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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원 현황

1   대학원 연혁

❍ 1958. 9. 18. 대학원 설립 인가(석사과정 : 7개 전공, 정원 42명)

❍ 1958. 10. 1. 대학원 개원

석사학위과정 : 법 학 과 6명, 정치학과 6명,

경제학과 6명, 영문학과 6명,

물리학과 6명, 농 학 과 6명,

기계학과 6명, 총 7개 학과 42명

❍ 1958. 10. 1. 초대 대학원장 정재환 박사 취임

❍ 1963. 1. 29.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인가

- 법학과 6명, 경제학과 6명

❍ 1977. 1. 15. 학칙변경 인가

학과별 학생정원제를 계열별 정원제로 변경

1. 석사학위과정 : 3계열 25학과 213명

2. 박사학위과정 : 3계열 10학과 42명

❍ 1981. 11. 25. 학칙변경 인가

계열별 정원제를 총 정원제로 변경

1. 석사학위과정 : 30학과 450명

2. 박사학위과정 : 20학과 201명

❍ 1990. 11. 8. 학칙변경 인가(의학과 석사과정 신설)

❍ 2017. 2. 24. 2016학년도 전기 석•박사 학위수여식

❍ 2018. 8. 1. 제42대 대학원장 송정근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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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조직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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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 학생

(2018.4.1.현재, 명)

학위과정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제적생 외국인학생 비고

석사 591 101 692 26 132

박사 309 53 362 14 41

석박사통합 35 4 39 1 9

계 935 158 1,093 41 182

❍ 직원

구분 실장
직원

계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행정지원실 1명 1명 3명 1명 6명

❍ 계열별 학과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 ․체능 의학
학 ․연 ․산

협동

학과간

협동
계

계약학과

(정원외)

석사
2016 20 11 14 5 1 6 4 61
2017 20 12 14 5 1 7 4 63 1
2018 20 12 14 5 1 7 4 63 1

박사
2016 17 10 13 4 1 5 8 58
2017 17 11 13 4 1 6 7 59
2018 17 11 13 4 1 7 7 60

❍ 장학금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총 액

금 액 2,154,560 229,200 2,383,760

※ 2018학년도 예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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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평가 개요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 대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대학원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 관련법령 및 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고

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2   추진일정

내용 일정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2018. 3.

자체평가 추진위원회 구성 2018. 3.

평가모형 개발 2018. 4.

자체평가 실시(자료수집,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2018. 5. ~ 8.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완료 및 공시 2018. 9.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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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원 자체평가 추진위원회

No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명

1 위원장 대학원 원 장 송정근

2

연구위원

대학원 부원장 김대중

분자유전공학과 부교수 최홍규

3 국제관광학과 교수 황영현

4 교육학과 부교수 오성배

5 산업경영공학과 부교수 김준우

6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정규식

7

실무위원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최상석

8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정윤정

9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권혜민

10 간사 대학원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허남인

4   평가방법 

❍ 정성평가: 해당 평가준거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3단계 

등급 평가

우수 보통 미흡

○

  ❍ 정량평가: 자체 기준 설정하여 정성평가와 동일하게 3단계 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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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준거

영역 부문 평가 준거 정량평가

1. 발전전략  

및 비전

1.1 장기목표 및 

실천전략

1.1.1 대학원 발전계획의 장기목표 및 비전은 적절한가?

1.1.2 대학원 발전계획의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은 적절한가?

1.2 경영전략 및 

추진실적

1.2.1 대학원 경영전략은 타당하고 체계적이며 구성원의 

인지도가 높은가?

1.2.2 대학원 경영전략의 추진실적은 우수한가?

1.3 대학원 

특성화

1.3.1 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은 적절한가?

1.3.2 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추진 실적은 우수한가?

1.4 대학원 재정
1.4.1 대학원의 재정확보 상태는 우수한가?

1.4.2 대학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2. 교육

2.1 교육목적 2.1.1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적절한가?

2.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2.2.1 다양한 교양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2.2.2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2.2.3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2.4 강좌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2.2.5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은 적정한가?

2.2.6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2.7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적절한가?

3. 학사운영  

및 관리

3.1 학생선발 3.1.1 학생선발 제도는 공정하고 적절한가?

3.2 입학전형
3.2.1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은 적정한가?

3.2.2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3.3 학사운영

3.3.1 학사운영 규정이 적절한가?

3.3.2 학사계획 및 학사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3.3.3 학사일정에 따른 학사업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3.4 신입생 

충원율
3.4.1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높은가? ○

3.5 외국인 

학생비율
3.5.1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비율은 높은가? ○

3.6 재학생 

충원율
3.6.1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은 높은가? ○

3.7 중도학생 

탈락비율
3.7.1 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비율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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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부문 평가 준거 정량평가

4. 학위수여  

   체계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기준

4.1.1 대학원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 기준은 적절한가?

4.2 논문지도 

방법
4.2.1 대학원 논문지도 규정 및 방법과 절차는 적절한가?

4.3 논문 

공개발표 및 

실적

4.3.1 대학원 논문 공개발표에 대한 규정과 지원은 적절한

가?

4.4 논문심사 

절차 및 논문 

심사위원 

구성

4.4.1 논문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은 적절한가?

4.5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4.5.1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은 높은가? ○

4.6 졸업생 

취업률
4.6.1 졸업생 취업률은 높은가? ○

5. 연구역량

5.1 연구실적 5.1.1 교수의 학술 논문 발표 실적은 우수한가?

5.2 연구비 실적
5.2.1 교수들의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은 우수한가?

5.2.2 교수들의 교내 연구비 수혜실적은 우수한가?

5.3 연구지원 

제도

5.3.1 연구실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5.3.2 대학원생 지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

는가?

6.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

6.1 학생지원 

체제

6.1.1 학생의 장학금 수혜실적은 적절한가? ○

6.1.2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적정한가? ○

6.1.3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적정한가? ○

6.1.4 학과당 조교 수는 적정한가? ○

6.1.5 대학원생 1인당 운영비는 적정한가? ○

6.1.6 대학원생의 연구발표 지원은 적정한가? ○

6.1.7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노

력은 적정한가?

6.1.8 외국인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적정한가? ○

6.2 학생 교육 및 

연구시설 

지원체제

6.2.1 대학원생 연구공간은 적정한가?

6.2.2 대학원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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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원의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1. 발전전략 및 비전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교시 및 발전계획서(개교 60주년 웅비동아비전 21과 Action  

Plan 2016+)에 근거하여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인 Quantum Leap 2024+를 새롭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학원의 학제개
편 및 특성화학과 지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원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발전계획의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대학원생 인력양성 사업인 BK21 Plus 사업의 선
정 및 운영,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선정되어 스
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석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 학과의 경쟁력 및 학제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미래 환경을 분석, 학과의 폐지 및 신설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 (학과폐지: 
철학과, 일본학과 등, 학과신설: 학연산협동과정[기업재난관리학과, 응용생명과학과 등], 학
과간협동과정[의료상담심리학과, 나노공학과 등],  세부전공 신설: 국제법무학과 재난안전
정책전공 등).

•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MOU체결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기술지도, 현장실
습, 인턴 프로그램, R&D 과제 공동 추진을 통한 실무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함.

• 입학전형 다변화를 통한 우수 인력 유치 및 입학재원의 관리, 공동지도교수제 및 지도교수 
유연제 등을 통한 대학원생 지도, 체계적이고 엄격한 학사관리 및 학위논문 심사 시스템 운
영, 국제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및 취업클
럽, 국제교류 월간 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한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대학원 교
육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현재 수준 및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 이를 토
대로 향후 대학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발전방안을 도출, 대학원 학사 및 구조 등 시스템 전반
에 걸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강점
• 우리 대학원의 발전계획은 대학 발전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도모하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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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지속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함.
• 우리 대학원은 대학학부를 포함하여 20만 동문 네트워크, 지역 거점 종합사립대학으로서의 

인지도, 동남권 산업단지와의 근접성 등과 같은 대·내외적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연구중
심의 대학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동과 학령인구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

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차별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 전략과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시행하여 실제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적 내지는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보다 도전적인 비전과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되는 미래의 변화와 이에 적응 가능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제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다양한 커리큘
럼을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대학 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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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1.1 장기목표 및 실천전략

                
대학원은 장기발전계획을 타당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1.1.1 대학원 발전계획의 장기목표와 비전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발전계획의 장기목표와 비전은 교육 특성화, 국제화, 내실화,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발전계획의 장기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및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준거  1.1.2 대학원 발전계획의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우리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거점대학’
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식‧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 기여’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발전전략(소통하는 공통체[Uni-fication], 경계를 넘는 교육시스템
[Uni-specializing], 상생·발전의 네트워크[Uni-net])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학원 신입생의 양적인 유치 전략 외에도 대학원 학업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겸비된 우수
한 신입생의 발굴 및 유치, 입학 후 대학원생의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
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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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1.2 경영전략 및 추진실적

                

대학원은 경영목표 및 전략을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설정하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
과를 지속적으로 경영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1.2.1 대학원 경영전략은 타당하고 체계적이며 구성원의 인지도가 높은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관련 부처(기획처, 산학협력단, 국제교류처 등)와의 긴밀
한 협의를 거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영전략의 체계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구
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 등 선환류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 경영전략의 장·단기목표, 실행전략 및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피드백 시스
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략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인지도 및 참여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음.

 
 평가준거  1.2.2 대학원 경영전략의 추진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원 행정지원실, 각 
학과 교수진 등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우리 대학원은 경영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수행전
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및 이를 
통한 피드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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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1.3 대학원 특성화

                

대학원은 특성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특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1.3.1 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특성화 목표 및 전략에 있어서 특성화분야 설정 및 조정, 특성화 계획 수립, 
사업수행 및 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도출로 이어지는 환류체계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

• 변화하는 교육수요와 환경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원 특성
화 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수정, 발전시켜야 할 것임.

 평가준거  1.3.2 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추진 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특성화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충실히 목표 추진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됨.

• 우리 대학이 위치한 서부산 지역의 산학협력 연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7년 대학원 
계약학과(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충원하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
였음. 또한 대학원생 인력양성사업인 BK21 Plus사업 역시 2015년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동
(同)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의 특성화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원 특성화 목표 추진 방향을 
다각화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13 -

 평가부문  1.4 대학원 재정

                

대학원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단기 재정계
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을 공정하
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외부 감사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1.4.1 대학원의 재정확보 상태는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재정 확보 상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역 대학을 뛰어 넘어 국제 수준의 
대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계약학과) 및 국제법무학과 내에 재난안전정책전공 등 경쟁력
있는 학과와 전공 신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통한 신입생 충원 확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음.

• 대학원의 재정확보에 대한 다양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학내의 다양한 아이디
어를 수렴하여 장기 플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준거  1.4.2 대학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대학 본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효율
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대학원 예산은 대학원생들의 교내‧외장학금 등 학생지원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단위: 천 원)

[2018학년도 본예산 기준]
구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시간강의료 논문심사료 기타 합계

금액 2,154,560 229,200 117,600 87,000 354,796 2,943,156

점유율 73.2% 7.8% 4.0% 3.0% 12.1% 100%　

• 대학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 적절한 통제 하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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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2. 교육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의 이념과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대학원의 각 학과들은 교육목표의 달성과 연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과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음.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각

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교수법을 공유, 교수-
학습 지원·상담, 교육매체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 강점
• 우리 대학원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의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음.
• 한 학기에 두 번(중간, 기말)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내용, 강의방법의 적절성, 학생의 개선사

항 의견수렴 등 강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있음. 최우수 강의교수에게는 별도의 시상을 하고 사
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가 낮은 교수에게는 교수법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
게 하고 있음. 그리고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 승진 및 재임용에도 활용하고 있음.

•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
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e-Learning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개선점
•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다양한 교양과정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교과목의 확대개설과 

원격교육 교과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한층 수월해진 만큼 집중이수제 등 유

연한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함.
※ 집중이수제는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과별로 집중수업이 가능한 제도로, 종전의 

15주 수업하던 강의 수준이나 질은 유지하되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간
을 단축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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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2.1 교육목적
대학원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적절한 교육목적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2.1.1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홍익인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
르쳐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이념으로 표방함.

• 대학 설립자의 교육철학인 ‘동좌문도(同坐問道)’정신과 21세기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려해 아래 표와 같이 대학원 이념과 교육목적,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대학원 이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주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함양함으로써 민족
의 번영과 복지사회 실현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대학원 교육목적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심오하게 연찬해 전
문 연구 인력으로서의 독창적 능력을 계발하고, 동시에 지도자적 품격을 함
양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 교육목표

1.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사회 공동선을 수
용하는  학문에의 개방적 태도를 기른다.

2. 전공분야의 학술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해 새로운 이론의 창출 능력을 
기른다.

3. 정립된 이론과 응용방법을 체계화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고급 정보처리 능력을 기른다.
5. 원활한 국제간의 정보 교환과 학술 교류를 위해 전문 외국어 능력을 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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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2.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과 행정의 지원
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준거  2.2.1 다양한 교양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교양교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과별로 전공기
초과목과 관련된 공통필수 교과목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각종 센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하고 있음.

• 동아대학교 창립자의 교육철학인 ‘동좌문도(同坐問道)’를 최근 사회흐름에 맞추어 재해석하
고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핵심역량을 설정해, 이를 바탕으로 교양과정 교과
목을 개설해 운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준거  2.2.2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각 학과는 전공에 대한 전문 능력 및 연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과별로 전
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공통필수 교과목 및 세부전공별 교과목으로 구분됨. 공통필수 교과목
은 학과의 기초교과목으로 학과의 대학원생이 세부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해야 함.

•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일반교과 3학점, 논문연구 2학점을 원칙으로 함.
• 대학원의 하위과정별 교과과정(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편성됨.

학과 교과과정(이수학점)

석사과정 교과학점(24학점 이상)+논문연구(2학점)+보충학점(해당자)

박사과정 교과학점(36학점 이상)+논문연구(4학점)+보충학점(해당자)

통합과정 교과학점(60학점 이상)+논문연구(6학점)+보충학점(해당자)

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130점)+석사학위과정(24학점)

단, 학사학위과정에서 지식서비스 경영학과는 120학점,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40학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160학점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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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2.2.3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전공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생들의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음.

• 교양 및 전공과정에 일반선택과목(연구방법론)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범 개설 운영함.

• 전공의 특성에 따라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부터 정원외 계약학과로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해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글
로벌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학교,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협동과
정(학·연·산 협동과정)을 개설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교과목 개설, 폐강, 개정 등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교과목의 개설: 학과별 책임교수는 교과과정표 가운데 다음 학기에 개강할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와 대학원장의 승인 과정을 거쳐 개설함.
   교과목의 폐강: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함. 다만, 5명 미만일 경

우라도 학과 사정에 따라 교과목 개설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교과과정의 설정 및 개정: 교과과정 설정 및 개정을 위해 학과 책임교수는 개정할 교
과목을 선정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과과정표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또는 개정함.

• 교육과정 개편과정

 평가준거  2.2.4 강좌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의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학생 수에 따른 강좌 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5명 미만의 강좌수는 ‘학생

수의 감소’와 ‘수강인원 5명 미만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시수 미인정’에 따른 영향 등으로 소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학과

→

대학원

→

대학

 교과목 선정
 학과교수회의 의결
 교과과정표 작성

 대학원위원회 심의  총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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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2.2.5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은 적정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교육혁신원을 설립·운영해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개선과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기획 및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그리고 관련 조직간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종합교육지
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교육혁신원은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산하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혁신센터, 교육성과관리
센터, 교직부, 학생상담센터로 구성됨. 

• 교육혁신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교육혁신원 규정 참고)
   대학교육의 비전, 전략 및 목표 수립
   대학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보급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의 준비, 수행, 관리 및 운영
   대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의 연구 및 확산
   대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행
   교수학습법 개발과 교수학습에 관련한 제반 업무
   학생상담 지원
   교직과정 개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한 사항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 개발, 교수학습 지원 및 상담, 교육매체 제작 지원 등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참고).

연도 5명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21명이상 합계

2015 1,158 222 59 13 6 1,458

2016 1,034 201 64 12 7 1,318

2017 932 233 63 33 7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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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e-러닝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음.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주요 업무 현황 

• 교육혁신센터는 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 사업을 수행함. 구체적
으로 교육기획 및 교육개발, 비교과 교육과정 관리, 강의평가 실시 및 분석, 교과목 포트폴리
오, 최우수강의교수 선정 및 시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교육혁신센터 규정 참고).

구분 업무명 내용

교수

지원

강의컨설팅
 강의 촬영 후 관련 자료를 보고 자가 분석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본인의 강의를 점검 및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수법 토론 그룹
 3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그룹을 형성해,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

을 주제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lipped Learning 운

영지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증진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선행학습 후 강의시간(오프라인)에 참

여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교수법 특강

 수업방법의 최신 동향과 수준 높은 강의법 제공

 교육 분야에 새롭게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최신 매체

들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한 강의 제공

 신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활동 증진, 교

수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 제공

강의사례공유

워크숍

 최우수 및 우수강의 교수상(賞)을 수상한 교수자의 강의 노하우 공유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하는 교수자의 다양한 수업 사례 공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수법 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교수법 프로그램 중 신청 교수에게 

교수법 연수 지원

학습

지원

동아스터디

(스터디그룹)

 동아대를 대표하는 스터디 활동으로, 교과/비교과 협동학습 동

아리 운영지원 및 관리

지식나눔교실

(제자사랑/후배사랑 

멘토링)

 대학생이 교수·대학원생과 멘토-멘티가 되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학습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Jump-up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학업부진학생 관리, 멘토링 운영·관리

 학업부진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Step-up 프로그램

 학사경고 2회 이상 받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DAU 자기관리학습법’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유선택 1학점)

온/오프라인

학습법 특강

 학습동기 유발, 효과적인 학습법 모색,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 개최

학습컨설팅  1:1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에 대한 코칭, 상담 제공

e-러

닝

지원

e-Learning 

컨텐츠 개발

 교수자의 멀티미디어 제작능력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자료 

및 우수한 강의 컨텐츠 개발

K-MOOC 

개발 및 운영

 K-MOOC 사업 선정 후 강좌 개발

 개발 완료한 강좌를 K-MOOC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

경진대회(공모전)
 학습방법, 대학생활, 진로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과 UCC 등의 형태로 경진대회(공모전) 실시 및 우수작 시상

가상대학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강

의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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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혁신센터의 주요 업무 현황

• 2017년 3월부터 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육성과관리센터를 신설해 교육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
를 수집하고 효과적 환류체계를 구축해 대학 전반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성과관리센터 주요 업무 현황

 

구분 업무명 내용

교육

혁신

교육기획‧개발

 비교과 교육과정 기획‧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혁신, 개편을 위한 제도 마련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편성 

및 관리

 대학 전체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기획‧조정‧운영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이수  체계 

구축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교과 포인트제 기획 및 운영

교육 

질개선

강의평가 업무  강의평가 실시, 분석, 제도개선 및 관리 등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교수업적평가에 반영(의무화: 

가점→감점)

최우수강의교수 

선정 및 시상
 최우수강의교수를 선정해 시상

구분 업무명 내용

학생

핵심

역량

관리

학생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동아대 핵심역량 진단도구(D-CODA, Dong-A Core 

Competency Diagnostic Assessment)를 활용해 대학의 교

과/비교과 과정 이수를 통해 육성되는 6대 핵심역량(전문성, 

인성, 창의, 도전, 글로컬, 소통)향상도를 확인

교수

교육

역량

관리

교수교육역량 

진단 및 분석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확인해 교수역량을 진단 및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환류

교내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대학의 유·무형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재학생들의 만족도

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해 교육서비스의 개선 및 대학 정

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교외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졸업생, 기업체, 학부모의 대학 교육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측정, 교육과정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교외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대학 긍정적 이미지 제고

교육성과 환류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기타 조사 종합 분석을 통한 성

과관리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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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혁신원 산하 부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교육혁신센터 61,422 68,496 134,274

교수학습개발센터 62,514 132,136 155,847

교육성과관리센터 1,650

※ 교육혁신원 산하 조직 중 교직부와 학생상담센터는 평가준거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미비하

여 제외함

 평가준거  2.2.6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수업계획서 작성 및 배포
   우리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수업일수를 매 학기 15주 이상, 학

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매년 8월에 차기 학년도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공고함.
   수업계획서 작성 시 주별 학습내용을 학사일정에 기반해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고 있음.
   교강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정보에서 수업계획서를 

입력해야 함.
   수업계획서 작성 및 수업운영 현황 관리

• 휴·보강 관리
   우리 대학원은 강의계획서에 근거해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법정 공휴일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16주차를 지정 보강주간으로 정해 매 학기 

실질적으로 15주 수업이 진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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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있을 경우 출장신청서와 보강계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수업상황조사표를 작성해 학사 일정에 따른 수업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음.

   강의평가 문항 가운데 강의시간 준수 항목을 설정해 교강사의 수업일수 및 학사일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법무‧감사실의 정기감사 및 수시 특별감사를 통해 수업기간 준수, 수업부실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수업시간 미 준수 교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함.

•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의 활용
   강의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 학기에 2회 강의평가(중간강의평가, 기말강의평가)를 실

시하고 있음.
   중간강의평가 : 중간시험 실시 전 평가가 진행됨. 중간강의평가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강의 개선을 유도하고, 기말강의평가 때 건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해 강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함.

   기말강의평가 : 종강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로 강의운영, 수업내용의 전문성, 수업방법의 
적절성, 교수의 열의, 학생의 만족도 등 한 학기 강의 전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평가
결과는 교수에게 피드백 할 뿐만 아니라 교수업적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함.

   자체강의평가 : 학기 종료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로 교강사가 본인의 강의에 대하여 자
체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한 학기 강의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평가하여 다음 학기 
강의를 개선하도록 함.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과 환류체계 운영 현황
     교수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100% 학생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 공개

를 통해 교수의 강의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강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사례 발굴해 공유하고 있음. 이를 위해 최우수 강의

교수에게는 시상을 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 하위 교수에게는 교수법 특강을 의
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음.

     교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원트랙제(교육트랙: 강의평가 우
수 교원 중 희망자 신청) 선정시 활용.

     교수업적평가의 교육업적 1800점 중 강의평가 점수의 비중은 27.8%(최대 500점)
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원 승진 및 재임용시에도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원 재임용시에는 학기별 강의평가 석차 백분율의 산술평균이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어야 재임용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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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혁신원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음.
   교수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현황

교수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확산·시상 프로그램

교수법 개발/개선 교수법 특강 발굴 및 확산 평가/시상

 교수법 토론 그룹
 Flipped learning
 강의컨설팅
 대교협 교수법연수

 창의적 교수법
 집중 교수법
 신임교원 교수법

 최우수 강의사례 
공유 워크숍

 강의사례 공유 워
크숍

 최우수 강의교수 
시상

 교수업적평가 반영

   교수 전문성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교수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교수법

개발

/

개선

교수법 토론그룹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을 주제로 연구, 토론

Flipped Learning 운

영지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증진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형 수업 운영

강의 컨설팅
 수업의 특성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분

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수법 연수

 방학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수법 프로그램 이

수 후 실제 수업에 접목시켜 강의의 질 향상

교수법 

특강

창의적 교수법 특강
 교수법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교수법 최신 동향 파악, 교수 

역량 강화

집중 교수법 특강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자료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 

제작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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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e-Learning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혁신적 교육모델 개발, 교과목 강의의 질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상대학 시

스템과 부민캠퍼스에 자동녹화시스템을 구축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교수지원 인력(전임연구원 1명)을 충원

하고, 부민캠퍼스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구축해 캠퍼스별로 지원하고 있음.
   주요 지원 인프라 현황

신임교원/시간강사를 

위한 교수법 특강

 신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초 교수역량 함양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상

 최우수 및 우수강의 교수상(賞)을 수상한 교수자와 새로운 교

수법을 활용하는 교수자의 다양한 강의 사례(노하우)를 공유해 

자가 성찰의 기회 제공

 최우수 강의교수 시상, 교수업적평가에 교수법 이수 시간점수

를 반영해 우수 교수법에의 참여를 독려함

지원 인프라 주요 내용

공간/

시설

강의자동 녹화시스템
 강의실에서 편리하게 강의 녹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승학 및 부민 캠퍼스에 각각 설치)

e-Learning 콘텐츠 

개발 스튜디오

 강의 녹화, 멀티미디어 자료 및 강의 자료 제작을 위한 스튜디

오 2개실을 구축

집단 가상 학습실
 개인별 및 집단별로 가상 학습 가능

 가상교육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실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활용한 가상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장비 대여  CTL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대여

프로그램 주요 내용

학습역량 

공유/확산 

프로그램

지식나눔교실
 교수 및 대학원생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궁금

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경진대회(공모전)
 학습방법, 대학생활, 진로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 프레젠테이

션과 UCC 등의 형태로 경진대회(공모전) 실시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완료 후, 우수한 성

과를 보이는 학생/팀의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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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2.2.7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적절한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2017년 대학정보공시의 대학원 평균값(79.1%)
을 고려하여 80% 이상인 경우 우수, 75~80% 미만인 경우 보통, 75%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최근 3년간의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담당비율은 80%를 상회함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학점겸임 초빙 시간 기타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2017년 2,809 83.6 69 2.1 3 0.1 416.3 12.4 64.5 1.9 3,361.8

2016년 3,017 84.8 105 3 0 0 297 8.3 84 2.4 3,557

2015년 3,138.5 84.1 135.4 3.6  0 0  347.6 9.3  81 2.2 3,731 

기술/

서비스

강의자료 매체 변환  강의자료 매체 변화(비디오→CD)을 통한 데이터 구축

학생 스태프  학생 스태프 지원을 통한 원활한 강의 동영상 촬영

콘텐츠

Teaching Tip  매월 1회 온라인을 통한 교수법 관련 정보 제공

OCW/e-Learning

콘텐츠 제작지원

 교수자의 멀티미디어 제작 능력 향상

 효과적인 교육자료 개발 및 우수한 강의 콘텐츠 제작

가상대학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습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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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3. 학사운영 및 관리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자격,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

으며,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음.
•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문조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원의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학생선발의 공정성, 입학 전형의 타당성, 학사운영 규정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종

적으로 취합 정리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사 혹은 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원 학사안내
(O/T)를 통하여 공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강점
• 학사관리는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며, 학생 선발에서부터 학위 수여의 전체 과정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입시전형의 시기와 모집분야 등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

족시키고 대학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음.

▣ 개선점
• 사회적 교육 수요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 개설뿐만 

아니라 타 대학원과의 학점 교류 및 연구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게 능동적으로 다양한 학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전반적인 취업률 저조 등의 영향으로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충원
율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최근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도탈락율도 같이 
증가 추세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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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3.1 학생선발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자격,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
으며, 해당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3.1.1 학생 선발제도는 공정하고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9조(입학지원 자격)에 명시하고 또한 대학원 입
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2조(지원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원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내규 제4조(지원 자격)에 규정하고 있음.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은 학칙 제8조(전형방법)과 제10조(지원 절차)에 명시하고 또한 대
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3조(지원구비서류)와 제4조(전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외국인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내규 제6조(제출서류), 제7
조(전형방법), 제10조(기타), 그리고 제11조(준용)에서 규정하고 있음.

•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2장 특별전형에서 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석․박사 통합
과정 유형1, 2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문조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학․연․산 협동
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음.

•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과에서 
모집인원,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 다음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대학
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언론사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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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3.2 입학전형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학사정은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준거  3.2.1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은 적정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입학전형 업무를 위한 위원회 운영
   대학원 학칙 제51조 (위원회의 기능)에 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대학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순서에 준하여 각 학과에 통보 내지는 의견을 수
렴함.

   대학원 입학전형 실시에 따른 조사지 제출 의뢰, 전기 일반대학원 입학(특별/일반)전형 
실시계획 알림, 전기 석/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정원내], 특별전형 평가기준 
작성 및 전형위원 추천 의뢰, 일반전형 평가기준 작성 및 전형위원 추천 의뢰, 일반전
형 추가모집 모집여부 조사지 제출의뢰, 일반전형 전공구술고사 실시 통보, 그리고 일
반전형 추가모집 실시계획 알림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준거 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입학전형 기준과 방법의 타당성
   입학 전형 기준은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학원 입학

전형 세부 실시계획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함.
   각 학과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평가기준은 학과 특수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각 학과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 입학전형 기준과 방법의 명시성
   입학전형 기준과 방법은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각 언론사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함으로써 공정성과 명시성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준거  3.2.2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내에 학·연·산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개설
하여 학문조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도 운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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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요강 Ⅺ. 장학제도 안내에서 장학제도를 공개함으로써, 장학제도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교내‧외 장학금 종류
구분 장학금 종류

교내장학금

특대A 장학금, 특대B 장학금, 면학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간부장
학금, 근로장학금, 교육조교, 고시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가족장학금, 희망
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동아시아문물장학금, 본교 동문장학금, 동아
박사회 장학금, 동아대학원 장학금, 정운장학금, 봉당장학금, 목화장학금 
등

   최근 3년간 대학원 장학금 총지급액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지급액(천 원) 4,433,938 4,177,797 4,098,325

 
• 학과 차원에서 오픈 랩 또는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통하여 교수들의 연구 분야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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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3.3 학사운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각종 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학사규정이 정비
되어 있고, 학사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3.3.1 학사운영 규정이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수강신청, 교육과정, 각종 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학사운영 규정이 대학원 학칙, 대학원 교과
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필요시 개정하고 있어 학사운영 
관련 규정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2017-2학기 진행하여 2018.3.1.부터 시행함.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신설: 제16조(수업연한) ③항 신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근거 신설: 제19조(학기 및 수업일수)①항 변경
   출석인정 기준 신설 및 명확화(집중이수제 근거 신설): 제19조(학기 및 수업일수)②항 

신설
   학점 취득에 필요한 출석 기준 신설: 제28조2(출결) 신설

 평가준거  3.3.2 학사계획 및 학사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학사 계획을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년 대학원 학사안내(O/T)를 통하여 학사 계획
을 지도하고 있음. 학사지도 주요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대학원 및 총학생회 소개 
   대학원 학사안내 (대학원 학사일정 및 수강신청을 포함한 제반 학사업무)
   대학원생을 위한 도서관 활용방법 안내(논문작성시 도서관 이용 안내)
   대학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평가준거  3.3.3 학사일정에 따른 학사업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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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사일정에 따라 학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일정 수행 시마다 학
과에 개별 통지하여 대학원생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사일정은 신학기 시작 이전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
며,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대학 홈페이지 및 대학 알리미 어플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
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

 평가부문  3.4 신입생 충원율(정량지표)

 평가준거  3.4.1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높은가?
최근 3년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은 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보통, 8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9.2%에서 2017년 94.1%로 충원율이 다소 떨어졌으며, 정원내 
기준으로는 보통수준이나 정원외를 포함할 경우 우수함.

• 정원내 신입생의 충원율의 감소에 따른 유치 방안의 마련과 노력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91.5% 80.4% 79.9%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외) 99.2% 94.8% 94.1%

주) 1. 신입생 충원율 = 전‧후기 모집 신입생수 / 모집정원
    2. 2016학년도부터 총정원 26명(석사+24명/박사+2명) 증원되어 542명(2015학년도 

5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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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3.5 외국인 학생비율(정량지표)

 평가준거  3.5.1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비율은 높은가?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비율이 20% 이상은 우수, 10% 이상 20% 미만은 보
통, 1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외국인 학생비율은 2015년 6.4%로 미흡하나 2017년은 12.4%로 증가함.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정보공시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적 중 유학생 수(A) 67명 89명 130명

4.1.자 재적생 수(B) 1,046명 1,014명 1,046명

외국인 학생비율(A/B) 6.4% 8.8% 12.4%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 바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평가준거  3.5.2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낮은가? 
높은가?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5% 미만은 우수, 5% 이상 10% 미만은 보

통, 10% 이상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2014년 7.4%에서 2016년 10.1%로 점차 증가되고 
있어 중도탈락 학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정보공시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국인 중도탈락자 수(A) 4명 6명 9명 10명

4.1.자 외국인 재적생 수(B) 54명 67명 89명 130명

중도탈락 비율 (A/B) 7.4% 9.0% 10.1% 7.7%

주) 지표: 2014년 지표는 2015년 대학정보공시에 공표된 값임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제 : 4 바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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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3.6 재학생 충원율(정량지표)

 평가준거  3.6.1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은 높은가?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이 90% 이상은 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보통, 
8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 88.4%에서 2017년 82.7%로 하락함에 따라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82.4% 75.6% 69.8%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88.4% 83.4% 82.7%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 라.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 포함), 재학생충원율 = 재학생수/정원

 평가부문  3.7 중도 탈락학생 비율(정량지표)

 평가준거  3.7.1 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낮은가?
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5% 미만은 우수, 5% 이상 10% 미만은 보
통, 10% 이상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8.2%로 보통임.
   최근 3년간 중도학생 탈락학생 비율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중도탈락학생수 86명 72명 95명

재적학생수 1,035명 1,046명 1,014명

비율(A/B) 8.3% 6.9% 9.4%

주) 지표: 2014년 지표는 2015년 대학정보공시에 공표된 값임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재적학생 수: 학년도 4.1. 기준, 중도탈락 학생 수: 학년도 3.1. ~ 익년도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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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4. 학위수여체계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은 목표한 교육적 성과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재학생의 졸업시험 절차와 통과기준

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명문화하고 있음.
• 대학원 졸업시험의 영역과 출제과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

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학원생이 양질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단독 혹은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한 논문지

도 방법을 규정화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제26조와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석사학위과정, 제21조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자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논문역량 검증을 위하여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제3조부터 제29
조까지 관련 사항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논문 심사과정 또한 개관적으로 진행・관
리하고 있음.

▣ 강점
• 우리 대학원의 학위수여체계는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규정되어 있음.
• 학위 수여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2018학년도부터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대체 실적을 인정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

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원의 사회적 수요 감소에 따라 양적 부족 현상이 있는 바,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분야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
요함.

• 창의인재 양성 차원에서 학제간 융합교육과 공동연구 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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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기준
대학원은 목표한 교육적 성과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재학생의 졸업시험 절차와 
통과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4.1.1 대학원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 기준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졸업시험절차 및 통과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완비되어 있음.
 「대학원 학칙」제26조에는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

업시험에 해당하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학원 외
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응시자격, 시험절차, 시험횟수 및 시기, 시험
방법, 출제 및 채점,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음.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공히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만 
응시할 수 있고, 종합시험의 경우는 각 과정의 이수학점(석사학위과정 : 18학점, 박사
학위과정 : 27학점, 통합과정 : 45학점)을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필답시험만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의 경우는 
TOEIC, TOEFL 등과 같이 공인 기관이 인증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혹은 대학원에
서 인정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이 겸함.
• 대학원 졸업시험의 영역과 출제과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

에 관한 규정」제7조에 명시하고 있음.
   석・박사 외국어 시험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고, 각 학위과정별 외국

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되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음.
   종합시험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

서 평가하며,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
정은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함.

•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합격기준과 결과는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제9조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외국어 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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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4.2 논문지도방법
대학원은 재학생이 양질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지도방법을 설
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4.2.1 대학원 논문지도 규정 및 방법과 절차는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논문지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대학원생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 중

에서 학과책임교수가 첫째 학기말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할 수

도 있으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외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논문지도는 매주 개최하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구주제를 확인하고 연구 진행상황

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학위 청구 시에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충실히 보완하여 완성된 논문 일정 부수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학원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16조에는 논문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논문지도에 대한 학점화 관련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논문지도 학점화에 관한 규정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에 “논문연구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교과로써, 
석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
합과정에서는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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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4.3 논문 공개발표 방법 및 실적
대학원은 재학생이 작성한 논문을 공개 발표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4.3.1 대학원 논문 공개발표에 대한 규정과 지원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생 논문 공개발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위논문의 질적 향상과 본인을 비롯한 재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재학생이 작성한 논문을 공개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는 “학위청구 예정자는 예비심사 및 본

심사 실시 또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기 최소 한 학기 전에 학
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과 교수 및 학생의 참석 하에 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논문계획 단계에서부터 발표에 
관한 의무 조항이 명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발표회에 참석하는 해당 학과의 
재학생들에게도 관련 분야 연구의 추이, 논문 연구의 수행 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학위 청구를 위해서는 논문계획 발표 외에도 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 본심사는 1회 이상 3회 이내의 심사를 받게 됨. 예비심사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제6조에, 본심사에 관한 규정은 석사의 경우 11조에, 박사의 경우 제27조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음.

    아울러 제13조와 제29조에는 구술시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의응답 식의 구술시험을 시행함.

• 대학원생 논문 공개발표 사전, 사후 조치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4조와 제21조에는 논문의 공개 발표에 앞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수료 학점과 등록에 관한 요건, 지도교수의 최소 지도 연한과 실적, 그리고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음. 특히 박사학위 청구자의 경우
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을 요구하는 하는 등, 논
문의 공개 발표 전에 갖춰져야 할 필요한 요건들이 명문화 되어 있음.

   아울러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바,「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7조와 제23조에는 공개발표 이전에 연구윤리서약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부정행위 발생 시 학생 및 지도교수에게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논문제출 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
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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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조치의 일환으로 최종 심사에 통과된 학위 논문은 대학도서관 주도로 학위논문 
전자 파일을 취합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전송하여 통합DB로 구축하여 후
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의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의 발표를 권장함.

 평가부문  4.4 논문심사 절차 및 논문 심사위원 구성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개발을 위하여 논문 심사절차를 수립하고, 적
절한 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4.4.1 논문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생 논문심사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학원생 논문 심사 절차는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제31조

에 걸쳐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 교수 및 학생의 참석 하에 

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계획을 발표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논문계획 발표를 한 학생이 학위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초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책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
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연구가치, 내용 및 전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본 
심사에 회부 여부를 판정하며, 본 심사에 회부된 학생은 학위신청 서류를 대학원에, 
본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함.

    학과책임교수는 본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석사의 경
우 3인, 박사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위촉함.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
의 자격을 심의 인준하여 본심사를 실시하게 함.

    본심사의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학위 논문의 본심사를  1회 
이상, 3회 이내로 실시하며, 논문의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
를 판정하는데, 학위 논문의 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석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 박사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
가할 경우 합격 함.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하
고, 논문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함께 판정결과를 소
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면 대학원장은 심사요지와 판정결과를 대학원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논문의 합격여부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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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절차]
단계 구분 시기 비고

1단계 연구계획서 제출 3~4월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계획 수립

2단계 논문계획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4~6월
논문계획에 관한 공개 발표, 

지도교수의 지도 및 향후 방향 설정

3단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 추천 9월 중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 추천

4단계 학위청구논문 예비 심사
9월 말 ~ 

10월 초
예비심사 및 논문(안) 준비

5단계 심사위원 추천
10월 초 ~ 

10월 중순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6단계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10월 말 ~ 

12월 초

본심사 및 논문 확정, 연구윤리교육 이

수

7단계
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도서관 논문 업로드
12월 말

논문표절검사 실시

논문 완성 및 제출

8단계 졸업 2월 말

※ 2월 학위수여자 기준

• 논문 심사위원 구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

정」제9조, 제25조에 자세히 명문화 되어 있음.
    심사위원은 석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의 경우는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교외전문가 1~2인을 포함할 수 있음.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와 관련한 의결권을 가지
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심사요지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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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4.5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정량지표)

 평가준거  4.5.1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은 높은가?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이 90% 이상은 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보
통, 8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이 61.9%로 미흡한 수준임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단위 : 명)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계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H/G×100

입학생

수(A)

(2015)

졸업생

수(B)

(2017)

입학생

수(C)

(2014)

졸업생

수(D)

(2017)

입학생

수(E)

(2012)

졸업생

수(F)

(2017)

입학생

수(G=

A+C+E)

졸업생

수(H=

B+D+F)

346 240 166 82 16 5 528 327 61.9%

   학위취득자 현황
구분 졸업년도

석

사

박사

합계 비고
박사

석박사 

통합
계

2017

정보공시

2016.8월 학위 56 40 1 41 97

2017.2월 학위 198 54 1 55 253 석사 2015년 입학

2018

정보공시

2017.8월 학위 42 28 4 32 74

2018.2월 학위 175 54 0 54 229

1. 2015학년도 졸업생 기준이며, 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석박사
통합은 5년으로 산정함(석사: 2015학년도 석사 전후기 입학인원, 박사: 2014년 박사 전
후기 입학인원 – 석박사 통합 인원, 석박사통합: 2012년 전후기 석박사통합 인원)

2. 졸업생수: 2017.2월 및 2017.8월 졸업생 수
3. 대학정보공시제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
4. 합계의 입학생 대비 학위자 비율은 조화평균으로 산출함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신입생 충원 현황 / 졸업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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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4.6 졸업생 취업률(정량지표)

 평가준거  4.6.1 졸업생 취업률은 높은가?(정량지표) 
취업률이 70% 이상은 우수, 60% 이상 70% 미만은 보통, 6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7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80.9%로 입학당시 기 취업자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졸업
자수

2017년 정보공시 기준 졸업생 취업현황
취업률
(%)

취업자 취업률 대상 제외자

기타 미상

입학
당시
기취
업자

교내
취업계

건보가
입취업

자

1인창
업자

프리
랜서

영농종
사/개
인창작

진학
자

입대
자

취업
불가
능자

외국
인유
학생

건보
제외
대상

박사 104 72 65 5 2 0 0 1 0 13 0 17 1 49 7 80.0%

석사 247 161 148 2 11 0 29 1 0 19 0 36 1 64 7 81.3%

합계 351 233 213 7 13 0 29 2 0 32 0 53 2 113 14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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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5. 연구역량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의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 지원 체계는 선 지원제 및 후 지원제로 구분되어 체계적

으로 지원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임교원 논문 게재실적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구실적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가 발표자 지원 현황을 볼 때 국내 논문 발표자 지원건수
(‘15년 244명 → ’17년 159명)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제 논문 발표자 지원 실적(‘15년 9명 
→ ’17년 28명)은 증가함.

• 대학원의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수혜 실적은 최근 3년간 72억 원이며, 참여 학과의 수혜학
생은 586명임. 2015년 자체평가 때 보다 수혜금액 및 수혜학생의 증가하였으나 우수 대학
원생 유치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사업 선정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일차적으로 교원들의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나, 대학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강점
•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체계적이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 발표 지원책도 우수하다고 판

단이 됨.
• 인력양성사업 선정에 따른 수혜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으며, 수혜금액도 증가

한 실적을 보임.

▣ 개선점
• 신임 교원이 임용 후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임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연구기자재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연구지원실 및 산학협력단과 협조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 실적 및 연구 성과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단가를 향상할 필

요가 있음.
• 대학원의 인력양성사업 수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및 대학원 등이 공조하여 업

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트랙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조교 지원 등의 추가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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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5.1 연구실적
대학원 담당 교수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5.1.1 교수의 학술 논문 발표 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은 국내 0.55 ~ 0.57편, 국제 0.24 ~ 0.25편 수준임. 
대학원 학과나 전공 개설, 정부지원사업 등에 논문 등 연구실적이 평가지표나 기준으로 사용
되는 만큼 논문 등 연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요구됨

   최근 3년간(2014～2016)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도
전임
교원

논문실적 저역서실적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전임교

원
1인당 

저역서
총계

국내 국외

계 저서 역서 국내 국제

연구
재단
등재
지

SCI/
SCOP
US소계

연구재
단등재

지

기타일
반학술

지
소계

SCI/
SCOP
US

국제
학술
지

2014 859 694 476 438 38 217 204 14 46 34 12 0.55 0.25 0.50 0.24 0.05

2015 844 690 483 461 23 207 199 8 49 40 10 0.57 0.24 0.54 0.23 0.05

2016 832 683 477 462 14 206 120 6 35 29 6 0.57 0.25 0.55 0.24 0.06

1. 논문 실적 : 단위 환산점수

- 단독연구의 실적은 1건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 {1/(n*+2)}×2, 공동저자 = {1/(n*+2)}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 단 전체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을 15로 처리

 2. 저역서 실적 : 단위 환산 점수 

- 단독연구의 실적은 1건 

-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n건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 단 전체저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을 10로 처리

 ※ 연구 실적 산출법은 연구재단에서의 방법으로 정리하였으며,
2017년 자료는 2018.7월~8.월 중 조사 후 10월 쯤 공시 예정임

   대학원생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자 지원실적
구분

지원기준 지원수 지원금액 총 지원
금액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5
50,000

(원/회)

100,00

0

(원/회)

244명 9명 12,200,000원 900,000원 13,100,000원

2016 168명 32명 8,400,000원 3,200,000원 11,600,000원

2017 159명 28명 7,950,000원 2,800,000원 10,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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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5.2 연구비 실적
대학원 수업담당 교수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교내·외 연구비를 수혜하
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대학원은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으
로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5.2.1 교수들의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지난 3년간 정부 및 공공 부분에서 인력양성사업 지원 실적은 BK21 플러스 사업 및 지역 혁
신 인력 사업 등으로 7,194,420천 원임.

• 인력양성사업은 우수한 대학원생 배출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정부 재정 지원사업의 실적은 대형 국책과제 유치 및 개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의 증가로 인하

여 2016년 대비 약 40억 원 상승하였음.
• 향후 기업 및 민간 부분에서의 지원 사업을 대학차원에서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정부 등 공공부문 인력양성사업 수혜실적

구분 전문기관 사업명
학생수

(명)

금액

(천 원)

2015년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80     936,954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33        607,500 

부산광역시 BB21사업 32        108,50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20        235,600 

에너지인력양성사업 53        857,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18        433,400 

2016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51           724,800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8            421,000 

부산광역시 BB21사업 31            108,50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14            297,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18            323,489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사업 2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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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등 공공부문 인력양성사업 수혜실적

2017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32         697,418 

지역혁신 6           144,378 

부산광역시 BB21사업 41           113,50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16           339,00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18           235,256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457,125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35             44,000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25             80,000 

소 계 586 7,194,420

No 소속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사업명 전문기관

학생수

(명)

1
에너지·자원

공학과
2015-03-01 2016-02-29 433,400

자원개발특성

화대학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

개발협회)

18

2 생명과학과 2015-03-01 2016-02-29 57,5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18

3 식품영양학과 2015-03-01 2016-02-29 51,0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14

4 기계공학과 2015-03-01 2016-02-29 205,341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

5 국제관광학
과 2015-03-01 2016-02-29 25,065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

6 경영정보학
과 2015-03-01 2016-02-29 184,523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1

7 전자공학과 2015-03-01 2016-02-29 143,517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9

8 국제중재학
과 2015-03-01 2016-02-29 378,508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6

9 기계
공학과 2015-05-01 2016-04-30 148,500 지역혁신인

력양성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5

10 신소재 2015-07-01 2016-04-30 165,000 지역혁신인 교육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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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력양성사업 (한국연구재단)

11 화학
공학과 2015-10-01 2016-09-30 294,000 지역혁신인

력양성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5

12 기계
공학과 2015-06-01 2016-02-29 235,600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
력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

13 전기
공학과 2015-08-01 2016-07-31 504,000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31

14 전기
공학과 2015-08-01 2016-07-31 353,000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22

15 토목
공학과 2016-01-01 2016-12-31 30,000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사업

부산시기계공업
협동조합 20

16 생명
과학과 2016-01-01 2016-12-31 57,5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14

17 식품
영양학과 2016-01-01 2016-12-31 51,0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17

18
에너지·자원

공학과
2016-03-01 2017-02-28 323,489

자원개발특성

화대학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8

19 기계
공학과 2016-03-01 2017-02-28 297,000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
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

개발협회)

14

20 전자
공학과 2016-03-01 2017-02-28 168,000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4

21 국제중재학
과 2016-03-01 2017-02-28 340,800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32

22 경영정보학
과 2016-03-01 2017-02-28 216,000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5

23 신소재
공학과 2016-05-01 2017-04-30 158,000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2

24 화학
공학과 2016-10-01 2017-09-30 263,000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6

25 식품영양학
과 2017-01-01 2017-12-31 51,0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25

26 생명
과학과 2017-01-01 2017-12-31 62,500 BB21사업 부산광역시 16

27 에너지·자원 2017-03-01 2017-12-31 235,256 자원개발특성 산업통상자원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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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등 민간부문 재정지원 수혜실적
(단위: 천 원)

년도 기업 및 민간부분 지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합계 비고

2015    2,325,569    32,049,686    34,375,255 

2016    3,213,434    32,639,112    35,852,546 

2017    2,787,833    36,708,123    39,495,956 

합계 8,326,836 101,396,921 109,723,757

공학과 화대학사업
(해외자원

개발협회)

28
조선해양

플랜트공학
2017-03-01 2018-02-28 457,125

조선해양산
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5

29 기계
공학과 2017-03-01 2018-02-28 339,000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
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6

30 국제중재학
과 2017-03-01 2018-02-28 336,721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0

31  전자
공학과 2017-03-01 2018-02-28 165,989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15

32 경영정보학
과 2017-03-01 2018-02-28 194,708 BK21플러스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7

33 금융학과 2017-04-03 2017-11-30 80,000

지식인프라
서비스산업

분야 
전문인력양

성사업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

육진흥원
25

34
 

신소재공학
과

2017-05-01 2018-04-30 144,378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6

35 의학과 2017-07-17 2017-12-31 44,000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35

7,194,420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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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5.2.2 교수들의 교내 연구비 수혜 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최근 3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원)

구    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선
지
원
제

신임교원과제 132 288,653,000 47 61,482,000 59 123,552,474 

연구소공모과제 55 92,273,000 - - - -

공모연구그룹과제 153 90,734,000 129 74,885,000 114 60,984,557 

저서 및 번역서과제 8 23,999,000 2 700,000 16 25,500,000 

소계 348 495,659,000 178 137,067,000 189 210,037,031 

후
지
원
제

논문연구비 505 1,102,083,000 441 914,978,000 373 620,995,890 

예술창작지원비 11 33,000,000 9 27,000,000 5 10,500,000 

논문장려연구비 141 250,000,000 128 203,940,000 88 89,375,000 

소계 657 1,385,083,000 578 1,145,918,000 466 720,870,890 

합계 1,005 1,880,742,000 756 1,282,985,000 655 930,907,921 

주) 1. 건수 : 지출결의서 작성 기준, 금액 : 경리과 확정일 기준
    2. 참고사항: 공모연구그룹과제 2015학년도 신설, 연구소공모과제 2016학년도 폐지

• 본교의 전임교원 연구 지원 체계는 선지원제인 신임교원과제, 공모연구그룹과제 및 저서․번
역서과제와 후지원제인 논문연구비, 예술창작지원비 및 논문장려연구비가 있음.

   전임교원 연구 지원 과제
구  분

연  구  비 (과제당)

인문계열(예체능계 포함) 학과 자연계열 학과

신임교원과제
SSCI, A&HCI 학술지 : 750만원
SCOPUS, KCI 등재(후보)지 또는 

예체능계 예술작품전(개인전) : 375만원
SCI, SCIE 학술지 : 750만원

공모연구그룹과제   연구그룹당 200~500만원 이내(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차등지원은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

번(편)역서과제

  번(편)역서의 난이도 및 학술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 : 300만원 ~ 400만원

※ 차등지원은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

※ 저작권료가 있는 경우 50만원범위 내에 실제비용 추가 지원

저서과제
  과제당: 400만원

※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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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지원제 연구비 지원내용
구  분

연  구  비 (과제당)

인문계열(예체능계 포함) 학과 자연계열 학과

신임교원과제
SSCI, A&HCI 학술지 : 750만원
SCOPUS, KCI 등재(후보)지 또는 

예체능계 예술작품전(개인전) : 375만원

SCI, SCIE 학술지 : 
750만원

공모연구그룹과제 연구그룹당 500~1,000만원 이내(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저서 및 
번역서과제

  번역서의 난이도 및 학술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 : 300만원 ~ 400만원

※ 차등지원은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

※ 저작권료가 있는 경우 50만원범위 내에 실제비용 추가 지원

 
   후 지원제 연구비 지원내용

구분

논문연구비(편당) 예술창작
지원비

논문(게재)
장려연구비

Nature, 
Science, 

Cell
SSCI SCI, SCIE A&HC

I SCOPUS KCI등재
(후보)

예술
작품전

SSCI
SCI, SCIE

저자
자격

주
저
자

공동
저자 주저자 주저자 주저

자 주저자 주저자 개인전 주저자

지원
금액

표지논문 상위10%:

800만원

Q1:600만

원

Q2:500만

원

Q3~Q4:

200만원

상위10%:

700만원

Q1:500만원

Q2:300만원

Q3~Q4:

100만원

500

만원

인문계열학과

(예체능계포함)

130만원

자연계열학과

50만원

인문계열학과

(예체능계포함)

130만원

자연계열학과

논문게재료

지원

150만원

상위10%:

150만원

Q1:100만원

Q2:75만원

5억
원

1천
만원

본지논문

2천
만
원

2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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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5.3 연구지원 제도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연구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교외 과제 
및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원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5.3.1 연구실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교내 연구비 지원 제도는 대학 내ㆍ외부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논문 인
센티브는 타 대학도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다만, 선지원제에 해당하는 신임교원과제 지원 액수가 최근 기존에 비해 많이 삭감되어, 신규 
임용된 신임교원들 중 필요한 연구 장비ㆍ기자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
종 있음.

• 나아가,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들의 경우에는 연구트랙으로 선발하여 강의책임시간을 감면
해주는 제도를 최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대학원생 연구 조교 배정 등의 추가적인 혜
택 부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교내 연구비 지원 제도 주요 변화 내용
구  분 이전 2016년 개정 규정

(2016.10.17.)
2017년 개정 규정

(2017.05.15.)

신임교원과제

(선지원제)
ㆍ자연계열 기준 1,500만원 ㆍ인문계열: 375~750만원

ㆍ자연계열 : 750만원
ㆍ인문계열 : (좌동)
ㆍ자연계열 : (좌동)

논문연구비

(후지원제)

ㆍSCI(E)급 : 당해 편수에 
따라 차등 지원 (800, 400, 
200만원)
ㆍKCI급 : 100만원 (자연계
열 기준)

ㆍSCI(E)급 : IF 값에 따라 
차등 지원 (200~800만원)
ㆍKCI급 : 논문게재료만 지
원(자연계열 기준)

ㆍSCI(E)급 : (좌동)
ㆍKCI급 : (좌동)

논문(게재)장려
연구비

(후지원제)
ㆍSCI(E)급 : 200만원

ㆍSCI(E)급 : IF 값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위 10% : 300만원

 - Q1 : 200만원

 - Q2 : 150만원

 - Q3~Q4 : 100만원

ㆍSCI(E)급 : IF 값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위 10% : 150만원

 - Q1 : 100만원

 - Q2 : 75만원

 - Q3~Q4 : (삭제)

   연구트랙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트랙 선발 기준
ㆍ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 연구ㆍ산학협력점수 기준
  - 인문 계열 : 10% 내외
  - 자연 계열 : 30% 내외

연구트랙 강의책임시간 및 

인센티브
ㆍ강의책임시간 : 학기별 주 6시간(학부 강의 주 3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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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5.3.2 대학원생 지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우수 보통 미흡
○

• 현재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는 대학원 지도학생이 학위를 취득하는 연도에 석사 1인당 50점, 
박사 1인당 100점의 업적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논문 실적에 대한 배점과 비교하였
을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생각됨. 

• 다만, 학위논문 지도에 대해 매년 최대 150점까지로 제한이 있는 점은 개선을 고려할 수 있
고, 최근(2018년) 법학 계열에서는 학위논문지도에 대한 업적 배점이 석사, 박사 각각 1인
당 20점, 50점으로 감소하였는데, 일반 인문, 자연계열에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
소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교수업적평가 규정 주요 내용(2018년 교수업적평가 편람 기준, 인문 및 자연계열)
항 목 배점

학위논문 지도교수
ㆍ석사 1인당 : 50
ㆍ박사 1인당 : 100
※ 150점까지 인정

비고) 논문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500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200-600

국제전문학술지(SCOPUS)  200

국제전문학술지 A  100

국제전문학술지 B   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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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6.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 종합 평가결과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공교수당 학생 2.1명이 배정되고, 

행정직원당 11개 학과를 담당하고, 학과당 조교는 1.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을 위
한 연구공간 및 장학금 등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학업 활동과 진로, 취업에 대한 지도 체제, 대학원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연구 윤리를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이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실을 확보하고 적절
하게 운영하고 있음.

▣ 강점
• 전공교수가 담당하는 대학원 학생수, 대학원생 연구공간, 장학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수업의 질 측면에서는 우수해 보일 수 있으나 적정 인원에는 
미달함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음.

• 대학원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윤리인지를 위한 학습기회를 강화하고 있음.

▣ 개선점
• 노후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과 노후 연구기자재의 교체 등이 요구되며,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됨.
• 대학원생이 사용하는 학습 및 연구공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호실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대학원생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연구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동결되어온 대학원

생들의 연구 및 논문발표 지원금액의 인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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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6.1 학생지원체제(정량지표)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6.1.1 학생의 장학금 수혜실적은 적절한가?
1인당 장학금이 4백만 원 이상은 우수, 3백만 원 이상 4백만 원 미만은 보통, 
3백만 원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1인당 장학금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7년(2016학년도)까지는 4,690천원으로 공학
계열과 인문계열의 평균 등록금 대비 54.9%로 학생 1인당 장학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장학금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가능
한 장학금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그러나 동시에 대학원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12 다. 장학금 수혜 현황(공시년도 기준)

 평가준거 6.1.2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적정한가?
1인당 학생 수가 5명이상 10명 이하는 우수, 11명 이상 15명 미만 또는 3명 
이상 5명 미만은 보통, 15명 이상 또는 3명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교수 1인당 평균 학생 2.1명이 수업을 받고 있어 수업의 질은 높을 수 있으나 
수업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인원에는 상당히 미달해 보임.

•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수업의 질은 높을 수 있으나 대학원 재정에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수업의 질과 적정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확보되어야 
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학생 1인당 장학금 4,987.1천원 4,843.9천원 4,69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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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1인당 학생 수
<표 4-1> 전공교수당 학생수

구   분 재학생 수(A) 전공교수 수(B) 교수 1인당 학생수(A/B)

2017 1학기 897명 419명 2.14명

2017 2학기 915명 440명 2.08명

계 1,812명 859명 2.1명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 : 2017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재학생 수의 평균임
2. 전공교수 수 : 2017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일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수 평균임
3. 전공교수는 해당 전공에서 2017학년도 1과목 이상을 강의한 전임교원을 의미함

 평가준거 6.1.3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적정한가?
1인당 학생 수가 70명이상 100명 이하는 우수, 101명 이상 130명 미만 또는 
50명 이상 70명 미만은 보통, 130명 이상 또는 50명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직원 1인당 평균 학생 151명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해 보임.

• 직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대학원 재
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도 필요함.

   직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과 현황
재학생 수(A) 학과 수(B) 행정직원 수(C) 행정직원당 학생수(A/C) 행정직원당 학과 수(B/C)

906명 66개 6명 151명 11개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17학년도 4월 1일(897명)과 10월 1일(915명)의 평균임
2. 행정직원 수 : 2017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대학원 본부 행정직원 수의 평균임
3. 학과 수 : 대학원 내 석사 학과수를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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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6.1.4 학과당 조교 수는 적정한가?
학과 당 조교 수가 3명은 우수, 2명 이상 3명 미만은 보통, 3명 초과 또는 2명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학과 당 조교가 1.1명이 배치되어 학과 교육 및 행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음.
• 학과당 1.1명의 조교로는 연월차휴가 등을 고려할 때 학과의 교육 및 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학과 당 조교 수 현황

학과 수(A) 대학원 조교 수(B) 학과당 대학원 조교 수(B/A) 

66개 60명 1.1명

[작성 요령]
1.  조교에는 행정조교 및 교육·연구조교 등을 포함하며,  2017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일반대학원 소속 조교 수의 평균임

 평가준거 6.1.5 대학원생 1인당 운영비는 적정한가?
1인당 운영비가 3만 원 이상은 우수,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은 보통,
1만 원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대학원생에 대한 1인당 운영비는 35,280원이 지출되고 있음.
   대학원생 1인당 대학원 운영비 현황

대학원 재학생 수(A) 대학원 운영비 총액(B) 대학원생 1인당 대학원 운영비(B/A)

906명 31,964천 원 35.3천 원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17학년도 4월 1일(897명)과 10월 1일(915명)의 평균임
2. 대학원 운영비 해당 항목 : 2017학년도 결산, 일반대학원 세출 중 국립대학은 
운영비(항), 사립대학은 관리운영비(항)에 해당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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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6.1.6 대학원생의 연구발표 지원은 적정한가?
연간 연구발표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은 우수,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보통, 천만원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국내외 논문발표 시 연간 평균 11,175천 원이 지원되고 있음.
•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 발표의 경우 50,000원을 지원하고, 

국제 발표의 경우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6학년도에 168명(회)이 국내학회 및 32명(회)이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하였고, 2017

학년도는 국내 159명(회), 국제학술대회 28명(회)이 발표하였음.
•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발표 지원을 위하여 10년 이상 동결되어 온 지원금액을 상향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학원생 연구발표 실적 및 지원현황

구분 국내 국외 합계 비고

2016학년도 168회 8,400,000원 32회 3,200,000원 200회 11,600,000원

2017학년도 159회 7,950,000원 28회 2,800,000원 187회 10,750,000원

합계 327회 16,350,000원 60회 6.000,000원 387회 22,350,000원

 평가준거 6.1.7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적정한가?
권리장전 채택, 육아휴학의 학칙 반영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에 대
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은 동아인 윤리강령, 대학원 윤리헌장 및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
자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학 제도도 학칙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의 구체적인 대학원생 권리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은 아래 같음.
   동아인 윤리강령 제정
  - 동아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의 근본 규범

과 행동지침을 마련,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
될 수 있도록 2013.12.23.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선포식을 거행하고 정기적인 관련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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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 강령 주요 내용

   ｢동아대학교 대학원 윤리헌장｣ 제정
  - 우리 대학교는 전통있는 사학의 사명과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교수와 대학원 학생을 

포함한 동아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윤리적인 공동체로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원 구성원
의 인권과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대학원 학생의 윤리헌장을 선포함.

  - 대학원 윤리헌장 주요 내용

   권리장전 제정
  - 우리 대학은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대학원 연구
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을 위하여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2017.3.1.부터 시행함.

구분 주요내용

교수

◼ 교육․연구자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대학이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학사업무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학생평가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자

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되 학생

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직원

◼ 교수의 교육·연구와 학생의 학습·학교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정신을 가지

고 적극 지원해야하며, 교수·학생·학부모 등 행정 수요자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정신을 가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분 주요내용

지도교수

◼ 성, 인종, 국적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지도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에 학생 평가

와 논문지도와 심사에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과의 연구수행과 연구결과물을 활용에 있어 정직한 자세를 유지한

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교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연구에 대해 알 권

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지도교수는 교육자의 양식과 품위를 가지고, 지도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

여야 하며, 지도학생에게 일체의 폭언, 폭행, 가학행위,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하지 않

는다.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학생상호간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편파적이

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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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장전 주요 내용

   대학원 윤리헌장 및 권리장전 선포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적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 
  -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수강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교육 이수증은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

구분 주요내용

대학원생의 

권리

◼ 자기 결정권 :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

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음

◼ 학업 연구권

 -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

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짐

 -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저작권 :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

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음

◼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대학원생의 

의무

◼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 동아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학업 및 연구 : 바람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

◼ 연구 윤리 준수 : 연구의 수행 AC 발표에 위조, 표절 등을 하지 않는 연구윤리

대학원생의 

보호

◼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자신의 학업 및 진로와 무관하며 스스로 원하지 않는 연구․
프로젝트․조교근무를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음

◼ 사생활 보장 :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

◼ 안전권의 보장 :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연구․근무를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내용

2017학년도 전기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0시

장소 : 리인홀(예술체육대학 1관 8층)

참석인원 : 133명

2017학년도 후기 

일시 : 2017년 9월 8일(금) 11시

장소 : 경동홀(인문과학대학 3층)

참석인원 : 45명

2018학년도 전기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14시

장소 : 경동홀(인문과학대학 3층)

참석인원 :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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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센터 설치․운영
  - 대학(원)생의 개인상담이나 성폭력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부, 심리검사부, 연구기획부

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임상담교수와 전문상담원을 두어 상담지도를 할 수 있는 학생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육아휴학 학칙 반영 신설
  - 여자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해 육아휴학 규정을 대학원학칙에 반영함(2016. 3. 1일 제정 및 시행).
  - 대학원 학칙 제 31조(휴학), 출산전후 1개 학기 휴학이나 2개 학기의 육아휴학 기간

은 휴학초과기간 산정 시 제외함.
  - 육아휴학 현황 : 2016-1학기 2명 / 2016-2학기 1명

 평가준거 6.1.8 외국인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적정한가?
외국인 학생의 기숙사 이용률이 20%(2017년 정보공시 대학 평균)이상인 경
우는 우수, 10%이상 20% 미만은 보통, 10% 미만은 미흡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최근 3년간 정보공시 기준 전체 외국인 학생 대비 기숙사 이용률은 13.7% 수
준임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합계

2015년 9명(13.4%) 58명(86.6%) 67명

2016년 12명(13.5%) 77명(86.5%) 89명

2017년 17명(13.1%) 113명(86.9%) 130명

평균 13명(13.7%) 82명(86.3%) 95명

[작성 요령]
1. 정보공시 기준년도 기준으로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기숙사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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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6.2 학생 교육 및 연구시설 지원체제
대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시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6.2.1 대학원생 연구공간은 적정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 연구 및 실습 공간은 406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총면적은 
25,078㎡, 대학원생 1인당 연구공간은 27.7㎡으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대학원생 연구공간 현황
대학원 재학생 수(A) 연구공간 현황 연구공간 면적(B) 대학원생 1인당 연구공간(B/A)

906명 406실 25,078㎡ 27.7㎡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17학년도 4월 1일과 10월 1일 평균임
2. 대학원 연구공간 : 대학 시설관리시스템상 호실구분이 연구용실험실(211)과 대학원 

연구실(212) 공간과 실습실(112) 중 대학원생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취합

 평가준거 6.2.2 대학원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은 적정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우리 대학원의 대학원생을 위한 238개실의 실험실이 확보되어 있음.
• 교원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

나, 호실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황
의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대학원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학과 실수 학과 실수 학과 실수

간호학과 1 문예창작학과 1 패션디자인학과 11

건축공학과 2 화학공학과 16  의학과 105

산업경영공학과 4 신소재공학과 17  고고미술사학과 2

생명공학과 6 건강과학과 6 환경공학과 1

신소재물리학과 14 식품영양학과 4  아동학과 10

응용생명과학과 24  화학과 13 조형디자인학과 1

[작성 요령]
1. 대학 시설관리시스템상 호실구분이 실습실(112)인 현황을 각 학과 확인 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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