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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실무위원회 운영

  본 자체평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

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실무위원회 구성

직명 성명 소속 요소 분 야

위원장 곽한식 대학원장 총괄 종합

위원

박윤기 대학원 부원장 투입요소 Ⅰ. 목표 및 계획

임진섭 실버보건학과 과정요소
Ⅱ. 학사운영 및 
관리

조영우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환경요소
Ⅲ.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안미진 영어영문학과 산출요소
Ⅳ. 교육 및 연구
역량

간사
김연수 대학원 부장

자료작성 및 수
합, 분석

한승헌 대학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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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1)

항목 지표 준거 세부평가

Ⅰ. 목표 
및 계획

[투입요소]

1.1. 
대학원 

교육목표

비전, 교육철학, 인재
상과 연계한 구체적
이며 실현가능한 교
육목표 

① 대학원 특성 반영사항
② 중장기 발전계획서
③ 요람 및 홍보안내 책자 등

1.2. 
대학원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공표

① 중장기 발전계획 체계성, 목표 연계성
② 발전계획 대비 추진실적

1.3.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주기적인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결과를 
교육과 대학원 경영
에 반영

① 자체평가 실시 여부
② 평사 시스템의 충실성
③ 결과 반영 실적

Ⅱ. 
학사 운영 
및 관리

[과정요소]

2.1. 
학생선발

입학자격, 전형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및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선발

① 입학관련 규정 및 주요사항
② 일반대학원의 특수성 반영 여부 및 방법

의 구체성
③ 학생선발의 공정성

2.2. 
입학전형

타당한 기준 및 방법, 
공정한 입학사정

① 위원회 운영 여부
② 전형방법의 타당성
③ 계열을 고려한 기준 및 방법

2.3. 
대학원생
의 유치 
및 유지

우수 인재 확보를 위
한 지도교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장학제도 
포함)

 ㉮ 신입생 장학제도 및 지급현황

 ㉯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율 현황(외국인 재
적생, 중도탈락생, 외국인교원)

② 지도교수 배정 기준, 절차, 방법
2.4. 

신입생 
충원율

-
①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정보공시제: 신입생 충원현황

2.5. 
중도탈락
생 비율

-
② 최근 3년간 중도탈락학생 비율
 - 정보공시제: 중도탈락 학생 현황

2.6. 
학사운영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정비, 
학사일정 준수

① 학사운영규정의 적절성
② 규정 준수 여부
③ 학사운영 제도 안내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지도 등)

3.1. 
교육과정 

편성

합리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충실한 운영

① 인재상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② 학생의 선택권 보장 여부
③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④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연계과정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업무 과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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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준거 세부평가

Ⅱ. 
학사 운영 
및 관리

[과정요소]

3.2. 
교육과정 

개편 방법과 
절차

학계성과와 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
육과정,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
한 교육과정의 개
편 방법과 절차

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노력
② 적절한 교육과정 개정 주기 및 과정
 - 교육과정 개편 근거
 -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조직 또는 위

원회 운영 실적

3.3. 
강의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강의계획서 작성 
및 배포

① 강의계획서의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② 수업관리의 엄정성

Ⅲ.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과정요소]

3.4.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강의평가 개발, 실
시, 결과 활용

① 강의평가 실시 현황, 

3.5. 대학원 
교수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생이자 미래 교
수 인력인 대학원
생들의 교수학습
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개요
② 교수학습법 운영실적과 참여정도
③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여부

Ⅳ.
학위수여

체계

[과정요소]

4.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기준

적절한 졸업절차
와 합리적인 통과
기준 설정 및 운
영

① 졸업시험 절차와 관련규정
② 졸업자격조건 논문게재 의무화 여부
③ 졸업시험 영역 설정, 출제, 시행, 결과 

산출과정
 - 관련규정, 졸업시험결과, 문항 및 채점

결과 (샘플 1~2개)

4.2. 
논문지도방

법

논문지도 방법 설
정 및 운영

① 논문지도 관련 규정 주요 내용(논문지도 
학점화 여부 등)

② 논문지도 방법과 절차
 - 관련규정, 교원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학생별 논문 주제 및 지도교수 배
정현황

4.3. 
논문공개 

발표방법 및 
실적

논문을 공개 발표
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
공함

① 논문 공개 발표 관련 규정 주요 내용
② 논문 발표 사전, 사후 조치 및 지원

4.4. 논문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

논문 심사 절차 
수립 및 심사위원 
구성

① 관련 규정
 - 관련규정 및 심사위원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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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준거 세부평가

Ⅴ.
교육 및 
연구역량

[산출요소]

5.1.
진로․취업 
지원체제

(일반대학원에 

한함)

대학원생의 학업활
동과 진로․취업에 대
한 지원체제

① 학업활동, 진로, 취업 지원체제 운영
현황

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③ 교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실적

5.2.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
(일반대학원에 

한함)

① 최근 3년간 취업률
 - 정보공시 항목 참고

5.3.
교육만족도

지속적인 교육만족
도 점검과 개선방안 
수립과 시행

① 교육만족도 정도
② 조사결과 및 환류 실적

5.4.
재정지원 
수혜 실적

(일반대학원에 

한함)

① 학생당 재정지원 금액
 - 정보공시 항목
    재적학생 현황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5.5.
전임교원 
연구 지원 

규모

연구 기능 활성화

① 대학원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연구비 
지원 관련 규정 및 운영실적

② 대학원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연구활
성화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

 - 교내 연구비 확보 및 지급 실적

5.6.
전임교원 
연구실적

① 전임교원의 논문, 저역서 실적: 1인당 
연구실적

② 최근 3년간 전공교수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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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표 및 계획

1. 교육목표

 배재대학교 대학원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는 교훈아래 대한민국 교육이

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지도자적 자질

을 갖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1> 대학원 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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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계획

 배재대학교 대학원은 2016년 ~ 2025년 발전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글로컬 시대에 최적화된 산출형 전문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융․복합 학문과 학교와 현장 병행학습을 통한 창의적 전

문가, 그리고 연구성과를 현장에 집목할 수 있는 진취적 전문가 양성의 

목표로 경영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2> 비전 및 교육목표

 

  (1) 발전전략

 ❑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모색을 위한 5대 경영전략 수립하고 글로컬 역

량강화, 첨단 이론 학습, 서비스 러닝 강화, 융합형 전공을 통하여 중부

권 최고 강소대학원을 구현하고자 함

 ❑ 글로컬시대에 필요한 산출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배재 비전 2025 

(Glocal Young Appenzeller Project 2025)를 설정

 



- 7 -

<표 1-1> 배재 비전 2025

Glocal 다양한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하여 국제적 능력과 소양을 갖
춘 인재 양성

Young 글로컬 첨단학문의 신속한 흡수와 정교한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Appenzeller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
는 글로컬 전문가 양성

Project 학과간 또는 학과내 세부전공의 융․복합을 통한 연구 성과
를 실현하는 산출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가 양성

  (2) 발전계획의 부문별 추진 과제

  

  대학원은 최근 2016 ~ 2025년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표 1-2>와 같

이 부문별 추진과제를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1-2> 발전계획의 부문별 추진과제

영역
단기

2016-2018

중기

2019-2021

장기

2022-2025

학사
부문

⚬ 대학원생 선발방법의 다양화

⚬ 학·석사 통합과정 선발 확

대

⚬ 학제 간 창의융합 교과목 개

발 운영

⚬ Customized On⚬Field 교육

과정  개발

⚬ ICT 기반 실무융합교육시스

템 도입

⚬ ICT 교육 콘텐츠 DB 구축

⚬ 창의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

⚬ 논문지도 및 졸업요건 강화

⚬ 학부․대학원 공동 캡스톤디자

인 운영

⚬ 실무융합교육의 질 강의평가 

적용

⚬ 학제 간 창의융합 전공 개설

⚬ 대학원 창의학습지원센터 운

영

⚬ ‘e-교육’ 콘텐츠 DB 운영

⚬ ICT 기반 실무융합교육시스

템 구축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 

및

⚬ 대학원생 장학금유형 다양화

⚬ 학부교육 튜터링 TA장학금 

확충

⚬ 산업체 전문 인력과의 협동 

연구에 대학원생 참여

⚬ 창의융합전공 학위 및 이중 

학위제 운영

⚬ ICT 기반 실무융합교육시스

템 활용

⚬ ICT 교육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 창의학습 콘텐츠 공유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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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공동지도교수제 신

설

⚬ 대학원 인증관리위원회 운영

⚬ 대학원 인증제 전고별 특성

화 요소 도입 시범 실시

⚬ 대학원인증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팀 구성

⚬ 엄격한 논문심사 및 논문표

절검사

⚬ 대학원 인적자원 평생관리시

스템 기반 조성

  장학제도 모색

⚬ ‘Honor Roll’ 선발 및 장학

금 지급 확대

⚬ 대학원 인적자원 평생관리시

스템 (DB) 운영

⚬ 국제화 융합과정 개설

⚬ 지역 현장실무자 맞춤형 학

제 운영

⚬ 연구시설 및 실험실습비의 

점진적 확충

⚬ 외국 대학원 졸업생 해외관

리시스템 구축

운영

⚬ 자매대학 또는 외국대학과의  

 분담 강의

⚬ 대학원 외국인 졸업생 해외   

 네트워크 운영

⚬ 외국의 타 대학원과 공동학

위과정 운영

⚬ 특성화 전공 전문대학원 개

설

⚬ 박사 후 과정 확대

교수
연구
부문

⚬ 등재지(후보) 이상 논문 게

재  대학원생 지원 및 학과 

평가 반영

⚬ 대학원생 논문 발표에 따른  

 지도교수 인센티브 지원

⚬ 대학원생 우수연구 콘테스트 

실시 및 지원

⚬ 학위논문 발표 전 대학원생  

예비논문 발표를 내규로 설

정

⚬ 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

구윤리 정기 교육 실시

⚬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준

수 과정 요건 강화

⚬ 온라인 정보검색 정기교육 

실시

⚬ 유료논문검색도구의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학위논문 발표 게재(등재후

보이상)에 대한 규정 마련

⚬ 연구주제 선정 및 논문작성

을 위한 교과목 및 토론의 

장 마련

⚬ 진로취업 현장과 인적 네트

워크 활용 확대

⚬ 진로취업 네트워크 구축

⚬ 대학원생 특화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개발 

⚬ 지도교수 진로취업지도 온라

인 시스템 강화

⚬ 대학원생 진로취업지도 요구 

조사

⚬ 등재지(후보) 이상 논문 게

재 대학원생 지원 및 학과 

평가 반영

⚬ 대학원생 논문 발표에 따른   

지도교수 인센티브 지원

⚬ 대학원생 우수연구 콘테스트 

  실시 및 지원

⚬ 우수연구소 및 선도학과 지

정 및 선별적 지원

⚬ 연구소의 외부사업 유치 및 

  운영 지원

⚬ 대학원생 학문분야의 연구소 

  연구 활동 기회 제공

⚬ 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 정기 교육 실시

⚬ 온라인 정보검색 정기교육 

실시

⚬ 유료논문검색도구의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지역 및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교내 사업 프로그램 실

시

⚬ 지역 및 국책사업 신청을 위

한 체계적 지원제도 구축

⚬ 진로취업 현장과 인적 네트

워크 활용 확대

⚬ 지식기반의 융합학문 분야 

발굴 및 설정

⚬ 지역 및 국책사업 신청을 위

한 체계적 지원제도 구축

⚬ 진로취업 현장과 교류 확대

⚬ 등재지(후보) 이상 논문 게

재 대학원생 지원 및 학과 평가 

반영

⚬ 대학원생 논문 발표에 따른   

지도교수 인센티브 지원

⚬ 대학원생 우수연구 콘테스트 

실시 및 지원

⚬ 우수연구소 및 선도학과 지

정 및 선별적 지원

⚬ 연구소의 외부사업 유치 및 

운영 지원

⚬ 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

구윤리 정기 교육 실시

⚬ 온라인 정보검색 정기교육 

실시

⚬ 유료논문검색도구의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지역 및 국책사업 유치를 위

한 교내 사업 프로그램 실시

⚬ 진로취업 현장과 인적 네트

워크 활용 확대

⚬ 국제 수준의 대학원 이미지 

제고

⚬ 지역 및 국책사업 유치를 위

한 교내 사업 프로그램 실시 

⚬ 국내외 MOU체결과 인적 네트

워크 활용 확대

국제
교류
부문

⚬ 외국인 교원의 대학원 강의 

확대

⚬ 해외대학과의 교수 교류 확

대

⚬ 교환학자 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유학생유치위원회 설

⚬ 외국인유학생유치 확대

⚬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설립 

⚬ 원어강의 확대

⚬ Global 자매대학과 학과별 

교류체제 구축

⚬ 해외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우수 교수의 교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학원 글로벌 분원 설립

⚬ 외국인학자 초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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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대학원은 2년을 주기로 투입요소, 과정요소, 산출요소로 구성된 3개

의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체계는 <그림 1-3>과 같다. 

립

⚬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구축

⚬ Global Lecture 구축

⚬ Global Dual Degree 시스템 

구축 

⚬ Global 네트워크 구축

⚬ Paichai 유학박람회 개최

⚬ TOPIK Lecture 개설

⚬ 외국어능력시험 강화

⚬ International Journal 발행 

⚬ Global Paichai Scholarship 
설립

⚬ Global Paichai Network 구축 

및  복수학위제도 확대 시행

⚬ 교수의 국제학술연구 지원 

강화

⚬ 대학원생의 국제학술연구  

참여 및 글로벌 학점 상호인

정 시스템 확대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확대

시행

⚬ 복수학위제도 확대 시행

⚬ 자매대학과의 공동 커리큘럼 

시행

⚬ 대학원생의 해외연수 프로그

램 시행

⚬ 글로벌 학점 상호인정 시스

템 구축

⚬ 해외 기업 및 연구소와 인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가의 

지속적 확대

학연
산관
부문

⚬ 학·연·산·관 교육지원체

계 구축

  창업지원 기금 조성

⚬ 글로컬형 학·연·산·관 교

육지원체계

  구축

⚬ 산업체 종합 컨설팅 체제 정

비

⚬ 교내 R&D 관리 체제 정비

⚬ 배재 Glocal Techno center 

  인프라 구축

⚬ 글로컬형 배재 학·연·산·

관 

  ‘e-교육’시스템 활성화

⚬ 학·연·산·관 R&D 협력 체

계구축

⚬ 실험 장비 및 실험실 공동 

활용  체계 확립

⚬ 인적/물적 자원 정보 D/B 구

축

⚬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스템 

구축

⚬ 학·연·산·관 협력 시스템 

강화

⚬ Glocal형 학·연·산·관 

‘e-교육’ 시스템 구축

⚬ 산업체 기술협력 시스템 구

축

⚬ 전문 지원인력 활용시스템 

구축

⚬ 배재 Glocal Techno Center 

운영

교육
여건
부문

⚬ 상담 및 진로시스템 인프라

  구축

⚬ 권익위원회 규정 제정

⚬ 생명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 대학원 학생회 구성

⚬ 강의실 및 강의 교수법 

   첨단화

⚬ 1주기 대학원 본 평가

⚬ 대학원 연구공간 확대

⚬ 대학원 전용강의실 및 실습

실 질적 향상

⚬ 강의 평가

⚬ 유관기관과의 시설, 설비 공

유활용을 위한 제도 정립

⚬ 강의 평가

⚬ 2주기 대학원 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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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체계

  

  (1)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 대학원은 2014학년도부터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2016학년도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에 따라 대학정보공시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 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는 일부 반영되어 개선되거나 토의과제로 활용

되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나 결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관련부서

와의 협의를 통해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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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자체평가 결과 및 반영사항

평가결과 반영사항 비고

외국인 유학생 입학전형 기준 완
화 (학과별 자율화 등)

<재검토>
- 외국인을 위한 원어강좌 우선 검토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대비 외

국인의 한국어능력검증 필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석․박사 연계과정 운영 등)

<추진예정>
- 간헐적인 학과의 필요에 따른 교육

과정 개편이 아닌 주기적인 개편제
도 도입 검토

비교과 강의 및 학습의 제도적, 
환경적 지원

<재검토 및 일부추진 예정>
- 수요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RA장학금 제도 및 학술세미나 참
가지원 확대

<반영>
- 재정(예산)확보 및 참여 장려
 ․ 2016학년도 대비 참여자 감소 

대학원생의 진로 개발 지원
<부분반영>
- 채용공고 안내
- 대학일자리 본부 등 관련부서 협의

교원의 연구실적 지원
(학부와 분리)

<재검토>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기준값 충족 

우선 고려 필요
- 대학원 별도의 연구지원 불필요 
  (연구지원 차별없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졸
업자격 반영에 관한 지원

<반영>
- 졸업자격 요건 재심의로 불편 해소
- 해당범위 학생 없음

제2장 학사 운영 및 관리

1. 학생선발

 대학원은 학생선발을 위하여 대학원 학칙 제2장 입학 및 등록에 따라 

입학시기, 입학지원자격, 입학전형을 규정하고,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2장 입학 및 등록에 입학절차, 입학지원 제출서류, 전형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 전공구술 또는 면접시험, 합격기준, 외국인 지원자격 등을 세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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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공정함을 기하고 있다2).

<그림 2-1> 학생선발 절차

2. 입학전형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을 위한 입학 전형기준은 입학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3).

<표 2-1> 입학 지원자격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1.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

는 동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

는 동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본교 전임교원의 중 휴직자의 경우 지원 가

능

2) 대학원 학칙 제45조 및 제46조
3) 대학원 학칙 제6조 및 제7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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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위 <표 2-1>의 자격에  

TOPIK 3급 이상(이공계열은 2급 이상), 또는 TOEFL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점, TEPS 550점(단, 이공계 및 예체능계는 TOEFL 500점, CBT 

193점, iBT 70점, IELTS 5점, TEPS 5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

능력평가시험 점수 보유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다. 

  각 학위과정의 전형방법은 석사과정의 경우 서류심사, 전공구술․면접(예․
체능학과의 경우 실기시험 추가)이고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형방법

에 필요에 따라 학업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을 부가하여 면접에 반영할 수 

있다. 전공 구술․면접 및 실기시험은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평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은 서류심사 20점, 전공구술․면접 80점으로 100

점 만점에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7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3. 대학원생의 유치 및 유지

  

  (1) 장학제도 및 지급현황

❑ 대학원은 우수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하여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하여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열 대학원생 확보

를 위하여 RA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 장학금 지원 유형

구분 장학금명
전략적 인재 유치 모교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정책장학금
연구 장려 및 복지 RA장학금, TA장학금, 학습장려장학금, 복지장학금, 배재장학금

지역사회 연계 가족회사장학금, 자매학교장학금



- 14 -

<표 2-3>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학년도 학기 과정 등록금 감면액(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합계 입학금 수업료 감면합계

2016

1학기 석사 104,625 1,273,990 1,378,615 58,900 912,331 971,231
박사 44,175 741,273 785,448 3,100 369,452 372,552

2학기 석사 18,600 1,134,025 1,152,625 2,325 797,560 799,885
박사 13,950 748,931 762,881 0 365,642 365,642

계 181,350 3,898,219 4,079,569 64,325 2,444,985 2,509,310

2017

1학기 석사 65,100 988,498 1,053,598 34,100 567,349 601,449
박사 30,225 731,762 761,987 8,525 365,418 373,943

2학기 석사 32,550 1,037,588 1,070,138 21,700 657,778 679,478
박사 18,600 753,118 771,718 7,750 375,764 383,514

계 146,475 3,510,966 3,657,441 72,075 1,966,309 2,038,384

2018 1학기 석사 72,850 996,423 1,069,273 41,850 604,204 646,054
박사 41,850 855,226 897,076 16,275 396,276 412,551

계 114,700 1,851,649 1,966,349 58,125 1,000,480 1,058,605

 ❑ 위와 같은 다양한 장학지원 외에 TA장학제도, 외국인 근로장학금, 정부

초청외국인장학금(근로장학생), 총장격려장학금을 매학년도 운영함으로

써 약 35명의 대학원생이 매월 장학금을 받고 있다. 

 

  (2) 유학생 현황

❑ 외국인 유학생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

는 외국인으로 정원외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4).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및 대학원 학칙 제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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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최근 3년간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학년도 재학생 유학생 유학생비율
2016 443 119 27%
2017 390 122 31%
2018 413 117 29%

* 작성기준일: 각 학년도 4월 1일

❑ 대학원 운영 개선사항에 따라 유학생 정원 외 선발에 있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권고규정)하였으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 

한하여 교육여건을 고려 선발 자율화 되었다5). 2018학년도 상반기를 기

준으로 외국인 학생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그림 2-3>과 같이 중국이 

84%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분포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다소 많으나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2-3> 2018학년도 유학생 국가별 분포

5)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860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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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남자 여자 합계
가나 1 0 1
르완다 1 0 1
멕시코 1 1 2
모리타니 1 0 1
베트남 2 4 6
우간다 1 0 1
인도 1 0 1
중국 42 56 98
콩고 민주공화국 1 0 1
키르기스스탄 0 1 1
타지키스탄 1 0 1
터키 0 2 2
파키스탄 1 0 1

계 53 64 117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6)은 2016학년도 5.8%, 2017학년도 

3.2%, 2018학년도 4%로 감소에서 미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

인 교원은 학부를 기준으로 30명(남자 20명, 여자 10명)이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나 주로 해당 외국어 전공계열 및 교양 외국어를 전담

하므로 대학원 학위과정의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아

시아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등 일부 학과 및 전공에서는 유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 원어 또는 영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4>는 인근대학교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배재대학교 대학원은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유지하며 다른 학교 대비 많은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가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학생 모집 계획, 교육여건 개선, 학사 

및 학생생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고등교육통계지침에 따라 재적학생(기준년도, 4. 1.) 대비 중도탈락한 학생(기준년도, 3. 1. ~ 기준년도+1, 
2. 28.)의 값을 백분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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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최근 3년간 인근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7)

❑ 또한 우리나라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은 <그림 2-5>와 같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이 꾸준히 유

지되고 있고 중도탈락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여건, 학업환경, 복지제

도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5> 연도별 전국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8)

7) 자료원: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8) 자료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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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도교수 배정 기준

❑ 지도교수는 매학기 초 신(편)입학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연구계획에 따라 

소속 학과에서 상담 등을 통하여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예․체능의 경

우 조교수 이상)으로 결정되며 학생의 학술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고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한다9). 

❑ 지도교수가 휴직, 연구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상 학

생 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대학원장

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10).

4. 신입생 충원율

 최근 3년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표 2-3>과 같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11)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석사 112 222 67 96 35 24 163 51 65 26 21 103.6

박사 53 95 41 31 12 11 77 33 24 10 10 107.5

석박사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65 317 108 127 47 35 240 84 89 36 31 104.8

석사 112 139 35 57 16 31 101 27 39 12 23 58.9

박사 53 63 24 27 5 7 53 20 21 5 7 77.4

석박사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65 202 59 84 21 38 154 47 60 17 30 64.8

석사 112 167 53 58 23 33 132 47 41 18 26 78.6

박사 53 80 33 35 9 3 72 31 30 9 2 115.1

석박사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65 247 86 93 32 36 204 78 71 27 28 90.3

정원내(B) 정원외

2018

2016

2017

연도 학위과정 입학정원(A)

지원자 입학자 신입생충원
율(%)

(B/A)x100계
정원내 정원외

계

9) 대학원 학칙 제3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53조

10)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11) 각 학년도에서 지원자 및 입학자는 전년도 후반기와 당해연도 전반기의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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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8학년도 학과별 신입학 현황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한국어문학과 인문계열 1       1   1    
한국어교육학과 인문계열 4       6       10   2       2   12   
영어영문학과 인문계열
TESOL영어교육과 인문계열 1       1    1       1       2   3    
일본학과 인문계열
동아시아학과 사회계열 7       7    7    
유아교육과 인문계열 22      1       23   8       8   31   
경영학과 사회계열 4       4    1       1   5    
국제통상학과 사회계열 9       9    1       1   10   
전자상거래학과 사회계열 3       3    3    
관광경영학과 사회계열 3       1       4    3       1       4   8    
법학과 사회계열 6       6    6    
행정학과 사회계열 2       2    2       2   4    
컨설팅학과 사회계열 7       7    8       8   15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사회계열 2       3       5    2       2       4   9    
복지신학과 인문계열 3       3    1       1   4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인문계열 11      11  11   
수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물리학과 이학계열
화학과 이학계열
생화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생물학과 이학계열 1       1    1    
생명유전공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3       1       4    4    
의류학과 이학계열 2       2    1       1   3    
원예조경학과 이학계열 7       1       8    1       1   9    
재료공학과 공학계열 1       1    1    
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11      2       13   6       6   19   
정보통신공학과 공학계열 2       2    2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공학계열 1       1    1    
전자공학과 공학계열
건축학과 [석사과정] 공학계열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공학계열 4       2       6    2       2   8    
사이버보안학과 공학계열 3       1       4    2       2   6    
미술학과 예,체능계열 3       3    3    
음악학과 예,체능계열 3       3    3    
총계 90    42    132 50    7     57 189  

총계
석사 박사

학과 계열

 201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

반적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석사학

위 취득자는 감소 추세이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매년 미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원 입학정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대

학교육의 보편․일반화 추세 및 설립준칙주의에서 벗어나 학문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구조 및 입시정책을 수립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활성화와 

학문의 심층연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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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원 학위취득 현황12)

(매년 4.1 기준, KEDI 통계, 단위: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석 사 82,938 82,805 81,664 81,460 83,605

박 사 12,625 12,931 13,077 13,882 14,316

합 계 95,563 95,736 94,741 95,342 97,921

5. 중도탈락생 비율

<표 2-7> 최근 3년간 중도탈락 학생 현황13)

기준
연도

재적
학생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
락율
(%)계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수업연
한초과 기타

2015 454 65 25 20 19 0 0 0 0 1 14.3

2016 479 52 19 16 17 0 0 0 0 0 10.9

2017 433 46 14 21 11 0 0 0 0 0 10.6

* 2018학년도: 재적학생은 2017. 4. 1. 기준, 중도탈락생은 2017. 3. 1. ~ 2018. 2. 28.까지임

 대학원생의 중도탈락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중부대 9.9%, 한남대 8.1%, 목원대 6.3%, 대전대 5.8%, 건양대 4.5%, 우

송대 1.6%의 순으로 인근대학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중도탈락율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업

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습 및 연구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도탈락의 원인을 각종 상담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하

여 2020년까지 9%, 2025년까지 6%로 낮추어 최종적으로 학부의 중도탈

락율을 초과하지 않는 지표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12)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255 (2018.05.01.)
13)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재적 학생)*100



- 21 -

<그림 2-6> 최근 3년간 인근대학 재학현황14)

<그림 2-7> 최근 3년간 인근대학 재학율 비교 및 2018학년도 재학현황15)

14) 재학생과 재학생(정원내)의 높이의 차는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을 의미함
15) 재학율(정원내)이 10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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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기준)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TESOL영어교육과 2        2        1        1        3        
복지신학과 6        6        12       12       18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21       21       21       
유아교육과 36       36       22       22       58       
일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8        8        16       5        5        21       
한국어문학과 1        1        2        2        1        3        5        
계 51      11      62      63      1        64      126     
경영학과 6        6        1        5        6        12       
관광경영학과 4        5        9        13       5        18       27       
국제통상학과 14       14       2        4        6        20       
동아시아학과 12       12       6        6        18       
법학과 6        6        6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3        15       18       9        11       20       38       
전자상거래학과 4        4        1        1        2        6        
컨설팅학과 11       11       15       1        16       27       
행정학과 2        1        3        12       12       15       
계 26      57      83      53      33      86      169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3        3        6        1        1        7        
건축학과 [석사과정] 2        2        2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4        1        5        2        2        7        
사이버보안학과 10       10       6        6        16       
재료공학과 2        2        2        1        3        5        
전자공학과 1        1        1        
정보통신공학과 2        2        2        
컴퓨터공학과 20       20       17       2        19       39       
계 41      6        47      26      6        32      79      

물리학과

수학과 [석사과정]
생명유전공학과 4        4        4        
생물학과 1        1        4        1        5        6        
생화학과 1        1        1        
원예조경학과 4        4        2        2        6        
의류학과 3        3        2        2        5        
화학과 1        1        1        
계 12      1        13      9        1        10      23      
미술학과 [석사과정] 6        6        6        
음악학과 [석사과정] 9        1        10       10       
계 15      1        16      16      

총합계 145     76      221     151     41      192     413     

사회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

예,체능계열

계열 학과
석사 박사

총계

인문계열

6.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은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마련하여 효율적이며 엄정한 학사운영

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수강신청, 자격시험 시행일정, 학위논문청구 절

차 및 일정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학과를 통해 안내할 뿐만 아니라 대

학원 홈페이지에 수시 안내하여 학생들에게 학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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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학사정보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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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대학원은 규정의 이중적 해석이나 불필요한 제한 등을 개선

하고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각각 2회 개정하였다. 학칙 및 학칙시

행세칙은 <그림 2-9>과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운영된

다. 

<그림 2-9> 학사운영 규정 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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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현황

7.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과 단위로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개설되며 이

수학점은 석사의 경우 24학점 이상, 박사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

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4학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각 학과의 평균 개설 교과목 수는 각 학년도 4월 기준으로 2017학년도 

10.23개, 2018학년도 9.25개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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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교과목 개설현황

학년도 2017 2018
개설교과목 수 307 287

재학인원 390 413

 학․석사 연계과정의 운영은 관련규정16)에 따라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과정은 <그림 2-11>과 

같이 학사과정에서 1학기, 석사과정에서 1학기를 단축하여 일반 과정의 

입학생보다 1년 빠르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림 2-11>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비교

 학․석사 연계과정은 2013학년도 첫 시행 후 2013년 9월 첫 지원자(2014

년 9월 입학)를 포함하여 2018년 현재까지 9명이 입학하여 중도탈락 없

이 수료 또는 졸업하였거나 학위과정을 이수 중 이다. 그러나 2014학년

도 5명 입학 후 입학자가 매 학년도 1 ~ 2명으로 감소17)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과에 모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

준히 본교 학부 졸업생이 석사과정으로 입학하는 학과 및 전공 등을 대

16) 배재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17) 2017학년도 1명 입학, 2018학년도 0명 입학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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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의 학업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여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물리적인 통폐합은 정체성의 훼손 및 학

내 반발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어학관련 전공과 공학계열 학과간의 

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등 학문 계열간의 융합된 교과과정을 단

계적으로 모색하여 통섭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 주임교수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한다. 

<표 2-9> 교육과정 개편실적

연번 학과 신설 폐지 변경 적용학년도 심의일자
1 TESOL영어교육과 0 0 6

2018 2018. 1. 18.

2 상담심리학과 1 0 7
3 유아교육과 5 11 0
4 관광경영학과 0 29 0
5 전자상거래학과 2 2 0
6 법학과 0 0 1
7 복지신학과 8 8 0
8 생물학과 7 2 0
9 생화학과 0 12 0
10 화학과 0 석사과정 0
11 의류학과 2 4 8
12 미술학과 0 12 0
13 한국어교육학과

(현대문학 전공) 신설 (예정) 2019 2019.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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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의계획서 배포 및 휴보강 관리

 강의계획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18). 교과목 개설과 함께 

제출된 강의계획서는 학생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된다. 

<그림 2-12> 강의계획서 배포 

18)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6조(교과목의 개설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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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원의 휴보강 관리는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 공휴일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이 발생한 경우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실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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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보강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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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1. 강의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 성적열람기간에 아래의 표와 같은 문항으로 개설

된 전체 교과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19). 

<표 3-1> 강의평가 문항과 구성

구분 문항
강의준비
(20%)

수업은 제시된 강의계획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교수의 강의계획서는 교과목의 내용과 부합되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강의진행 및 방법
(40%)

교수는 수업 시간을 충실하게 진행하였다.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이나 토론에 충분히 응대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교수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
나는 이 강의에 성실한 태도로 적극 참여하였다.

평가의 합리성
(20%)

성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평가 결과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

강의만족도
(20%)

나는 이 강의를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강의를 다른 학생들에게 권장 할 생각이다.

 이러한 문항으로 실시된 강의평가는 교과목으로 구분되어 해당교수에게 

공개된다20). 최종적으로 확인된 강의평가 자료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확

정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학기 강의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한다. 

평가내용이 교수에게 공개되는 현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19) 학칙 시행세칙 제29조의2
20) 평가자의 인적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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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강의평가 공개 현황

2. 대학원 교수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우리대학교는 교수학습원을 설치 운영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연구 및 개

발하여 질적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수학습

원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워크숍은 2017학년도 강의콘텐츠 제작을 위한 

간편한 강의 녹화 및 편집 외 24개 강의가 실시되었고 2018학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18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이러한 워크숍 특강을 수강하거나 직접적인 안내가 

전달된 결과는 미흡하다. 또한 관련부서인 교수학습원과의 연계성도 형

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강의 개발 및 

홍보로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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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8학년도 교수법 워크숍 실시 현황

연번 강의명 강사 일시
1 기독교 대학에서의 통합적 종교교육 김대옥(전, 한동대) 3. 21.
2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대학의 혁신 방향 한석수(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28.
3 Visual Thinking을 활용한 학생 중심수업Ⅰ 우현식(대전제일고등학교) 4. 11.
4 Visual Thinking을 활용한 학생 중심수업Ⅱ 우현식(대전제일고등학교) 4. 18.
5 성공적인 학생의 성장을 위한 배재 핵심역량의 이해 김정태(배재대 교수학습원) 4. 25.
6 Z세대, 하브루타로 질문하고 소통하라! 김미란((주)쉼표와느낌표) 5. 9.
7 상처와 오해없이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공부 [NVC : Non Violent Communication] 박진희(한국NVC센터) 5. 16.
8 교감과 소통이 있는 강의실 신명희(한남대) 5. 23.
9 사회 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김강민((주)사이람) 6. 20.
10 학습자 유형분석을 통해 우리 학생 이해하기! 조가영(연우심리개발원) 9. 12.
11 학생이 참여하는 SAC(Smart Active Coaching) 수업 의 좋은 사례 김재경, 이성만(배재대) 9. 19.
12 창의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교육 서병선(한동대) 10. 17.
13 잘 가르치는 대학교육, 교수-학습 연구사례 함께 나누기! 김화선, 신상기(배재대) 10. 24.
14 우리 대학 LMS 활용 수업설계 최영재(유비온) 10. 30.
15 코칭기반의 동료교수 멘토링 이현주(배재대) 10. 31.
16 강의 전달력을 높여주는 스피치 기법 김소영(스테이지 컴퍼니) 11. 21.
17 VR기술의 가상증강기법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실천적 사례 김영대((주)다림비젼) 11. 28.
18 빅데이터 시대, R프로그래밍 입문 송학준(배재대) 12. 5.

제4장 학위수여 체계

1. 졸업시험 절차 및 통과기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졸업시험은 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절차 및 기준은 아래의 <그림 4-1> 및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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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격시험 절차

<표 4-1> 자격시험 기준

구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관련규정

응시자격 2학기부터 응시가능 ⚬석사: 18학점 이상 취득자
⚬박사: 54학점 이상 취득자

학칙 제26조
학칙 시행세칙 제41조

시험시기 3월, 9월 4월, 10월 학칙 시행세칙 제43조

통과기준 2과목 합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학칙 시행세칙 제47조

시험과목 공통영어, 계열영어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학칙 시행세칙 제44조

응시면제
모국어 또는 모국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의 학생, 국가공인영어시험 
점수 취득자21)

없음 학칙 제27조

출제위원
⚬공통영어: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계열영어: 대학원장이 계열에서 

2인 위촉
강의 담당교수 학칙 시행세칙 제45조

21) TOEFL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점, TEPS 550점(단, 이공계 및 예체능계는 TOEFL 500점, 
CBT 193점, iBT 70점, IELTS 5점, TEPS 5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합
격자(학칙 시행세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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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외국어시험 문항 및 채점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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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종합시험 문항 및 채점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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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자격시험 실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최근 2년간 자격시험 실시 현황

 

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외국어시험 석사 119 86 72.3 144 111 77.1
박사 75 64 85.3 74 63 85.1

종합시험 석사 115 100 87 91 87 95
박사 37 35 94.6 90 72 80

2. 논문지도 방법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입학 후 학기 초 학생의 학업계획서, 심

층면접 등을 통해 결정된다. 논문지도교수는 해당학과 소속으로 박사학

위를 소지한 전임교원22)이 될 수 있다. 논문지도를 위해 석사 학위과정

의 경우 석사 논문연구 I, I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박사 학위과정은 박사 

논문연구 I, II, II를 이수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논문지도를 위한 이러한 논문연구 교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일반

교과목의 A+ ~ F의 7등급 구분 평가가 아닌 S(합격)와 U(불합격)로 평가

한다23). 

 논문연구 지도는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법 및 연구 방법론을 살피

고 논문의 실제 작성에 필요한 주제 관련 내용의 탐구와 정리, 이를 토

대로 하는 목차의 작성 및 발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맞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최근 2년간 교원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22) 예․체능계열의 경우 조교수 이상 가능, 대학원 학칙 제32조
23) 학칙 시행세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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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현황

구분 2017 전기 2017 후기 2018 전기 2018 후기
과정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원 3 2 3 2 3 2 3 2

<표 4-4> 학생별 논문 주제 및 지도교수 배정현황

(기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연번 과정 학번 학과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1 석사 1616601 의류학과 메루에르트 카자흐스탄 여성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 양리나
2 석사 1702602 경영학과 손성 중국 모바일 간편결재 서비스 사용자 태도 및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원겸
3 석사 1602602 경영학과 술렌한드체렌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분석 연구: 플랫폼 모형을 중심으로 김태석
4 석사 1720601 관광경영학과 곡영춘 지역민과 외지인의 테마파크 방문 특징 분석
-중국 대련 발현왕국<Discovery Land>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박준용
5 박사 1620705 관광경영학과 팽수 호스트(host)의 관점에서 본 문화유산관광효과 분석
-중국 핑야오고성과 우전 비교연구- 정강환
6 박사 1220702 관광경영학과 왕도열 호텔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브랜드 자산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진정성의 조절효과 곽용섭
7 박사(DDP) 1523701 전자공학과 정지은 Penalized-Likelihood Image Reconstruction for Computed Tomography Using Weighted-Median Regularizers 이수진
8 박사 1632701 동아시아학과 이나 중국 행복지수의 최적도시규모: 지급 이상 도시의 사례 김상욱
9 석사 1756601 복지신학과 이삼희 부부의 친밀감이 자녀의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기철
10 박사 0922703 행정학과 이기순 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임헌만
11 박사 1622701 행정학과 박주성 직무스트레스가 군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호택
12 박사 1648703 사이버보안학과 김종복 안전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위한 취약점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조인준
13 석사 1748601 사이버보안학과 오영택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통합보안관제 서비스모델 개발방안 조인준
14 석사 1748602 사이버보안학과 이제하 블루본 취약점을 이용한 블루투스 해킹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조인준
15 석사 1512601 재료공학과 김연권 투명전극용 고품질 기상중합 PEDOT-Graphene 나노복합소재의 개발 김성수
16 석사 1612604 재료공학과 우성혁 새로운 전도성 고분자를 위한 mercaptomethyl-3,4-ethylenedioxythiophene 단량체의 합성 김성수
17 석사 1612603 재료공학과 심영훈 압전 Poly(vinylidene fluoride) 필름 위에 기상중합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전극 박막의 개발 김성수
18 박사 1212741 재료공학과 마펑 Fabrication of ultra-highly conductive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conductor and its patterning technology 김성수
19 석사(JDP) 1799907 정보통신공학과 조한나 Visualization of Road Utilization based on Big Data Processing of Taxi Trajectory Data 김도완
20 석사(JDP) 1799906 정보통신공학과 크리스틴 Exploring the impact of culture on intergenerational knowledge sharing in organizations 김도완
21 석사 1434601 원예조경학과 권호중 대전시 녹지변화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이시영
22 석사 1334604 원예조경학과 이윤구 향토식품산업의 지역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금산군 깻잎산업을 중심으로- 서병기
23 박사 1526703 국제통상학과 장연기 중국 지능형 물류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윤범
24 석사 1726601 국제통상학과 대패군 중·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이신규
25 석사 1726602 국제통상학과 안니 한-중FTA체제에서의 중국 농산물 對한국 수출 효과에 관한 연구 경윤범
26 박사 1514708 컴퓨터공학과 정지오 CNN을 이용한 한의학적 기준의 얼굴 분류를 위한 연구 정회경
27 박사 1514709 컴퓨터공학과 김경환 GPGPU와 WORK QUEUE를 활용한 HTTP 프로토콜 성능향상 기법 정회경
28 박사 1614701 컴퓨터공학과 박병돈 강수량계 성능시험을 통한 수자원 수문자료 신뢰성 향상 연구 정회경
29 박사 1614702 컴퓨터공학과 양새동 예지 보전을 위한 고장 진단 및 예지 기술에 관한 연구 정회경
30 박사 1614703 컴퓨터공학과 이종원 개선된 LSTM 모델 기반 수치 예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회경
31 석사 1714602 컴퓨터공학과 김철희 센서 모듈을 활용한 시약장 자동 안전 관리 시스템 정회경
32 석사 1714603 컴퓨터공학과 김호영 변위 센서를 이용한 약국 자동화 시스템 정회경
33 석사 1714604 컴퓨터공학과 김홍열 AMOLED 에이징 챔버 신호 생성기 중앙서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회경
34 석사 1714605 컴퓨터공학과 민경배 댓글이 상업에 미치는 패턴분석 정회경
35 석사 1714606 컴퓨터공학과 이근우 loT 기반 실시간 시약 계량 및 등록 시스템 정회경
36 석사 1714607 컴퓨터공학과 이재승 키워드 가중치 분석 알고리즘 기반 문단 추출 시스템 정회경
37 석사 1714609 컴퓨터공학과 임현근 잠재 의미 분석을 적용한 유사 특허 검색 시스템 정회경
38 석사 1714610 컴퓨터공학과 정진모 컨트롤보드를 활용한 loT 작업 제어 시스템 정회경
39 석사 1714612 컴퓨터공학과 김범준 CNN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내의 수신호 인식 시스템 구현 이경희
40 석사 1814607 컴퓨터공학과 홍두의 복합건물에서의 화재 시 대피로 자동 안내 시스템 정회경
41 석사 1729601 전자상거래학과 도덕암 제3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광혁
42 석사 1729602 전자상거래학과 왕명철 한·중 O2O배달 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임광혁
43 박사 1529702 전자상거래학과 김영찬 블록체인을 활용한 익명성 보장 운송 물류 추적모델에 관한 연구 임광혁
44 박사 1647703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서남 Community Residents' Motivation, Place Attachment, Satisfaction, Well-Being, Experience,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Community Leisure Space of China 
- Focused on Xuan Wu Lake Park of Nanjing- 곽용섭



- 39 -

연번 과정 학번 학과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45 박사 1647702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상문문 Influence of Slow City Attributes on Slow Tourists’ Experience, Existential Authenticity, Place Attachment, and Behavioral  Intention 서진욱
46 석사 1747606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갈우함 A study of percived value，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focused on Starbucks coffee shops in Beijing，China 박근수
47 석사 1747605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허국호 실버세대 여행제약이 내부동기, 외부동기 그리고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진욱
48 석사 1747607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유만만 민박시설 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국운남성지역 중심 곽용섭
49 석사 1747601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곽서 Research on the Serious Leisure,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Flow, Quality of Life: Focused on Bicycle Tourism Around Qinghai Lake in China 송학준
50 박사 1431702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슬라와 Development and analysis of segmentation algorithm for pattern images 박동원
51 석사 1790601 컨설팅학과 김문석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교육전략요인연구 문창권
52 석사 1790602 컨설팅학과 김흥식 도시 재생 장소마케팅 전략연구 문창권
53 석사 1790603 컨설팅학과 이정순 서비스 창업 경영전략요인 연구 문창권
54 석사 1790604 컨설팅학과 이진영 항공사 서비스 고객만족 요인 연구 문창권
55 박사 1690702 컨설팅학과 조훈구 중소기업의 AEO 활성화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문창권
56 박사 1418713 유아교육과 여인우 부적응 행동 유아를 체험하는 교사에 관한 내러티브연구 김숙령
57 박사 1618701 유아교육과 김미라 영아-교사간 애착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김숙령
58 박사 1518704 유아교육과 박옥화 유아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그림책 속 등장인물에게 말걸기 활동을 통하여 김숙령
59 박사 0818704 유아교육과 원주율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친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김숙령
60 박사 1618702 유아교육과 노경순 만2세반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 양상 김숙령
61 석사 1718602 유아교육과 김미경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과 교육실제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숙령
62 석사 1718616 유아교육과 이유정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숙령
63 석사 1218615 유아교육과 오수진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숙령
64 석사 1718610 유아교육과 배채현 영유아를 포함하는 다자녀 어머니의 양육이야기 김숙령
65 석사 1718604 유아교육과 김윤희 36개월 이하 영아 아버지의 양육지식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양육보람을 매개변인으로) 김숙령
66 석사 1718603 유아교육과 김민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린이집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응전략 이대균
67 석사 1718615 유아교육과 이승연 초임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극복 이대균
68 박사 0818705 유아교육과 이선정 유아교사 출신 부모의 자녀 사교육 경험과 딜레마 이대균
69 석사 1718605 유아교육과 김태경 수업컨설팅을 경험한 유치원교사의 어려움과 바램 이대균
70 석사 1718614 유아교육과 이수아 장학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어려움과 바람 이대균
71 석사 1718606 유아교육과 김혜정 부모 면담에서 느끼는 유아 교사의 어려움과 요구 이대균
72 석사 1718601 유아교육과 권도영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를 지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 및 효율적 방안 이대균
73 박사 1418701 유아교육과 강민정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이성희
74 박사 1618703 유아교육과 안숙경 반응중심 문학활동에 기초한 유아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이성희
75 박사 1518702 유아교육과 김은옥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권리인식이 아동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이성희
76 박사 1518710 유아교육과 오태희 영아-교사 상호작용 역량 증진을 위한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성희
77 석사 1718621 유아교육과 한송이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성희
78 석사 1118616 유아교육과 전유미 만 4세 유아의 텃밭 활동 체험에서 나타난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이성희
79 석사 1718618 유아교육과 장유진 팀티칭을 경험하는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이성희
80 석사 1718612 유아교육과 유혜선 유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조직몰입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성희
81 석사 1718611 유아교육과 유보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 이진화
82 석사 1718607 유아교육과 김홍길 예비유아교사의 전공만족도가 교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이진화
83 석사 1718608 유아교육과 박시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분리불안이 만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진화
84 석사 1718817 유아교육과 이주연 AHP를 활용한 만 3,4,5세 연령별 누리과정 5개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어린이집원장과 학계전문가 비교 이진화
85 석사 1724601 건축학과 송내정 중국 해남성 기루 건축물에 관한 연구 김종헌
86 박사 1130751 한국어교육학과 오승영 이주민 대상 한국어시험의 맥락 타당도 연구 지현숙
87 석사 0830615 한국어교육학과 이지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박석준
88 석사 1454613 한국어교육학과 변혜선 대학 진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내용 선정 연구 심혜령
89 석사 1454614 한국어교육학과 정의경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아이디어 발상기법 활용 연구 최정순
90 석사 1454616 한국어교육학과 황윤상 초등 수학 교과서를 활용한 다문화 배경 학생용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심혜령
91 석사 1555604 한국어교육학과 메딘트세바율리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 대상 한국어 쓰기 교육 개선 방안 최정순
92 석사 1555618 한국어교육학과 드조노나예프슈크랏 타지키스탄의 현지 한국어 교재 구성방안 연구 심혜령
93 석사 1655605 한국어교육학과 랑군연 중급 한국어 읽기 교재에서 읽기 후 단계의 활동 연구 최정순
94 석사 1655606 한국어교육학과 송명선 자연과학전공 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 한국어 어휘 선정 연구 심혜령
95 석사 0801601 한국어문학과 김가람 수필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정문권
96 박사 1654702 한국어문학과 왕립군 김영석 시 연구 강희안
97 석사 1754601 한국어문학과 유임희 김소월 시의 이미지 연구 -물과 대지의 물질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강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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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심사 절차 및 발표

 학위청구 논문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논문연구지도 이수, 그

리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한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가 제출할 

수 있다24).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초, 박사

과정의 경우 3학기 초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

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각 학위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학위청구 논문심사

원을 제출하고 중간발표 및 심사, 예비심사, 공식예비심사, 본심사의 절

차를 진행한다. 본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학위취득이 확정된 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digital collection 시스템에 입력 승인 및 이관되고, 인쇄된 

완성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제출된다. 

 논문심사위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56조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1인으로 위촉한다. 구성된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의 경우 2인 이상, 박사

학위의 경우 4인 이상의 찬성25)으로 논문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논문 학기 동안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해당학생

에게 안내되고 사무 행정적인 지원과 조율을 수반하여 철저하게 이루어

진다. 또한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4) 학칙 시행세칙 제49조
25) 학칙 시행세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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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및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 42 -

제5장 교육 및 연구역량

1. 학업활동 및 진로․취업 지원체제

  (1) 학술세미나 지원

❑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학과별 또는 개인별로 제경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는 2,050,000원, 2018학년도는 1학기 현재 

85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5-1> 학술활동 지원 기준

<표 5-2> 학과별 학술활동 지원 현황(최근 2년간)

구분 내용

학술세미나
(학과)

⚬범위: 초청강사료, 관련경비 
⚬지원금액 및 횟수: 연 1회, 300,000원 이내

학술대회 참가
(개인)

⚬대상자: 공인된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세미나에 논문발표자 및 
공동논문 참가자로 참가하는 재학생
⚬범위: 참가비, 교통비 등
⚬지원금액
  1. 국내
     가.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 50,000원~100,000원
     나. 학술회의 참가: 20,000~100,000원
  2. 국외
     가. 논문발표자: 50,000원~200,000원
     나. 학술대회 참가자: 50,000~200,000원

연번 학년도 학과 내용

1 2017 컴퓨터공학과 ⚬특강: Deep Learning for Scientific Knowledge procession with Keras 
⚬강사: 최성필(경기대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강사료: 300,000원

2 2017 생명유전공학과
⚬특강: 자연과학과 공학연구와 학술논문 작성 방법
⚬강사: 김완규(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연구관)
⚬강사료: 300,000원

3 2018 컴퓨터공학과 ⚬특강: 블록체인과 응용
⚬강사: 이종혁(상명대학교 교수)
⚬강사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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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17학년도 개인별 학술활동 지원 현황

연번 성명 학과 학번 과정 장소 날짜 학술회의명 주최 참가자격 인정
건수

1 목포 2017.5.17~19 2017년도 한국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재료학회 주제발표 1

2 군산 2017.4.19~21 2017년도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세라믹학회 주제발표

3 군산 2017.4.19~21 2017년도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한국세라믹학회 주제발표

4 정도형 컴퓨터공학과 1614607 석사 부산 2017.6.1~3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사)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5 이형선 컴퓨터공학과 1614606 석사 부산 2017.6.1~3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사)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6 최형욱 컴퓨터공학과 1614610 석사 부산 2017.6.1~3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사)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7 유동균 컴퓨터공학과 1614605 석사 부산 2017.6.1~3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 (사)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8 서남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1647703 박사 울산 2017.7.5~7 제 82차 한국관광학회 울산국제학술대회 (사)한국관광학회 주제발표 1

9 하소허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1647710 박사 울산 2017.7.5~7 제 82차 한국관광학회 울산국제학술대회 (사)한국관광학회 주제발표 1

10 조혁족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1447701 박사 울산 2017.7.5~7 제 82차 한국관광학회 울산국제학술대회 (사)한국관광학회 주제발표 1

11 사강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1547701 박사 울산 2017.7.5~7 제 82차 한국관광학회 울산국제학술대회 (사)한국관광학회 주제발표 1

12 유두환 생명유전공학과 1633601 석사 부산 2017.6.28~30 KMB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주제발표 1

13 공지연 한국어교육학과 1755701 박사 대전 2017.5.20 21세기 표현교육의 확장과 통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14 변혜선 한국어교육학과 1454613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15 이창석 한국어교육학과 1655608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16 송명선 한국어교육학과 1655606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17 라경서 한국어교육학과 1755601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18 정나현 한국어교육학과 1655609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19 박수미 한국어교육학과 1755603 석사 서울 2017.4.1 이중언어학회 제 35차 전국학술대회 이중언어학회 학회참가자 1

20 서울 2017.4.7 2017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참가자

21 서울 2017.5.27 2017 춘계학술대회(신종교와 문화콘텐츠)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22 대전 2017.7.6 탈북여성, 이주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대전 YMCA 학회참가자

23 대전 2017.5.26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 .

24 오손옥 복지신학과 1656605 석사 서울 2017.4.7 2017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참가자 1

25 대전 2017.5.26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 .

26 서울 2017.5.27 2017 춘계학술대회(신종교와 문화콘텐츠)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27 서울 2017.4.29 여성과 아동을 위한 목회상담 여성신학연구소 .

28 서울 2017.4.7 2017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참가자

29 서울 2017.5.27 2017 춘계학술대회(신종교와 문화콘텐츠)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30 서울 2017.5.27 2017 춘계학술대회(신종교와 문화콘텐츠)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31 서울 2017.4.7 2017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참가자

32 서울 2017.5.27 한국신종교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33 대전 2017.5.26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 .

34 임선경 상담심리학과 1657705 박사 일본 2017.9.20~22 일본심리학회 제81회 대회 프로그램 일본심리학회 학회참가자 1

35 김소연 상담심리학과 1757701 박사 일본 2017.9.20~22 일본심리학회 제81회 대회 프로그램 일본심리학회 학회참가자 1

36 오지혜 상담심리학과 1757702 박사 일본 2017.9.20~22 일본심리학회 제81회 대회 프로그램 일본심리학회 학회참가자 1

37 최선옥 상담심리학과 1757703 박사 일본 2017.9.20~22 일본심리학회 제81회 대회 프로그램 일본심리학회 학회참가자 1

38 최애리 상담심리학과 1757704 박사 일본 2017.9.20~22 일본심리학회 제81회 대회 프로그램 일본심리학회 학회참가자 1

39 서울 2017.10.11~13 2017년도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세라믹학회 주제발표

40 경주 2017.11.15~17 2017년도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재료학회 주제발표

41 제주도 2017.11.21~24 ICAE 2017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주제발표

42 라케쉬 재료공학과 1512702 박사 경주 2017.11.15~17 2017년도 한국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재료학회 주제발표 1

43 김범준 컴퓨터공학과 1714612 석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44 이종원 컴퓨터공학과 1614703 박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45 유동균 컴퓨터공학과 1614605 석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46 정도형 컴퓨터공학과 1614607 석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47 이형선 컴퓨터공학과 1614606 석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48 최형욱 컴퓨터공학과 1614610 석사 천안 2017.10.26~28 제42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박상준 재료공학과 1612601 석사 3

2
박상준 재료공학과 1612601 석사

김경현 3

1

2

2

복지신학과 1656608 석사

이삼희 복지신학과 1756601 석사

전태순 복지신학과 1756602 석사

김영화 복지신학과 1656602 석사

고은정 복지신학과 1656701 석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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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18학년도 개인별 학술활동 지원 현황

연번 성명 학과 학번 과정 장소 날짜 학술회의명 주최 참가자격
인정
건수

지급금액

1 최명선 유아교육과 1718619 석사 서울 2018.04.28 그림책의 창작, 해석, 교육의 협력적 실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2 황풀잎 유아교육과 1818618 석사 서울 2018.04.28 그림책의 창작, 해석, 교육의 협력적 실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3 백지현 유아교육과 1818609 석사 서울 2018.04.28 그림책의 창작, 해석, 교육의 협력적 실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4 서정민 유아교육과 1818610 석사 서울 2018.04.28 그림책의 창작, 해석, 교육의 협력적 실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5 김미정 유아교육과 1818603 석사 서울 2018.04.28 그림책의 창작, 해석, 교육의 협력적 실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서울 2018.05.12 신종교와 문화콘텐츠Ⅲ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5.10 제25차 임상사례모임 한국목회상담협회 -

대전 2018.04.28 제2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선교신학회 학회참가자

서울 2018.05.12 신종교와 문화콘텐츠Ⅲ 한국신종교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4.28 제2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선교신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5.10 제25차 임상사례모임 한국목회상담협회 -

대전 2018.04.28 제2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선교신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4.12 제24차 임상사례모임 한국목회상담협회 -

대전 2018.05.10 제25차 임상사례모임 한국목회상담협회 -

김포 2018.03.19 목회자의 음악적 역할 한국기독교음악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4.28 제2차 정기학술대회 한국선교신학회 학회참가자

대전 2018.05.10 제25차 임상사례모임 한국목회상담협회 -

11 변지철 재료공학과 1812601 석사 삼척 2018.05.16 춘계학술대회 한국재료학회 주제발표 1 50,000

12 한상민 생물학과 1606702 박사 양양 2018.05.09 춘계학술대회 한국균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13 김지윤 생명유전공학과 1833601 석사 여수 2018.06.28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14 김진주 생명유전공학과 1833602 석사 여수 2018.06.28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15 이상원 생명유전공학과 1833603 석사 여수 2018.06.28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회참가자 1 20,000

16 김도안 컴퓨터공학과 1814601 석사 전주 2018.05.31 제43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50,000

17 이종원 컴퓨터공학과 1614703 박사 전주 2018.05.31 제43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50,000

18 황도연 컴퓨터공학과 1814608 석사 전주 2018.05.31 제43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50,000

19 배상중 컴퓨터공학과 1814604 석사 전주 2018.05.31 제43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한국정보통신학회 주제발표 1 50,000

2 30,000

1 20,000

1 20,000

김경현 복지신학과 1656608

6

7

8

9

10 석사 2 30,000

1756703 박사

고은정 복지신학과 1656701 박사

이사랑 복지신학과 1756702 박사 1 20,000

이삼희 복지신학과 1756601 석사

최청순 복지신학과

 (2) RA(Research Assistantship) 및 TA(Teaching Assistantship)장학생 

선발 및 운영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상호 연구업적 향상을 위하여 RA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학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근로소

득, 또는 사업소득자 제외)가 해당되고 지도교수는 연구실적물 산정기준

에 따라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 선발된 학생은 2년 이내 지도교수와의 공동명의 이행 연구실적물을 발

표 제출26)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종전에 지급받던 장학금과 중

복하여 RA장학금을 추가 지원하여 등록금을 전액장학 지원받는다. 연구

26) 학술지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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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도교수는 그 다음 연도 RA장학생 선발 

지도교수로 참여할 수 없다. 

❑ 장학금 지급과 인원은 아래의 <표 5-5>와 같다. 

<표 5-5> RA장학금 지급 현황

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원(명) 19 19 16 16
금액(원) 34,015,000 34,015,000 19,294,000 28,597,000

❑ TA장학생은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를 학과별로 1명씩 선발하여 학

과업무를 보조하거나 실험실 실습 지도를 보조하는 장학생을 말한다. 선

발된 학생은 학기 중에 한하여 근무하며 월 3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3) 진로 및 취업 지원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부과정과는 달리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학습자

의 선택에 의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변화 및 대학원의 증

가에 따라 재교육 또는 경력지속의 성향 추이를 보이여 학사졸업 후 진

로를 이미 선택하였거나 취업한 자가 학습을 재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원의 진로 및 취업지원체계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 

❑ 우리대학원의 경우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는 

석사 학위과정의 35%가 해당되고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56%27)이다. 

❑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재탐색 및 학술활동의 장려를 위해 각종 취업 및 

논문공모를 수시 안내하고 있다. 

27) 2018학년도 기준, 장학금 지급 항목으로 분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장학금 지급에 따라 미취업자로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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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논문공모 및 취업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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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학술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 및 학업장려를 위해 세미나실을 상시 운

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

회 등을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림 5-2> 세미나실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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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유학생 간담회

2018. 12. 5. 유학생 간담회(국제교류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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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

 취업률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및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고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매 학년도 조사

하고 있다. 기본적인 조사의 목적은 졸업자의 취업․진학 등 진로현황 분

석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최근 2년간 대학원의 취업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6> 최근 2년간 졸업생의 취업 현황

(2017년 취업 현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8 60 40 21 0 0 0 0 0 0 1 1 1 0 4 1 0 0 0 26 27 0 0 6 10 0 0 80.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기타 미상
취업률(%)
[B/{A-

(C+D+E+F+G)
}]
*100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
업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1인
창(사)
업자

프리랜
서

(2016년 취업 현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5 65 27 17 0 0 0 0 0 0 0 0 0 2 0 2 0 0 0 44 34 0 0 4 10 0 0 76.7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G)

기타 미상 취업률(%)
[B/{A-

(C+D+E+F+G)
}]*100

졸업자
(A)

취업자(B)

진학자
(C) 입대

자
(D)

취업
불가능
자
(E)

외국인
유학생
(F)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
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1인
창(사)
업자

프리랜
서

 인근 6개 대학의 취업률을 비교하면 <그림 5-4>와 같으나 대학원 진학

자의 경력유지 및 재교육으로의 변화에 따른 최근의 추이에 따라 입학

당시의 기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졸업생의 취업률과는 다른 결과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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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인근대학 취업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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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우송대 건양대 중부대

취업률 기취업자 비율

구분 배재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우송대 건양대 중부대
졸업자 138 172 64 184 39 69 44

기취업자 43 40 27 101 14 37 21

3. 교육만족도

 대학원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 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학년도에는 2학기 기준 석․박사 과정 중

에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16개 영역으로 구분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표본수는 111명이다. 2018

학년도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2017학년도 만족도 종합결과는 100점 만점에 67.31점으로 나타났으며 차

원별로는 ‘연구참여’의 점수가 74.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

제수행 정도’의 경우 27.76점으로 타 차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낮

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17학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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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2017학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영역 결과

(n=111, 단위: 점/100점)

 연도별 종합결과는 ‘과제수행 정도’와 ‘인간관계’차원에서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컸던 ‘연구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

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가운데 ‘과제수행 정도’의 경우 2015년 ~ 2017년 모두 가장 

낮은 차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4 15장 이상의 보고서 작성과 같은 깊

이 있는 과제 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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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최근 3년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n=111, 단위: 점/60점)

 이러한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진단사항 및 개선방향은 아래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7> 2017학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진단 및 개선방향

 대학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매 학년도 시행되고 그 결과가 적정

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개선방향의 모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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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2018학년도에는 학생들의 학습장려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실 자유 이용 안내, 수시 간담회 지원 등으로 학술활동 환경이 일

부 향상되고 있다. 2018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결과의 분석

과 함께 전반적인 환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재정지원 수혜 실적

 최근 2년간 장학금 수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7> 최근 2년간 장학금 수혜 현황

(단위: 명, 천원)

총계

소계 국가 지방자치
단체

사설 및
기타 소계 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기타 금액

(B)

2016 431. 232,855. 204,855. 0. 28,000. 2,603,773. 0. 0. 105,150. 5,048. 2,493,575. 2,836,628. 6,581.5

2017 391. 239,004. 214,524. 0. 24,480. 2,108,204. 0. 0. 70,600. 5,048. 2,032,556. 2,347,208. 6,003.1

재학생
(A)

교외 교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
기준연도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이 선

정되어 있어 2017학년도에는 11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한국어능력우수

장학금, 생활비의 항목으로 122,119,990원의 금액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부터 지원받아 집행하였고 2018학년도 12월 3분기 현재 12명의 유학생

을 대상으로 84,992,250원을 집행하였다. 

 2018학년도 재적학생 현황은 아래의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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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8학년도 재적생 현황

(작성기준일: 2018. 4. 1.)

박사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한국어문학과 인문계열 1 1 2 1 5 1 1 6 

한국어교육학과 인문계열 8 8 5 21 21 

영어영문학과 인문계열

TESOL영어교육과 인문계열 2 1 3 1 1 4 

일본학과 [석사과정] 인문계열

동아시아학과 사회계열 12 6 18 18 

유아교육과 인문계열 36 22 58 2 3 5 63 

경영학과 사회계열 6 1 5 12 3 1 4 16 

국제통상학과 사회계열 14 2 4 20 20 

전자상거래학과 사회계열 4 1 1 6 6 

관광경영학과 사회계열 4 5 13 5 27 2 1 3 30 

법학과 사회계열 6 6 2 2 8 

행정학과 사회계열 2 1 12 15 15 

컨설팅학과 사회계열 11 15 1 27 1 1 28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사회계열 3 15 9 11 38 2 2 40 

복지신학과 인문계열 6 12 18 4 4 22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인문계열 21 21 21 

수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물리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화학과 이학계열 1 1 1 

생화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1 1 1 

생물학과 이학계열 1 4 1 6 6 

생명유전공학과 [석사과정] 이학계열 4 4 4 

의류학과 이학계열 3 2 5 5 

원예조경학과 이학계열 4 2 6 6 

재료공학과 공학계열 2 2 1 5 1 1 6 

컴퓨터공학과 공학계열 20 17 2 39 1 1 40 

정보통신공학과 공학계열 2 2 2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공학계열 3 3 1 7 1 1 8 

전자공학과 공학계열 1 1 1 

건축학과 [석사과정] 공학계열 2 2 2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공학계열 4 1 2 7 7 

사이버보안학과 공학계열 10 6 16 1 1 17 

음악학과 [석사과정] 예,체능계열 9 1 10 4 4 14 

미술학과 [석사과정] 예,체능계열 6 6 6 

총합계 145 76 151 41 413 12 3 16 31 444 

총합계계열학과 석사

재학 휴학

석사 박사
계 계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2013년 11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 BK21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

가가치 특화분야의 산업을 이끌어갈 융․복합형 고급 실무 전문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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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전략 분야의 

융․복합형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 전 분야로 하되,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을 우선 지원하며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을 기반

으로 하는 융․복합 분야 중 가장 가까운 분야를 선택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41개(전국 24개, 지역 30개)이며 규모는 6개월을 기준으

로 전국의 경우 39.8억 원이고 지역의 경우 45.8억 원이다. 대전에서는 

2013년 11월 발표 당시 유일하게 한남대학교가 첨단 사이버 보안관제 

및 진단 연구팀으로 선정되었고28)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2019년 종합

평가를 받는다. 우리대학교 대학원은 앞으로 연계된 후속사업에 신규 

진입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학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5. 전임교원 연구 지원 규모

 전임교원의 연구비는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및 교외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대학원 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내 연구비는 

2017년도 (기준연도: 2016), 42,420,000원에서 2018년도 (기준연도: 2017), 

142,930,000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표 5-9> 전임교원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천원)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2015 321 63 4,368,351 0 0 55 4,134,283 2 28,429 6 205,639 0 0 70,000 67,800 218.1 13,819.80

2016 324 217 4,645,830 134 60,030 61 3,977,440 3 56,990 19 551,370 0 0 0 114,140 185.3 14,506

2017 315 287 4,202,394 206 219,580 69 3,745,426 5 119,288 7 118,100 0 0 2,000 27,820 703.4 12,732.20

대응자금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전임기준연도

연구비 지원

계 교내

28)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2016년 기존 사업단과 신규 사업단의 경쟁을 통해 재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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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2018년 대학원 설치학과 전임교원 연구비 수혜 실적

(기준연도: 2017, 단위: 천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6     9   6     5   5,400    5,500    -      -      10,900  
영어영문학과 9     7   6     6   6,000    6,100    -      -      12,100  
TESOLㆍ영어교육과 9     3   2     1   1,700    700      -      -      2,400   
일본학과 6     3   2     1   2,000    700      -      -      2,700   
동아시아학과 7     5   16    2   13,900   2,000    -      -      15,900  
유아교육과 2     9   -     5   -        5,000    -      -      5,000   
경영학과 13    -   8     -   5,900    -        -      -      5,900   
국제통상학과 5     -   3     -   2,700    -        -      -      2,700   
전자상거래학과 5     -   9     -   13,300   -        -      -      13,300  
관광경영학과 7     1   -     -   -        -        -      -      -       
법학과 5     -   1     -   1,000    -        -      -      1,000   
행정학과 5     -   1     -   1,000    -        2,000  -      3,000   
컨설팅학과 8     1   1     -   700      -        -      -      700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7     2   6     1   4,200    280      -      -      4,480   
복지신학과 6     -   4     -   4,700    -        -      -      4,700   
상담심리학과 3     2   -     1   -        1,000    -      -      1,000   
수학과 3     4   -     -   -        -        -      -      -       
물리학과 6     -   -     -   -        -        -      -      -       
화학과 4     -   -     -   -        -        -      -      -       
생화학과 5     2   1     -   700      -        -      -      700     
생물학과 4     -   -     -   -        -        -      -      -       
생명유전공학과 5     -   3     -   3,100    -        -      -      3,100   
의류학과 1     7   1     3   700      2,700    -      -      3,400   
원예조경학과 6     -   4     -   2,800    -        -      -      2,800   
재료공학과 8     -   3     -   4,400    -        -      -      4,400   
컴퓨터공학과 7     -   25    -   32,350   -        -      -      32,350  
정보통신공학과 6     -   -     -   -        -        -      -      -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5     -   -     -   -        -        -      -      -       
전자공학과 4     -   -     -   -        -        -      -      -       
건축학과 6     -   -     -   -        -        -      -      -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3     1   2     -   2,400    -        -      -      2,400   
사이버보안학과 2     -   5     -   4,500    -        -      -      4,500   
음악학과 1     5   -     1   -        1,000    -      -      1,000   
미술학과 2     1   -     3   -        2,500    -      -      2,500   
계 181  62  109  29  113,450 27,480  2,000 -     142,930 

학과명
전임교원 과제수 연구비 대응자금

계

6. 전임교원 연구실적

 전임교원의 1인당 연구성과는 <표 5-11>과 같다29). 

<표 5-11> 전임교원 1인당 연구성과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SCOPUS
(학술지)

2018 0.4618 0.0959 0.0679 13,435.60 19
2017 0.4064 0.1069 0.0831 14,691.30 23
2016 0.535 0.1308 0.131 14,037.90 16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전임교원 1인
당 저역서 수 특허등록건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천원)

공시연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연구비+대응자금)/전임교원 수
29) 대학원 설치 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이 아닌 전체 전임교원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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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최근 3년간 인근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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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건수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연구실적은 <표 5-12>와 같다30). 

<표 5-12> 최근 3년간 전임교원 연구실적

소계
연구재단 등
재지 (후보

포함)

기타
국내발간

일반학술지
소계

SCI
급/SCOPUS

학술지

기타 국제발
간

일반학술지
계 저서 역서

국내
기준

국제
기준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SCI
급/SCOPUS

학술지

2015 321 248.1322 197.3658 171.7325 25.6333 50.7664 41.9839 8.7825 42.0441 36.2608 5.7833 0.6148 0.1582 0.535 0.1308 0.131

2016 324 201.4015 163.9091 131.6877 32.2214 37.4924 34.6495 2.8429 26.9324 20.1284 6.804 0.5059 0.1157 0.4064 0.1069 0.0831

2017 315 199.2497 168.5273 145.4607 23.0666 30.7224 30.2224 0.5 21.3787 15.5287 5.85 0.535 0.0975 0.4618 0.0959 0.0679

전임교원 1
인당

전임
교원

기준연도

논문 실적
저 역서 실적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총계

국내 국제

30) 대학원 설치 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이 아닌 전체 전임교원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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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 총 인구의 7.3%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2017년에 14.2%를 넘어서며 17년 만에 고령사

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으나 전국 대학원 수는 2016년 총 1,195개로 양적팽창을 지

속하였다. 

<표 6-1> 전국 대학원 수

매년 4.1 기준, KEDI 통계, 단위: 개/%

구  분
2006 2011 2016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대학원수 비율 ‘06년 대비 증가율
일반대학원 149 14.2%  178 15.3% 184 15.4%  23.4%
전문대학원 138 13.1%  206 17.7%  206 17.2%  49.2%
특수대학원 764 72.7%  783 67.0%  805 67.4%  5.4%

전체 1,051 100.0% 1,167 100.0% 1,195 100.0% 13.7%
※ 2015년 1,197개(’15.4.1.기준) 대비 2개(0.1%) 감소

‘

<표 6-2> 전국 대학원 재적생 현황

16.4.1. 기준, KEDI통계, 단위: 명

구  분 석사 박사 계
일반대학원 87,970 66,912 154,882 46.6%
전문대학원 38,730 7,303 46,033 13.8%
특수대학원 131,853 - 131,853 39.6%

전 체 258,553
(77.7%)

74,215
(22.3) 332,768 100.0%

 고령사회의 학령인구의 변화는 학부에서 당면하는 현실적인 인력수급 

문제와는 달리 대학원 학위과정에서는 학생 연령 분포의 다양화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원 교육은 종합적인 정책․기획의 부재와 

자율적인 통제 기제의 결여로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반상진 외, 

2003), 대학원 제도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법규의 미비와 자치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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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는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서정헌 외 2006). 

 우리 대학원은 대내외적 변화동향에 부합하고 정책제도, 행정운영, 교육

체계, 인프라의 측면에 미래적인 요소들을 포괄하여 전략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대학에서 찾을 수 있는 4차 산

업혁명을 준비하는 융․복합 학문의 시초적인 전공은 경상계열과 정보통

신분야가 결합된 전자상거래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언어와 통신, 예술과 모바일, e-book과 같은 문학의 

새로운 접근성, 사이버 보안, 금융시스템, 로봇과 생명공학과의 융합 등 

무궁무진한 학문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대학원 학제의 패러다

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각 학과에서는 시범적인 교과목을 

꾸준히 개발하여 새로운 전공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한다.

 학업 연령분포의 다양성 및 재교육으로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대학원의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 운영원칙을 폐지하고 야간, 주말수업 등 

자율운영을 허용하였다.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의 야간강좌 비율은 약 

35%이나 학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입학당시 기취업

자를 조사 분석하여 매 학년도 적절한 야간강좌의 개설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19학년도부터는 전면불허 되었던 원

격강좌가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므

로 학생의 유지 및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적인 관리와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의 입시는 총정원제로 운영되어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으나 학

생의 유치 및 유지가 특정학과에 편중되거나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과가 있다.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률의 양극성을 극

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편중된 학과는 교육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부터 졸업까지 체계화된 관리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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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어 종전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권고규정)할 수 있었던 제한사항이 완화되어 

2018학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대학원은 

인근대학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

체 재학생의 25%를 상회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특화된 학사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원어강좌 관리, 자격시험 응시방법의 다양화 등을 개

선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학사운영을 진단하여 최적비율의 외국인 

학생 유지 기준을 제시하여 양질의 교육과 학술연구가 유지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대학원은 정책 거버넌스의 자치 및 자율화를 바탕으로 융․복합 

학문의 개발로 인한 실용중심의 학문탐구를 지향하고 국제교류의 및 국

제사회 협력의 보편화로 인한 대학원 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가치

관 및 생활방양식의 다양화 및 개성화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평생학습

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31). 

3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고려대 신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