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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5 개선 및 조치실적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다산형 인재의 개념에 대한 구성원 간의

공감대 확대

평가결과보고서 권고에 따라 다산형 인재

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대학요람 

및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고 다양한 교

내 문서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간 공감대

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음

교육과정 편성시 다산형 인재상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

재상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함

1.2

발전계획

및

특 성 화

대학 자체 발전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과

특성화 전략 수립 필요

발전계획 진단을 위해 39개 중점과제와 

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지표별

로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음

학부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 사회적 요구 

분석, 우리 대학의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화하여 특

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

하였으며, 특성화계획에 기반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외국인 학생

유치체제 확립 필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강화를 위해 

Ajou Foundation Program을 도입, 시행 중

임(2014.08)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지원 실행 전담조직

인 국제교육센터를 신설하였음(2014.03)

1.3

자체평가 
합리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자체평가

도입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사업, 

예산집행사업, 대외평가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시행 

중임

2012년부터 각 단과대학의 의견수렴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학문단위 자체평가

시스템을 도입, 시범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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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5 개선 및 조치실적

2.1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류된 전공기초는 계열

별 기초교양 또는 대학별 기초교양 등으로 

영역명칭 변경 또는 교육과정 조정필요

교양교육과정에 분류되어 있던 전공기초를

ʻ학과필수(기초과목)ʼ으로 영역명칭 변경함

대학요람의 교육과정표에‘학과필수(기초과목)’영

역으로 명칭 변경, 기재하였음.

기초교육대학 독립성 강화 및 교내 유기적 

관계 강화

기존의 기초교육대학을 다산학부대학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대학 내 기초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함 (2015.02) 

기초 및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

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교양교육과정위원회,  BSM교육과정위원회에 

교내 관련 학과 전임교수 다수 참여 중임.

2.3
학사관리

상대평가1, 상대평가2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A학점 및 B학점의 비율이 다소 높아 

｢학사과정운영규칙｣의 개선이 필요함 

   - 상대평가1 : A~B 비율 70%

   - 상대평가2 : A~B 비율 90%

(소규모 강좌 등)

A학점 및 B학점의 비율을 낮추고 적정 학점 

비율 유지를 위해 「학사과정운영규칙」성적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상대평가 적용 예외과목 범위 축소

   - 절대평가 적용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일 경

우는 A등급 비율이 50% 초과 불허 규정 신설

   - 학점포기제도 폐지

   - 재수강 신청가능과목을 C+이하 취득과목으로 제한

A학점 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상대평가2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강좌비율이 증가하면서 B

학점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 개정된 규칙의 

적용 시점이 2015학년도부터이므로 점차 낮

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A학점: 33.3%(2012년) → 32.4%(2014년)

   - B학점: 39.8%(2012년) → 41.3%(2014년)

20명 이하 강좌 비율이 23.29%로 기준 값 

25%보다 미흡함

20명 이하 강좌 비율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매학기 25% 이상 유지하였음

 
2013-1 2013-2 2014-1 2014-2
25.7% 30.0% 25.1%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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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5 개선 및 조치실적

3.1

교수

비정규직법과 상충된 「조교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

칙 장학금조항에 근거한 TA등 관련 규정

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법을 반영하여 「조교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였음 (2015.02).

교원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TA운영기

준」을 통해 실험실습, 수업 및 기타 교육 지

원 등에 TA를 활용 하고 있음

강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함

수업평가 기반 우수교육교수 포상에 계열별 

시간강사 최소 1인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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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2015 개선 및 조치실적

4.2

교육

지원시설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교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향후 기숙사 확

충시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

2014년 신축된 국제학사는 양적 확충보다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학생 의견을 집중 

반영함

   - 4인실 ⇒ 2인실

   - 국내학생 전용 ⇒ 외국학생과의 공동기숙공

간을 통한 대학 국제화 강화

학생 만족도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

고 있는 바 해당 만족도 조사를 정례적, 체

계적으로 실시 필요

사회조사연구센터를 통해 정례적 체계적으

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2013:  우리대학과 주요대학간 만족도 비교조사

   - 2014 : 우리대학 교육, 복지시설 전반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식당 운

영업체 교체, 기숙사 신축 시 학생 수요 반

영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학생복지 향상

에 기여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의 지

속적인 보완 및 장애학생 실태조사 필요

학생들과의 정기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

하여 수요 및 의견을 파악하고 있음.

교내 환경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학습휴게실, 강의지

원시설, 화장실, 도로 등 시설교체 시 반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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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2.67㎡로 기준값 1.27㎡를 초과함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3.11㎡로 기준값 2.5㎡를 초과함

2014 기준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평균은 343천원으로 기준값 201.7천원을 초과함

4-1-2 강의실 확보율

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보 현황

<표 4-1-1> 2013 강의실 확보현황

구  분 실 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기준값(㎡)

일 반  강 의 실 114 13,721
11,807

1.2멀티미디어 강의실 107 17,494

계 221 31,215 2.64

<표 4-1-2> 2014 강의실 확보현황

구  분 실 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기준값(㎡)

일 반  강 의 실 109 13,136
11,730

1.2멀티미디어 강의실 113 18,197

계 221 31,33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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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표 4-1-3> 2013 실험․실습실 확보현황

계 열 실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기준값(㎡)

인문사회 47 1,836 4,026 0.46

2.5

자연과학 132 6,221 1,402 4.44

공학 381 20,195 6,079 3.32

의학 4 969 300 3.23

계 564 29,221 11,807 　

평  균 3.10㎡

<표 4-1-4> 2014 실험․실습실 확보현황

계 열 실수 면적(㎡)(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면적(㎡)(A/B) 기준값(㎡)

인문사회 45 1,810 3,933 0.46

2.5

자연과학 129 6,221 1,419 4.38

공학 380 20,188 6,091 3.31

의학 4 968 287 3.37

계 558 29,187 11,730 　

평  균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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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표 4-1-5> 2013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계열
금  액(천원) 재 학 생 수(명) 학생1인당구입비

(천원)(A/B)2011 2012 2013 계(A) 2011 2012 2013 계(B)

자연과학 1,006,251 1,187,706 420,225 2,614,182 1,282 1,346 1,402 4,030 649

공학 2,444,467 2,142,281 1,453,852 6,040,600 5,924 5,997 6,079 18,000 336

의학 263,163 86,176 85,631 434,970 422 247 300 969 449

합    계 3,713,881 3,416,163 1,959,708 9,089,752 7,590 7,590 7,781 22,999 395

인문사회 331,252 432,572 272,888 1,036,712 4,012 3,899 4,026 11,937 87

<표 4-1-6> 2014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현황

계열
금  액 (천원) 재 학 생 수(명) 학생1인당구입비

(천원)(A/B)2012 2013 2014 계(A) 2012 2013 2014 계(B)

자연과학 1,187,706 420,225 336,039 1,943,970 1,346 1,402 1,419 4,167 467

공학 2,142,281 1,453,852 2,164,368 5,760,501 5,997 6,079 6,091 18,167 317

의학 86,176 85,631 64,708 236,515 247 300 287 834 284

합    계 3,416,163 1,959,708 2,565,115 7,940,986 7,590 7,781 7,797 23,168 343

인문사회 432,572 272,888 390,437 1,095,897 3,899 4,026 3,933 11,858 92

<표 4-1-7> 2013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재학생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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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6 8,206 1,250 187.5

<표 4-1-8> 2014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재학생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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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1 8,276 1,345 201.7

(단위:천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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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개선 및 조치실적

5.1

재정확보

2011 외환위기 대응한 금융상품 전환으

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2011년 급

감하였으나, 아주비전 2023 구현을 위한 

재정자원 확보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

2015~2018 발전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 비전수립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대학은 자금위원회 설치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간 균형을 고려한 자금운영을 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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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자체평가 결과

2012 자체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개선 및 조치실적

6.1

사회봉사

아주대학만의 특성화되고 제도화된 사회

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다산학부대학의 사회봉사이론, 사회봉사

기획, 사회봉사리더십, 사회봉사실천 등 

정규과목에 연 6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음

「사회봉사 장학」 확대

지역사회(수원시민 등) 대상 다산학부대

학의 아주강좌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봉사 

강화함

사회봉사 비교과프로그램(아주블루)을 통

해 봉사활동실적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

하고 있음

대학 차원 주관 대학구성원 전체가 참여

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대학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

원하고 있음

사회봉사센터 중심으로 대학사회봉사활

동이 추진되도록 예산과 인력 보강 필요

사회봉사센터는 사업수행 전담직원과 학생

처의 지원(학생처의 지원기구)을 통해 학교

의 사회봉사를 관장하고 있으며 예산은 실

제 사업 추진부서에 이관하여 사업을 집행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