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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원 현황

1   대학원 조직도

2   현황

 

❍ 학생

(2020.10.1.현재, 명)

학위과정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제적생 외국인학생 비고

석사 600 93 693 41 155

박사 293 47 340 13 91

석박사통합 49 3 52 0 15

계 942 143 1085 5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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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구분 실장
직원

계
일반직 기능직

행정지원실 1명 2명 3명 6명

 ❍ 계열별 학과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 ․체능 의학
학 ․연 ․산

협동

학과간

협동
계

계약학과

(정원외)

석사

2018 20 12 14 5 1 7 4 63 1

2019 20 12 14 5 1 7 5 64 2

2020 20 11 14 5 1 7 7 65 2

박사

2018 17 11 13 4 1 7 7 60

2019 17 11 13 4 1 7 7 60

2020 17 11 13 4 1 7 8 61

 ※ 2019학년도 후기 디지털금융학과(계약학과) 신설(2020학년도 후기부터 모집중단)

 ❍ 장학금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총 액

금 액 2,658,246 227,470 2,885,716

※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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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구성 2020. 11.

평가모형 개발 2020. 11.

자체평가 실시(자료수집,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2020. 11. ~ 2021. 1.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완료 및 공시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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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원 자체평가 추진위원회

No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명

1 위원장 대학원 원 장 허성우

2

연구위원

대학원 부원장 조완섭

3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남현정

4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송명근

5 분자유전공학과 부교수 정호원

6 응용생명과학과 부교수 이광식

7 기계공학과 조교수 심임보

8 화학공학과 부교수 양수철

9 컴퓨터공학과 교수 옥수열

10

실무위원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류지희

11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설형수

12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김정희

13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정윤정

14 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신상열

15 간사 대학원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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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5   평가준거

영역 부문 평가 준거
정량

평가

1. 발전전략  

및 비전

1.1 장기목표 및 

실천전략

1.1.1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과정은 적절한가?

1.1.2 대학원 혁신 비전 및 목표는 적절한가?

1.2 경영전략 및 

추진실적

1.2.1 대학원 경영전략은 타당하고 체계적이며 구성원의 인지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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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실적

2.2.1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2.2.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2.2.3 교과 운영이 효율적인가?

2.2.4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적절한가?

2.3 교육과정

    개선 노력

2.3.1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3.2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2.3.3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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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2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낮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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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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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및 실적
4.3.1 대학원 논문 공개발표에 대한 규정과 지원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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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실적은 우수한가?

5.3 연구지원 제도
5.3.1 연구실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5.3.2 대학원생 지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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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은 적정한

가?

6.1.8 대학원생 연구공간은 적정한가?



- 7 -

Ⅲ. 대학원의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1. 발전전략 및 비전

❚대학의 현 위치 및 위상

◦우리 대학은 ‘부산의 미래’인 서부산, 나아가 동남권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지식･문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아대학교 포지셔닝 전략 (positioning strategy)

◦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기적 의견 수렴 및 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해왔음 

◦2009년부터 추진해 온 Action Plan 2016 및 2016+을 거쳐 2014년에 Quantum Leap 2024를 

새롭게 출범하고 2017년 고도화 재정비 과정을 거쳐 현재 Quantum Leap 2024+를 추진하고 

있음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지식･문화 복합 허브로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발전목표 및 전략목표

를 설정하여 추진함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 와 대학원 간 연계성

- 핵심성과지표 총 24개 중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저역서 실적, 기술이전 

수입액,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등 9개가 연구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설정, 관리됨

- 전략과제의 경우 7개 과제(전체 12개)가 연구중심 대학원 혁신전략과 연계되어 구성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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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심 전략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특성화 연구지원,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차별화

된 연구집단 지원,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전략과제를 구체화하여 구성한 전체 관리과제 16개 중 7개, 실행과제 87개 중 23개가 

연구 중심 전략 및 대학원 혁신과 밀접하게 연계됨

- 대학원 연계 실행과제 23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특히 43번 ‘DAU-Prestige Department

운영 지원’과 44번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다양화’는 대학원생 지원과 직결됨

- 발전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2019학년도 예산 253,300,000원을 확보하고, 4단계 BK21 예비 

사업단 지원,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대내외 평가 대비, 재학생 학생 설문 및 만족도조사(767

명 참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실적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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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1.1 장기목표 및 실천전략

                
대학원은 장기발전계획을 타당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평가준거  1.1.1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과정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대학원 혁신 비전 및 목표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및 분석 과정

◦대학원 현황 분석(재학생 추이, 주요지표 분석 등)을 중심으로 대내외 환경과 벤치마킹 사례 등을 

집중 연구, 분석(2020.2.)하여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대학원 혁신의 비전 및 목표, 전략을 설정

함

◦수요자 중심의 대학원 혁신 및 구조 개혁을 위하여 대대적인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2019.11.)하고,

교직원, 산업체, 지역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분석결과를 발전계획 재정비 과정에 집중 반영함

◦대학 및 대학원 기존 발전계획 추이 및 주요 지표, 대학원 현황과 역량을 상세 분석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비롯한 외부환경 및 국가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대학 벤치마킹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함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교직원 및 산업체, 지역사회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수요자 요구 분석에 기반한 전략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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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1.1.2 대학원 혁신 비전 및 목표는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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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 인재’라는 대학 인재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학문 심화와 연구 활동을 통

해 ‘창의적인 전문인. 도전하는 혁신인. 소통하는 지성인’이라는 대학원 인재상을 구현하고자 함

◦미래지향적 연구 혁신을 위해 대학원 비전을 ‘지역과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혁신·지식 플랫폼’으로 

설정함

◦서부산 발전의 중심이자 동남권 거점 사립대학으로서 대학의 역할 및 책무성에 대한 고민을 거쳐 

‘Hidden Champion(특성화 강소 대학원) 육성을 통한 핵심 연구인재 양성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함

◦대학원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하여 교육, 연구의 양대 분야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개혁, 산학협력,

글로컬 역량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5대 영역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및 14대 혁신과제를 

구성함

◦이를 구체화한 23개 실행과제 추진을 통해 대학원 혁신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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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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을 위하여 2019학년도 하반기부터 관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원 발전전략 재정비를 위한 환경 및 현황 분석. 대내외 의견 분석을 진행함

∙ 2020년 상반기에는 대학원위원회, 본부위원 및 교무위원 회의에서 재정비 추진 경과를 발표하여 공감대를 형

성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연구 중심 대학원 발전전략 발표 및 의견 수렴 ]

대학원위원회(2020.4.6.) 본부위원 회의(2020.4.16.) 교무위원 회의(2020.4.20.)

∙ 향후 대학원 교육연구전략실에서 주관하는 연구중심 대학 전략추진위원회에서 대학원 혁신 전략 수립, 성과종

합 모니터링, 분석을 시행하며 이를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함. 대학성과관리위원회와 

이를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고 대학 전체와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성공적인 대학원 혁신과 대학 의사결정체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 인프라 확대(데이터 기반 지능형의

사결정시스템(BI) 구축 추진), 재정운영 혁신(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구성원 참여 확대, 발전전

략 및 성과지표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개인-조직단위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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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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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장기 발전계획의 요체인 특성화 전략에 따라 미래산업 동향, 의료․바이오 중심의 동남권 전

략산업 전환, 부속 의료원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대내외 비교우위 연구분야 현

황과 강점을 분석함

◦이러한 대학의 대내외 여건 및 역량 분석에 기반하여 대학 3대 특성화 분야(바이오ㆍ헬스, 산업 

고도화, 도시문화재생)를 도출하고, 전 대학적 의지를 가지고 집중 육성해오고 있음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연계 분석
(의료·바이오/기계·소재/에너지·환경/

서비스/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등)

클라리베이트사 의뢰(2019.9.) 동아대 
Top10 ESI 등 연구우위 분야 분석

(Molecular Biology, Material Science 등)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약 15만평) 
의료 클러스터 내 동아대 연구시설 

용지 매입 (18,842㎡/15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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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총괄 연구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및 혁신방안 논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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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8대 연구 특성화 분야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대학원 DAU-PD 학과를 중심으로  
   4단계 BK21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원 혁신방안을 논의, 수립함

 • 국책사업 수주 학과들을 포함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과 중심으로 대학원 발전전략 및 
연구 특성화 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주요전략 개요

연구지원 총괄
거버넌스 개혁

 - 대학의 총괄 연구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강화 추진 
 - 대학원 우수학과를 예비군으로 지원하여 향후 BK21 등 국책사업 수주 확대

DAU-PD 
대학원생,신진 
연구자 지원

 - 대학원생 논문 장려금 신설, 학술대회 발표 지원금 상향조정 검토
 - 중장기적으로 동아 학업장려금(stipend) 제도 도입 논의 
 - 신진연구인력 확대 및 신분보장 제도 마련 논의

DAU-PD 
교원 지원

 -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 학과 소속 전임교원 발령
  (2020.3월 43명을 대학원 소속으로 전보 발령/현재 대학원 소속 교원 총 47명) 
 - 연구 성과에 근거한 강의 시수 감면 등을 통한 연구 몰입도 제고 방안 논의
 - 연구 공간, 기자재 등 자원 우선 지원 논의(기획과, 건설과 등)

DAU-PD 
학과 지원

 - BK21 교육연구단에 대한 교비 대응자금 지원(사업비 10%)
 -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행정인력, 연구인력 지원 강화
 - 학과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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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에 대한 대학의 재정투자 현황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대학원 혁신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부족

∙ 등록금 동결 기조였던 학부와 달리 대학원 등록금은 지난 3년간 소폭 인상되었고, 학부에서 감액조정 중인 

입학금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 및 연구지원 투자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음

∙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고민하고, 교내외 재원을 확보하여 

대학원 혁신과제를 추진해나가야 필요가 있음

2) 대학원생 장학금(fellowship, RA, TA) 지원 부족 

∙ 장학금 지급 비율은 타 대학 대비 낮은 수준이며, 부산 지역 국립대학과 실제 납부금액 차이가 큼

3) 대학원 내 재원투입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논리 설정 필요

∙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원 내 상존하는 다양한 개선과제 중 재원 투입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하고,

 특성화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탁월한 성과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개선
사항

1) 대학원 혁신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 BK사업 등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수주, 교비 및 산학협력단의 추가 예산 투입, 적극적인 대외 

연구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및 대학원생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함 

2)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우수 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학제도를 재정비하고자 함

3) 대학원 특성화 및 혁신 전략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운영

∙ 총장 직속‘연구중심 대학 전략추진위원회’에서 대학원 발전계획 핵심성과지표 및 혁신과제 우선순위 설정

을 바탕으로 교내외 재원의 투입규모, 시기 등을 확정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함

∙ 특성화 D-Lab 중심 인적(교원,연구원,행정인력,대학원생 등), 물적(공동기기,연구공간,교비 및 BK 대학원 

혁신사업비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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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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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원)
[2020학년도 본예산 기준]

구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시간강의료 논문심사료 기타 합계

금액 2,658,246 227,470 109,120 87,000 519,706 3,601,542

점유율 74.0% 6.4% 3.1% 2.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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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학기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내용, 강의방법의 적절성, 학생의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 강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있음. 최우수 강의교수에게는 별도의 시상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가 낮은 교수에게는 교수법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음. 그리고 강
의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 승진 및 재임용에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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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점
• 연구자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일반선택 교과목의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순차적

으로 추진 중에 있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우수한 전공교과 운영 관
리와 함께 다양한 일반선택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교과
목 확대 개설과 원격교육 교과목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학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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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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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가?(교양, 전공) 
교육과정이 개설, 운용되고 있는가?

우수 보통 미흡
○

[교양(일반선택)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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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 기초소양 함양과 논문 작성을 위한 일반선택 교과목을 2018학년도부터 운영함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영어특강(비교과)을 매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원격강의를 개발 중임

[ 통계적 연구방법론 운영 현황(최근 2년) ]

과목 운영실적 2018-1학기 2018-2학기 2019-1학기 2019-2학기

통계적 연구방법론
개설 분반 2개 2개 1개 1개
수강인원 26명 24명 9명 7명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2회 2회

신청자 143명 121명
이수자 137명 119명

• 학과별로 전공기초과목과 관련된 공통필수 교과목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각종 
센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하고 있음.

[전공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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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수 보통 미흡
○

◦학생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 혁신을 위하여 전체 재학생(내국인/외국인(국·영·중문 

설문지 배부)) 설문조사를 실시(2019.11.)하고 응답결과를 분석함 

◦전공교과목 만족도는 내국인 학생 63.3%, 외국인 학생 7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향후 지속적으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평가준거  2.2.3 교과 운영이 효율적인가?(강좌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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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수 감소

는 총 강좌 수의 감소와 ‘수강인원 5명 미만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시수 미인정’ 등과도 연계
됨

연도 5명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21명이상 합계

2017 932 233 63 33 7 1,268

2018 902 255 76 44 9 1,286

2019 753 224 87 44 3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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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거  2.2.4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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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80%를 상회함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학점겸임 초빙 시간강사/강사 기타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2019년 2,556.6 86.3 159 5.4 12 0.4 168.9 5.7 67.5 2.3 2,964

2018년 2,711.2 81.5 110 3.3 12 0.4 399.3 12 94.5 2.8 3,327

2017년 2,809 83.6 69 2.1 3 0.1 416.3 12.4 64.5 1.9 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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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2.3 교육과정 개선 노력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과 행정의 지원
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준거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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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

대학원

→

대학

 교과목 선정

 학과교수회의 의결

 교과과정표 작성

 대학원위원회 심의  총장의 승인

❚일반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세부지침 신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침에 의거하여 수료학점 150~200% 범위로 편성

하도록 명시하고 재학생 수에 따른 학과 및 전공별 학기당 개설 가능 교과목 수(학점)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함

◦학과 간 유사 교과목의 통합 개설을 권고하고, 교과목 폐강기준 강화하여 운영 효율을 제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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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전공과목 수강인정 범위 확대   

◦다양한 학문을 접함으로써 융복합 기반의 통섭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타 학과 개설 교과목 

이수 제한을 폐지함(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6학점 → 제한학점 폐지)

 평가준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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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운영은 개설 교육과정 확정, 수업계획서 입력, 수강신청, 성적입력 및 정정, 강의

평가 및 CQI의 절차로 진행됨

[수업 운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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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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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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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의 활용
   강의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의평가 지침」을 제정(2011.3.1.)하여 강의평가 대상, 시

기, 방법, 문항, 결과산정 및 활용 등 체계적으로 강의평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수
요자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하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개선하고 있음

   기말강의평가 : 종강 이후에 실시하며 강의 운영, 수업내용의 전문성, 수업방법의 적절
성, 교수의 열의, 학생의 만족도 등 한 학기 강의 전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평가결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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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우수교원 선정 및 성과 확산
  - 매년 「최우수강의교수 선정 지침」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 및 서류심사 등 엄격한 기

준을 통해 최우수강의교수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강의사례 공유 워크숍’을 개
최하여 최우수강의교수의 강의 노하우를 타 교수들에게 공유･확산함

   강의평가 하위자 및 신임교원을 위한 수업개선 지원
  - 「강의평가 하위자 교수법 의무 이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학기 강의평가 하위 

10% 전임교원은 온라인 교수법 특강을 의무 이수하며, 미 이수 시 교수업적평가･학과
평가 시 감점 처리함

  - 2018-2학기부터 2회 연속 강의평가 하위 10% 전임교원은 전문가 강의컨설팅을 의
무 이수하도록 함

  - 「강의평가 하위자 초과강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라 3년간 강의평가 평균 하위 
20% 미만의 전임교원은 1년간 초과강의 및 계절학기 강의를 제한함

  - 「신임교원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신규 임용되는 전
임교원은 2년 이내 교수법 프로그램 12시간을 의무 이수하고 있으며, 미 이수 시 교수
업적평가 감점 처리함

  - 매 학기 강의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교원이 전문가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강의 
모습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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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사전 요구조사 및 사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통해, 차년도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및 수정･보완하고 이의 시행 결과를 다시 프로
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음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환류 체계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한 개선사업으로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우수 프로그램의 확대, 영역･대상에 따른 고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교수 및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 등으로 교수･학습 지원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함

   교수 전문성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교수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교수법

개발
교수법 토론그룹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을 주제로 연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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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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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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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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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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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세부 시설현황

소규모 스튜디오

(A,B)

강의 중심의 콘텐츠 촬영용 스튜디오

카메라, 크로마키 기본시설

자동녹화 강의실
첨단녹화 강의시스템

강의실의 화면녹화 및 자동추적 카메라 시스템

협력형 강의실
첨단 통합 미러링 시스템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 동시연결 가능

교수학습 스터디룸 협력형 테이블, 영상 공유 가능

소규모 스튜디오 자동녹화 강의실 협력형 강의실 교수학습 스터디룸

[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 ]

 평가준거  2.3.3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은 적절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대학원 차원의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재 대학(원)의 다양한 부서(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실, 진로개발

센터, 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원생 참여기회를 확대함
   대학원에서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성, 리더십,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제고함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와 연계한 대학원생의 전공역량 및 전문성 강화, 대학

원생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연계 전문성 강화, 의사소통 및 글쓰기 능력 배양, 리더십 프로

그램 등으로 구분됨.
• 대학원생 역량개발, 경력개발, 취업지원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대학원생의 졸업 이후 선택 경로가 학술연구 및 교육, 전문직 취업, 평생교육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학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지원 및 경력개발을 지원함
   대학원 이수과정 중 학생이 가지는 피로감, 우울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지원 및 복지 증진 제도를 구축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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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대학원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체계 ]

• 인재상 구현을 위한 대학원생 역량 개발 지원    
   대학원 비전 및 인재상(전문인/혁신인/지성인) 실현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

영역 인재상 세부항목 주요 실적

역량 개발

창의적 [전문인] 특강, 세미나, 콜로키움 등, 영어 특강 실시 약 66건

도전하는 [혁신인] 기업 및 사회문제해결 SPC+, PSS 프로그램 운영 약 48건

소통하는 [지성인] 국제학술포럼, 인문학콘서트, 국내외 필드워크 등 약 132건

• 경력 개발 및 졸업 후 이력관리    
   대학원생의 다양한 니즈 및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경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통합 관리 시스템(DAU SPEC-UP)을 구축함
영역 프로그램 세부항목

주요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경력개발

프로그램
현장실습 현장실습(4주 기준) 이수 후 3학점 인정제도 시행

82개 분반 62개 분반 67개 분반

231명 175명 227명

이력관리 DAU SPEC-UP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대학원 이력관리 2020.3. 구축

• 취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대학원 졸업 이후 취업 및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진로개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전주기적 진로-취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함
   교수･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기반

을 마련함
영역 세부항목 주요내용 주요 실적

진로 및 취업 

상담

학생상담통합관리시스템

(https://rapo.donga.ac.kr/main.do)

진로, 취업, 심리, 국제교류 등 온라인 통합 

상담 신청 및 예약 관리 등 
2020.3월 구축

취업

지원제도

대학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동아리 운영,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졸업생 대상 운영

온라인멘토링(https://daitdaa.donga.ac.kr

/)
대학원생 선후배 멘토링 지원 체계 구축 2020.3월 구축

창업활성화

지원

[교수창업활성화]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구축

교원 겸직 허가 3개사, 3명(′19)

교원업적평가 교수창업평가 지표 신설
연구실적 600점 

반영

교원업적평가 창업지도 실적 반영 산학교육실적 300점

[학생창업활성화]

창업 유연학사제도 및 창업프로그램

학과 특성에 따른 논문대체 인정 제도 운영 2018.3월 도입

대학원생 기술창업 시제품제작 지원 ′19. 2팀(9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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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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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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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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인원, 전형기준과 전형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 다음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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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학금, 면학(특별)장학굼, 군위탁장학
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간부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육조교, 장애인장
학금, 외국인장학금, 가족장학금, 희망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동아시아문물장학금, 본교 동문장학금, 동아
박사회 장학금, 동아대학원 장학금, 정운장학금, 봉당장학금, 목화장학금, 
BK21연구장학금 등

   최근 3년간 대학원 장학금 총지급액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지급액(천 원) 4,036,892 4,417,503 4,47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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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사관리는 대학원 학칙,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규정, 대학원 입학전

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 등 제반사항을 명확히 정한 10여개의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강화와 엄정한 학위수여 관리 및 학생의 전공 선택권 및 이수 수월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함

영역 우수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엄격성  

∙ 지도교수 자격 강화

- 재임기간 2년 이하의 교수는 지도교수를 할 수 없도록 체제 개선 

- 예능계열의 경우 지도교수 자격사항 예외 인정(전담 전임교원 등)을 폐지

∙ 연구윤리 및 졸업의 질 강화

-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및 체계적인 논문심사제도 운영, 논문 표절율 검사 및 확인 실시

∙ 교과목 개설 및 수업의 엄정성 강화

-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신설(2019.3.)하여 교과목 개설 및 폐강기준 등을 명시

- 기존 오프라인 출석부를 온라인 입력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 2019-1학기부터 도입함

유연성

∙ 입학제도 및 학사제도 유연화

- 학생 수요 및 신입생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전형, 특별전형, 추가모집, 편입학, 외국인전형 등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 기존 학사제도에서 탈피하여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다학기제 등 다양한 모듈의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학칙 및 규정상 근거 마련
∙ 학생 선택권 강화

- 학업 중 일정기간 내 전공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선택권 강화

- 융복합 교육 장려를 위해  타 학과 개설 교과목 이수학점 제한 폐지

[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학생 수(명) ]

구분 2016-1 2016-2 2017-1 2017-2 2018-1 2018-2 2019-1 2019-2 2020-1

학생수 38 26 59 84 31 77 115 102 132

합리성

∙ 학위 수여의 수월성 강화

- 외국어 시험 유형 이원화, 무논문제도 도입 등 학위 취득의 수월성 확대

- 졸업이수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 및 자격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유학생 모집 및 관리 강화: 모집대상 차별화 및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전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2014학년도 후기부터 국제교류과로 이관

∙ 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생략하고, 학생이 소속된 해당 학과 요청으로 대학원
위원회 심의･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변경 방식 개선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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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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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0.1%에서 2020년 90.1%로 상승 추세에 있으나 정원내 충원율은 
감소하고 정원외 충원율이 상승함.

• 정원내 신입생의 충원율의 감소에 따른 유치 방안의 마련과 노력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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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62.9% 61.5% 61.1%

신입생 충원율(정원내외) 80.1% 82.4% 90.1%

주) 1. 신입생 충원율 = 전‧후기 모집 신입생수 / 모집정원
    2. 2018학년도부터 정원: 642명(석사: 464명/박사: 178명)
       2019학년도 후기부터 정원: 596명(석사: 418명/박사: 178명)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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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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5.28%에서 2020년 28.58%로 급격히 증가함.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정보공시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적 중 유학생 수(A) 167명 213명 311명

4.1.자 재적생 수(B) 1,093명 1,110명 1,088명

외국인 학생비율(A/B) 15.28% 19.19% 28.58%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바 1. 외국인 유학생 현황/4-마. 재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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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2.4%에서 8.5%로 등락을 보임. 2020년 
중도탈락 학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 비율
구분 (정보공시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외국인 중도탈락자 수(A) 10명 4명 18명

4.1.자 외국인 재적생 수(B) 130명 167명 213명

중도탈락 비율 (A/B) 7.7% 2.4% 8.5%

근거자료: 대학정보공시제 : 4-바 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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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미만에서 등락을 보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62.5% 56.5% 57.4%

재학생 충원율(정원내외) 79.0% 74.5% 79.4%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라. 학생 충원 현황 (편입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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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로 보통임.
   최근 3년간 중도학생 탈락학생 비율

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중도탈락학생수 86명 83명 117명

재적학생수 1,046명 1,093명 1,110명

비율(A/B) 8.2% 7.6% 10.5%

주) 지표: 2017년 지표는 2018년 대학정보공시에 공표된 값임

근거자료: ㆍ대학정보공시제 : 4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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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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로 미흡한 수준임
(단위 : 명)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계
입학생 대비 

학위취득자 

비율(%)

H/G×100

입학생

수(A)

(2017)

졸업생

수(B)

(2019)

입학생

수(C)

(2016)

졸업생

수(D)

(2019)

입학생

수(E)

(2014)

졸업생

수(F)

(2019)

입학생

수(G=

A+C+E)

졸업생

수(H=

B+D+F)

345 257 169 101 3 6 529 364 70.4%

   학위취득자 현황
구분 졸업년도 석사

박사

합계 비고
박사

석박사 

통합
계

2019

정보공시

2018.8월 학위 56 37 3 40 96

2019.2월 학위 175 55 5 60 235 석사 2017년 입학

2020

정보공시

2019.8월 학위 82 46 1 47 129

2020.2월 학위 196 57 4 61 257

1. 2019학년도 졸업생 기준이며, 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석박사
통합1은 5년, 석박사통합2는 3.5년으로 산정함(석사: 2017학년도 석사 전후기 입학인
원, 박사: 2016년 박사 전후기 입학인원 – 석박사 통합 인원, 석박사통합: 2014년 전후
기 석박사통합 인원)

2. 졸업생수: 2019.2월 및 20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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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75.4%로 입학당시 기 취업자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졸업
자수

2019년 정보공시 기준 졸업생 취업현황

취업률
(%)

취업자 취업률 대상 제외자

기타 미상

입학
당시
기취
업자

교내
취업계

건보
가입
취업
자

해외
취업
자

영농
종사/
개인
창작

1인창
업자

프리
랜서

진학
자

입대
자

취업
불가
능자

외국
인유
학생

건보
제외
대상

박사 86 61 54 0 0 4 3 0 0 1 2 0 22 0 36 6 73.5%

석사 217 138 129 1 0 4 4 13 0 0 23 0 43 0 55 5 76.2%

합계 303 199 183 1 0 8 7 13 0 1 25 0 65 0 91 11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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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영역  5. 연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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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임교원 논문 게재실적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구실적
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가 발표자 지원 현황을 볼 때 국내 논문 발표자 지원건수
(‘17년 159명 → ’19년 112명)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제 논문 발표자 지원 실적(‘17년 28
명 → ’19년 38명)은 소폭 증가함.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재정지원사업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나 대학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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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 ~ 0.57편, 국제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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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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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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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09 552 367 345 22 186 176 9 35 27 8 0.45 0.23 0.43 0.22 0.04

2018 774 590 405 391 14 185 177 9 41 37 3 0.52 0.24 0.51 0.23 0.05

2019 772 543 360 352 8 183 180 3 36 29 6 0.47 0.24 0.46 0.2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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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자료는 2021.7월~8.월 중 조사 후 9월 쯤 공시 예정임

  대학원생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자 지원 실적(명, 천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수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3

50,000(원/

회)

100,000

(원/회)

194 51 9,700 5,100 14,800

2014 228 38 11,400 3,800 15,200

2015 244 9 12,200 900 13,100

2016 168 32 8,400 3,200 11,600

2017 159 28 7,950 2,800 10,750

2018 148 36 7,400 3,600 11,000

2019 112 38 56,00 3,80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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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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 실적은 우수한가?
우수 보통 미흡

○

• 교원 교외 연구비는 지속적인 변동세를 보이나 2017년 대비 2019년에는 소폭 상승(1인당 
23,550,862천원->23,803,199천원)하였고 과제 수도 증가함(1인당 과제 수 349건 -> 
429건)

• 인력양성사업은 우수한 대학원생 배출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하며, 
향후 기업 및 민간 부분에서의 지원 사업을 대학차원에서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원 중심으로 4단계 BK21 사업(대학원혁신 및 교육연구단) 재원, 재정지원사업(대학혁
신지원사업, LINC+,인력양성사업 등) 재원을 연계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산학협력단이 연계한 R&D과제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장기
적으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 ]

공시
연도

전임
교원
(A) 

연구비 과제수 대응자금 1인당 연구비

교내 (B) 교외 (C) 교내 교외 교내 (D) 교외 (E)
교내 

((B+D)/A)
교외 

((C+E)/A)

2015  796  2,018,734 27,601,047 600 332  0  0  2,536.1  34,674.7

2016  776  1,429,493 21,868,334 545 348  0  0  1,842.1  28,180.8

2017  776  1,278,069 23,550,862 606 349 48,000  0  1,708.9  30,349.0

2018  758  607,754 21,138,024 365 349  0  0  801.8  27,886.6

2019  710  760,333 23,803,199 387 429  0  0  1,070.9  33,525.6

※ 자료기준일: 전년도 1. 1. ~ 12. 31., 전임교원(당해연도 4. 1.) 학부 소속기준(대학원 미포함) 
(단위 : 명 , 천원)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 연도별 추이 정보 목록 테이블 목록이며 공시연도, 
전임교원(A) , 연구비, 과제수, 대응자금, 1인당 연구비, 교내 (B), 교외 (C), 교내, 교외, 교내 (D), 
교외 (E), 교내 ((B+D)/A), 교외 ((C+E)/A)을(를) 나타낸 표임

[ 대학 주요 R&D 및 인력양성사업 ] (단위: 천원)

번호 주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총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1 교육부
[대학체계] 대학전반 

대학혁신지원사업

∙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프라 등 대학 

전반의 체계개편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

2019.3.1.~

2022.2.28.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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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총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2 교육부
[대학체계] 연구체계

4단계B K21사업

∙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대학원 체제 개편 및 대

학원 교육 내실화

∙ 연구 경쟁력 강화,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국

가·사회적 필요분야 연구인력 양성 

2020.9.1.~202

7.8.31.
13,960,000

3 교육부

[대학체계] 산학체계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체계구축 및 대학

체질 개선

∙ 비LINC+ 단과대학(학과) 산학협력 체제 

공유･확산

2017.3.1.~

2022.2.28.
12,523,978

4 부산시

[특성화] 산업고도화

산학연 연구단지

(URP)조성사업

∙ 대학 내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 대학-지자체-산업체 연계 지역 기반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플랫폼 조성

2016.7.1.~

2019.12.24.
10,000,000

5 산자부

[특성화] 산업고도화

고신뢰성 기계부품 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 

기계부품 설계 전문인력 양성

2018.3.1.~

2023.02.28.
1,190,000

6 산자부

[특성화] 산업고도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 다학제기반 고성능 자동차기계부품 설계 

전문인력 양성(기업체 취업 연계)

2015.6.1.~

2020.2.29.
1,714,600

7
과기

정통부

[특성화] 산업고도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 에너지ㆍ자원분야 지구 공간정보 분석

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 전

문인력 양성

2019.7.1.~

2020.12.31.
370,000

8 산자부

[특성화] 산업고도화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 스마트팩토리 운영 및 설계분야 전문

인력 양성

2017.3.1.~

2022.2.28.
1,480,000

9 부산시

[특성화] 산업고도화

스마트공장 

전문가인력양성사업

∙ 스마트팩토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2019.1.1.~

2019.12.31.
30,000

10 교육부
[특성화] 산업고도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 방향성 미세조직의 EBSD 분석을 통한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접합강관의 제조

공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015.7.1.~

2018.4.30.
467,378

11 교육부

[특성화] 바이오헬스

4차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육성사업

∙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데이터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2019.3.1.~

2022.2.28.
2,000,000

12
과기

정통부

[특성화] 바이오헬스

선도연구센터(MRC)

지원사업

∙ 말초신경병증 진단마커 발굴/치료 선도

물질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2016.6.1.~

2022.12.31.
11,610,000

13
과기

정통부

[특성화] 바이오헬스

신약파이프라인개발사업

∙ 텔로머라제 특이 표적 치환 바이러스 

벡터 기반 간암 유전자치료제 개발

2017.4.1.~

2022.3.31.
1,747,000

14 부산시
[특성화] 바이오헬스

BB21플러스사업

∙ 고령친화 바이오 식･의학소재 첨단 

기능성 시스템 연구

∙ 바이러스 유래 노인성 질환 치료제 전문

인력 양성 

2018.6.1.~

2023.5.31.
216,420 

15 부산시

[특성화] 바이오헬스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 융합형 인공지능프로그램 활용가 전문

인력 양성

2017.7.17.~

2017.12.31.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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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총 지원 기간 총 지원금액

16
과기

정통부

[특성화] 지역혁신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 해양도시건설 방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2016.5.1.~

2024.12.31.
3,778,000

17 산자부

[특성화] 지역혁신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019.6.1.~

2020.5.31.
357,700

18 교육부
[특성화] 지역혁신

한국사회 기반 연구사업

∙ 한국 사회과학 연구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연구 

우수집단(Think Tank) 육성

2015.9.1.~

2022.8.31.
2,540,000

19 부산시

[특성화] 지역혁신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 기업 맞춤형 스마트테크 패션전문인력 

양성

2018.4.1.~

2019.12.31.
77,000

20 산자부

[특성화] 지역혁신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2017.3.1.~

2020.2.29.
1,279,862

21 부산시

[특성화] 지역혁신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 금융 핀테크 & ICT 부산 핵심 전략산업 

인력양성

2018.4.1.~

2018.11.30.
63,000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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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임교원과제 지원

- 신규 임용(3.1.자 및 9.1.자)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계열별로 연구비를 지원

구분 인문계열(예체능계 포함) 학과 자연계열 학과

2019학년도까지
SSCI, A&HCI : 750만원

SCOPUS, KCI 또는 
예술작품전(개인전) : 375만원

SCI, SCIE : 750만원

2020학년도부터
SSCI, A&HCI : 1,200만원

SCOPUS, KCI 또는 
예술작품전(개인전) : 800만원

SCI, SCIE : 1,200만원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정착비 형태로 연구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선(先)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교원의 후(後)지원하는 금액보다 다소 높음

구분 건수 금액
2017학년도 11건 82,500,000원
2018학년도 17건 63,750,000원
2019학년도 31건 206,250,000원

  (2) 후지원제 및 논문장려연구비 제도 개선

   a. 추진배경

- 대학평가, 대형 국책사업선정 기준에 논문의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를 고려하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학술지의 사분위값(Q값)을            

5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수준 높은 논문에 대한 독려 방안을 마련

   b. 세부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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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향상 방안: Q값에 따른 연구비 차등 지급 실시

- 양적 향상 방안: 편수에 따른 하향식 차등 지급을 상향식으로 변경

<2017~2018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금액>

구분 논문연구비(편당) 논문장려연구비
SSCI SCI, SCIE A&HCI SCOPUS KCI등재(후보) SSCI, SCI, SCIE

지원금액

상위10%:
800만원
Q1:600만원
Q2:500만원
Q3~Q4:
200만원

상위10%:
700만원
Q1:500만원
Q2:300만원
Q3~Q4:
100만원

500만원

인문계열
(예체능계포함)
130만원
자연계열
50만원

인문계열
(예체능계포함)1
30만원
자연계열
논문게재료

상위10%:
150만원
Q1:100만원
Q2:75만원

<2019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금액>

구분 논문연구비(편당) 논문장려연구비
SSCI SCI, SCIE A&HCI SCOPUS KCI등재(후보) SSCI, SCI, SCIE

지원금액

상위10%:
1,200만원
Q1:700만원
Q2:600만원
Q3:500만원
Q4:200만원

상위10%:
1,000만원
Q1:600만원
Q2:400만원
Q3:300만원
Q4:200만원

500만원

인문계열학과(예체능계포함)
첫째편:150만원
둘째편:200만원
셋째편 이상:300만원
자연계열학과:50만원

상위10%:
250만원
Q1:100만원
Q2:75만원
Q3:50만원
Q4:미지원

※ JCR 학문분야별 Ranking에 따른 사분위 값  (Q1 상위10%초과∼25%이내, 

   Q2 상위25%초과∼50%이내, Q3 상위50%초과∼75%이내, Q4 상위75%초과∼100%이내

 (3) 국제 학술지 투고 논문 교정비 지원

- 국제전문 학술지에 투고하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논문에 대한 교정료 지원을 통하여     

  국제학술지 투고 예정 논문에 대한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SCI(E), SSCI, A&HCI 급 국제 학술지 투고 논문의 교정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함       

- 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지원

- 영어논문 교정전문업체(에디티지, 하리스코, 이나고)와의 기관협약을 통해 개인회원        

으로 이용할 경우 예상 비용 대비 약 10%의 할인혜택과 영어논문 작성 특강을 연 1회 무료 

개최 서비스를 교원, 석박사생, 연구원에게 제공함

<논문교정업체 기관협약 체결> 

- 목적: 단체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을 통해 원활한 연구 지원을 하고자 함

구분 에디티지(Editage) 하리스코(Harisco) 이나고(Enago)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단가

(VAT별도)

단어 당
 60원

단어 당
 50원

page 당
16,000원

page 당
15,000원

단어 당
65원

단어 당
53원

납품기일 7~10일
 이내 5일 이내 1~2주

이내
7일 이내
(긴급2,3일)

5일
이내

3.5일 
이내

영문논문 
작성특강 미지원 연 1~2회

무료 미지원 최초 1~2회
무료 유료 연 1회

무료
체결일자 2015.6.1. 2015.6.1. 2016.11.8.

 - 기대 효과: 연구자의 논문 교정 비용 및 교비 지원 예산 절감

             연구자 입장에서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

 - 이용 방법: 연구지원실을 통해 기관회원으로 의뢰 및 일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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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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되

고, 행정직원당 11개 학과를 담당하고, 학과당 조교는 1.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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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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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폭 증가 추세에 있음. 1인당 장학금 혜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가능한 장학금의 지속적인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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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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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학기 947명 419명 2.14명

2020 2학기 942명 440명 2.08명

계 944.5명 859명 2.1명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 : 2020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재학생 수의 평균임
2. 전공교수 수 : 2020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일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수 평균임
3. 전공교수는 해당 전공에서 2020학년도 1과목 이상을 강의한 전임교원을 의미함

구분 2017 2018 2019

학생 1인당 장학금 4,431.3 4,601.6 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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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 및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적음

∙ 2015~2017학년도에 걸쳐 학부 입학정원 10%를 감축(감축인원 491명)하고 2019.9.1.자로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0% 감축(464→418명/ 감축인원 46명)

∙ 학부 대비 대학원생 비율은 2019.4.1.기준 5.2%로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상승(2014년 4.19% →2020년 

5.16% 예상)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전임교원 확보율은 부산지역 대학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학원생 지도를 담당하지 않는 강의

전담 전임교원 충원도 늘어남. 전임교원 수 1인당 대학원생 수는 1.2% 수준으로 대학원생 유치 확대가 필요

함

[ 학부 재학생 대비 대학원 재학생 수 비율 비교분석 (2019.4.1. 기준) ]

구분
학부 

재학생수(A)
대학원

재학생수(B)

학부 대비 
대학원생 비율

(B/A)
구분

학부 
재학생수(A)

대학원
재학생수(B)

학부 대비 
대학원생 비율

(B/A)

성균관대 19,798 4,480 22.60% 부경대 16,326 1,300 8.00%

한양대 16,530 3,724 22.50% 원광대 15,011 1,056 7.00%

부산대 20,346 4,008 19.70% 계명대 21,195 1,259 5.90%

중앙대 18,543 2,783 15.00% 조선대 19,089 1,038 5.40%

울산대 12,184 1,138 9.30% 동아대 18,464 957 5.20%

연도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원 재학생 
수(A)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A/B)

퇴직/이직 
전임교원 수(C)

신규임용 
교원수(D)

전임교원수 
증감(D-C)

2017 832 80.62 897 1.0781 70 58 -12

2018 809 80.26 935 1.1557 72 49 -23

2019 774 78.66 957 1.2364 70 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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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21 및 대학원 지원 국책사업 관리 등 대학원 업무의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
인 유학생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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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5명 67개 6명 151명 11개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20학년도 4월 1일(947명)과 10월 1일(942명)의 평균임
2. 행정직원 수 :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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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명이 배치되어 학과 교육 및 행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음.
• 학과당 0.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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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67개 60명 0.9명

[작성 요령]
1.  조교에는 행정조교 및 교육·연구조교 등을 포함하며,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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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30원이 지출되고 있음.
   대학원생 1인당 대학원 운영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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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67,496천 원 71.4천 원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20년도 4월 1일(947)과 10월 1일(942)의 평균임
2. 대학원 운영비 해당 항목 : 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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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구 몰입도 강화를 위한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비를 

지원함

영역 프로그램 개최 시기 운영실적(최근3년)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지원

∙ 통계적 연구방법 매학기 개설 66명(2018~2019)

∙ e-러닝 영어강좌 개발 제작 중 5,200천원(2020 집행 예정)

∙ 정보활용교육 워크숍 등 연중(3-4월, 9-10월) 2,725 명 참여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 동아특별 및 희망장학생
∙ 동아특대장학생

대학원 재학 전 시기
2,070,118천원 집행

등록금 전액, 70%, 30%면제
 (기준별 차등)

연구활동 지원

∙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 전원 421,199천원(2017~2019)

∙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지원
대상자

31,000천원(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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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목적 실현 및 대학원생 권익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윤리헌장, 권리장전 제정 및 시행

◦동아대학교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하여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의 근본적인 행동 규범과 

지침을 명시한 윤리 강령을 제정함(2013.12.23. 제정 및 시행)

◦구성원 모두가 윤리적인 공동체로 발전을 도모하고, 구성원의 인권과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윤리헌장을 선포, 준수하고 있음(2017.3.1. 제정 

및 시행)

◦대학 내 구성원의 기본적인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원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권리장전을 채택(2017.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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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2013.12.23.) 윤리헌장(2017.3.1.) 권리장전(2017.3.1.)

❚대학원생 조교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대학원생 조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 전수 대상으로 배부하고 본인 및 소속 학과 

책임교수, 대학(원)장이 모두 날인하여 보관하도록 함(2019학년도)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일부 발췌)
제4조(안전ㆍ보건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해당 기계･기구･설
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대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인권ㆍ권리 보호) “갑”은 “을”의 복무 중 “을”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윤리헌장 및 권리장전 홍보

◦인권 보호 의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 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윤리헌장과 

대학원생 권리 장전을 홍보하고 학생 인권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윤리헌장/권리장전 선포식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대학원 홈페이지 윤리헌장 및 권리장전 게시

◉대학원생 정신건강 지원,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우울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을 지원함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대학병원-학생상담센터 연계한 위기단계별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함

◦기혼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을 위한 지원 제도를 구축함

❚대학원생 정신건강 지원,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및 시설 구축 현황  증빙 2.2-③-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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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정신건강 지원제도 및 운영 실적 ]

구분 내용
참가 및 개최 현황

2017 2018 2019

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642명 749명 554명

상담 ∙ 대학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고위험군 상담(학생상담센터) 52건 78건 27건

심리검사 ∙ 대학원생 진로ㆍ심리검사 (진로개발센터) 38건 32건 55건

모성보호 

지원

∙ 육아휴학 학칙 반영 신설(대학원 학칙 2016.3.1. 제정 및 시행), 대학 내 어린이집 등 시설 구축ㆍ운영

∙ 육아휴학 및 출산휴학 신청 학생 현황 - 2명/1명 -/1명

 평가준거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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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5명 406실 25,078㎡ 27.7㎡

[작성 요령]
1. 재학생 수는 2020학년도 4월 1일(947)과 10월 1일(942)의 평균임
2. 대학원 연구공간 : 대학 시설관리시스템상 호실구분이 연구용실험실(211)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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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