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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자체평가 서론

1. 대학자체평가의 개요

가. 대학자체평가 규칙 및 목적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

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

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

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

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본 보고서는 평가의 공신력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대

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2. 대학자체평가의 목적

• 우리  대학교는 대학자체진단평가를 통하여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와 시대에 대학의 교육목

표와 대학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기독교명문대학으로 나

아가고자 대학자체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었음.

  - 대학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점검 및 대학발전을 모색한다. 
  -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용한다.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자원의 배분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비전 및 전략의 총체적 점검과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교육프로그램, 대학 재정 및 경영, 인프라 개선의 체계적인 대안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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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자체평가 조직도

4. 대학자체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로 구성함 

 필수평가준거: 대학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교육기본여건 6개를 필수평가준거로 설정함. 평가영역·
부문·준거에서 분리하여 독립 구성하였으며 정량적 평가준거로써 최소요구수준 통과 여부를 확인함.
 일반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에 대한 충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

며 , 평가준거는 대학의 책무성 이행의 형태로 기술하였음. 평가부문별로 3개의 평가준거를 포함함.

평가내용의 구성 체계

구분 필수평가준거 구성 비고

필수평가준거

▸교육여건, 교육만족도, 재정건전성, 학생지원에서 대학이 충족해

야하는 최소요구수준

※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은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6개 준거

구분 평가내용 구성 체계
표시

방법
비고

평가영역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 구성 요소에 대한 대분류 
1

(1단위)
5개
영역

평가부문
▸대학운영 및 교육 활동 구성 요소에 대한 중분류

▸평가영역 하위 구성 요소

1.1
(2단위)

10개
부문

일반평가준거
▸평가부문별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분류

▸평가부문 하위 구성 요소

1.1.1
(3단위)

30개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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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평가 평가준거 판정척도

❑ 충족(Pass, P): 근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을 때, 대학평가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최소

요구수준)을 만족한 경우  

❑ 미흡(Weakness, W): 근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을 때, 대학평가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증기준

(최소요구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미충족(Fail, F): 근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을 때, 대학평가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최소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6. 대학자체평가의 활용

❑ 대학의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 
❑ 대학교육의 교육과정 개선, 변화 

❑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점검

❑ 대학의 경쟁력 및 특성화 강화하고, 대학경영 개선

❑ 대학교육의 국제성 통용성 확보  

구분 충족(P) 미흡(W) 미충족(F)

평가준거

▸점검사항이 전반적으로 최

소요구수준을 충족함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있음

▸점검사항의 일부는 개선이 

요구되나, 대학의 역량과 

노력을 감안할 때 개선이 

가능함

▸증빙자료 일부 제시

▸일부 증빙자료는 신뢰할 

수 있으나, 일부는 부실함

▸점검사항에 대한 전반적 개

선이 요구됨

▸다른 점검사항과 연계하여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전반적으로 증빙자료가 부실

하여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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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현황

1. 대학의 설립목적과 역사

• 광신대학교는 1954년 개교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종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인준 신학대학이며 , 설립후, 약 65년 동안 광주,전남‧북 지역의 교회 및 유관기

관에 필요한 성직자(목회자)와 교회봉사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독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신학대학 임. 

•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선포, 경건한 신앙의 생활화, 선교하는 대학 등을 교육이념

과 교훈으로 삼고 이와 관련된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기독교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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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조직 및 기구표

 본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교목실, 기획실, 총무처, 교학처, 국제교류협력처, 평가기

획처, 대외협력실 등을 두고 있으며 대학에 2개학부 3개 학과와 6개 대학원, 12개 부

속기관, 21개의 부설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행정 교목실

총무처 총무과(총무, 재무, 시설)
교학처 교학과(교무, 학생, 입학, 부설)
실천처

평가기획처

국제교류협력처 한중교류처교수회
기획실

총 장
대외협력실

제위원회

(

광신대학교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유아교육과

음악학부

박사과정(신학과, 목회학과, 코칭심리, 유아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치료, 통합예술치료학과)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신학과, 유아교육학과), 
석박사통합(통합예술치료학과)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신학과)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음악, 실용음악학과)
상담치료대학원 석사과정(상담심리치료학과, 청소년상담지도학과)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학과)
국제대학원 석사과정(한국어교육학과)

부속기관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학생생담센터

정보처리실 취·창업지원센터

선교실 사회봉사센터

평생교육원 개혁신학연구소부설기관
보육교사교육원 세계선교연구소

생활한방교육원 목회신학연구소

여자신학원 청소년교육연구소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성경해석학연구소

한국어교육원 고대근동어연구소

정서코칭상담교육원 놀이치료연구소

광신대학교 선교훈련원(SMTC) 교회사연구소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족상담연구소

광신대학교 어린이집 성지연구소

기독교교회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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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현황

학부 대학원

총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

교원

초빙

교원

시간

강사

기타

교원

겸임

교원

시간

강사

2019 8 8 34 20 0 72 13 - 19 174

4. 직원현황

5. 교지, 교사 시설현황

6. 예산․지출 현황 (2019년도 예산 및 2018년도 예산 총괄표)   
수입   (단위:천원) 지출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예산 2018년 예산 구      분 2019년 예산 2018년 예산

1. 등록금수입 5,788,962  5,710,774 1. 보    수 4,303,237 4,303,237
2. 전입기부수입 3,484,970 3,569,970 2. 관리운영비 1,186,121 1,278,095
3. 교육부대 수입 252,000 284,150 3. 연구․학생경비 3,412,974 3,359,962
4. 교육 외 수입 70,500 70,500 4. 교육 외 비용 75,000 75,000
5. 투자기타수입 6,000 6,000 5. 예비비 60,000 30,000
6. 고정자산매각수입 1,000 1,000 6. 투자와 기타 지출 5,100 35,100
7. 고정부채 입금 12,000 57,000 7. 고정자산 지출 189,000 189,000

8. 고정부채상환 384,000 429,000
전기이월금 7,000 7,000 차기이월금 7,000 7,000
 합      계 9,622,432 9,706,394 36    합      계 9,622,432 9,706,394

기준
년도

기준면적(㎡)
보유면적(㎡)(C)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A) 재학생  
기준(B) 입학정원  기준(C/A*100)

2019 27,256 12,027 40,776 149.6

기준
년도

보 유 면  적 교사시설확보율(%)
기본시설(C) 지원시설(D) 연구시설(E)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C+D+E)/A  * 100
2019 12,114 8,124 736 13 153.9

기준년도

직원 현황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기타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9 13 3 3 0 4 3 0 0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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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현황

구분 학과
2019년 1학기(4월1일자)

입학정원 편제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대학원

신학과(Ph.D.) 6 18 17 2 19
목회학과(D.Min.) 2 6 3 1 4
신학과(Th.M.) 25 50 34 9 43
유아교육학과(D.Ed.) 5 10 5 2 7
유아교육학과(M.Ed.) 8 16 8 2 10
사회복지학과(D.S.W.) 5 10 10 0 10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10 9 1 10
코칭심리학과(D.Psy.) 5 10 10 0 10
통합예술치료학과(박사) 15 30 25 1 26
통합예술치료학과(석박사) 10 20 20 0 20
음악학과(M.A.) - - 0 1 1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65 195 142 25 167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M.S.W.) 20 40 45 3 48
평생교육학과(M.Ed.) 10 20 18 0 18

음악대학원
음악학과(M.A.) 6 12 12 5 17
실용음악학과(M.A.) 6 12 12 4 16

국제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M.A.) - - 9 5 14
한국어교육학과(M.Ed.) 20 40 41 0 41

상담치료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2.5) - - 1 1 2
상담심리치료학과(2) 15 30 32 4 36
청소년상담지도학과 10 20 17 0 17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 - - -
소계 238 549 470 66 536

대학

신학과 45 192 199 34 233
복지상담융합학부(사복) 34 122 111 17 128
한국어교육학과 4 22 44 5 49
유아교육과 10 60 55 7 62
음악학부(음악+실용) 29 132 93 37 130
소계 122 528 502 100 602

합계 360 1077 972 16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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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평가지표 결과

1) 필수평가준거 평가결과(6개)( ▣충족 / □미흡 / □미충족 )
광신대학교 필수평가준거 평가결과

구분 필수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결과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61% 84.74% 87.71% 85.71% 충족

교사 확보율 100% 152.42% 155.77% 152.00% 충족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100% 98.54% 97.54% 충족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80% 86.00% 88.02% 91.77% 충족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100% 118.02% 120.54% 116.74% 충족

학생

지원
장학금 비율 10% 19.79% 18.92% 19.26% 충족

필수평가준거 전임교원 확보율(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공시연도

전임교원(명 )
(A)

교원 법정정원(명 )
(B)

전임교원 확보율(%)
(C=(A/B)×100)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2015년 45 45 60 48 75.0 93.75
2016년 50 50 59 49 84.75 102.0
2017년 50 50 57 47 87.71 106.3
2018년 48 48 56 51 85.71 94.12

평균 82.49 100.68

필수평가준거 교사 확보율(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공시연도
보유면적(㎡) 기준면적(㎡)

(B)
교사 확보율(%)
(C=(A/B)×100)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A)

2016년 12,114 8,124 736 20,974 13,760 152.4
2017년 12,114 8,124 736 20,974 13,464 155.8
2018년 12,114 8,124 736 20,974 13,776 152.3

평균 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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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평가준거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4-다. 신입생 충원 현황 )

공시연도
입학정원(명 ) 정원내 입학자(명 )

(A)
정원내 

모집인원(명 )
(B)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C=(A/B)×100)

2015년 142 121 121 100
2016년 142 141 141 100
2017년 137 135 137 98.54
2018년 122 119 122 97.54

평균 99.51

필수평가준거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4-라-1. 재학생 충원율)
공시연도

정원내 재학생수(명 )
(A)

학생정원(명 )
(B)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C)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D=(A/(B-C))×100)

2015년 446 534 20 86.77
2016년 461 556 20 86.00
2017년 478 563 20 88.02
2018년 480 543 20 91.77

평균 88.14

필수평가준거 교육비 환원율(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연도

총교육비(천원)
(A)

등록금(천원)
(B)

교육비 환원율(%)
(C=(A/B)×100)

2015년 6,660,010.50 5,565,633 119.66
2016년 6,273,096.50 5,315,259 118.02
2017년 6,360,729.50 5,276,832 120.54
2018년 6,369,515.00 5,456,067 116.74

평균 118.74

필수평가준거 장학금 비율(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공시연도

학부 장학금(천원)
(A)

학부 등록금(천원)
(B)

장학금 비율(%)
(C=(A/B)×100)

2015년 622,323 2,845,742 21.86
2016년 579,858 2,928,790 19.79
2017년 551,398 2,914,319 18.92
2018년 593.115 3,077,921 19.26

평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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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자체평가 준거 평가결과

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정성 정성 충족 교육목표 및 인재상 설정함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정성 정성 충족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함

1.1.3 대학 자체평가 정성 정성 충족 자체평가 실시함

1.2.1 대학재정 확보 -
▸세입 중 등록금 비율 72%이하 66.2% 충족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적정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0.5% 6.73% 충족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적정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0.4% 7.28% 충족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성 정성 충족 예산편성 및 집행 함

1.2.3 감사 정성 정성 충족 예산 및 회계 감사 시행함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정성 정성 충족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운영함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정성 정성 충족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운영함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정성 정성 충족 교육과정 개선 노력함

2.2.1 수업 정성 정성 충족 수업평가, 질관리 노력함

2.2.2 성적관리 정성 정성 충족 학사경고자 관리 강화요구됨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정성 정성 충족 전담연구원 배치 필요

3.1.1 교원 인사제도 정성 정성 충족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필요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정성 정성

▸시간강사 강의료18년 45천원 45천원 40천원 미흡 시간강사 강의료 개선요망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500천원 312.5천원 미흡 연구비 개선 필요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직원 1인당 학생수 70명이하 35.1 충족 적절한 규모의 직원 확보함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정성 정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

3.2.3 직원 전문성 개발 정성 정성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함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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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강의실 확보 현황 및 배정률 1.2㎡ 충족 적정한 강의실 확보함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및 배정률 2.5㎡ 충족 적정한 실험․실습실 확보함

4.1.2 학생 복지시설

▸기숙사 현황 11% 25.8 충족 복지시설 관리 운영함

4.1.3 도서관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 54천원 30천원 미흡 자료구입 개선 요망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1.0명 2.64명 충족 적정한 도서관 직원 확보함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지원 프

로그램 현황
미흡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정성 정성 - 학생상담, 취업프로그램 운영함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정성 정성 충족 학생활동지원 및 안전관리 운영함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정성 정성 충족 외국인, 장애학생 지원 운영함

5.1.1 연구성과 기준값 3 1.7 미흡 논문실적, 교외연구비 개선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0.35건 0.083 미흡 논문실적 개선이 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 0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0.07건 0.149 충족 저역서 실적 개선이 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2,000천원 0 미흡 교외연구비 실적 개선 필요함

5.1.2 교육성과

▸졸업생의 취업률 30% 58.6% 충족 취업관련 지원 운영함

5.1.3 교육만족도 정성 정성 충족 교육만족도 조사, 환류 운영함

5.2.1 사회봉사 정책 정성 정성 충족 사회봉사 정책, 계획 마련함

5.2.2 사회봉사 실적 정성 정성 충족 사회봉사활동을 운영함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정성 정성 미흡 사회기여 및 산학협력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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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영역･부문별 평가준거

평가영역 1. 대학이념 및 경영

대학은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목적과 인재상을 명료하게 설정하

고,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계획이 성공적

으로 달성되도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준거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대학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 
인재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학습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정통 칼빈주의 보수신학을 지키고, 세
계의 복음화를  위한 실천 방법을 연구·교육하며 , 국가와 교회 발전에 필요한 일꾼을 배출하

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음.

● 성경에 기초한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지키고, 국가와 세계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천 방법을 연구·교육하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경건한 

신앙함양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으로 성숙한 기독교 지도자를  기

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KSU21플러스 발전계획 목표(핵심역량)
1)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2) 교육혁신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대학

3)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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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설립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목적 등을 발전계획의  KSU21플러스 비전과 인재상에 

반영하여 일관된 교육체계와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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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교는 2012년 12월 20일 개최한 광신학원 이사회에서 광신학원 미래발전위원

회를 조직하고 교내 TFTeam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KSU21를  수립하였고, 이를 한층 더 업

그레이드하고, 본교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2016년 발전계획인 KSU21플러스를  수립함. 

◎ KSU21플러스 발전계획 목표(핵심역량)
1)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2) 교육혁신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대학

3)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학

● 신학대학으로서의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성경의 가르침

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음.
◎ KSU21플러스 특성화 목표(핵심역량)
- 영성 특성화(정통보수신학): 기독교신학대학으로 정통보수신학의 교리를  가르치고, 경건

한 목회자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성직자와 봉사자를  양성함.
- 기독교사상 기반교육 특성화: 전공, 교양 교육과정, 비교과프로그램 등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
-  실천 특성화(교회와 사회봉사): 교회, 지역사회에 주어진 달란트(재능)에 따라 섬김과 봉

사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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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1.1.3 대학 자체평가

대학은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그 결과를 교육과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구성원이나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2009년에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가기획처를 중심으로 자체평

가를 실시하고 대학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운영 영역, 학생영역, 교육, 연구 영역, 대학재정 및 교육비 

영역, 교육여건 영역의 5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에 45개의 지표를  정하여 평가하였으며 , 
모든 평가는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한 정량평가로 평가하였으며 , 매년 평가결과를 정보공시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대학자체평가 조직도

● 매  2년마다 주기적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고서 결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

체평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학구성원의 노력이 요구됨.



■   2019년 광신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 18 -

평가준거 1.2.1 대학재정 확보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과 예산확

보를 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과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서 “KSU21플러스" 에서 예산활용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 사업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신사랑 10만성도 기도‧후원운동] 및 수익용 재

산확충, 합리적 재정운영방안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재정운영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

• 대학경영방침 및 핵심경영목표 수립

• 대학 재정의 내실화 및 건전성 제고

• 자율과 책임을 강화

●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정도를 예산과 성

과급에 반영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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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은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학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소규모  대학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
산편성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 아래의 예산 편성 기본원

칙을 준용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경영방침 및 핵심 경영목표 수립 ⇨
․대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 경영계획 수립

․대학 경영방침을 반영한 부서별 핵심 경영목표 

수립

⇩

예산 편성 지침 수립 ⇨
․예산편성 기본 방향수립

․예산편성의 기준 및 집행기준 수립

․예산 편성 세부 일정 확정

⇩
예산 편성 신청서 접수 ⇨ ․부서별 예산 집행 계획 접수

 (핵심 경영 목표 반영)
⇩

예산편성(안) 작성 ⇨ ․예산편성 지침 및 신청서를 토대로 예산(안) 작성

․경영방침 및 핵심경영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편성

⇩

예산편성(안) 심의 ⇨
․1차: 예결산위원회 심의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3차: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4차: 본예산 이사회 심의

⇩
심의, 확정된 예산 공개 ⇨ ․학교홈페이지 및 관련기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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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1.2.3 감사 

대학은 대학경영 및 예산의 편성·집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그 결과를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구성원이나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투명하고 재정집행과 확인을 위한, 자체수시감사와 이사회감사, 외부회계감사(2013년 

결산부터 처음시작)로 나누어 전체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감사를  실

시함.

● 대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과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와 대학정보공

시 알리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대학 내부감사에 대한 규정 및 내규가 있으며 , 자체감사 규정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의 세부 기관까지 투명하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각 세부 기관까지 엄정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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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이념 및 경영 영역 평가결과( ▣충족 / □미흡 / □미충족 )

가. 평가결과 요약

● [대학이념 및 경영 영역]의 판정결과 <충족>으로 판정됨. 
●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지키

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실천 방법을 연구·교육하며 , 국가와 교회 발전에 필요한 일꾼을 배

출하는 것이 교육전반에 잘 반영되고 있음.
● 우리  대학교는 2012년 12월 20일 개최한 광신학원 이사회에서 광신학원 미래발전위원회

를 조직하고 교내 TFTeam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KSU21를  수립하고, 본교 구성원(교수, 직
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2016년 발전계획인 

KSU21플러스를 수립함으로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2009년 부터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가기획처를  중심으로 주기

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나. 강점 및 문제점 

● 학교설립 교육목표 및 목적이 명확하고 대학 구성원의 대학의 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정도

가 높으며 , 일관된 교육과정, 발전계획 인재상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음.
● 2018년 세입 중 기부금 비율이 6.73% 타대학(전국대학평균2.84%)에 비해 기부금 수입이 

높아서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의 추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주기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평가준거를 인용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학비교를 통하여 강점, 약점을 확인하고 있음.  
● 2018년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66.2% 적정하나 5천명 미만 (전국대학평균 54.9%)수준의 

개선이 필요함.
●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특성화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프로그램과 방안 마련이 필

요함.
● 학교발전계획을 위한 더 많은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대학 예산확보, 경영, 결제, 시설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흡(W) 미충족(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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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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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2. 교육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수·학습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교수·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준거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대학은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대학은 신학대학교로서 칼빈주의 정통보수신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숙된 인격을 

소유하고,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참인간을 양성하도록 교양교육과정 편

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  대학교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이수 학점 적절하게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교양교육과정은 편성 목표에 입각하여 필수인 기초교양 영역과 , 선택인 핵심교양영역, 
일반교양영역, 융복합교양영역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1) 기초교양: 지성인으로서 기본 언어적 소양과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인성교육 지향 

  2) 핵심교양: 아래와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둠 

    - 신학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을 위한 기독교 신앙과 실천교육

    - 전문 직업인으로서 준비해야할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교육 

    - 사회구성으로서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교육 

    - 정보화사회의 적응과 선도를 위한 정보화사회와 창의성 계발 교육 

  및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기초지식과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소통과 언어능력배양 

  3) 일반교양: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식적 지식의 습득과 함께 정결한 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학문여역에 대한 이

해와 탐구를  목표함. 
  4) 융복합교양: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학문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융합과 복

합의 학문 교육으로 통합과 통섭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추구 함.
● 본교의 인문사회계열 3개학과(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과)와 사범계열 1
개학과(유아교육과) 예능계열 1개학부(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등 총 3개학과 2개학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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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운영 중임.
 □ 각 학과별 졸업이수 학점은 모두 130학점으로 편성됨.
 □ 졸업을 위한 각 학과별 전공 이수학점은 60학점이상이므로 최대 70학점을 교양교과목

으로 이수할 수 있음. 이는 총 이수학점의 약 54%에 해당 함.

• 2018년 졸업이수학점

• 2018년 교양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수 학점 비율

• 2017년 학과별 교양필수 교과목 편성 현황

학 과 필수학점 교양필수(기초교양) 교과목명

신학과 10 기독교와 대학,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국제한국어교

원학과
12 기독교와 대학, 성경과 삶,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사회복지상담학과 12 기독교와 대학, 성경과 삶,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유아교육과 12 기독교와 대학, 성경과 삶,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음악학과 12 기독교와 대학, 성경과 삶,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실용음악학과 12 기독교와 대학, 성경과 삶, 대학영어, 영어회화, 글쓰기, 사회봉사

학  과

교양

학점

(A)

전공학점 자유

선택

학점

(C)

졸업이수

학점

(D=A+B+C
)

단일

전공(B) 부전공
복수

전공
다전공

신학과 44 60 81 120 - 26 13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4 60 81 120 - 26 130
사회복지상담학과 44 60 81 120 - 26 130

유아교육과 32 60 81 120 - 38 130
음악학과 36 60 81 120 - 34 130

실용음악학과 36 60 81 120 - 34 130

학  과

교양필수 교양선택(전선포함)
계

(D=A+C)총개설

학점

총이수학

점(A)
비율(%)
A/D×100

총개설학

점

교양

총이수학

점(C)
비율(%)
C/D×100

신학과 10 10 22.7 171 34 77.2 4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2 12 27.2 171 32 72.7 44
사회복지상담학과 12 12 27.2 171 32 72.7 44

유아교육과 12 12 37.5 171 20 62.5 32
음악학과 12 12 33.3 171 24 66.7 36

실용음악학과 12 12 33.3 171 24 66.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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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양 교과과정표 전체 구성 체계

편성 영역 하위 영역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기초교양

(*기존: 교필에 해당)
KSU 정체성 (2과목 ) 4

10~12글쓰기 (1과목 ) 3
영어 (2과목 ) 4

사회봉사 (1과목 ) 1

핵심교양

기독교 신앙과 실천 6
12~14대학생활과 진로설계 2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2
정보화 사회와 창의 2

일반교양

인문학

4~14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융복합교양

융복합 과목

(다문화교육복지, 교회와 문화예술, 
스토리텔링과 상담)

4~6
계 32~44

• 2018년 학과별 교양필수 교과목 편성 현황

구  분 필수 선  택

계
계  열 학  과

기초

교양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융복합

교양

인문사회

신학과 10 14 14 6 44
사회복지상담학과 12 14 12 6 4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2 14 12 6 44
예체능

음악학과 12 12 8 4 36
실용음악학과 12 12 8 4 36

사범 유아교육과 12 12 4 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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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대학은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해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전공교육과정의 목표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1)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한 폭넓은 시야와 전문적 지식습득과 2)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별 특성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과정의 활용

  대학은 세계화와 글로벌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실력을 지닌 인재

양성과 배출을 위해 학과별로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과정의 개성을 통해 학생

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전공선택학점의 배정

  각 학과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전공필수과목을 배정하고 학문영역간의 학제간(in
terdisciplinary)연관성을 통합할 수 있는 폭넓은 전문지식인의 배양을 위해 전공선택을 제공

하여 학생들의 선택들을 보장하고 있음.

• 2018년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 

● 전공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목적과 발전방향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편성, 개정하고 더불어 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해 

가고 있음.

학과

전공기초 

최소이수학점비율(%)
전공필수 

이수학점비율(%)
전공선택 

이수학점비율(%)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인문사회계열 - - 33.3 70 30 66.6
예능계열 - - 100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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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흐름도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목회자 양성과정인 신학부에서는 학부 4년과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연계한 목회자양의 

7년 연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
악학과, 실용음악학과에서도 학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검토, 개정 후 교육과정운영위원장에게 학과

의 교육과정 개정안, 편성 안을 제출하고 위원장은 교육과정을 검토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에 상정함.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 심의, 결의하고, 교수회에 상정 여

부를 결정함. 교수회는 제출된 안건을 검토, 논의 후 처리함.

●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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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대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사회적·학문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목적과 발전방향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편성, 개정하고 더불어 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해 

가고 있음.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요자 의견수렴 체계

● 각 학과장은 학과의 교육과정을 검토, 개정 후 교육과정운영위원장에게 학과의 교육과정 

개정안, 편성 안을 제출하고 위원장은 교육과정을 검토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상정함. 교
육과정운영위원회는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 심의, 결의하고, 교수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함. 
교수회는 제출된 안건을 검토, 논의 후 처리함.

• 교육과정위원회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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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2.1 수업

대학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수업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의 수준 제고를 위하

여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매 학기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더불어 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관리를  하고 있음.
● 강의평가는 모든 과목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강의평가 결과를 해당교수에게 열람하

도록 하여 수업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음.

● 강의계획 충실화, 교수자의 수업전문성 개발, 강의평가 활용 강화 등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1. 강의계획 충실화

 • 전공강좌 교수 선정 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
 • 강의계획서는 수업개시 1개월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며 , 교원의 교육업적평가

에 반영함.
 • 강의계획서에 수업에 대한 내용(주교재와 부교재, 수업방법, 성적평가기준, 주별 강의

내용 및 방법),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교수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함.
• 강의만족도 평가에 강의계획서에 따른 체계적 운영, 출결관리의 엄적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2. 교수자의 수업전문성 개발

• 교원양성기관 교수자의 전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학회 참석, 전공교수자 모임, 
전공세미나 특강 및 세미나, 현장학습을 지원함. 그리고 교수자의 수업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업컨설팅, 런치티칭 프로그램, 교내 교수법 특강, 교외 교수학습법 세미나 및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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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샵 참석을 지원함.
3. 강의평가 활용

• 학기말 강의평가, 학년말의 교육만족도 조사(7영역 중 수업의 질)를  실시하여 지속적

으로 수업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반영

•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교수자는 포상, 기준미달자는 일정 프로그램을 연수하여야 

하며 , 위촉 및 승진을 제한함.

 • 강의평가결과 활용 체계

 • 수업 휴보강 체계

 • 출석부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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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2.2 성적관리

대학은 합리적인 성적관리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보상 및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더불어 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관리를  하고 있음.
• 학사경고자 현황

● 우리  대학은 학사관리  관련규정(성적평가, 수업평가, 관련 규정 포함)에 의해 최

대한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음.
 (A+,A학점 30%이내, B+,B학점 50%이내, C+,C학점 80%이내, D+,D학점 100%이내)

• 학사경고자 및 결석자 방지체계

구  분 재학생 학사경고자 비율(%) 
2015-1 485 15 3.09
2015-2 463 15 3.23
2016-1 499 13 2.60
2016-2 462 10 2.16
2017-1 517 6 1.16
2017-2 484 5 1.03
2018-1 516 12 2.32
2018-2 464 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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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관리시스템 흐름도

• 장기결석학생관리 체계

● 우리대학은 합리적인 성적관리 규정, 엄격한 성적관리 , 성적우수자 및 학사 경고자에 대한 

보상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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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대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요약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프로그램 내용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는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전공학습증진프로그램, 자기개발과 

사회적응력증진프로그램 그리고, 세계화에 맞는 인성 및 신앙훈련프로그램 등 4단계의 체계

를  가짐.
  1)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은 학교의 적응과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

로 글쓰기컨설팅, 학교적응프로그램, 단계별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임.
  2) 전공학습증진프로그램은 전공학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튜터링 , 스터

디그룹과 크로스리딩업,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자기주도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

이 있음.
  3) 자기개발과 사회적응능력 증진프로그램은 봉사활동이 중심이 되는 나눔학습공동체 프

로그램, 창의학술공동체프로그램 등이 있음.
  4) 세계화에 맞는 인성, 신앙수련프로그램은 관련 명사초청 특강프로그램, 신앙수련회, 매
일 경건예배 프로그램을 통한 선교특강, 소통과 대화, 미디어정복, 세계와 문화, 졸업전 금

식기도회, 광신문화창달 등임. 
  - 이상과 같이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규교과과정을 편성운

영함은 물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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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역량강화, 대학교육

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원센터 인력배치, 예산을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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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영역 평가결과( ▣충족 / □미흡 / □미충족 )

가. 평가결과 요약

● [교육 영역]의 판정결과 <충족>함. 
● 우리대학은 칼빈주의 정통신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숙된 인격을 소유하고,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참인간을 양성하도록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1)자신의 전공분

야에 관한 폭넓은 시야와 전문적 지식습득과 2)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별 특성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

부모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매 학기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나. 강점 및 문제점 

●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학과가 상호 

소통가운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규모에 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조직, 운영이 적절하고, 특성화된 신앙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를 반영한 실적이 부족

하다고 보여짐.
●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비교과프로그램에 인력배치, 예산을 지원 등 지속적

인 관심이 요구됨. 
● 학생 수업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역량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작성하고 외부자문교수 검토 시행 및 컨설팅 참여를 통

한 교양, 전공과정 재편성/수업평가 실시 및 분석, 환류가 요구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흡(W) 미충족(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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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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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3. 교직원

대학은 교수와 직원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적절한 처우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역량과 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

다. 

평가준거 3.1.1 교원 인사제도

대학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본교의 전임교원 임용은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사립학교법

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학교의 운영예산과 정책, 장단기 발전계획 그리고, 학과별 특성화와 학생정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원임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학과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 교원 신규임용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모집계획수립 모집계획승인 공고 서류접수
서류 정리 및 

심사준비
1차심사

-수급현황파악

-재정현황고려

-임용인원요청

-모집계획 

보고 및 

총장의 승인

모집공고

(인원,분야,자격,

절차 등)

지원서접수

-접수된 서류 

정리 및 분류

-심사 준비

-서류심사

-적부심사

해당학과-교학처 교학처/총장 교학처 교학처 교학처 -교원인사위원회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2차심사 신규임용동의 임용요청 임용결정 임용계약 임용보고

-면접심사

-강의시연,실기

심사(필요시)

최종 

신규임용을 

위한 임용동의

심의 결과 보고 

및 신규임용 

요청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

임용계약서 

작성

주무관청

(대교협)과 

이사회에 

임용보고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총장
임용당사자와 

총장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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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업적평가 절차

● 본교의 전임교원 임용은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제도의 투명

하고 공정한 인사에 위한 규정, 절차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업적평가 

공지
평가자료제출 1차심사

결과공지 및 

이의신청

최종심사 및 

결과확정

공지 및 

결과활용

-일정 및 

세부평가 사항 

공지

-각분야의 

업적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모집공고

(인원,분야,자격,

절차 등)

1차심사결과공

지 및 이의신청 

접수

최종심사 및 

결과 확정

-총장결과보고

-결과개별공지

-결과 활용

교학처 교원/교학처 교학처 업적평가위원회 업적평가위원회
-업적평가위윈

회 /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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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대학은 교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시간강사 강의료(대학원 제외): 최근 3년 자료

산출식 기준값
2016년 2017년 2018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총 강의시간수)의 총합
총 강의시간수의 총합 43,500원 44,000원 45,000원

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정성 정성

▸시간강사 강의료18년 45천원 45천원 40천원 미흡 시간강사 강의료 개선요망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43,000원으로 대학기관평가기준값 45,000원의 90%수준

으로 미흡함. 다만 , 2019학년도부터는 46,000원으로 인상함.
• 광신대학교 시간강사 강의료 추이

● 우리  대하교는 교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본직이 없는 시간 강사들에게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있으며 , 원거리에서 출강하는 일부 시간강사들

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 원할 경우 본교의 국제관에 있는 게스트룸을 무료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43,000원으로 대학기관평가 기준값 45,000원으로 이상 

개선이 요구됨.
● 2019년 1학기부터 본교 시간강사 강의료를 46,000원 지급 함.

연도 강사료 계(원) 강의시간수 계(시간) 시간강사 강의료(원)
2015 99,000,000 2,475 40,000
2016 95,400,000 2,385 40,000
2017 115,800,000 2,895 40,000
2018 124,800,000 3,120 43,000

평균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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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국대학교 시간강사 강의료

주요 점검사항
1. 교원 보수 규정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가
2. 전임교원의 최저임금 수준이 대학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가
3. 최근 3년간 시간강사 강의료가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4. 보수 이외에 교원을 위한 편의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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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대학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

• 광신대학교 전임교원1인당 교내 연구비 

주요 점검사항
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 지원 실적이 있는가
3.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가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 
4. 교원의 요구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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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교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년제

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를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교원의 연구를  장려키 위해 교내교수연구비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도 교내연구비(천원) 전임교원수(명 )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2015 22,512 45 500.2
2016 18,000 50 360.0
2017 11,530 50 230.6
2018 15,000 48 312.5

평균 350.83

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500천원 312.5천원 미흡 연구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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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신대학교 전임교원1인당 교내 연구비 

● 본교 교원의 연구비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며 1천명 미만  대학평균 1,240천원, 전국대학

평균 3,288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개선이 요구됨.

● 전국대학교 전임교원1인당 교내연구비  

연도 교내연구비(천원) 전임교원수(명 )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2015 22,512 45 500.2
2016 18,000 50 360.0
2017 11,530 50 230.6
2018 15,000 48 312.5

평균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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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대학은 합리적으로 직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적절한 규모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직원인사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규임용절차는 주관부서인 총무처에서 각 부처별 수급계획을 파악하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재가로 임용인원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지원서를  

접수함.
• 직원 1인당 학생수(명 )

연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명 ) 직원수(명 ) 직원 1인당 학생수(명 )
2016 949 28 33.8
2017 942 29 30.7
2018 984 28 35.1

평균 33.2
● 직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자의 자격 유무를 구별하여 2차면접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르고, 최종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함.  
총장은 보고를 받은 후,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함.
• 2018년 직원현황

● 본교 직원1인당 학생수는 35.1명으로 전국대학평균 42.0명  임.
• 2018년 전국대학교 직원1인당 학생수 현황

구 분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수 재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2018 16 3 - - 8 28 98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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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대학은 직원에게 적정 수준의 처우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준거 3.2.3 직원 전문성 개발

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직원처우 및 복지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음. 의무사항인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자매결연 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 병원비를  감

액 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 자녀 및 본인의 교육비지원과 자기 개발을 위

해 학원 등에 등록할 경우 조기퇴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체진단평가 결과

●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개발 등을 위해 교내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

●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

무 효율성을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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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영역 평가결과( ▣충족 / □미흡 / □미충족 )

가. 평가결과 요약

● [교직원 영역]의 판정결과 <충족>함. 
● 학교의 운영예산과 정책, 장단기 발전계획 그리고, 학과별 특성화와 학생정원 상황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원임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학과별 우선순위

를 정하여 연차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 교원의 연구를  장려키 위해 교내교수연구비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연

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직원처우 및 복지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강점 및 문제점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5.71%로 전국대학평균74.56%, 대학기관평가인증 최소기

준61% 전임교원을 충족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2018년 43,000원으로 2018년 대학기관평가 기준값 45,000
원으로 이상 개선이 요구됨.
● 교원의 연구비가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됨.
●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강화에는 다소 

미흡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흡(W) 미충족(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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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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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은 교육·연구·학생편의 시설을 갖추어 쾌적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담, 진로, 취업, 학생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학생 안전과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준거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대학은 수업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 강의실 환

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진리관을 주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강의실 규모는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대형 강의실은 5실(100명  이상), 중형 강의실은 4실(60명미만 ) 소형 강의실은 32실
(40명  미만 )로 총 43실을 확보하고 있음. 

● 우리  대학교의 실습실 확보 현황은 44실이다. 총면적은 2,251㎡이며 , 재학생 1인당 평균

면적은 4㎡로 기준값 2.5㎡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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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4.1.2 학생 복지시설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숙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학생 복지시설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기숙사, 학생 복지시설을 구비하여 학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 체계적

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연도 수용인원(명 ) 재학생수(명 ) 기숙사 수용률(%)
2016 226 936 24.1
2017 226 873 25.8
2018 226 913 24.8

평균 24.9
● 현재 광신대 기숙사 수용률은 24.8%이며 2018년 전국대학 기숙사수용률 평균 32% 대학기

관평가11% 수용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음.  

• 2018 전국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 교내 복지시설 현황

복지시설 장    소 수  량 비   고

학생식당 진리관 B1 303㎡/264석 1식-2,500원
매점 진리관 B1 34 ㎡
카페 국제관 1층 75 ㎡
학생회관 은혜관 1층 464㎡ 10실-학우회,원우회실 등

구내서점 은혜관 1층 57 ㎡ 
복사실 진리관 2층 34 ㎡
양호실 은혜관 2층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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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실 진리관3층,4층.은혜관 2층,3층 129 ㎡ 5개소

휴게실 진리관 2층,3층 은혜관1,3층 300 ㎡ 4개소

다이닝룸 사랑관 1층 104 ㎡ 4개소*26㎡

운동시설

운동장:우렌탄트랙,풋살구장

다목적구장

710 ㎡
742 ㎡
469 ㎡

국제관
B1 탁구장 164 ㎡
5층 헬스센터 123 ㎡

정수기 전체동 23 대
자판기 도서관,진리관,은혜관,국제관  7 대
사물함 도서관,진리관,은혜관 342개 

도서관-111,진리관-219, 
은혜관4층-12

물품보관실 국제관 B1∼5층 94 개 

세탁실 국제관 B1 10 대 
드럼세탁기7대 

건조기3대 

무선인터넷 전체동 LGU+Wi-Fi ZONE 교내 무선인터넷 가능

학사조회기 도서관,진리관  2 대
통학버스운영 시내 3개 방향 운행 3대 재학생, 교직원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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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4.1.3 도서관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정보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재학생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보고서 주요 내용
1.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양식 4.1.3-1】

산출식 기준값
자료구입비(원)

(학부 정원내외 + 대학원) 재학생수(명) 54,000원

주요 점검사항
1.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2.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3.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 환경은 어떠한가
4.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현황은 어떠한가

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4.1.3 도서관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 54천원 30천원 미흡 자료구입 개선 요망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1.0명 2.64명 충족 적정한 도서관 직원 확보함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지원 프

로그램 현황
미흡

연도 자료구입비(원) 학생수(명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원)
2015 51,545,914 982 52,490.7
2016 20,725,480 938 22,095.3
2017 20,696,650 949 21,808.9
2018 28,736,518 942 30,505.8

평균(3년평균) 2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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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평가 결과

● 본교의 도서관 직원은 3명 (본직 2명 , 비정규직 1명 )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도서관 이

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전국대학평균2.01명 , 대학기관평가기준1000명  당 1.0명으로 기준값을 충족함

• 재학생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 광신대 30,505원으로 2018년 전국대학평균111,376원, 대학기관평가기준54,000원으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개선이 요망됨

구  분

직 원 수

재학생수(D)
재학생 1,000명당 
직원수[C/(D×0.001)]

겸직 
직원수정규직(A)

비정
규직(B)

합계[C=(A+B×0.5)]
사서자격증소지자 1 - 1

984
-

사서자격증미소지자 1 1 1.5 1
계 2 1 2.5 2.64 1

연도 자료구입비(원) 학생수(명 )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원)
2015 51,545,914 982 52,490.7
2016 20,725,480 938 22,095.3
2017 20,696,650 949 21,808.9
2018 28,736,518 942 30,505.8

평균(3년평균) 2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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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대학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

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본교의 학생상담은 신앙 및 인성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1)교목실 상담과 학교생활 전반

에 관하여 각 학년별 2)지도교수 상담이 있으며 , 집단상담과 각종 심리검사를 통한 전문적

인 상담을 담당하는 3)학생상담센터 상담의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학생상담센터 조직도

• 학생상담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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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센터 및 상담실

●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는 본교의 취창업지원센터(진리관 1층 소재)에서 주로 담당하

며 , 면접워크숍, 취창업 역량강화특강, 자기계발 특강, 각종 취창업세미나, 인식개선특강, 산
업현장견학, 기관워크샵 등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를 지도하

고 있음.

• 취창업지원센터 조직도

● 소규모 대학의 특성상 취창업 관련 전문 인력배치,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이 요구됨.
● 2017년 광신대학교 취업률58.6% 전국대학평균 취업률은 61.9%, 대학인증평가 기준30% 
   2018년 광신대학교 취업률57.7% 전국대학평균 취업률은 60.7%, 대학인증평가 기준30%

   * 종교관련, 예체능계열 학생 취업률 30%/ 일반대 50%비율

• 2017년 전국대학교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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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대학은 학생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안전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준거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대학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의 배려가 필요한 소수집단(Minority)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 강의실 환

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음.
● 진리관을 주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강의실 규모는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대형 

강의실은 5실(100명  이상), 중형 강의실은 4실(60명미만 ) 소형 강의실은 32실(40명  미만 )
로 총 43실을 확보하고 있음. 
● 실습실 확보 현황은 44실이다. 총면적은 2,251㎡이며 , 재학생 1인당 평균면적은 4㎡로 

기준값 2.5㎡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 인명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교내시설관리위원회를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정보보호를 위하여 전산관리자, 개인정보담당자 등 주기적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 및 외국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 및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상담, 교육, 장학금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지원센터, 외국학생담당직원배치, 관련시설개선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학생 등 다양한 지원과 운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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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영역 평가결과( ▣충족 / □미흡 / □미충족 )

가. 평가결과 요약

●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영역]의 판정결과 <충족>함. 
● 우리  대학은 진리관을 주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강의실 규모는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대형 강의실은 5실(100명  이상), 중형 강의실은 4실(60명미만 ) 소형 강의실은 32실(40
명  미만 )로 총 43실을 확보하고 있음. 
● 2018년 광신대 기숙사 수용률은 25.7%이며 2018년 전국대학 기숙사수용률 평균 32.3% 대학

기관평가11% 수용률은 적정함.  
●  본교의 학생상담은 신앙 및 인성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1)교목실 상담과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각 학년별 2)지도교수 상담이 있으며 , 집단상담과 각종 심리검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

담을 담당하는 3)학생상담센터 상담의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 진리관을 주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강의실 규모는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대형 강

의실은 5실(100명  이상), 중형 강의실은 4실(60명미만 ) 소형 강의실은 32실(40명  미만 )로 

총 43실을 확보하고 있음. 

나. 강점 및 문제점 

● 2019년 교지확보율150%, 교사시설확보율153.9%로 적정하며 , 시설수준과 환경여건이 양호함.
● 기숙사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2016년 장애학생 접근을 개선하고자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안내표지, 음성안내기등을 설

치하여 편의성을 개선하였음. 
●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외국학생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

고 있음. 
● 2018년 광신대재학생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31,505원으로 전국대학평균111,376원, 대학

기관평가기준54,000원으로 개선이 요망됨.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흡(W) 미충족(F)

4. 교육시설 및 학

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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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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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평가준거 5.1.1 연구성과

대학은 연구성과 제고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18 광신대학교 연구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평균
(A)

기준값
(B)

기준값 대비 
실적

(C=A/B)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 0.060 0 0.083 0.047 0.35 0.134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0.106 0.076 0.149 0.110 0.07 1.57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0 0 0 0 2,000 0

합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산출식: ①+②+③=0.157

보고서 주요 내용
자연계열 교수 비율 20% 미만 대학 산출식 기준값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천원) 3
0.35건 0.07건 2,000천원

주요 점검사항
1.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2.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평가준거
2018년
기준값

2018년 

본교실적

2018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용

5.1.1 연구성과 기준값 3 1.7 미흡 논문실적, 교외연구비 개선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0.35건 0.083 미흡 논문실적 개선이 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 0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0.07건 0.149 충족 저역서 실적 개선이 필요함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2,000천원 0 미흡 교외연구비 실적 개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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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4.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자체진단평가 결과

※ 자연계열(자연과학+공학+의학) 교수 비율 20% 미만 대학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평균
(A)

기준값
(B)

기준값 
대비 실적
(C=A/B)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 0.060 0 0.083 0.047 0.35 0.134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0.106 0.076 0.149 0.110 0.07 1.57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0 0 0 0 2,000 0

합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산출식: ①+②+③

● 인문사회계열학과와 예능계열학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구실적과 연주실적이 많지 않음.
• 광신대 전임교원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2018년 광신대 1인당 논문실적0.083% 전국대학0.513%, 대학기관평가0.35% 개선이 요망됨

● 연구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제도와 패널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연구실적을 늘려갈 필

요가 있음. 
• 2018년 전국대학교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실적 

연도
등재(후보)지 논문 

건수(건) 전임교원수(명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
2015 4.5 45 0.100
2016 3 50 0.060
2017 0 50 0.000
2018 4 48 0.083

평균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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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2018학년부터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패널티제도를 시행하여 연구를  독려하고자 함.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 광신대 1인당 논문실적0.149% 2018년 전국대학0.093%, 대학기관평가0.076 적정함.

• 2018년 전국대학교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연도 저역서수(건) 전임교원수(명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
2015 13.376 45 0.297
2016 5.333 50 0.106
2017 3.833 50 0.076
2018 7.166 48 0.149

평균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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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5.1.2 교육성과

대학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인력을 진학,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대학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인력을 진학,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과정, 비교과프로그램, 졸업인증제도 등 유기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광신대학교 취업률은 2015, 2016, 2017, 2018년 평균 59.1% 기준값(30%) 이상을 유

지하고 있음.

● 2018년 전국대학평균 취업률은 60.7% 대학기관평가기준30% 충족하며 ,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혁신적인 교육과정, 비교과프로그램운영이 요구됨.

연도 취업자(명 ) 졸업자(명 )          졸업생의 취업률(%)
2015 24 40 60.0
2016 26 43 60.4
2017 27 46 58.6
2018 26 45 57.7

평균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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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국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 2018년 등록금 환원율은 120% 전국대학평균214%, 사립대 평균189% 교육비 환원율 

개선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요구됨. 

● 10개 신학대학교 진학률 20.7% 광신대29.7%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 총교육비(천원) 등록금(천원) 광신대 교육비 환원율(%)
2015 6,660,010 5,565,633 119.66
2016 6,273,096 5,315,259 118.02
2017 6,360,729 5,276,832 120.54
2018 6,369,515 5,456,067 116.74

평균 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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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5.1.3 교육만족도

대학은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본교는 교육의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교육만족도 평가위원회 조직도

●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교과과정 등 정규교육프로그램, 비교과과정운영 프로그램, 교육시

설개선, 강좌 및 대학의 각 분야에 반영하여 교육의 품질을 향상에 기여함.

● 본 대학 재학생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과 2018년 3.30에서 3.34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교수학생간의 관계, 수업의 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이었음.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수준이 교양, 비정규교육과

정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 물리적 환경(시설/설비),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

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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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5.2.1 사회봉사 정책 

대학은 학교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본교는 신학대학으로서 대학 구성원 모두 기독교 사랑과 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본교의 ‘사회봉사’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졸업전 까지 사회봉사 시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교원과 직원도 개별적 봉사 또는 교내 사회봉사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를 전개

하고 있음.  

지역주민에게 대학시설 개방 및 대여, 문화공연 나눔

● 지역주민 운동장, 체육시설 개방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시설개방

   체육대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에 시설개방

● 교회, 종교단체 연합 예배 장소 제공(연합예배 및 모임장소제공) 
● 지역주민 도서관, 열람실 개방 도서대출, 학습활동 지원

● 문화행사 실시 클래식, CCM공연, 축제, 명사초청 특강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하여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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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5.2.2 사회봉사 실적

대학은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우리  대학은 기독교정신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으며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학생과 교원, 직원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봉사활

동을 지원 및 운영을 하고 있음.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교회 봉사, 학생사회봉사, 교직

원사회봉사, 해외봉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광신대 사회봉사단 조직도

● 학교차원에서 사회봉사 실현을 위해 기구로 조직된 광신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김형수

교수)은 지역 군부대 위문(음악회, 관심사병상담 및 돌봄), 지역의 복지관과 연합하여 진행

한 ‘사랑의 나눔바자회’ 행사진행 참여, 학교 소재 지역의 주민센터와 함께 ‘노인섬김의 날’ 
진행 참여, 장애인 저소득가정 방문 봉사,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소 봉사, 요양시설의 

김장봉사, 청소년자살예방 캠페인 글쓰기대회 행사진행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이러한 봉사활동에 교수, 직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대학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61 -

평가준거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대학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교류하고 교육·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에서 생산한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산업에 환원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결과 

● 신학대학인 우리 대학은 교회와 지역사회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이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과계열과 자연과학계열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학과 등 인문사회계열과 음악

학과등 예능계열 학과가 설치된 특수한 환경의 신학대학으로서 주된 수요자 인 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 부설기관(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성경아카데미, 여자신학

원, 한국어교육원 등), 연구소(세계선교연구소, 성지연구소, 가족상담연구소, 청소년교육연구

소, 놀이치료연구소, 교회사 연구소, 개혁신학연구소 등), 공개세미나 등 유관기관 교육프로

그램제공, 해외연수프로그램(선교현장실습, 해외봉사)제공, 실천학점(교회봉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사회와 교육, 연구, 지식과 기술교류, 환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교단, 교회, 관련기관

의 적극적인 MOU체결,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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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영역 평가결과( ▣충족 / □미흡 / □미충족 )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준거 판정

충족(P) 미흡(W) 미충족(F)

5. 대학성과 및 사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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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평가결과 요약

●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영역]의 판정결과 <충족>함.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와 패널티제도

를 시행하여 연구를 독려하고자 함.
● 우리대학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인력을 진학, 취업, 창업 등 다

양한 형태로 사회에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교는 교육의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교의 ‘사회봉사’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졸업전 까지 사회봉사 시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교원과 직원도 개별적 봉사 또는 교내 사회봉사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를  전개하

고 있음.  

나. 강점 및 문제점 

● 광신대 전임교원1인당 등재지 논문실적0.083% 2018년 전국대학0.513%, 대학기관평가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실적 기준0.35% 개선이 요구됨

● 광신대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실적0.149% 2018년 전국대학0.093% 평가기준0.07에 충족

● 교육이념에 입각한 사회봉사단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신학대학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봉사, 해외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조사 및 분석이 요

구되며 , 환류과정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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