을 평가 후 실험

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확정함.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학부(과)의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혹은 재심의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학과별 배

정된 예산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필요 이상의 물품이 신청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였음.

   ◦ 물적자원 확보 및 유지에 대한 시행 결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현재 시설, 기자재, 전산정보 등 분산되어 있는 물적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서부

재로 인해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에 애로가 많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업무절차 중 불용자산 처리와 관련한 이사회 승인 업무가 미흡함으로 향후 업무 진

행시 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기자재, 비품 관리부서와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의 

관리부서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함.



- 42 -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1) 평가 및 분석결과

▢ 대학의 책무

   ◦ 대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직원복무규정, 대학윤리강령 실천을 위

해 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바르고 참된 교육을 위한 창원문성대학 윤리강

령 ”선포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학의 윤리적 직무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또한 대

학 내에서의 성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교직원 및 학생 대상의 4대폭력 예방교육실

시,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엄격한 자산관리를 위한 외부 회계법인

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입찰공고, 예결산 공고 및 윤리강령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하단 상시 게시함으로써 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학과별 전공특성과 연계한 봉사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2001

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봉사공모전 59회 당선으로 전국 전문대학 중 최대의 수상 실

적과 연간 10,000여명 학생참여, 연간 200여명이 교직원이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봉사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또한 다양한 사회봉

사 프로그램으로「찾아가는 사랑의 밥차」,「경·학 범죄예방 안심길 조성사업 벽화

그리기」,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구성원들에

게는 봉사의 의미를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 대학의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기획처에서 교육품질관리지침(매뉴얼)에 따

라 년 1회 학과평가, 부서평가, 대학평가 및 중장기발전계획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

행하고 있음. 기관평가인증 영역을 포함해 외부평가 등과 관련한 학내외 다양한 평

가지표들을 통일성 있게 연계하여 종합평가지표는 기관평가인증 기준값 (P/F), 대학

정보공시 기준 동남권대학(20개 대학)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5단계(S, A, B, C, D) 등

급으로 평가, 그리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대비 달성률 그리고 재학생만

족도 조사에서의 절대값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부서평가는 11개부서에 대해 47개(2015년 기준) 평가항목(만점 : 385점)에 대해 년 1

회실시 (4월)하며, 대학평가는 2015년 기준 핵심지표(6개 평가지표, 110점), 자율지표

(21개 평가지표 , 170점), 사업지표(4개 평가지표, 45점)에 대해 년 1회 실시 (4월) 그

리고 중장기발전계획평가는 6대 발전전략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35개 평가지표(350

점)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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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실시하는 교육품질관리 평가결과는 보직회의 및 총장보고 후 관련부서에 책자

로 제공하고 전체교수회의 시간에 발표를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모두 평가결과를 공

유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차기년도 부서운영계획서에 반영시키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의 사명과 교

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품질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품질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음.

2) 우수 및 활용계획

   ◦ 대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강령 선포식, 대학 내에서의 성문화 

확립을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감사제도 등을 통해 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7년 문성봉사센터 개소와 봉사전담 직원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연간 10,000여명의 학생과 20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봉사 공모프로그램에 59회 당선으로 전국 전문대학 중 최대의 수상 

실적으로‘봉사하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또한 기업·대학·복지시설이 함

께 연계한「찾아가는 밥차, 범죄예방 안심길 조성사업 벽화그리기」등의 프로그램과 

대학 자체개발한 해외봉사활동(2013년~2015년까지 5차례)으로 필리핀 및 캄보디아 

등에 2~4주간 일정의 봉사단 파견을 통해 봉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 지속적 교육품질개선을 위해 수립한「종합평가지표」는 기관평가인증 기준값 (P/F), 

대학정보공시 기준 동남권대학(20개 대학)과의 상대평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한 목표대비 달성률 그리고 재학생만족도 절대값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함.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하

고 평가체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

  
3) 개선계획 및 실천방안

   ◦ 교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산업체 애로기술지원, 지역민을 위한 특강 등) 확대 필요.

   ◦ 교육품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통하여 교육수

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연계한 우수부서, 학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