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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구분 내용

건학이념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黃金百萬兩 不如一敎子’ 정신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

으로, 이는 『明心寶鑑』 「訓子篇」에 나오는 ‘黃金滿盈 不如敎子一經’에 그 

전거를 두고 있으며, 실력과 신념을 갖추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구현하는 것임

교훈 실력(實力), 신념(信念), 봉사(奉仕)

인재상
대학 3대 교훈(校訓)인‘실력(實力), 신념(信念), 봉사(奉仕)’정신에 바탕한『성

찰하는 스마트 우석인』을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교육목표

대학은 교육혁신을 통하여 학생의 3대 핵심역량을 키우고 ‘자기분야에 탁월한 

전문인’, ‘소신과 품격을 지닌 실천인’, ‘헌신과 열정이 있는 봉사인’울 교

육함으로써 『성찰하는 스마트 우석인』을 양성함

핵심역량

『성찰하는 스마트 우석인』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석 인재가 갖추어야 할 

3대 핵심역량으로서 문제해결역량, 자기관리역량, 공감소통역량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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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79
‧ 01. 10. 전주우석여자대학 설립
‧ 03. 01. 초대 학장 서정상 박사 취임

1980 ‧ 10. 02. 남녀공학으로 전환 ('전주우석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2
‧ 01. 19. 제2대 학장 양희천 박사 취임
‧ 12. 20. 동산캠퍼스에서 삼례종합캠퍼스로 이전

1983
‧ 03. 09. 학생군사교육단(R.O.T.C)창단
‧ 10. 29. 일반대학원 설치

1986
‧ 03. 02. 제3대 학장 양희천 박사 취임
‧ 11. 29. 교육대학원 설치

1988 ‧ 08. 24. 제4대 학장 강한영 박사 취임

1990 ‧ 02. 01. 제5대 학장 최일운 박사 취임

1992 ‧ 03. 13. 종합대학으로 승격(전주우석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4 ‧ 02. 17. 제6대 총장 김종철 박사 취임

1995
‧ 03. 01. '우석대학교'로 교명 변경
‧ 10. 28. 경영행정대학원 설치

1998 ‧ 09. 01. 제7대 총장 장명수 박사 취임

2000
‧ 02. 02.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 10. 10. 우석학원 이사장 서창훈 박사 취임

2001 ‧ 09. 24. 산학연 컨소시엄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2002 ‧ 11. 18.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육성사업 재정지원대학 선정 '한방재활연구사업'

2003
‧ 01. 15. 제8대 총장 김영석 박사 취임
‧ 08. 01. 전주한방문화센터 조성사업
‧ 08. 29.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육성사업 재정지원대학 2년 연속 선정 

2004

‧ 02. 25. 산학협력단 창단
‧ 02.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
‧ 08.     Well-Tech WOOSUK 2010+(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09. 16. 국내대학 최초 중국 현지 한·중합작국제경제통상대학 설립

2005 ‧ 12. 27. 2주기 대학종합평가 3개 부문 우수대학 선정

2006
‧ 02. 02. 교육인적자원부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09. 22. 교육인적자원부 '2006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전국 4위(호남 1위)

2007
‧ 05. 02. 제10대 총장 라종일 박사 취임
‧ 11. 1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전국 6위(호남 1위) 

2008
‧ 01. 04. ASEF와 'ASEM 국제대학' 설립 MOU 체결
‧ 06. 30. 지식경제부 ‘2008 지역혁신센터(RIC)’ 선정
‧ 09. 01. 교육인적자원부 200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 3년 연속 전북 1위

2009

‧ 02. 25. 국내 최초 식품과학대학 설치
‧ 02. 27.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02. 28. 교직과정 설치대학 평가 우수대학 선정
‧ 06. 19. 전북 최초 공자아카데미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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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10
‧ 02. 12. 이민자 사회통합 거점운영기관 선정
‧ 03.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2011

‧ 03. 24. 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선정
‧ 03. 29. 제11대 총장 강철규 박사 취임
‧ 08. 19. 우석대 산학협력단 ICR 국제인증원 ISO 9001:2008(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09. 06. 장단기 발전계획 우석비전 2020 선포

2012

‧ 01. 04. 아동발달지원센터, 우수제공기관 선정
‧ 02. 1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3년 연속 선정
‧ 02. 29. 2011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03. 28.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 04. 0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2013

‧ 04. 08. 진천캠퍼스 기공
‧ 05. 13.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 05. 16. 교육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선정
‧ 07. 22.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08. 26. 우석대-진천군, ‘국제화 교육특구’ 업무 협약

2014

‧ 01. 06. 장단기 발전계획 우석비전 2020+ 선포
‧ 01. 17. iCAD 교육사업단 4년 연속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 02. 05. 고용노동부,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02. 10. 제12대 총장 김응권 박사 취임
‧ 02. 13. 7공수여단과 국방학과 설치 운영 협약체결
‧ 03. 02. 충북 진천캠퍼스 개교
‧ 03. 02.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중심대학(ABT) 선정
‧ 03. 19. 캐나다 센테니얼대학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 05. 09. 농진청 및 산하기관 유아교육위탁 사업 선정
‧ 05. 27.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과 국제교류협약 체결
‧ 06. 30.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2개 사업단 선정
‧ 08. 22. 진천교육지원청 외 10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10. 11. 미국 인카네이트워드대학과 MOU 체결
‧ 10. 23. 35사단과 군계약학과 협약체결
‧ 10. 28. 태권도학과 교육부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 11. 25. 4회 연속 장애학생 우수기관 선정
‧ 12. 18.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5

‧ 02. 02.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 선정
‧ 04. 08. 국민연금공단 어린이집 위탁사업 선정
‧ 05. 13. 교육부 산학협력선도(LINC)육성사업 신규 선정
‧ 07. 08. 문화체육관광부, 2015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07. 22.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 선정
‧ 08. 10. 전북교육청, 2015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단 운영기관 선정
‧ 08. 3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16

‧ 02. 15.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리더과정 교육기관 선정
‧ 03. 04. 전북 산학관 커플링 사업단 선정(3개 사업단)
‧ 03. 09.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 평가 우수대학 선정 
‧ 03. 12. 고용노동부 주관,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 06. 01. 교육부 주관, 대학특성화 우수사업단 선정(태권도특성화사업단·영유아인재양성사

업단)
‧ 06. 27. 완주군 청년 고용 프로젝트 사업 선정
‧ 07. 08. 교육사령부 주관, 전국 학군단 종합평가 우수 학군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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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 09. 05. 교육부 주관, 대학특성화사업 추가 선정(6차산업형 기능성식품 글로컬 인재양성사
업단)

‧ 09. 20.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 선정

2017

‧ 01. 2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리더과정 교육기관 선정(2년 연속)
‧ 02. 24.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주관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 03. 06.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주관,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획득 (한의과대학)
‧ 04. 17.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 04. 19.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자동차분야)
‧ 05. 26. 고용노동부 주관,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2년연속)
‧ 06. 05. 농림축산식품부, 완주군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사업 주관기관 

선정
‧ 06. 14.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 06. 19. 교육부 주관,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07. 23. 중국 교육부 중외합작 프로그램 비준 획득
‧ 12. 2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 12. 25.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선정
‧ 12. 28. 대교협 주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8

‧ 01. 18. 완주군 풍류학교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 02. 12.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02. 12. 제13대 총장 장영달 박사 취임
‧ 04. 24.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지원 장학사업 선정
‧ 04. 26. 대교협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소프트웨어분야)
‧ 05. 10. 행정안전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 05. 17. 교육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 07. 06.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08. 09. 청년 TLO 육성사업 선정
‧ 10. 01.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사업 선정
‧ 10. 17.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개소
‧ 12. 13. 학군단, 국방부 평가 우수 학군단 선정

2019

‧ 02. 01.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유지
‧ 03. 08.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 03. 26. 청년 TLO 육성사업 2년 연속 선정
‧ 03. 27.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입
‧ 03. 29. 한국장학재단 주관,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전북 거점대학 선정
‧ 05. 02.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 06. 17.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 06. 19.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5년)’ 획득
‧ 07. 11. 교육부 주관, ‘2019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협력대학 참여
‧ 12. 03.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인증(4년)’ 획득
‧ 12. 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최우수    

개선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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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조직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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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직자

보 직 명 성명 소속 학과 직급 비고

총장 - - - -

부총장 서지은 생명과학과 교수 총장직무대행

교무국제처장 김성희 교양대학 교수 -

기획처장 김찬영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입학홍보처장 남궁승필 군사학과 교수 -

학생취업처장 강민구 약학과 교수 -

사무처장 송교원 사무처 처장 -

대학원장 유윤조 한의예과 교수 -

산학협력단장 이지광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한동호 경영학과 교수 -

교양대학장 반덕진 교양대학 교수

5. 교원·직원·학생 현황

가. 교원 현황 (단위 : 명, 2019. 10. 1. 기준)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합계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

- 284 150 38 96 321 28 10 162 121 605

나. 직원 현황 (단위 : 명, 2019. 10. 1. 기준)

일반직 계약직 합계

107 81 188

다. 학생 현황

1) 학부생 (단위 : 명, 2019. 10.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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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534 3,912 2,622 2,760 2,420 340 9,294 6,332 2,962

2) 대학원생 (단위 : 명, 2019. 10. 1. 기준)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35 109 126 21 11 10 256 120 136

- 박사과정

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01 189 212 18 10 8 419 199 220

○ 교육대학원

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84 48 136 27 11 16 211 59 152

○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0 24 26 7 6 1 57 30 27

○ 국방정책대학원

재학생(A) 휴학생(B) 재적학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7 41 6 14 13 1 61 5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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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양·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구분 내용

교양

교육

과정

 교양교육의 목표를 대학 발전계획과 인재상, 교육목표 및 특성화 계획과 부합하는 

『보편적 교양과 전인적 품성을 갖춘 평생 자기 교육하는 인재 양성』으로 설정

전공

교육

과정

전공교육의 목표를 대학 발전계획과 인재상, 교육목표 및 특성화 계획과 부합하는 

『스스로 성장하는 스마트 전문인 양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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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시설·설비 현황

가. 교지확보 현황 (2019. 10. 1. 기준)

기준

연도

기준면적(㎡)
보유면적(㎡)

(C)

교지확보율(%)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입학정원기준

(C/A×100)

재학생기준

(C/B×100)

2019 235,526 249,590 427,703 181.6 171.4

나. 교사시설 현황 (2019. 10. 1. 기준)

기준

연도

기준면적(A)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입학

정원

기준

(A)

재학생

기준

(B)

기본

시설

(C)

지원

시설

(D)

연구

시설

(E)

부속

시설

기타

시설

입학정원기

준

(C+D+E)/A

×100

재학생기준

(C+D+E)/B

×100

2019 117,763 124,795 152,995 38,124 6,539 16,576 9,451 167.8 158.4

8. 예산·결산 현황

가. 2018학년도 결산 현황 (단위: 원, %)

수입 지출

과목 금액 비율 과목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 51,351,565,640 60.7 보수 36,737,686,754 43.4

전입금및기부금수입 20,091,401,478 23.7 관리운영비 10,179,160,333 12.0

교육부대수입 5,868,984,132 6.9 연구.학생경비 29,308,285,341 34.6

교육외수입 421,783,926 0.5 교육외비용 370,137,987 0.4

투자와기타자산 28,910,000 0.0 전출금 0 0.0

고정자산매각수입 2,978,140,595 3.5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42,143,965 0.3

고정부채입금 19,500,00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2,322,871,708 2.7

　 　 　 고정부채상환 1,604,428,000 1.9

합계 80,760,285,771 　 합계 80,764,714,088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886,427,042 4.6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881,998,725 4.6

자금수입총계 84,646,712,813 100.0 자금지출총계 84,646,712,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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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 예산 현황 (단위: 원, %)

수입 지출

과목 금액 비율 과목 금액 비율

등록금 수입 51,540,710,000 62.9 보수 37,745,906,000 46.1

전입및기부수입 18,395,505,000 22.4 관리운영비 9,947,538,000 12.1

교육부대수입 5,109,298,000 6.2 연구학생경비 27,652,454,000 33.7

교육외수입 361,300,000 0.4 교육외비용 318,676,000 0.4

전출금 - 0.0

예비비 600,000,000 0.7

운영수입계 75,406,813,000 92.0 운영지출계 76,264,574,000 93.1

투자와기타자산 - 0.0 유동자산 - 0.0

고정자산 3,000,000,000 3.7 투자와기타자산 - 0.0

고정부채 - 0.0 고정자산 3,287,871,000 4.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552,060,000 4.3 고정부채 2,406,428,000 2.9

총계 81,958,873,000 100.0 총계 81,958,873,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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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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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필수평가준거

준거명 기준값
대학값

판정
공시연도 값 평균 값

전임교원 확보율 61%

2017 65.87%

69.61% P2018 72.84%

2019 70.12%

교사 확보율 100% 2019 167.84% 167.84% P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95%

2017 99.41%

99.02% P2018 98.31%

2019 99.36%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80%

2017 96.59%

95.00% P2018 94.91%

2019 93.51%

교육비 환원율 100%

2017 151.53%

156.88% P2018 156.73%

2019 162.40%

장학금 비율 10%

2017 14.41%

14.92% P2018 14.78%

20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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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자체평가 결과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P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P

1.1.3 대학 자체평가 P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확보 P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P

1.2.3 감사 P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P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P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P

2.2 교수･학습

2.2.1 수업 P

2.2.2 성적관리 P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P

3. 교직원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P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P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P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P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P

3.2.3 직원 전문성 개발 P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P

4.1.2 학생 복지시설 P

4.1.3 도서관 P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P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P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P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P

5.1.2 교육성과 P

5.1.3 교육만족도 P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P

5.2.2 사회봉사 실적 P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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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수 & 일반평가준거 정량지표 현황
구분 정량지표명 정량지표 기준값 2017 2018 2019 평균 결과

필수
평가
준거

전임교원확보율(%) 61% 65.87% 72.84% 70.12% 69.61% P
교사 확보율(%) 100% 　 　 167.84% 167.84% P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99.41% 98.31% 99.36% 99.02% P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80% 96.59% 94.91% 93.51% 95.00% P
교육비 환원율(%) 100% 151.53% 156.73% 162.40% 156.88% P
장학금 비율(%) 10% 14.41% 14.78% 15.57% 14.92% P

일반
평가
준거

1.2.1 운영수입 중 등록
금 비율(%) 72% 이하 　 65.2% 64.9% 65.0% P
1.2.1 운영수입 중 기부
금 비율(%) 0.5% 　 1.4% 1.0% 1.2% P
1.2.1 운영수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 0.4% 　 1.3% 0.9% 1.1% P

3.1.2 시간강사 강의료(원) 2018년: 45,000원
2019년: 46,000원 　 54,238.2 54,247.3 54,242.8 P

3.1.3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1,000천원 　 749.9 1,395.7 1,072.8 P
3.2.1 직원 1인당 학생
수(명) 70명 이하 　 43.2 42.4 42.8 P
4.1.1 재학생 1인당 강
의실 면적 1.2m2 3.1m2 3.1m2 P
4.1.1 재학생 1인당 실
험·실습실 면적 2.5m2 3.0m2 2.94m2 P
4.1.1 재학생 1인당 실
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191.61천원 219.1천원 219.1천원 P
4.1.2 기숙사 수용률(%) 11% 　 29.4% 29.4% P
4.1.3 재학생 1인당 연
간 자료구입비(결산) 54,000원 　 49,470.9 57,206.9 53,338.9 W
4.1.3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명) 1.0명 　 1.05 1.02 1.03 P

5.1.1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건)

0.35건 　 0.391 0.2973 0.344 W

5.1.1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건) 0.05건 　 0.077 0.051 0.064 P
5.1.1.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0.07건 　 0.050 0.051 0.050 W
5.1.1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10,000천원 　 26,203.4 25,533.2 25,868.3 P
5.1.1 연구설과 기준값 
대비 실적 (총괄) 4 　 5.5 P
5.1.2 졸업생의 취업률(%) 55% 　 62.9% 61.8% 6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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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평가 결과

구분 내용

강점

∙ 우리 대학 인재상인‘성찰하는 스마트 우석인’을 달성하기 위해‘자기분야애 탁

월한 전문인’,‘소신과 품격을 지닌 실천인’,‘헌신과 열정이 있는 봉사인’이

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문제해결역량’,‘자기관리역

량’,‘공감소통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여 인재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대학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 ‘우석비전 2025’, 그리고 2019년 대

학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우석비전 2025’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도

출한 ‘우석비전 2025+’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

∙ 특성화 계획은 새로이 도출한‘우석비전 2025+’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외부

환경 및 내부역량 재평가를 시행하여 지역 기반산압 특성화 강화,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교육·교수학습체계 혁신,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환류 체계 개편 등을 중심

으로 추진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음. 내부 특성화 여건, 외부환경 평가, 미래 유망

분야 등에 근거하여 기존 3대 특성화 분야(복지안전, 문화스포츠, 지역기반테크노)

에서‘로컬커뮤니티케어’,‘스마트안전융합’으로 학문별 특성화를 재설정 하였

음

∙ ‘우석비전2025+’에서 관리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의 실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

음

제언

∙ 교육목표와 교육을 통하여 신장시켜야 할 3대 핵심역량 및 세부실천과제를 체계

적으로 제시하고 하였으나, 구성원이 이를 공유하고 실제 교육활동에서의 활용 

정도는 미흡함.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학습성과 관리 및 운영실적의 체계적 구

축이 필요함

∙ 교육목표의 핵심역량 및 세부실천과제,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각종 사업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이고 추진력 있는 대학발전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입학자원의 감소와 재정절벽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장기재정확보계획

을 수립하여 재정안정성 확대를 도모하고 재정상의 안전성 추구 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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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평가 결과

구분 내용

강점

∙ 교육목적 및 인재상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음. 우리 대학 3대 특성화 전략『창의적 역량 향상을 위한 특성화 융복합 교육 

모델 구축』,『지역·조직·학문 체계 간 경계를 넘는 개방형 특성화 교육시스템 

혁신』,『지역과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특성화 산학연시스템 확장』을 구현하기 

위한 ‘교양학사제 도입’, ‘창의융합 전공교육 혁신’ 등 10대 중점과제로 교

양, 전공 교육과정 혁신 방안 도출하였으며, 교양교육과정을 ‘핵심교양’, ‘기

초교양’, ‘교양교육’, ‘소양교육’, ‘실용교육’ 5개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

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본 평가에서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사항(융복합 교과목 개발, 글쓰기 및 두레공동

체 교과목 강화 및 개선필요, 교양 교육 강화를 위한 이수학점 추가 상향, 교양 

교육과정 연구 조직의 전문화 및 환류 체계 확립 필요 등)은 융복학 교양 교과목 

개발, 글쓰기 전담 교원 충원 및 수업방법 변경, 두레공동체 교과목 상대평가 시

행, 교양 최소 이수학점 상향 조정, 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 확충 및 교양대학 내 

교양교육지원센터, 교양교육연구소를 설치 등을 수행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선하

였음

∙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전

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되고 있음. 각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과의 연계성과 학문의 특성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구성되었음

∙ 전공 교육과정은 실기, 실습 교육을 확대시키고 타학문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다

양한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을 개설하여 학생의 전공 수학 선택 폭

을 넓히고 있음

∙ 전체 전공 교과목 강의계획서에 ‘전공역량’을 입력하여 학생의 진로설정 로드

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 교과목에 대하여 CQI를 입력하여 강의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창업, 현장실습 교과목 등 현장밀착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음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을 위한 절차와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강의평가, 교

육만족도조사, 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등 내부평가와 학부교육 실태조사, 산업

계 관점 대학평가, 교양교육 컨설팅 등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

선하고 있음

∙ 수업 준수를 위한 점검시스템으로 상시점검(수업실태점검, 홈페이지 게시판 모니

터링) 및 사후 질적점검(강의평가 설문 분석)의 2중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 부진 대상 예방적 프로그램, 신입생 학업 적응을 위한 학습전략 집중 프로

그램, 신입교수 교육역량 강화프로그램, 교수법 특강, 강의 촬영 분석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매해 교육만족도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교육수요자(재학생, 학부모,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사제도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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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언

∙ 핵심역량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교양교과목 재편 및 개발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기초교양교육 강화 및 사회적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편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강의평가 문항 개선을 위하여 구성원의 여론 조사 및 분석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강의 평가 문항을 전면 수정하여 교과목 강의품질 개선에 노력

이 필요함

∙ 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교무학사팀·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상담센

터·평생지도교수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및 선순환 효과가 필요

함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교수, 학생, 교육매체 3개 영역의 상호관리 및 

지속적 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속히 위 시스템을 통한 교무학사팀·학생상담

센터·진로취업지원센터 등 선순환적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함

∙ 우석챔프 활성화를 통한 학생 참여율 향상 독려, 학과 및 대학의 특성화를 고려

한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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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구성원 평가 결과

구분 내용

강점

∙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임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 학기 정기적인 채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전

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음

∙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승진 및 재임용 등의 교수인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교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학자금보조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간 강사료 및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지원액은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음

며,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 연구업적에 대하여 교내 연구비와 

게재료를 지원하고 있음

∙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구비 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정 보류되었던 교원재충전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원들의 자기 계발과 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특강, 강의법분석 

등의 다양한 지원과 교수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학생수는 42.85명으로 기준값 70명 이하를 충족하고 

있음

∙ 직원인사규정에 의거 정기인사평정 및 승진인사평정을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직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분장규정, 교직원표창규정, 교직원

해외연수규정, 직원근무평정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음

∙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실시하

는 외부 위탁연수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연수로는 주기별 직무역량교육, 

팀장교육, 신입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제언

∙ 교원의 연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함

∙ 중장기발전계획 세부과제‘성과중심 대학운영시스템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

인별 교육 및 경력관리를 통한 행정전문가 양성 노력이 필요함

∙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및 직무 만족도 등을 반영한 부서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직원의 업무전문성 강화 예산집행 실적이 감소(2017학년도 65,208천원 ⇒ 2018학

년도 42,461천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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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시설 평가 결과

구분 내용

강점

∙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실험․실습실 면적, 실험․실습실 기자재 구입비 모두 기

준값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주기적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관리를 진행하

고 있으며, 강의실 내 강의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강의장비를 관리

하고 있음.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 강의실 배정률은 83%로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으며, 강의뿐만 아니라 개별학습 및 

세미나 용도로 학생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기숙사수용률은 30.1%로 기준값(11%)를 충족하고 있으며, 사생을 대상으로 정기

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 보건진료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적절하게 확보 및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과 학생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요청사

항을 개선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 장애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입소를 희망

하는 장애학생들을 전원 선정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은 1.04명으로 기준값 1명을 충족(본 평가 시 0.96

명)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독서문화학교, 학술정보이용교육, 

독서감상문 대회 등)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조사를 실

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서 보여지 듯 충분한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 교육환경을 갖추

고 있는 점이 최대 강점임

제언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53,338.9원으로 기준값 54,000원에 미세하게 미  

  달됨. 주기적인 집행 실적 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 진천캠퍼스, 중화산캠퍼스 운용으로 인한 전주캠퍼스의 유휴 공간에 대한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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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구분 내용

강점

∙ 연구성과는 국내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저역서,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실적은 5.61로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음 

∙ 취업률은 60.1%로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음.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평생지도교수제 등을 기반으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환류 가능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 전체 및 학과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교훈(실력, 신념, 봉사)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

음. 대학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

고 시행하고 있음

∙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사회봉사활

동을 하고 있음. 학생 외에도 교수 및 직원이 대학 봉사단이 주관한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민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지역 아동·청소년 대

상 캠프교육프로그램, 지역민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역경제인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하는 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산업체 공동연구활동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

며 증가추세를 보임

제언

∙ 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통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 저역서 등 안정적인 실적관

리가 필요함

∙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통하여 취업률 지표 관리 및 창업 향상이 필요함

∙ 교육만족도조사 결과가 차년도 예산 심사 및 경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시기와 분석결과 도출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시대의 변화와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변화에 따라 조사문항에 대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 사회봉사에 관해 전문성 있는 교수가 사회봉사 교과목을 담당하고, 교양과목에 

준하여 내실 있는 봉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 봉사 활동 실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에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봉사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