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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우리� 대학은�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도야하고� 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계발� 연마하여� 인류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지성,� 창조,� 순화를� 교훈으로� 1974년� 개교하였고,� 시대를� 탐구하

고� 선도하는�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

모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1996년에는� 각종� 학교에서� 예술� 특성화�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에는�

영상시나리오과와� 영상비즈니스과를� 신설하여� 예술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수예술교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 무엇보다도� 추계예술대학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공신력� 있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CUfA� VISION� 2025� 발전계획을� 통해� 예술가형� 인재의� 창조적� 잠재력이� 다양

하게� 계발되고,� 또한� 그� 예술적� 다양성이�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합니

다.� 그리고� 창조하는� 지성인이자� 소통하는� 예술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창출을� 목표로,� 융합예

술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최적의� 문화예술� 특성화� 캠퍼스� 조성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 합니다.�

� � 실제로� 우리� 대학은� 대학� 교육의� 품질� 관리는� 대학� 운영의� 기본�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또

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내� 구성원은� 추계예술대학교� 교육이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일말의� 소홀함

도� 없었음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우리� 대학은� 이제� 4차� 혁명과� 함께�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예고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대한� 도전과� 모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 예술� 공동체이자� 역동적

인� 문화예술� 특성화� 캠퍼스로� 거듭나고자� 하는� 추계예술대학교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변함없

이�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추계예술대학교가� 되리라�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진단평가는� 사실�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으로� 하여금� 그러한� 목표와� 실행� 앞에� 놓인� 실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준� 소중한� 기

회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자체진단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위기,� 대학�

구조조정� 등� 현재� 우리� 대학이� 맞이하고� 있는�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인� 동시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발전역량�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 �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이� 보고서는,� 우리� 대학� 모든�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체적�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집약함으로써� 공들여�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

간� 헌신하여� 주신� 기획위원회와� 연구�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 교수와� 직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학기관인증평가를� 통해� 대학의� 수월성� 보장과� 대학�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해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평가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8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 임� 상� 혁





0１/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우리 대학의 자체진단평가는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

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용함.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

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① 대학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인 질 개선 ②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 ③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유도 ④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

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의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우리 대학은 자체진단평가를 통해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건을 준수하고 대학

의 교육·연구 및 운영 현황을 자체 점검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교육 수요가 예술대학의 전통

적인 철학과 특성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교육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본 자체진단평가는 새로운 대학환경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

략적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자체진단평가 관련 법령(「고

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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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２/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우리 대학의 자체진단평가는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의 평가기준에

따라 ①대학이념 및 경영, ②교육, ③교직원, ④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⑤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개 평가영역, 10개의 평가부문, 30개의 평가준거를 기반으로 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이념�및� 경영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및� 인재상

1.1.2� 발전계획�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확보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2.1.2� 전공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2.1.3� 교육과정�개선� 체제

2.2� 교수·학습

2.2.1� 수업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지원과�개선

3. 교직원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3.1.2� 교원의�처우� 및� 복지

3.1.3� 교원의�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및� 확보

3.2.2� 직원의�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개발

4.� 교육시설�및� 학생지원

4.1� 교육시설�

4.1.1� 강의실�및� 실험･실습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도서관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및� 취업지원

4.2.2� 학생활동�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지원

5.� 대학성과�및� 사회적�책무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2� 사회적�책무

5.2.1� 사회봉사�정책

5.2.2� 사회봉사�실적

5.2.3� 지역사회�기여� 및� 산학협력

<표� 1-1>� 자체진단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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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３/

자체진단평가의� 방법

3.1� 자체진단평가� 사전준비

•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 취지에 맞게 대학 비전과 교육 목표를 점검하고, 관련 편람을 숙지하

여 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이전 평가에 대한 이행사항과 추진 성과를 분

석함.

3.2� 자체진단평가� 기본계획�수립

•자체진단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진단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자체진단평가계획’은 자체진단평가의 기본 방침과 목적, 범위와 대상, 조직구성 및 기능, 추

진일정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함.

•자체진단평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교내 인트라넷에 자체진단평가자료실를 운영하여 5개

영역의 평가 위원들이 평가자료를 공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3� 자체진단평가� 조직정비

•평가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점검과정을 거쳐 자체진단평가 기획위

원회, 연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조직함.

•기획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관평가인증의 기본방

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평가 자문을 진행하여 대학구성원들이 자체진단평가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

•연구위원회는 평가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한

각 평가 부문 및 준거 지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를 통해 자체진단평가 보고서의 내

용을 집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체진단평가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별 기초 자료를 수집·취

합하여 영역별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가 대학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

한 자체적인 진단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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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직 직위 성명

위원장 기획처장 교수 안성아

위원 교학처장 교수 김영환

위원 음악대학장 교수 박인미

위원 미술대학장(일반대학원장) 교수 박순철

위원 문학·영상대학장 교수 오양진

위원 교양학부장 교수 김용환

위원 교수학습센터장(학생심리상담센터장) 교수 서정희

위원 교육대학원장 교수 김성경

위원 법인국장 교수 남상문

위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국제교류원장) 교수 김희재

간사 기획팀장 직원 정현주

<표� 1-2>�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구분 보직 성명 작성분야

연구위원장 영상비즈니스과장 서영덕
집필�총괄
1영역�대학이념�및� 경영

연구부위원장 - 문성준 3영역�교직원

연구위원
(교원)

교양학부장 김용환 2영역�교육

국악과장(代) 허익수 4영역�교육시설�및� 학생지원

성악과장 김진추 3영역�교직원

음악대학장 박인미 4영역�교육시설�및� 학생지원

관현악과장(代) 송호섭 4영역�교육시설�및� 학생지원

작곡과장 이윤석 3영역�교직원

동양화과장(代) 한기창 1영역�대학이념�및� 경영

서양화과장(代) 강영민 5영역�대학성과�및� 사회적�책무

판화과장(代) 정헌조 5영역�대학성과�및� 사회적�책무

문예창작과장 오양진 2영역�교육

기획처장 안성아 1영역�대학이념�및� 경영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CTL지원부장) 조은아 2영역�교육

대외협력홍보실장 문인상 5영역�대학성과�및� 사회적�책무

실무위원장 사무처장 나인수 자료�지원� 총괄

실무위원
(직원)

기획팀장 정현주 집필�지원

교무팀장 정재민 기초자료�지원

학생팀장 류재홍 기초자료�지원

총무팀장 정희석 기초자료�지원

전산팀장 주홍철 기초자료�지원

정보관리팀장 황명신 기초자료�지원

CTL행정지원부장 유백근 기초자료�지원

간사 기획팀�주임 양희철 집필�지원

지원
기획팀�주임 채경옥 집필�지원

교수학습센터�담당 정유진 집필�지원

<표� 1-3>� 자체진단평가� 연구·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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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체진단평가� 추진

•자체진단평가 기획위원회 및 연구·실무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 편람을 충분히 숙

지하고 각 위원회별 연석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연구위원회와 평가주관부서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제시한 각 평가준거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

집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주요�내용 추진�일정

대학�자체진단평가�기본계획�수립� :� 기획위원회,� 평가담당부서 ’19년� 12월

대학�자체진단평가를�위한� 자체� 설명회,� 평가영역별�워크숍 ’19년� 12월�

자체진단평가보고서�기초자료�준비� :� 연구위원회,� 실무위원회,� 각� 대학기관 ’19년� 12월� ∼� ’20년� 1월

자체진단평가�수행� 및� 자체진단평가보고서�작성� :� 연구위원회,� 평가담당부서 ’20년� 2월� ∼� 4월

자체진단평가보고서�의견수렴�및� 윤독회� :� 연구·실무위원회,� 각� 대학기관,� 평가담당부서 ’20년� 4월

자체진단평가보고서�완성� 및� 최종심의� :� 기획위원회,� 총장 ’20년� 4월

대학�자체진단평가보고서�제출 ’20년� 5월� 8일

현지방문평가 ’20년� 6월� 4일� ~� 5일

3.5� 자체진단평가� 결과� 활용

•연구위원회와 평가담당부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편람에 근거하여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를 작성하였고 기획위원회의 보완·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최종 보고함.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따른 결과는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서 공유하고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여건 개선의 지표로 활용하고 발전계획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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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１/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

1.1� 설립이념

•추계예술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지성(至誠), 창조(創造), 순화(醇化)의 교훈을 바

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도야하고 특히 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계발 연

마하여 인류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1.2� 교육목적과�목표

•우리 대학은 교양을 겸비한 전인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시대를 탐구하고 선도하는 창조적 전

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대학으로서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정한다.

- 예술적 창의력과 전문능력을 신장한다.

- 동시대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적 사유능력을 함양한다.

-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실천력을 함양한다.

1.3�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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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２/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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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6.  교수학습 및 학생상담지원센터 설립
2015.  4. 16.  교수학습 및 학생상담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와 학생심리상담센터로 분리
2017.  3.  2.  취업‧창업지원센터 설립
2019.  2. 22.  제42회 졸업식 거행
2019.  4. 22.  학교기업 추계K-컬쳐팩토리 설치
2019.  7. 12.  국제교류원 및 한국어학당 설립, 평생교육원을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20.  2. 27.  국제학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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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및� 기구표

*� 2020.�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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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자� 현황

구분 보직 성명 소속
총장 임상혁 -

본부

교학처장 김영환 성악과
취업·창업지원센터장 김영환 성악과
교수학습센터장 서정희 판화과

교수학습센터�교수지원부장 조은아 교양학부
학생심리상담센터장 서정희 판화과

기획처장 안성아 영상비즈니스과
사무처장 나인수 사무처
산학협력단장 안성아 영상비즈니스과

대외협력홍보실 대외협력홍보실장 문인상 동양화과

음악대학

학장 박인미 피아노과
국악과장 김선림 국악과
성악과장 김진추 성악과
피아노과장 유소영 피아노과
관현악과장 최정주 관현악과
작곡과장 이윤석 작곡과

미술대학

학장 박순철 동양화과
동양화과장 최영걸 동양화과
서양화과장 김현주 서양화과
판화과장 정원철 판화과

문학·영상대학

학장 오양진 문예창작과
문예창작과장 오양진 문예창작과
영상시나리오과장 김희재 영상시나리오과
영상비즈니스과장 서영덕 영상비즈니스과

교양학부 교양학부장 김용환 교양학부
국제학부 국제학부장 김성경 국악과

일반대학원

원장 박순철 동양화과
음악학과장 박인미 피아노과
미술학과장 박순철 동양화과
문화예술학과장 서영덕 영상비즈니스과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장 김성경 국악과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원장 조은아 교양학부
문화예술경영학과장 조은아 교양학부
영상시나리오학과장 김희재 영상시나리오과

컨템포러리미디어뮤직학과장 정현수 컨템포러리미디어뮤직학과
실용음악학과장 최은창 실용음악학과

부속·부설
기관

전자정보도서관장 나인수 사무처
국제교류원장 김희재 영상비즈니스과
국제교육센터장 김용환 교양학부
국제교류센터장 전성해 일반대학원�음악학과

글로벌문화예술교류센터장 강수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 김희재 영상시나리오과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부원장 강수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부원장 최은창 실용음악학과

방송국주간 정헌조 판화과
학보사주간 박찬일 문예창작과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서영덕 영상비즈니스과

*� 2020.� 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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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 현황

5.1� 교수현황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합계(명)

인문사회계열 8 3 1 12

예·체능계열 19 11 10 40

합계 27 14 11 52

*� 2020.� 4.� 1.� 기준

5.2� 직원현황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합계(명)

16 8 3 12 39

*� 2020.� 4.� 1.� 기준

5.3� 재학생� 현황

구분 대학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합계(명)

인문사회계열 261 46 20 20 347

예·체능계열 850 36 - 27 913

합계 1,111 82 20 47 1,260

*� 2020.�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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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우리 대학은 ‘창의적 예술인(Creative Artist)’, ‘세계적 예술인(Universal Artist)’, ‘선도적 예

술인(Foremost Artist)’ 양성을 목표로 전공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교과과

정편성운영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음.

•학과별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기위주의 학습

과 1:1 개인지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술실기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중에 걸쳐 다

양한 행사를 지원하여 학과별 교육성과를 실현하고 있음.

6.1� 교양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기초소양교육
핵심교양교육

비교과(교양�관련)
예술교양 융‧복합

글로벌�의사소통,� 인문적�
소양,� 인성� 함양을�위한�
교육과정�

타� 분야� 예술에�대한�
이해를�돕기� 위한� 제반�
교육과정

예술�상호� 및� 학문� 간�
연관성�인식을�통한� 창의력�
증진의�교육과정

교양교과�이외의�사회적�
요구에�부응하는�교육과정

6.2� 전공교육과정의�편성과�운용

학과별�고유� 특성을�반영한�전공교육 비교과(전공�관련)

실기위주의�교육과정
1:1� 개인지도의�교육과정

교육성과�실현과�실기능력�향상을�위한
학과별(워크숍,� 학과별�공연,� 전시,� 발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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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요� 시설� 현황

7.1� 교지� 확보� 현황

정보공시
년도

기준면적(㎡)
보유면적(㎡)

(C)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
(A)

재학생기준
(B)

입학정원기준
(C/A*100)

재학생기준
(C/B*100)

2019 39,866 42,784 32,585 81.7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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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933 21,392 28,837 3,812 88 - 8,24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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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산·결산� 현황

8.1� 2020학년도� 예산� 현황(2020.03.01.~2021.02.28.)

수입� 금액(천원) 지출 금액(천원)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5,284,961

운영

지출

보수 11,868,876

전입금 100,001
관리운영비 2,302,608

기부금 1,537,966
연구학생경비 5,677,679

국고보조금 2,160,240

교육외비용 39,000산학협력단�및
학교기업�전입금

3,000

전출금 -
교육부대수입 1,008,561

예비비 5,000
교육외수입 26,484

소계 19,893,163소계 20,121,213

자산� 및� 부채� 수입 1,355,339 자산� 및� 부채� 지출 1,590,822

미사용�전기� 이월자금 7,433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

수입�합계 21,483,985 지출� 합계 21,483,985

8.2� 2019학년도� 결산� 현황(2019.03.01.~2020.02.29.)

수입� 금액(천원) 지출 금액(천원)

운영

수입

등록금수입 14,074,478

운영

지출

보수 11,407,433

전입금 100,000
관리운영비 2,006,818

기부금 2,900,333
연구학생경비 5,424,583

국고보조금 2,093,488

교육외비용 49,078산학협력단�및
학교기업�전입금

3,000

전출금 -
교육부대수입 551,909

예비비 -
교육외수입 50,269

소계 18,887,912소계 19,773,477

자산� 및� 부채� 수입 1,422,425 자산� 및� 부채� 지출 1,217,819

미사용�전기� 이월자금 219,118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1,309,289

수입� 합계 21,415,020 지출� 합계 21,4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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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판정 평가부문 판정 평가준거 판정

1.� 대학이념
및
경영

충족(P)

1.1� 대학경영 충족(P)

1.1.1� 교육목표�및� 인재상 충족(P)

1.1.2� 발전계획�및� 특성화 충족(P)

1.1.3� 대학� 자체평가 충족(P)

1.2� 대학재정 충족(P)

1.2.1� 대학재정�확보 충족(P)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충족(P)

1.2.3� 감사 충족(P)

2.� 교육 충족(P)

2.1� 교육과정 충족(P)

2.1.1� 교양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충족(P)

2.1.2� 전공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충족(P)

2.1.3� 교육과정�개선� 체제 충족(P)

2.2� 교수·학습 충족(P)

2.2.1� 수업 충족(P)

2.2.2� 성적관리 충족(P)

2.2.3� 교수·학습�지원과�개선 충족(P)

3.� 교직원 충족(P)

3.1� 교수 충족(P)

3.1.1� 교원� 인사제도 충족(P)

3.1.2� 교원의�처우� 및� 복지 미흡(W)

3.1.3� 교원의�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충족(P)

3.2� 직원 충족(P)

3.2.1� 직원� 인사제도�및� 확보 충족(P)

3.2.2� 직원의�처우� 및� 복지 충족(P)

3.2.3� 직원� 전문성�개발 충족(P)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충족(P)

4.1� 교육시설 충족(P)

4.1.1� 강의실�및� 실험･실습실 충족(P)

4.1.2� 학생� 복지시설 충족(P)

4.1.3� 도서관 충족(P)

4.2� 학생지원 충족(P)

4.2.1� 학생상담�및� 취업지원 충족(P)

4.2.2� 학생활동�지원� 및� 안전관리 충족(P)

4.2.3� 소수집단학생�지원 충족(P)

5.� 대학성과�
및
사회적�책무

충족(P)

5.1� 대학성과 충족(P)

5.1.1� 연구성과 충족(P)

5.1.2� 교육성과 충족(P)

5.1.3� 교육만족도 충족(P)

5.2� 사회적�
책무

충족(P)

5.2.1� 사회봉사�정책 충족(P)

5.2.2� 사회봉사�실적 충족(P)

5.2.3� 지역사회�기여� 및� 산학협력 충족(P)

<표� 4-1>�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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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이념�및� 경영

1)� 자체평가�결과

평가준거 판정 자체평가�요약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충족

1.�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체계적으로�제시되어�있음(체계성)
2.� 교육목표가�명확하게�기술되어�있음(명료성)
3.� 교육목적,� 교육목표를�실현하기�위한� 인재상을�명확하게�정립하고�있음(실천성)
4.�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CUfA� Program’�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의
평가에서�핵심역량�성취도를�묻고� 있음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충족

1.� 발전계획�및� 특성화계획의�수립� 과정은�조직구성,� 의견수렴과정,� 재정소요·확보계획에서�합리적
임.� 특히,� 지난� 번� 발전계획은� 외부� 컨설팅에� 의한� 것으로� 다소�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
운�발전계획은�발전위원회에�의해� 자발적·적극적으로�수립됨

2.� 1주기에�제시되었던�발전계획의�추진� 실적(사업� 추진� 및� 사업� 예산)이� 있음
3.� 주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 시스템(연도별� 평가자료)이� 있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음(반영� 실
적� 있음)

1.1.3�
대학�
자체평가

충족
1.� 자체평가�실시를�위한� 조직(조직구성)이� 운영(회의자료,� 결과보고서)되고�있음
2.� 자체평가를�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3.� 자체평가�결과를�환류(공개� 및� 개선)하고� 있음

1.2.1�
대학재정
확보

충족

1.� 최근� 3년간� 평균이�기준값을�충족하고�있음
� � ·세입� 중� 등록금�비율은� 62.28%로서�기준값� 72%� 이하를�충족
� � ·세입� 중� 기부금�비율은� 2.04%로서�기준값� 0.5%� 이상을�충족
� � ·세입� 중� 법인전입금�비율은� 0.54%로서�사립대�기준값� 0.4%� 이상을�충족
2.� 최근� 3년간� 재원별�확보� 추이가�증가하고�있음
3.� 다양한�재원� 확보를�위해� 그리고�지속적�확보를�위해� 노력하고�있음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충족

1.� 규정을� 준수하고,�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
고�있음

2.� 예산을�적절하게�집행하고�있음
3.� 예산� 집행� 결과를�평가하여�환류하고�있음

1.2.3�
감사

충족

1.�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규정에� 따른� 감사� 실시,� 자체감사� 시스템의� 구축� 및� 위원� 구성)하
고� 있음

2.� 감사� 결과를�대학운영에�반영(제도� 개선� 및� 결과� 활용)하고� 있음
3.� 감사� 결과를�공개하고�있음

2)� 우수사항

•과거 외부 컨설팅 의무에 의하여 수동적·소극적으로 수립된 장단기발전계획을 수행한 후,

2019년 1년 동안 학교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적극적으로

재수립함.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해가는 예술 창작·유통·향유 시스템에 적합한 예술

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콘텐츠비즈니스 연계전공 개설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함.

•학교가 설정한 인재상에 맞는 세부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합적인 비교과과정프로

그램인 ‘CUfA Program’을 정립함.

3)� 보완·개선� 방향

•새롭게 설정한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과 관련한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인지·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교내 게시, 홈페이지 게시, 발표회 등)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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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

1)� 자체평가�결과

평가준거 판정 자체평가�요약
2.1.1�
교양교육
과정의�
편성과�운영

충족
1.� 대학의�교양교육과정은�교육목표�및� 인재상과�연계되어�있음
2.� 교육과정�편성� 원칙(규정)에� 따라� 편성하고�있음

2.1.2�
전공교육
과정의�
편성과�운영

충족

1.� 대학의�교육목표와�학과의�교육목표는�체계적으로�연계되어�있음
2.� 학과의�교육목표와�전공교육과정이�연계되어�있음
3.� 교육과정�편성� 원칙(규정)에� 따라� 편성하고�있음
4.� 전공필수와�전공선택의�비율은�학과별로�적합하게�운영하고�있음
5.� 2019학년도� 기준으로� 예술계열� 학과는� 72.1%의� 실기과목을,�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47.5%의�
실기과목을�개설·운영하고�있음
6.� 전공실험·실습·실기�교육은�충실하게�운영(수업운영비�및� 조교지원)되고�있음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충족

1.� 규정에�따라� 관련� 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음
2.� 교육과정의�편성-평가-결과�환류를�통해� 교육과정을�적정하게�개선하고�있음
3.� 교육과정에�산업계�및� 사회� 요구를�반영하기�위한� 관련� 제도가�있음
4.� 사회적·학문적�변화를�반영한�교육과정�개선� 실적이�있음

2.2.1�
수업

충족

1.� 수업운영은�적절한�절차에�따라� 이루어지고�있음
2.� 수업� 관련� 규정을�준수하고�있음
3.� 수업평가를�실시하고�그� 결과를�공개하고�있음
4.� 수업평가�결과에�따라� 수업� 개선을�지원하고�있음

2.2.2�
성적관리

충족
1.� 성적을�엄격하게�관리하고�있음(재수강�이수� 기준� 및� 횟수� 제한� 있음)
2.� 성적우수자에�대한� 보상이�이루어지고�있음
3.� 학사경고자에�대한� 예방책과�조치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음

2.2.3�
교수·학습�
지원과�개선

충족

1.� 교수/학생/교육매체�지원� 등의� 영역� 구성� 및� 각� 영역별�인적� 구성이�적절함
2.� 전임� 연구·개발�인력을�확보하고�있음
3.� 예산� 편성� 및� 집행은�적절함
4.� 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5.� 프로그램�만족도�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프로그램�개선에�반영하고�있음

2)� 우수사항

•각 교과목마다 추구하는 핵심역량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강의평가 항목에도 포함시

키고 있음.

•교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교육과정의 편성-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교육과정

을 개선하고 있음.

•교수학습센터(CTL)의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이 있음.

3)� 보완·개선� 방향

•‘작은 학교’의 한계(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미흡)를 극복하여 교양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예를 들어 선택과목격년제, 교양전공병렬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

여 실행해 보아야 함.

•사회적·학문적 변화 및 산업계·사회 요구를 적극적·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

의 수업방식(예를 들어 집중이수제, 캡스톤디자인 등)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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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직원

1)� 자체평가�결과

평가준거 판정 자체평가�요약

3.1.1�
교원�
인사제도

충족

1.� 교원� 인사� 규정에�근거하여�채용� 전형을�단계별로�실시하고�있음
2.� 교원임용을�공개적으로�진행하고�관련� 자료를�확보하고�있음
3.� 정년트랙,�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 비율이�적절함
4.� 교원� 인사� 규정에�근거하여�교수업적평가를�합리적으로�운영하고�있음
5.� 교수업적평가�결과를�승진,� 재임용,� 포상� 등에� 반영하고�있음
6.� 교수업적평가�결과에�대한� 이의신청�절차가�있음
7.� 승진� 및� 재임용이�공정한�절차에�의해� 이루어지고�있음
8.� 학과별,� 직제별�교원의�비율이�적절함
9.� 신임교원� 임용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승진� 및� 재임용제도�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학구성원의� 의
견� 수렴을�거쳐� 적절히�수정·보완하고�있음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미흡

1.� 교원� 보수� 규정에�의해� 보수가�지급되고�있음
2.� 전임교원의�최저임금�수준이�대학실정에�비추어�볼� 때� 적정함
3.� 최근� 3년간� 시간강사�강의료는� 2018년에만�미충족(516원,� 1.15%� 부족)
4.� 보수� 이외에�교원을�위한� 편의를�적절히�제공하고�있음

3.1.3�
교원의�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충족

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최근� 3년간� 평균은� 87만원으로�기준값� 50만원을�충족
2.� 교수의�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등과� 관련된�행･재정�지원� 실적이�있음
3.� 교수의�전문성�개발을�위한� 제도가�있고,� 실제� 운영되고�있음
4.� 교원의� 요구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
고�있음

5.� 연구년제�실적이�있음
6.� 학과(전공)별� 조교(교육� 및� 연구업무�중심)를� 확보하고�있음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충족

1.� 최근� 3년간� 평균� 직원� 1인당� 학생수는� 34.87명으로�기준값� 70명� 이하를�충족함
2.� 직원� 인사� 규정에�근거하여�단계별�전형을�실시하고�있음
3.� 직원임용을�공개적으로�진행하고�관련� 자료를�확보하고�있음
4.� 비정규직의�비율이� 28.0%로� 적절함
5.� 직원� 인사� 규정에�근거하여�직원평가를�합리적으로�운영하고�있음
6.� 직원평가�결과를�승진,� 재임용,� 포상,� 징계� 등에� 반영하고�있음
7.� 직원평가�결과에�대한� 이의신청�절차가�있음
8.� 규정에�근거하여�승진� 및� 재임용을�실시하고�있음
9.� 직급별�인원� 배치가�적절함
10.� 직원임용제도,� 업무평정제도,� 승진/재임용�제도를�적절히�수정·보완하고�있음

3.2.2�
직원의�처우�
및� 복지

충족

1.� 직원� 보수� 규정에�의해� 보수가�지급되고�있음
2.� 보수� 이외에�직원을�위한� 편의를�적절히�제공하고�있음
3.� 다양한�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음
4.� 직원� 편의� 및� 복지제도�운영과�관련한�예산� 집행� 실적이�있음

3.2.3�
직원� 전문성�
개발

충족

1.� 직원� 전문성�개발�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있고,� 그� 규모가�적절함
2.� 직원� 전문성�개발� 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고�있음
3.� 직원의� 요구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
고�있음

4.� 직원은�전문성�개발� 프로그램�이수� 결과를�업무에�적절하게�활용하고�있음

2)� 우수사항

•교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특별연구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비 지원 등)이 있음.

3)� 보완·개선� 방향

•교직원 전문성 개발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수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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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육시설�및� 학생지원

1)� 자체평가�결과

평가준거 판정 자체평가�요약

4.1.1�
강의실�및�
실험･실습실

충족

1.� 재학생� 1인당� 강의실�면적이� 6.60㎡로� 최소기본요건�기준값� 1.2㎡� 이상을�충족함
2.�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면적이� 4.215㎡로� 기준값� 2.5㎡� 이상을�충족함
3.�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는�본교에서는�무의미한�것으로�판단함
4.� 강의실�및� 실험·실습실�환경을�쾌적하게�유지하고�있음
5.� 강의실�및� 실험·실습실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음
6.� 실험·실습실의�안전점검�및� 안전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음

4.1.2�
학생�
복지시설

충족
1.� 기숙사�수용률이� 13.2%로� 기준값� 11%를� 충족하고�있음
2.� 기숙사�환경은�쾌적하고,� 주기적인�개선이�이루어지고�있음
3.� 학생� 복지시설을�확보하고�있으며,� 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고�있음

4.1.3�
도서관

충족

1.�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106,375원으로� 기준값� 54,000원을� 충
족함

2.�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직원수의�최근� 3년간� 평균이� 2.52명으로�기준값� 1.0명을� 충족함
3.� 도서관�시설� 및� 정보화�환경이�우수함
4.� 도서관에서�다양한�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4.2.1�
학생상담�및�
취업지원

충족

1.� 학생상담센터를�갖추고�있으며,� 자격을�갖춘� 전문상담원이�상담하고�있음
2.� 학생상담센터에�예산� 편성� 및� 집행한�실적이�있음
3.� 학생상담에�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환류하고�있음
4.� 취업지원과�관련한�체제를�갖추고�있음
5.� 취업지원센터�전담인력의�경우� 업무의�지속성이�있음
6.� 취업지원센터에�예산� 편성하여�운영한�실적이�있음
7.� 취업지원에�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환류하고�있음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충족

1.� 학생활동�지원체제를�갖추고�있음
2.� 학생활동�지원� 실적이�있음
3.� ｢대학생�집단연수�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준수하고�있음
4.� 학생� 및� 교직원�등에� 대한� 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음
5.� 정보보호를�위한� 관리체계를�갖추고�정보침해�예방� 활동� 실적이�있음

4.2.3�
소수집단
학생지원

충족
1.� 소수집단학생을�위한� 지원� 체계를�갖추고�있음
2.� 소수집단학생�지원� 예산� 규모와�집행률이�적절함
3.� 소수집단학생을�위한� 지원�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 우수사항

•쾌적한 강의시설(창조관) 및 다양한 학생활동 지원시설(동아리방, 연습·실습실 등)이 있음.

•학생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평가 기준값 2배를 달성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음.

•전문성을 갖춘 학생상담센터 및 취업지원센터가 있음.

3)� 보완·개선� 방향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일부 시설(추계기념관)의 리모델링이 필요함.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다양한 창업기회가 생기고 있는 예술가

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창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 부문의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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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학성과�및� 사회적� 책무

1)� 자체평가�결과

평가준거 판정 자체평가�요약

5.1.1�
연구성과

충족
1.�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의�최근� 3년간� 평균이� 3.94으로� 기준값� 0.35를� 충족
2.�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실적의�최근� 3년간� 평균이� 0.08로� 기준값� 0.07을� 충족
3.�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의�최근� 3년간� 평균이� 2.8백만원으로�기준값� 2백만원을�충족

5.1.2�
교육성과

충족
1.� 졸업생의�취업률의�최근� 3년간� 평균이� 47%로� 기준값� 30%를� 충족
2.� 졸업생의�진학� 현황은�최근� 3년간� 평균� 진학률이� 6.2%임
3.� 학생의�창업� 현황은� 10명� 이내이지만�꾸준히�있음

5.1.3�
교육만족도

충족
1.� 교육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음
2.� 교육만족도�조사의�내용과�방법은�적절함
3.� 교육만족도�조사� 결과를�환류하고�있음

5.2.1�
사회봉사
정책

충족
1.� 대학의�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등에� 부합하는�봉사정책이�있음
2.� 학칙에�사회봉사와�관련된�조항이�있음
3.� 사회봉사�교과목과�담당교수가�있음

5.2.2�
사회봉사
실적

충족
1.� 대학이�기획하고�운영하는�사회봉사�프로그램이�있음
2.� 사회봉사�관련� 행정적�지원과�예산� 집행� 실적이�있음
3.� 대학구성원이�사회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5.2.3�
지역사회
기여�및
산학협력

충족
1.� 교육� 및� 연구� 결과를�지역사회와�충분히�공유하고�있음
2.� 지식� 및� 기술을�사회와�산업계에�적절히�환원하고�있음

2)� 우수사항

•시기별 학교 상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의 FGI 부문에서 성과

가 있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기여 활동이 있음.

3)� 보완·개선� 방향

•학교 자체에서 직접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재개발에 따른 주위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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