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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트랜드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은 문화예술특성화 대학인 우리 대학에서도 필수요건이 됩니다. 우리 대학은 지성, 

창조, 순화의 교육이념에 따라 정신문화 입국에 선도할 전문 예술인 양성의 교육목적을 가지고 

1974년 개교 이래 대학 구성원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각종학교 체제에서 특성화와 다양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여 교육이념의 꿈을 이루도록 체제를 갖추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대학으로서의 참된 노력은 

다른 학문분야보다 더욱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이번 대학평가인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는 우리 대학교가 개교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한 결과의 

산물로서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의 평가 지표이며, 영원한 자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학평가인증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하는 대학의 자율평가체제로서 국내적으로는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학력인정이라는 국제적 통용성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긴요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체제로써, 정부, 대학, 평가원이 함께 

노력하여 교육의 수월성, 대학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책무성을 높임에 따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진단평가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교수와 학생의 역할,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발전 방향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교육관을 정립하는데 올바른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계예술대학교의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속에서 축적된 실체적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평가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헌신하여 주신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대학의 모든 학생, 교수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발전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화예술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추계예술대학교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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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

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 (①대학사명, ②교육, ③대학구성원, ④교육시설, ⑤대학재

정 및 경영, ⑥사회봉사 등)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

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한국대학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교육의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우리 대학은 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4영역인 교육시설의 미흡으로 기숙

사 확보와 교육지원시설인 보건실, 체력단련실, 학생휴게실 등의 확충과 학생식당 만족도 제고를 통

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하였다.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 우리 대학의 자체진단평가는 재인증 평가로 4영역인 교육시설 중에서 교육지원시설로 1개 영역의 1

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의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비고

4. 교육시설 4.2 교육지원시설 2

1개영역 1개 부문 2개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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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진단평가의 절차 ●

3.1 자체진단평가 위원회 조직 및 T/F팀 구성

◾ 우리 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재인증 평가로 2015년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실무위원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위원으로 교체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기숙사 

확보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추가 기숙사 확보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3.2 자체진단평가 재인증 평가 추진 계획 수립

◾ 우리 대학은 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재인증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재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및 연구위원

회, 실무위원회, T/F팀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교육지원시설 중 기숙사 확보를 위해 기숙사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임대기숙사

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적합한 물건을 조사하였다.

◾ 교육지원시설인 보건실, 체력단련실, 남학생휴게실 등은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배정위원회

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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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진단평가기획위원회                                                                

구 분 보 직 성 명 직 위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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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음악대학장 김순영 교 수 관현악과

위 원 미술대학장 최진욱 교 수 서양화과

위 원 문학 · 영상대학장 안성아 교 수 영상비즈니스과

위 원 교육대학원장 김성경 교 수 교육대학원

위 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이흥재 교 수 교양학부

간 사 기획팀장 정현주 팀 장 기획팀

◘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 ◘
평가영역

연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총 괄 교 수 남상문 교양학부

4. 교육시설
교 수

교 수

진귀옥

박순철

성악과

동양화과

간 사 주 임 채경옥 기획팀

◘ 자체진단평가 실무위원회 ◘
평가영역

실무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총 괄 처 장 안병근 사무처

4. 교육시설
팀 장

팀 장

정희석

전인권

총무팀

학생팀

간 사 주 임 김미선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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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체진단평가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내용

2016. 3. ~ 2016. 4. 

▸ 자체진단평가 지원부서(기획팀) 및 각 위원회(기획,연구,실무) 구성

▸ 기숙사 확보 T/F팀 구성 

▸ 각 위원회 및 T/F팀 회의 개최

▸ 기숙사 확보 방안 마련

▸ 보건실, 체력단련실, 학생휴게실 확보

2016. 4. ~ 2016. 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숙사 문의 방문

▸ 임대기숙사 계약 및 입주

▸ 대학기관평가인증 재인증 신청 

▸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집필 및 심의, 확정

▸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총장, 이사장 보고 및 인쇄

▸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2016. 6. ~ 2016. 7.
▸ 인증수수료 납부

▸ 현지방문평가

3.5 자체진단평가 결과 보고

▪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4영역인 교육시설 보고서

를 작성하고,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 최종적으로 완성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는 교무위원회, 총장 및 이사장 보고 절차를 거친 후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 제출한다.

3.6 자체진단평가 결과 활용

▪ 자체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꾸준

히 개선을 통해 대학 발전의 계기로 활용한다.



2015 기관평가인증 재인증을 위한

추계예술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Ⅱ장  대학 개황

● 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 2. 주요 연혁

● 3. 행정조직 및 기구표

● 4. 주요 보직자 현황

● 5. 대학 구성원 현황

● 6.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 7. 대학 주요 시설 현황

● 8. 대학 예산·결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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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 ●

1.1 설립목적

◾ 추계예술대학교는 교육이 애국, 애족, 구국의 길이며 독립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1940년 창립한 추계

학원의 창립정신을 계승하여, 인류에 봉사하는 교양인을 양성하고 풍요로운 세계문화의 발전과 공존

에 기여한다.

1.2 교육목적

◾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다양성과 가치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를 양성한다.

1.3 교육목표

◾ 창의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개인별 맞춤형 실기교육으로 지도한다.

◾ 문화다양성에 공명하고 존중하는 예술교육을 확대한다.

1.4 교훈

   



8  2015 자체진단평가보고서

1.5 추구하는 인재상 및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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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

1973. 11. 14.   2년제 초급대학에 준한 각종학교로 인가(5개학과 200명)
1974.  3.  5.   초대 총장 임형빈 선생 취임

       3. 12.   개교 입학식 거행

1976.  1. 19.   학칙 변경 인가(수업연한 2년<초급대학에 준한 각종학교>을 4년<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인가. (5개학과 100명) 

       2. 27.   제1회 졸업식을 거행

      12. 31.   학칙 변경 인가(5개학과 140명)
1979. 12. 10.   학칙 변경 인가(5개학과 200명)

1980. 11. 11.   상급학교 입학 학력인정학교 지정(학무 1020-1552)

      11. 26.   학칙 변경 인가(6개학과 240명)
1981. 12.  2.   학칙 변경 인가(6개학과 270명)

1982.  4.  7.   추정기념관 준공식 거행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770평)

1984.  6.  4.   창립 10주년 기념식 거행
      12. 17.   학칙 변경 인가(7개학과 270명)

1987. 12.  9.   1988학년도 각종학교 학생 정원 결과 통보(9개학과 310명)

1992.  3.  1.   제2대 총장에 송복주 선생 취임
1995.  9. 30.   특별교사 1,297평을 준공하고 지송관으로 명명

1996. 12. 11.   추계예술대학으로 개편 (9개학과 230명)

1997.  3.  1.   추계예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8.  6. 20.   학칙 변경(1998년도 후기졸업자부터 학사학위 수여)

      10. 19.   추계예술대학교 학생정원 조정(9개학과 250명)

1999.  9.  1.   제3대 총장에 임상혁 선생 취임
      11.  2.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40명 (석사) 설립

2000.  7. 18.   영상문예대학원 30명(석사), 문화산업대학원 30명(석사) 설립

      10. 25.   교육대학원 40명 (석사) 설립 인가
2001.  9.  5.   디지털문화콘텐츠교육원 설립

2002.  8. 22.   예술경영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식 거행

      10. 15.   영상문화학부 신설인가 (영상시나리오과 20명, 영상비즈니스과 20명)
2003.  7. 21.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우수대학으로 선정

       8. 20.   청사관 준공 [8,830.31㎡(2,677평)]

       8. 22.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문예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1회 석사학위수여식 거행
2004.  1. 19.   추계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설인가

       2. 21.   추계예술대학교 제27회 졸업식 및 문화산업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식 거행

       3.  4.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개원 및 1기 석/박사과정 입학식 거행
       3.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추계예술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2005.  3.  1.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개원
2011. 12. 23.   창조관 준공 [13,754.26㎡(4,168평)]

2013.  3.  1.   대학조직 개편(단과대학 및 학과제)

2014.  9. 29.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설립
2015.  2. 24.   제38회 졸업식 거행

2015.  4. 16.   교수학습 및 학생상담지원센터 설립

       8. 28.   한국대학평가원 인증
2016.  2. 22.   제39회 졸업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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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 및 기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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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직자 현황 ●

구 분 보 직 성 명 소 속

총  장 임 상 혁 -

본 부 

및

직속기관

교학처장 강 승 희 판화과

기획처장 김 용 배 피아노과

사무처장 안 병 근 사무처

산학협력단장 김 용 배 피아노과

대외협력홍보실장 김 은 영 영상비즈니스과

교수학습및학생상담지원센터장 남 상 문 교양학부

음악대학

학   장 김 순 영 관현악과

국악과장 강 호 중 국악과

성악과장 진 귀 옥 성악과

피아노과장 유 소 영 피아노과

관현악과장 안 희 찬 관현악과

작곡과장 문 성 준 작곡과

미술대학

학   장 최 진 욱 서양화과

동양화과장 박 순 철 동양화과

서양화과장 구 영 모 서양화과

판화과장 정 헌 조 판화과

문학·영상대학

학   장 안 성 아 영상비즈니스과

문예창작과장 김 옥 연 문예창작과

영상시나리오과장 김 성 호 영상시나리오과

영상비즈니스과장 안 성 아 영상비즈니스과

교양학부 교양학부장 남 상 문 교양학부

일반대학원

원   장 남 상 문 교양학부

음악학과장 김 순 영 관현악과

미술학과장 최 진 욱 서양화과

문화예술학과장 서 영 덕 영상비즈니스과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장 김 성 경 교육대학원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원   장 이 흥 재 교양학부

영상시나리오학과장 김 희 재 영상시나리오과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학과장 서 영 덕 영상비즈니스과

문화예술경영학과장 조 은 아 문화예술경영학과

컨템포러리미디어뮤직학과장 이 윤 석 작곡과

부속·부설

기관

전자정보도서관장 안 병 근 사무처

평생교육원장 김 희 재 작곡과

방송국주간 김 성 호 영상시나리오과

학보사주간 김 은 영 영상비즈니스과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이 흥 재 교양학부

▸2016.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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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구성원 현황 ●

5.1 교수현황                                                                          (단위: 명)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인문사회계열 9 2 3 14

예·체능계열 18 4 13 35

합 계 27 6 16 49

▸2016. 4. 1. 기준

5.2 직원현황                                                                          (단위: 명)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계

19 8 3 9 39

▸2016. 4. 1. 기준

5.3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대학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계

인문사회계열 296 53 34 42 425

예·체능계열 912 28 0 25 965

합 계 1,208 81 34 67 1,390

▸2016. 4. 1. 기준

6.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

▪ 우리 대학은 창조하는 지성인, 소통하는 예술가 양성을 위하여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을 편성

하였고, 학과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편성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 대학의 특성화와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학과별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기위주의 학습과 1:1 개인지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 예술실기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중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학과별 교육성과실현을 완성한다. 

6.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예술가로서의 전문실기소양 완성 언어, 전산이해,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이해

교양필수 교양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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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용

학과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전공교육과정 예술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별 행사

실기위주의 교육과정

1:1 개인지도의 교육과정

교육성과 실현과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별 공연, 전시, 발표 행사

7. 대학 주요 시설 현황 ●

7.1 교지 확보 현황

정보공시
년도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A) 재학생기준(B) 입학정원기준(A) 재학생기준(B)

2015 44,008 44,374 32,715 74.3 73.7

7.2 교사시설 확보 현황                                                          

정보공시
년도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사시설
확보율(%)

(C+D+E)/A*100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설
(C)

지원시설
(D)

연구시설
(E)

부속
시설

기타
시설

2015 22,004 22,187 38,064 2,798 - - 1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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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 예․결산 현황 ●

8.1 2016학년도 예산 현황(2016.03.01.~2017.02.28.)                                (단위: 천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5,636,349

운영

지출

보수 10,302,875

전입금 100,001 관리운영비 2,503,916

기부금 103,278 연구학생경비 4,772,361

국고보조금 1,697,877 교육외비용 31,50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5,000 전출금 0

교육부대수입 440,102 예비비 170,000

교육외수입 66,000

소계 18,048,607 소계 17,780,652

자산 및 부채 수입 53,300 자산 및 부채 지출 337,774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16,519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0

수입 합계 18,118,426 지출 합계 18,118,426

8.2 2015년도 예산 현황(2015.03.01.~2016.02.29.)                                 (단위: 천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5,592,591

운영

지출

보수 10,354,846

전입금 130,000 관리운영비 2,401,085

기부금 68,966 연구학생경비 4,525,084

국고보조금 1,576,708 교육외비용 33,00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3,000 전출금 0

교육부대수입 356,702 예비비 170,000

교육외수입 73,000

소계 17,800,967 소계 17,484,015

자산 및 부채 수입 5,000 자산 및 부채 지출 342,115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20,163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0

수입 합계 17,826,130 지출 합계 17,8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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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5학년도 결산 현황(2015.03.01.~2016.02.29.)                                (단위: 천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5,585,605

운영

지출

보수 10,372,083

전입금 100,000 관리운영비 1,910,819

기부금 117,041 연구학생경비 4,601,291

국고보조금 1,694,432 교육외비용 4,369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3,000 전출금 0

교육부대수입 432,962 예비비 0

교육외수입 118,802

소계 18,051,842 소계 16,888,562

자산 및 부채 수입 5,000 자산 및 부채 지출 1,077,235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240,705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331,750

수입 합계 18,297,547 지출 합계 18,297,547

8.4 2014학년도 결산 현황(2014.03.01.~2015.02.28.)                                (단위: 천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5,782,683

운영

지출

보수 10,189,788

전입금 177,306 관리운영비 2,099,595

기부금 82,908 연구학생경비 4,595,796

국고보조금 1,569,174 교육외비용 34,884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2,500 전출금 0

교육부대수입 393,855 예비비 0

교육외수입 144,711

소계 18,153,137 소계 16,920,063

자산 및 부채 수입 139,100 자산 및 부채 지출 1,445,393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313,924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240,705

수입 합계 18,606,161 지출 합계 18,6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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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04 교 육 시 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

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

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평

가

부

문

● 4. 2 교육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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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 지원시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 평가기준

◾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 근거자료 

▪ 정보공시: 기숙사 수용 현황 (2015년 공시 및 2016년 현재)      

평가준거 평가지표 구분 본교 최소기본요건 기준값 진단결과

4.2.1 기숙사 

확보 현황

기숙사 

수용률(%)

2015년 1.57
10 이상 미흡

2016년 6.84

▪ 기숙사 현황

  

구 분 기숙사 현황 인원(명)

행복기숙사

(홍제동

연합기숙사)

‣ 2014년 9월 26일 개관, 우리 대학 배정인원은 20명임.

‣ 보증금 10만원, 1~2인실이 월 24만원,  4인실이 18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함.

‣ 우리 대학은 학생 1인당 월 5만원의 장학금 지원.

‣ 배정인원 20명 모집한 결과 5월 현재 9명만이 입소함.

20

리하우스 

(북아현동 

임대기숙사)

‣ 2016년 3월부터 입주.

‣ 현재 18명 입소(9개 호실, 2인실 운영).
18

쳄스 

(연희동 

임대기숙사)

‣ 2016년 5월 16일부터 입주.

‣ 10명 기숙사 입소인원 중 6명 입소(5개 호실, 2인실 운영).
10

청사관기숙사 

(교내기숙사) 

‣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기숙사로 용도 변경.

‣ 총 14개실, 40명 입소인원
40

시티기숙사

(가칭)

‣ 2016년 4월 총 32명 입소가능한 임대기숙사를 추진.

‣ 북아현동 시티부동산 소유 빌라 6개실과 1개의 서비스실.

‣ 계약 직전 임대업체 측에서 계약 취소.

0

합  계 88

<표 4.2-1> 기숙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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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확보인원 

   ‣ 기숙사 최소기본요건 10%, 128명 중 현재 총 88명 확보

   ‣ 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보고서 제출시 기숙사 수용률 1.57%로 저조

   ‣ 현장 방문 평가 시 최소기본요건 10%, 128명 중 기 인원 30명을 제외한 90명 추가 확보 확약

   ‣ 2016년 5월 20일 현재 50명 확보, 향후 40명을 추가 확보 시 최소기본요건 10%,  128명 완성

   ‣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가 기숙사 임대물건을 확보중임.

▪ 기숙사 수요도 설문조사 

   <표 4.2-2> 재학생 대상 기숙사 수요도 설문조사

  

재학생 대상 기숙사 수요도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6.9.7.~9.11

‣ 표집방법 : 재학생 전체

‣ 응답율 :

  - 대  학 : 82.02%

  - 대학원 : 54.70%

‣ 입소희망율 :

  - 대  학 : 25.60%

  - 대학원 : 8.84%

   <표 4.2-3> 기숙사 수용률                                                               (단위: 명)

  

구 분
재학생수

(A)
행복기숙사 

가능인원

리하우스 

임대기숙사

청사관

기숙사

쳄스빌딩

임대기숙사
합계(B)

기숙사 
수용률(%)
(B/A)*100

2015 1,277 20 - - - 20 1.57

2016 1,286 20 18 40 10 88 6.84

  ▸재학생수 : 2014. 4. 1 / 2015. 4. 1. 기준.

  ▸대학 및 대학원생(야간 대학원생 제외)

▪ 우리 대학 기숙사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

   ‣ 예산확보의 한계성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숙사 신규 건축 현실성 부족

   ‣ 2012학년도~2015학년도까지 4년간 등록금 동결

   ‣ 2012학년도부터 장학금 지급률 향상,  10%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증가

   ‣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의 단기수강료 수입의 증가세 둔화

   ‣ 인근 재개발지역으로 슬럼화되어 기숙사용 임대물건 구하기 어렵고,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현실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제외교

   ‣ 입학정원의 7% 감축

   ‣ 매년 21명의 정원이 감소

   ‣ 2021학년도까지 84명의 입학정원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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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4> 입학정원 감축 시 기숙사 수용률                                              (단위: 명)

   

구 분
재학생수(명)

(A)
기숙사 확보인원(명)

(B)
기숙사 수용률(%)

(B/A)*100
비고

2017 1,285 88 6.85

2018 1,264 88 6.96 입학정원 21명 감축

2019 1,243 88 7.08 입학정원 42명 감축

2020 1,222 88 7.20 입학정원 63명 감축

2021 1,201 88 7.33 입학정원 84명 감축

   ▸재학생수 : 2014~2016학년도 4. 1. 기준 평균

   ▸대학 및 대학원생(야간대학원생 제외)

   <표 4.2-5> 기숙사 확보율 10%일 경우, 추가 확보 예정 인원

   

구 분 재학생수(명)
충족인원(명)

(A)

확보인원(명)

(B)

부족인원

(A)-(B)

2016 1,286 128 88 40

2017 1,285 128 88 40

2018 1,264 126 88 38

2019 1,243 124 88 36

2020 1,222 122 88 34

2021 1,201 120 88 32

   <표 4.2-6> 기숙사 확보율 8%일 경우, 추가 확보 예정 인원

   

구 분 재학생수(명)
충족인원(명)

(A)

확보인원(명)

(B)

부족인원

(A)-(B)

2016 1,286 102 88 14

2017 1,285 102 88 14

2018 1,264 101 88 13

2019 1,243 99 88 11

2020 1,222 97 88 9

2021 1,201 96 8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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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장평가 이후 2016년 기숙사 개선 현황

  1) 리하우스 – 18명 정원 / 18명 입소 (2인 1실)

   <표 4.2-7> 리하우스 임대기숙사 

  

기숙사 - 리하우스

 ‣ 2015.11.23.~12.09 : 재학생 대상 모집 홍보 및 접수

 ‣ 2015.01.11.~01.15 :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접수 1차

 ‣ 2015.02.05.~02.17 :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접수 2차

 ‣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 여학생 14명 거주 

                                                   (재학생 2명 / 신입생 12명)

 ‣ 401호, 402호 : 남학생 4명 거주 (신입생 4명)

리하우스 입주조건

 ‣ 보증금 : 없음

 ‣ 기숙사비 : 350,000원/월

 ‣ 학교지원사항

   - 임대료 연일시납, 공용관리비 및 청소

   ▪ 조교역할 하는 장학생 선정 : 

      ‣ 입소생 중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를 위한 연락담당

      ‣ 사용 중 불편사항이나 수리 할 사항 발생 시 학교 학생팀에 연락

      ‣ 여행이나 기숙사를 비울 시 장학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 공용관리구역 청소지원

      ‣ 대학교 청소용역회사 계약 시 조항에 기숙사 공용관리구역 청소업무를 삽입

      ‣ 1주일에 2일 이상 청소관리

   ▪ 기숙사 야간순찰

      ‣ 기숙사 인근 청사관 경비업체 직원이 밤 11시 이후 순찰

   ▪ 기숙사 식당 운영 하지 않고, 호실 내 쿡탑으로 자가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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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티부동산 소유 빌라  - 계약 직전 취소

   <표 4.2-8> 시티 임대기숙사(가칭) 

  

기숙사 – 시티기숙사(가칭)

‣ 총 6개실

‣ 서비스실 1개

‣ 32명 입주가능

‣ 이후 계약만료되는 공실 

  발생시, 본교와 우선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 진행 중

  업주의 변심으로 계약 

  3일 전 취소

시티기숙사 추진 기록

  

 ‣ 보증금 : 없음 (안)

 ‣ 4인실, 6인실 (안)

 ‣ 기숙사비 : 

     4인실 : 240,000원/월 (안)

     6인실 : 190,000원/월 (안)

 ‣ 학교지원사항 (안)

   - 기숙사생용 독서실 운영

   - 공용화장실, 샤워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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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쳄스빌딩 – 10명 정원 / 6명 입소 (2인 1실)

   <표 4.2-9> 쳄스 임대기숙사

  

기숙사 – 쳄스빌딩

 ‣ 2016.05.09.~05.12 : 재학생 대상 모집 홍보 및 접수 1차

 ‣ 2016.05.16.~      : 재학생 대상 모집 홍보 및 접수 계속 (잔여인원 입소시까지)

 ‣ 201호             : 남학생 1명 거주 

 ‣ 203호, 204호, 205호, 304호 : 여학생 5명 거주 

쳄스빌딩 입주조건

 ‣ 보증금 : 각 호실당 10,000,000원

 ‣ 기숙사비 : 325,000원/월, 350,000원/월
‣ 학교지원사항 : 보증금 학교지원

   ▪ 접근성 및 안전성

      ‣ 학교에서 마을버스 5번과 환승으로 15분~20분 거리

      ‣ 버스정류장에서 3분 거리

      ‣ 대로변 위치

   ▪ 신축오피스텔로 쾌적하고 입소생의 만족도 높음

   ▪ 기숙사 식당 운영 하지 않고, 호실 내 쿡탑으로 자가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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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사관 기숙사 

    ‣ 14개 호실 보유, 40명 정원

    ‣ 2인 1실 7개, 4인 1실 5개, 6인 1실 1개, 식당 및 다용도실

   <표 4.2-10> 청사관 교내기숙사

   

기숙사 - 청사관

   ▸ 14개호실 중 1개실은 공용 취식, 휴게, 세탁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첨부자료

평가준거 자료명 첨부자료페이지

4.2.1

기숙사 

확보 현황

리하우스 임대기숙사 관련 현장 사진(북아현동) pp. 3~8

쳄스 임대기숙사 관련 현장 사진(연희동) pp. 9~15

청사관 교내기숙사 배치도 및 현장사진 pp. 16~23

재학생 기숙사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pp. 24~27

리하우스 기숙사 협정서 p. 28

리하우스 기숙사 입소생 모집(안) pp. 29~30

리하우스 기숙사 임대료 연간 계약금액 지급 p. 31

기숙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T/F 운영 기안 p. 32

시티기숙사(가칭)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문서 pp. 33~38

쳄스 기숙사 협정서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문서 pp. 39~45

쳄스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급 및 기숙사비 지급 기안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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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생복지 시설

■ 평가기준

◾  대학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 보고서 주요 내용 

▪ 학생 복지시설 확보 현황: 식당, 휴게실, 매점 (2016.4.1.)   

■ 근거자료

◾ 관련규정 : 학생 복지시설 운영 규정 

◾ 현지확인 : 학생 복지시설의 시설별 면적 등 관련 자료 (2016.4.1.)   

평가준거 자체진단평가요약 진단결과

4.2.2 

학생복지시설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체력단련실과 보건실, 학생휴

게실 등 학생복지시설과 식당, 매점, 카페, 동아리방 등 기타시설

을 구비하고 있으며 수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운영하

고 있다.

충족

 학생복지시설 현황

▪ 학생편의 및 복지 시설

   ‣ 학생식당 및 매점 운영 (지사관 1층)

   ‣ 카페 운영 (창조관 3층 및 청사관 2층)

   ‣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각 건물)

   ‣ 식당 및 매점, 교내 입점 업체는 학교와 도급 계약을 체결

   ‣ 총학생회 후생복지위원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개선

   ‣ 공간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간 확보

<표 4.2-11> 학생복지시설 공간 확보 현황

구분 공간 건물 호실 면적(㎡) 기존공간

공간

확보

보 건 실 지송관 2층 207 15 성폭력상담실

체력단련실 추정기념관 1층 104 43 미대 세미나실2

남학생휴게실 추계기념관 2층 221 41 국악과 악보실

성폭력상담실 추계기념관 2층 222 41 국악과 악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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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2> 공간 확보 절차

공간 확보 절차

‣ 공간배정위원회 개최

  : 2016. 04. 27.

‣ 공간배정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 2016. 04. 29.

‣ 공간 장소이전 및 신규

  배정 : 2016. 05. 10.

‣ 장소이전 및 신규배정 

  수정 : 2016. 05. 16.

 학생 식당

▪ 2015년 현장평가 이후 개선사항

  ‣ 업체 선정시 학생의견 수렴을 위한 시식회 행사 주최 : ‘네맛대로해라’ 2015

  ‣ 업체변경 : ㈜더큰도시락

  ‣ 학생식당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표 4.2-13> 학생식당 개선사항

업체 선정 시식회 행사

업체변경 : 주식회사 더큰도시락 학생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6. 05.02.~05.09.

‣ 조사방법 : 설문지

‣ 조사대상 : 본교재학생(평교포함)

‣ 조사참여자 : 총310명

  - 음악대학 : 196명

  - 미술대학 : 61명

  - 문학‧영상대학 : 32명

  - 평생교육원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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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식당 만족도 결과

<그림 4.2-1> 학생식당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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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시설

▪ 우리 대학은 교내에 농구장과 추계기념관 113호에 탁구장 설치로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기여함.

▪ 2015년 현장평가 이후, 추정기념관 1층에 체력단련실을 신설함.

<표 4.2-14> 체력단련시설 현황

건물 호실 용도 면적(㎡) 비고

농구장(지송관 앞) - 농구 및 기타 510

탁구장(추계기념관) 113 탁구 82.6

족구장(창조관 광장) - 족구, 발야구 1,280

체력단련실(추정기념관) 104 헬스장 43 신설

<표 4.2-15> 체력단련실 신설 현황

2015년 현장평가 이후 개선사항 - 체력단련실

 ‣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명칭 공모

  - 공모기간 : 2016. 05. 09.~05.12.

  - 공모방법 : 학교 홈페이지 및 Facebook을 통한 실명접수

 ‣ 운영시간 : 평일 07:00~20:00 / 주말 08:00~13:00

 ‣ 운영방법 : 경비실에서 개방 및 시건, 체력단련실 사용 대장 기록

 ‣ 이용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운영책임부서 : 교학처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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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설

<표 4.2-16> 보건실 신설 현황

2015년 현장평가 이후 개선사항 - 보건실

 ‣ 보건실 위치 : 지송관 2층 - 응급차량의 접근성 고려, 항시 응대 가능한 직원 배치

 ‣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명칭공모 : 재학생과 총학생회

 ‣ 운영시간 : 근무통상시간

 ‣ 운영책임부서 : 교학처 학생팀

심폐소생술

혈압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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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7> 보건 협약 체결

보건 협약 체결

 

‣ MOU : 중앙여자고등학교-추계예술대학교

‣ 일시 : 2016. 05. 16.(월) 오후 4시

‣ 장소 : 창조관 8층 소회의실

‣ 협력사항 : 

  - 대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활동

  - 대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건 활동 

    관련 시설과 기구의 공동이용

‣ 대학교의 역할

  - 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부상 등으로 응

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보건교사에게 

의뢰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한다.

  -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건 활동과 관련한 대학

교 시설이나 기구의 이용을 원활하게 이용하도

록 조치한다.

‣ 고등학교의 역할

  - 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질병과 부상 등

으로 교내에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학교

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교내 응

급처치 등 보건업무를 지원토록 조치한다.

‣ MOU : 서서울병원-추계예술대학교

‣ 일시 : 2016. 05. 25.(수) 오후 3시

‣ 장소 : 창조관 8층 소회의실

‣ 협력사항 :

  - 본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활동

  - 본교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및 진료 활동

‣ 본교의 역할

  -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치료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서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도

록 한다.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를 

가급적 서서울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권장 및 

홍보한다.

‣ 서서울병원의 역할

  -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생활 중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의료진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학

교의 요청에 따라 교내 의료 활동을 지원한다.

  - 추계예술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을 위한 건강검진 및 진료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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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공간 및 상담 공간

▪ 교내에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학생 간, 사제 간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고 편안한 휴식을 통

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학업, 진로, 심리 상담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표 4.2-18> 휴게 공간 및 상담 공간

 구분 건물 호실 용도 면적(㎡) 비고

휴게 

공간

추계기념관 110 여학생휴게실 41

청사관
112 휴게실 90

- 야외휴게실 53.3

창조관 - 3F 야외휴게실 83.7

추계기념관 221 남학생휴게실 41 신설

상담 

공간

지송관 204 입학상담실 24

추계기념관 222 성폭력상담실 41 변경

청사관 106 상담실 68.5

<표 4.2-19> 남학생휴게실 추가 신설

2015년 현장평가 이후 개선사항 – 남학생휴게실 추가 확보

 ‣ 지송관 221호실(41㎡) → 총학생회 의견 수렴 후 남학생 휴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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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0> 여학생휴게실 현황

여학생휴게실

<표 4.2-21> 성폭력 상담실 확장 이전

2015년 현장평가 이후 개선사항 – 성폭력 상담실 확장 이전

 ‣ 추계기념관 222호실(41㎡)로 확장 이전 → 이전 설치장소는 지송관 207호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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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방 등 학생자치시설

▪ 우리 대학은 추계기념관에 동아리방 및 학생회 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표 4.2-22> 동아리방 등 학생자치시설

 구분 건물 호실 호실명 면적(㎡) 

동아리방 등 

학생자치

시설

추계기념관

B101 동아리연합회 33.1

B102 추영회 33.1

B103 살롱이데아 33.1

B104 날화 33.1

B105 IVF 26.4

B106 CAM 16.5

B107 예수전도단 16.5

B109 소울러브 24.9

B110 율도국 24.9

B111 얼굿패 24.9

103 학보사 41.3

104 방송국 41.3

105 총학생회실 82.6

112 대의원실/졸업준비위원회 41.3

114 씨네마펠라즈 41.3

115 CABU 41.3

 기타 복지시설

▪ 우리 대학은 자동판매기, 현금ATM기, 무인복사기, 출력기, 인터넷검색기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지

원하고 있다.

▪ 학생들의 체력관리 및 비상시 응급상황대처를 위하여 지송관에 혈압측정기 및 인공호흡 실습기를 비

치하였고, 교문 옆 휴대용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의 모바일 정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내 건물 내에 무료 개방형 무선와이파이 중계기를 

197기수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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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 학생 편의시설 현황

용도 업종 건물 호실 상호명 면적(㎡) 

식음

시설

학생식당+매점 지사관 105 ㈜더큰도시락 392

카페
청사관 2층 복도 데미타스 8.2

창조관 3층 복도 데미타스 8.2

생활

편의

시설

화방 추정기념관 1층 홍주화방 49.6

서점 추정기념관 1층 중앙서점 33.1

은행 능안회관 1층 농협은행 165.1

안경점 능안회관 1층 아이렉스안경 76.3

▸생활 편의시설은 학교시설에는 영업용도로 임대해 줄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법인추계학원 수익용기본

재산에 생활 편의 업종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4.2-24> 생활 편의기기 및 시설 현황                                                   (단위: 대)

구 분 수량 위치

자동판매기
음료 20

지송관(2), 지사관(2), 청사관(2), 추계기념관(6), 창조관(4)

추정기념관(2), 추계콘서트홀(2)

위생용품 5
지송관(1), 지사관(1), 청사관(1), 추계기념관(1),

추정기념관(1)

정수기 31 전 건물 및 강의동 설치

현금자동지급기 3 지송관(1), 추계기념관 옆(1), 추정기념관 옆(1)

무인복사기 8 추계기념관(1), 지송관(2), 추정관(1), 청사관(2), 창조관(2)

출력기,입력기 2 지송관 도서관

인터넷검색기 12 지송관 도서관

무선 AP(일반형) 197 창조관 포함 7개동

혈압측정기 1 지송관

자동심장충격기 1 교문 옆

샤워장 2 지사관(1), 추정기념관(1)

 첨부자료

평가준거 자료명 첨부자료페이지

4.2.2

학생복지시설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체결(변경업체) pp. 51~58

2016-1학기 학생식당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pp. 59~63

공간배정위원회 개최 및 회의자료 pp. 64~72

공간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장소이전 및 신규배정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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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

 ❑  평가결과 요약

▪ 기숙사 확보율은 2015년 공시기준 1.57%였으나, 2016년 5월 현재, 6.84%로 128명 중 88명 확

보 상태이고 40명은 미확보 상태이다.

▪ 그러나 계속 학교주변과 연희동, 동교동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까지도 범위를 확장하여 임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우리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제외대학으로 2018학년도부터 입학정원 7% 감축으로 21명씩 

2021학년도까지 84명 감축 예정이다.

▪ 2021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률 10%일 경우 32명 부족, 8%일 경우 8명 부족한 

상태이다.

▪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실, 체력단련실, 남학생휴게실을 확보하기 위해 공

간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 복지 시설을 확보하였다.  

▪ 기존 학생식당 ‘그린푸드’의 학생 이용 만족도가 저조하여 ‘더큰도시락’으로 업체를 변경하였고 

학생들의 시식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입맛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강점 및 문제점

▪ 기숙사 최소기본요건 10% 미확보

▪ 행복 연합기숙사는 20명 정원에 2016년 5월 현재 9명의 신청자가 입소중

▪ 쳄스 임대기숙사는 10명의 정원 중 6명만 신청하여 입소중이며, 미확보된 인원의 경우 학교 주

변 임대업체와 협약을 맺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다.

▪ 보건실은 응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지송관 2층에 마련하고 교학처 학생팀에서 대처할 수 있도

록 공간을 확보하였고, 중앙여자고등학교 및 서서울병원과 MOU협약을 맺어 응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체력단련실은 접근성을 위해 추정기념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추정기념관 및 지사관에 샤

워실이 있어 학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총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남자휴게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더큰도시락’으로 학생식당을 변경하여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64.2%의 만족응답율 확보하였다.

 ❑  발전방향

▪ 교내 및 임대기숙사의 신설로 기숙사 규정 및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학생복지시설은 지속적인 대내외 의견 수렴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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