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대학 개황 및 자체평가 추진 현황

□ 대학 개황 ……………………………………………………………………………………… 1

□ 자체평가 추진 현황 ………………………………………………………………………… 5

Ⅱ. 자체평가 결과 보고

1. 교육 여건 ……………………………………………………………………………………… 9

1.1 전임교원 확보율(전임교원 보수수준) ………………………………………………… 9

2. 학사 관리 …………………………………………………………………………………… 13

2.1 수업 관리 ……………………………………………………………………………… 13

2.2 학생 평가 ……………………………………………………………………………… 19

3. 학생 지원 …………………………………………………………………………………… 27

3.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 …………………………………………………………… 27

3.2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 41

3.4 취·창업 지원 ………………………………………………………………………… 57

4. 교육 성과 …………………………………………………………………………………… 85

4.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85

목 차



Ⅰ. 대학 개황 및 자체평가 추진 현황 □ 대학 개황

12015년 덕성여자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Ⅰ. 대학 개황 및 자체평가 추진 현황

□ 대학 개황

1. 대학 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설립유형 사립

학생 수 교직원 수

편제정원 재학생1 교원2 직원3

5,160명 6,113명 642명 131명

재정 현황 대학·학과 수

’15년 예산 대학 학과(부)

88,972,281천원 6개 37개

1 재학생: 2015년 3월 26일 기준
2 교  원: 2014년 4월  1일 기준 (전임 : 191명, 비전임 : 451명)
3 직  원: 2015년 3월 26일 기준

2. 대학 연혁

■ 1920. 4. 19 차미리사 선생 근화학원(현 덕성학원) 설립

■ 1950. 5. 17 덕성여자초급대학 설립. 초대 학장에 송금선 박사 취임

■ 1952. 3. 23 4년제 대학인 덕성여자대학으로 개편

■ 1956. 3. 9 제1회 학위수여식 거행

■ 1961. 4. 6 대학원 설립. 대학원장에 송금선 박사 취임

■ 1984. 9. 3    종로 캠퍼스에 평생교육원 개원

■ 1987. 10. 23    종합대학교로 개편.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대학을 둠

■ 1988. 3. 1 초대 총장에 김종서 박사 취임

■ 1991. 3. 1 제2대 총장에 유정렬 박사 취임

■ 1994. 3. 1 제3대 총장에 주영숙 박사 취임

■ 1996. 10. 21  1996학년도 교육개혁 추진실적 우수대학 선정

■ 1997. 2. 25 교육대학원 개원

■ 1997. 3. 1 제4대 총장에 김용래 박사 취임. 학부제 시행

■ 1998. 3. 1 제5대 총장에 이강혁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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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기구표

사무처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대외협력처

대학평의원회

각종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

평가처

부총장

총장

입학홍보처학생처기획처교무처

교무과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서비스센터

기획예산과 학생지원과

사회봉사과

학생상담센터

입학관리과

홍보실

평가관리과 대외협력과

지역협력센터

창업센터

산학연구과

총무과

관재과

재무과

시설과

예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부속교육기관

부속유치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약학대학

약학과

부설연구소

차미리사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식물자원연구소

약학연구소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부속기관

종합인력개발원

도서관

박물관

정보지원센터

중앙실험관리실

출판부

기숙사

건강증진센터

신문사

방송국

약초원

생활관

실습림

실습약국

영재교육원

문화예술연구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체육학과

Pre-Pham·Med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육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학과

법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아동가족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

상담심리과정

영양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임상약학

아동상담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통상·물류전공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스페인어과

사학과

철학과

미술사학과

박사학위과정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심리학과

교양학부

일반대학원

교양과정

글쓰기센터

어학교육실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문화재학과

수학 및 통계학과
컴퓨터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직학부



2.1 수업 관리

2. 학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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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 관리

2.1 수업 관리

2.1.4 수업관리의 엄정성

[기술 2-1-1a] 수업기간에 관한 규정수립 및 준수 노력 관련 기술 자료 

□ 학점 이수 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관해 기술

(1) 학점 이수 시간 준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교과의 이수에 있어서 학점당 이수시간을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에 맞추어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40조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1학점의 이수단위를 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증빙 (1)-1, p.1]

제40조(학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1학점의 이수단위를 학기당 15시간 이상으
로 한다. 다만, 실기, 실험, 실습, 체육 등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 「학칙」 제8조에 의거 학기당 수업일수를 16주로 편성 [증빙 (1)-1, p.1] 

제8조(수업일수) 수업기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수업기간 준수 관련 점검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학기 초 ‘수업관련 공지사항 알림’ 공문 발송

- 수업일수를 16주로 편성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함을 공지

-  해당학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못할 때 

해당되는 일자를 사전에 공지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강 실시

 ○ 학기 중 ‘중간/기말고사 시험 실시 협조’ 공문 발송

- 시험 실시 교과목의 경우 강의담당 교수가 직접 시험감독을 실시

- 시험 미실시 교과목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 시수 결손 방지

 ○  교내 행사, 강의담당 교수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휴강이 발생할 때 ‘보강계획서’ 및 

‘보강출강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강의담당 교수가 국내외로 출장을 갈 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외여행허가서’ 및 ‘출장허가신청서’의 결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

 ○  학기 말 강의 담당 교수들에게 강의 날짜 및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표시한 ‘출석부’를 

교무과로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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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1-1b] 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 관련 기술 자료

□ 대학 전체 차원의 출결 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에 관해 기술

(1) 학생 출결관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43조(응시자격 상실 및 추가시험)에서 “학기중 과목별 결석시간수가 그 

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고 규정, 학생 출결을 성적취득과 연계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해당 과목의 

학점을 불인정 [증빙 (1)-1, p.73]

제43조(응시자격 상실 및 추가시험) ① 학기중 과목별 결석시간수가 그 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으로 결석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증빙 (1)-2, 

p.74]

- 결석의 허용한계 및 결석처리 면제가 가능한 세부사항을 명시

제2조(결석의 허용 한계) 학생의 학기 중 각 과목별 결석시간수가 그 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과목의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만일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결석처리의 면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
니한다.

- 강의담당 교수의 출석 사항 점검, ‘출석점검표’ 및 ‘출석부’ 제출 의무화 

제4조(출석 점검 및 인정) 과목 담당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사항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성적 입력 기간 전에 출석부 및 출석점검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출결관리 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학기 초 ‘출석점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강의담당 교수가 수업시간에 출석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

 ○  학기 말 강의담당 교수가 ‘출석점검표’ 및 ‘출석부’를 관련 부서(전공과목은 교무과, 

교양과목은 교양학부)로 제출하도록 하여 엄격한 출결관리 실시

 ○ 학기 말 강의담당 교수는 학과목 성적 및 결석시간이 입력된 ‘성적평가보고서’ 제출

 ○  교무과는 강의담당 교수가 제출한 출석미달 대상자 현황을 총장 보고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

 ○  학기 말 학생들은 ‘강의평가서’를 통하여 교수의 출·결석 관리 평가

• “교수는 출·결석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문항번호 19)

(3) 출결관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교무과는 학기 초 ‘출석점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Ⅱ. 자체평가 결과 보고  2. 학사 관리

172015년 덕성여자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기술 2-1-1c] 휴강 및 보강 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 관련 기술 자료

□ 대학의 휴강 및 보강 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에 관해 기술

(1) 휴강 및 보강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8조에 “수업기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우리 대학은 학기당 수업일수를 16주로 편성 [증빙 (1)-1, p.95] 

제8조(수업일수) 수업기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수업관련 공지사항 알림’ 공문에 휴보강 관련 지침 안내 [증빙 (1)-2, p.96]

(2) 휴강 및 보강 관리 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학기 초 ‘수업관련 공지사항 알림’ 공문을 강의담당 교수에게 발송하여 휴강시 반드시 

보강 실시를 공지

수업운영 : 공휴일 및 샌드위치데이 연차대체 휴가로 16주 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수업진도 등에 
차질이 발생되므로 학생들의 수업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교내행사(학생들의 요청), 수업진도 등을 이유로 휴강 또는 단축수업 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계획서 및 보강출강표 제출 : 수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하실 경우에
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강 전 ‘보강계획서’를, 보강 후에는 ‘보강출강표’를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임교원은 전자결재로 제출하고, 특별계약교
원은 전자결재양식을 사용하여 수기로 작성, 제출함)

 ○ 학기 중 휴·보강 안내 및 확인

-  학기 중 강의담당 교수에게 휴강으로 인한 보강출강은 반드시 학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안내 및 확인

- 휴·보강 내역은 매월 ‘학과 ⇒ 단과대학 ⇒ 교무과 ⇒ 총장’에게 보고

 ○ 학기 말 학생들은 ‘강의평가서’를 통하여 교수의 휴·보강 여부를 평가 

• “교수는 휴강, 결강을 하지 않았으며, 휴강, 결강 시 보강을 하였다.”(문항번호 18)

(3) 휴강 및 보강 관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교무과는 학기 초 휴·보강 절차 준수를 안내하는 ‘수업관련 공지사항 알림’ 공문을 

강의담당 교수에게 발송 [증빙 (1)-2, p.95]

 ○  강의담당 교수는 휴강 전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 후 보강출강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통해 보고 [증빙 (2)-1~2, p.120~121]

 ○ 교무과는 월별 휴·보강 내역을 집계하여 총장에게 보고 [증빙 (2)-3, p.122]



2.2 학생 평가

2. 학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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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 관리

2.2 학생 평가

2.2.1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기술 2-2-1a] 합리적인 성적 부여 기준 관련 기술 자료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1) 성적 부여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44조에 “학업성적은 이론과목과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규정, 성적은 A+~F의 9개 등급으로 구분 [증빙 (1)-1, p.1]

 ○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서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절대평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증빙 (1)-2, p.23]

(2) 성적 부여를 위한 절차

 ○ 강의계획서에 성적 부여 기준 제시

-  강의계획서는 교과목 관련 정보 외에 성적 평가 기준(출석, 수업태도, 과제물, 

중간 및 기말고사)을 포함하고 있고, 강의담당 교수가 각 기준의 비율을 입력 

 ○  ‘성적평가 관련 안내’ 공문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 

-  기말고사 실시 전 성적평가 관련 안내문을 강의담당 교수에게 송부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부여 절차 안내 

•  성적입력 방법, 성적평가 비율 안내 및 엄정한 이행 요청과 기타 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공지 (출석미달자 처리, 재수강 성적부여 기준 등) 

• 성적 부여 절차 안내

성적 입력 ▶ 성적 조회 ▶ 성적 정정 ▶ 성적 확정 ▶
성적평가보고서

제출

(3)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성적 부여 관련 의사결정과정 중 구성원의 이해 및 협조 절차 

 ○ 성적 부여 방식 변경 절차

-  관련 부처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성적 부여 방식에 관한 구성원 간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짐 [증빙 (4)-2, p.98]

-  규정 개정 과정에서 개정(안) 공고,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조 절차 진행 [증빙 (4)-4, p.105]

-  성적 부여 방식 변경에 대한 규정입안서 입안,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교무위원회 

의결 [증빙 (4)-3,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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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부여 관련 변경 사항 구성원에게 공지 [증빙 (4)-5, p.109]

(4) 전공 및 교양 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성적 부여 기준

 ○  예술대 등 실기과목, 순수실험 및 실습과목, 교직과목, 교육실습과목, 4학년 2학기 

전공과목 중 15명 이하인 수강과목, 영어강의 및 외국인교수과목에 대해서 완화된 

상대평가 적용 [증빙 (4)-6, p.113]

 ○  2014년 2학기부터 교직과목, 영어강의 및 외국인교수과목에 완화된 상대평가 적용 

[증빙 (4)-7, p.114]

(5) 성적 부여 점검시스템 관련 실행 및 조치실적

 ○  학사행정인트라넷 성적입력시스템을 통한 성적 입력으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성적 부여 기준 엄정 이행 [증빙 (3)-1, p.47]

 ○ 강의계획서에 성적부여 기준 제시 [증빙 (2)-1, p.36]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성적평가 관련 안내' 공문으로 발송  

[증빙 (4)-1, p.52]

 ○  「학칙시행세칙」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엄정한 학점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증빙 

(4)-8, p.115]

 ○ 엄정한 상대평가 적용을 위한 「학칙시행세칙」 개정 경과

-  완화된 상대평가 비율 변경 및 과목별 상대평가 비율 명확하게 규정 [증빙 (4)-9, 

p.116]

-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명 옆에 N/A(Not Applicable), 재수강 

교과목명 옆에 R(Retake)로 표기 [증빙 (4)-10, p.118]

-  성적 포기제도 폐지 [증빙 (4)-10, p.118]

-  기본 상대평가 적용 교과목 확대 및 상대평가 비율 변경 [증빙 (4)-11,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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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2-1b]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 관련 기술 자료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1) 재수강 신청 가능 요건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46조에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로 규정 [증빙 (1)-1, p.123]

제46조(재수강)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 「학칙시행세칙」 제6조에 재수강 가능 과목 및 성적에 대해 규정 [증빙 (1)-2, p.124]

- 재수강은 이미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B+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과목 혹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신청 가능

-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하고 이전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며, 성적증명서에 

이전 이수한 과목명 옆에 R(Retake)로 표기 

- 재수강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

- 재수강 전의 F학점은 삭제 불가하며 N/A로 표시

제6조(재수강) ① 재수강은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 중 성적이 B+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6.>      
② 재수강과목은 성적은 A0 이하로 하며,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로 하고, 성적증명
서에는 이전에 이수한 과목명 옆에 R(Retake)로 표기한다. 다만 해당 성적에 의한 학사처리는 
변동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4., 2014.5.15.>      
③ 재수강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재수강 관리 점검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학기 초 ‘성적평가 관련 안내’ 공문에 재수강 관련 사항 안내 [증빙 (2)-1, p.125]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재수강 과목 성적평가 관련 안내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부여함을 공지

 ○  학사행정인트라넷 성적입력시스템에서 재수강임을 명시하고, A0 이하로 부여되게 

시스템화 함 [증빙 (2)-2, p.170]

 ○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재수강 관련 규정 정비 조치

-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하며, 이전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변경 조치 [증빙 (2)-3, p.173]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증명서에 이전 이수한 과목명 옆에 R(Retake)로 표기 

조치 [증빙 (2)-4, p.176]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 전의 F학점 삭제 불가 조치 [증빙 (2)-4,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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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2-1c] 학사경고 부여 기준 관련 기술 자료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1) 학사경고 기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50조에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로 

규정 [증빙 (1)-1, p.179]

제50조(학사경고) ①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  「학칙」 제50조, 제51조에 학사경고대상자에 대한 조치 및 제재를 규정 [증빙 (1)-1, 

p.179]

-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제50조 2항)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이수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제51조 2항)

- 재수강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함(제50조 3항)

제50조(학사경고) ①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③ 재수강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51조(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학생은 21학점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15학점 이하
로 이수학점을 제한한다.

 ○ 학사경고 대상자의 제적 및 재입학 관련 규정

-  재학 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1학년이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처리(학칙 제36조 3항) [증빙 (1)-1, p.179]

제3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개정 2008.9.29> 
1.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다만, 1학년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학칙시행세칙 제22조 1항) [증빙 (1)-2, p.180]

제22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징계 제적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학사경고 관리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학부모에게 학사경고통지서 발송 [증빙 (2)-1, p. 181]

 ○ 학사경고 학생에게 학사경고자 상담프로그램 안내문 발송 [증빙 (2)-2, p.183]

 ○ 학과장과 지도교수에게 학생지도 요청 공문 발송 [증빙 (2)-3,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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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경고 사후 지도 프로그램

학생학생

학과장·지도교수

소속학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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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심층면담

지도 격려

상담프로그램

[그림] 학사경고자 지도프로그램 흐름도

 ○ 학사경고 현황 (2012~2014)

구분 재학생수(A)
학사경고 현황 학사경고 제적 현황

인원(B) 비율(B/A) 인원(C) 비율(C/A)

2012년 1학기 6,206명 143명 2.3% 14명 0.2%

2012년 2학기 5,890명 149명 2.5% 27명 0.5%

2013년 1학기 6,431명 125명 1.9% 6명 0.1%

2013년 2학기 5,979명 120명 2.0% 14명 0.2%

2014년 1학기 6,311명 136명 2.2% 8명 0.1%

2014년 2학기 5,795명 146명 2.5% 19명 0.3%

총계 36,612명 919명 2.5% 88명 0.2%

- 학사경고 제적생 수는 보통 2학기가 1학기보다 높음 

-  재학생수 대비 학사경고 비율은 매학기 1.9% ~ 2.5%

-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 비율은 지도교수 상담 및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 결과 재학생수 대비 0.1% ~ 0.5%로 낮은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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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3-1-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련 기술 자료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운영

 ○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대학의 정체성을 ‘교육중심대학’

으로 두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 및 다양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학이념

교육이념

차미리사정신

살되, 네 생명으로 살아라

자기존중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양성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창의성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

주체성

덕성 창의

양성(교육지원시스템)

지성

VISION

세계 수준의
교육명문 대학

[그림] 대학의 정체성 개요도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내용

 ○ 우수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  우리 대학은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2012~2017)하고, 2014년에 

중간평가(모니터링)를 통과한 검증된 교육환경을 보유 [증빙 (1)-1, p.523]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의 평가의견을 분석·반영

 ○ 학습역량 진단 제도의 운영

-  신입생의 특성, 학업환경, 학습전망, 기초 학습능력 등을 조사하는 ‘덕성여자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증빙 (1)-2, p.525]

-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첫 학기에 언어능력 진단조사를 실시 [증빙 (1)-3, p.546]

-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언어능력 수준을 파악한 뒤, 이를 지표로 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증빙 (1)-3, p.546]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상기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가 반영된 내용

 ○ 우리 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시 강점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확대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 학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특성을 

고려한 실행 계획을 논의 [증빙 (2)-1, p.552]

 ○  언어교육원은 신입생의 영어능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학습 커리큘럼과 교육 

수준을 구분하여, 학생역량에 맞는 교육을 실시 [증빙 (2)-2, p.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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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 LALA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기별 수요와 미비된 역량에 대응되는 

세부 프로그램 도입으로 맞춤화 실현 [증빙 (2)-3, p.679]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인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빙 

(1)-4, p.551] 균형 잡힌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간 협력을 통한 지식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덕성(德性)의 함양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상호이해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계시민적  

지식인 양성

맞춤형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신입생, 유학생, 새터민 대상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차별적이고 전문화된 역량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특성화된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지향적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교육이념

학습역량의
균형있는 발전
추구

[그림]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공동체 프로그램

- 학습역량과 덕성의 겸비를 추구하는 협력 기반의 팀학습 프로그램

-  우수한 선행 학습자의 학습지식, 기술, 경험 등을 후행 학습자에게 전달, 공유하는 

방법으로 지식교류와 학습 성과의 계승을 추구

-  덕성튜터링, 협동모둠학습, 학습포트폴리오,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 학습노하우 

에세이, 좋은 강의 에세이 [증빙 (3)-1, p.746]

 ○ 맞춤형 프로그램

- 학습능력 향상과 다문화 이해능력을 겸비하는 구성원간 지원 프로그램

-  신입생, 유학생, 새터민, 학업부진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들과의 지원체계 연결

-  학습컨설팅, 신입생 학습전략 특강, 글로벌튜터링, 하나튜터링, 기숙영어 프로그램 

[증빙 (3)-2, p.754]

 ○ 특성화 프로그램

- 차별화된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한 주제별 집중지원 프로그램

-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자기분야 창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에 노력

-  덕성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학습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전문약사 기숙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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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3-2-1]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련 기술 자료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구축·운영

(1)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내용

 ○  종합인력개발원 주도로 지난 2012년 취업진로의식조사 및 분석 진행 [증빙 (1)-1, 

p.275]

-  조기 진로 지도와 상담,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취업 추천과 알선, 인턴십·

직장 체험 프로그램 확대, 진로 탐색·설계 프로그램 확대 등에 관한 높은 수요 확인

 ○  학생상담센터는 심리 상담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상태와 사후 상태를 조사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시스템 운영 [증빙 (1)-2, p.279]

-  심리 상담을 하기 이전 우울과 불안, 자존감, 동기 유발 등과 관련한 상태를 측정하고 

심리 상담 이후 개선 효과들을 다시 조사

-  전반적인 학생상담센터 이용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행 [증빙 (1)-3, 

p.287]

-  심리 상담 전후의 개선 효과 확인 가능, 대체적으로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요구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개선점 지속 모색

(2)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 반영 내용

 ○  종합인력개발원의 취업진로의식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커리어 어드바이저 취업상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3월 오픈

-  이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취업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  

[증빙 (3)-1, p.385]

 ○  학생상담센터는 지속적인 학생 수요 고려 및 신속한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한 수준 높은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증빙 (2)-9~16, p.344~382],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홍보 확대와 환경 개선 [증빙 (1)-2, p.279] 

-  위기상담 바로 서비스 보완, 심리검사 피드백 시스템, 집중·게릴라 홍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심리검사 패키지 확충, 표현예술과 음악 치료 집단상담 등 

개선 [증빙 (3)-2, p.399]

-  기존에 학생처 장학금 면담 위주의 상담이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된 

지도교수 진로지도체제 구축으로 관련 실적 크게 향상 [증빙 (2)-8, p.343]

 ○  기존의 진로 및 심리 상담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기진단이 

가능한 '덕성다움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증빙 (2)-14~16, p.368~382]

(3)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인 종합인력개발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포함)과 학생상담센터가 중추적으로 담당 [증빙 (3)-1, p.385], [증빙 (3)-2,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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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여대생 진로와 커리어 개발에 대한 전담기구들을 학생처로부터 독립 

설치하여 운영

 ○  심리 상담도 1970년 전담기구 설치와 1982년 심리학과 개설 이후 대학원, 연구실, 

상담실(덕우당) 운영을 통하여 전문화·차별화된 심리 상담 진행   

 ○  특히 교육이념인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 설계와 

지원을 위한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구체적으로 진로 및 심리 상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프로그램 

들은 건전한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 함양, 개인별·학과별 맞춤형 특성 반영, 

여대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 있게 설계하여 

운영 [증빙 (2)-1~14, p.290~368]

 ○  학생들의 학사관리(우수/학사경고), 대학생활(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지도 

교수제 도입 운영을 통하여 상시적인 진로와 심리 상담 가능 [증빙 (2)-8, p.343]

 ○  2014년 신입생부터는 덕성다움교육에 기반하여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그 변화와 개선에 관한 결과와 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운영 : 시스템 구축과 개발에 9,800만원 투자 [증빙 (2)-15~16, p.371~382]

공동체 프로그램

•  두!드림 해!드림  
커리어 워크샵

•  직업 선호도 검사  
집단 워크샵

• 집단상담
• 정신건강 특강

진로 심리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  커리어  
어드바이저

•  학과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 개인상담
• 심리검사/해석상담
• 심리/상담 워크샵
• 학년별 지도교수제
• 덕성다움교육 상담

진로 심리 상담

•  Career  
Cinema Talk

•  여성의 진로  
탐색과 설계

•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강

•  찾아가는 심리
측정 페스티벌

진로 심리 상담

[그림]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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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시스템(성과 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1) 환류시스템의 내용과 절차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정량적·정성적 만족도와 효과 측정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실 진단과 보완에 활용하여 개선 실적 

지속 창출

-  종합인력개발원에서는 개별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개선 [증빙 (1)-1~7, p.527~575]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상담 내용과 평가 결과를 수집·정리하여 차별화되고 체계화된 

상담 진행에 활용, 매 학년 초 신입생 대상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생활연구]를 

발간 [증빙 (1)-8~12, p.577~631]

 ○  2014년 ‘덕성다움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진단, 

분석, 사후조치가 하나의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정비 [증빙 (2)-4, p.648]

[그림] 덕성다움교육 시스템 현황

  

근본질문

교수

학생

Who Am I?

멘토역할 수행

덕성지수 측정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탐색과목

자기주도적 인생설계

덕성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요구역량 함양 점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폭넓은 기초소양교육
덕성다움 
교육

꿈공동체

입학 단계

Quo Vadis?

질문하는 방법, 이슈에 접근하는
사고체계 교육

재학과정

Dedication to Society?

학교-사회 가교역할

졸업시점

학업 창업 취업

[그림] 덕성다움교육 환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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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표> 환류시스템을 통한 진로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사항

프로그램 문제점/요구사항 개선사항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심분야 다양성에 따른 집중도 저하
•관심 유발 유인 마련 필요

• Career Cinema Talk(2011)  
프로그램 개발 운영

Career 
Cinema 

Talk
•학과 특수성 반영 프로그램 필요

• 학과로 찾아가는 취업컨설팅(2013)  
프로그램 개발 운영

커리어
어드바이저

•학과 특수성 반영과 효율성 제고 필요 •취업진로 책임교수제 도입(2014)

개인 및  
해석상담

•비정기적 위기상담 필요
•다양한 홍보와 상담 서비스 확대
•다양한 상담 서비스 마련

•위기상담 바로 서비스 보완(2013)
• 대동제 기간 집중 홍보와 게릴라 교내 

홍보 등 진행(2013)
• 자기 이해, 대학생활 적응, 진로적성  

상담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2014)
•해석상담 추가 진행실시(2013) 

심리검사
•심리검사실 환경 개선
•다양한 심리검사 서비스

•검사실 환경 미화 사업(2013~2014)
•심리검사 패키지 확충(2014)

집단상담 •다양한 집단상담 서비스

• 표현예술치료 집단상담, 음악치료  
집단 등 상담 추가(2013)

•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횟수 확대
(2014)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강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특강 실시
•‘데이트 & 性 스쿨’

• 학생 수요 파악 후 기획회의를 통한  
특강 주제 설정과 실용성 고려(2013)

•데이트 폭력 관련 특강 실시(2014)

정신건강  
특강

•특강 운영의 다양한 문제점 개선
•정신과 관련 강사 초빙(2013)
• 실용적 강의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한 학생 참여 반영(2013~2014)

찾아가는  
심리측정  
페스티벌

•자세한 심리검사 결과 피드백
•함께하는 심리검사 진행
•심리적 불편함과 함께 진로상담 병행

• 이메일로 심리검사 결과 피드백과  
추후 개인상담 실시(2013)

•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하는  
심리검사 실시(2014)

• 우울과 불안 검사와 더불어 진로상태 
진단 검사 추가(2013)

학년별 지도
교수제

• 체계화된 학생 상담 관련 정보  
파악 필요

• 학생의 대학생활 변화 과정 추적 가능 
시스템 필요

• ‘덕성다움교육’ 시스템 구축: 체계화된 
상담 진행과 성과 추적 가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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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3-4-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련 기술 자료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내용

 ○  종합인력개발원은 ‘취업진로의식조사(3년 주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 요구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분석 [증빙 (1)-1~2, p.1,075~1,080]

 ○  산학협력단 부설 한국여성기업가정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여성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연구, 포럼 및 세미나 추진 [증빙 (2)-1~3, p.1,133~1,138]

-  ‘여성기업가정신 및 창업혁신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동기, 사업전략, 

기업가적 역량 등 조사·분석 [증빙 (1)-3, p.1,125]

(2)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가 반영된 내용 

 ○  ‘취업진로의식조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로 활용 

-  학생들에게 유익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시행

•  2013년: 직무소개 및 채용설명회, 2013 입사서류 콘테스트 

[<표 3-4-1> 증빙 (1)-46, p.252, (1)-48, p.268]

•  2014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외국계기업 실전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 

바로알기 설명회, 취업활성화 지원, 입사지원서 특강, 산업/기업분석 특강  

[<표 3-4-1> 증빙 (1)-79~87, p.420~491]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여성기업가정신 및 창업혁신도 조사’ 분석 결과를 2015

년도 강의 계획에 반영하여 신규 교과목 개설 [증빙 (2)-4, p.1,140]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덕성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의 대학 교육이념을 토대로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에게 체계적으로 취·창업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Ⅱ. 자체평가 결과 보고 3. 학생 지원

752015년 덕성여자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교육
이념

취업

창업

졸업이후

창업 실행단계

Successful
Employment
사회진출

4학년

창의 : 창발적 도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심화단계

3학년

Competence
Development

역량강화/구직기술

2학년

지식 : 전문성 함양

Vision Building
Career Roadmap
비전/목표수립

1학년

덕성 : 가치관 확립

기업가정신 및 창업 입문단계

벤처 창업, 우머노믹스 - 여성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식재산과 창업
취업과 창업

일반인 창업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스마트 창작터

창업 특강, 창업 현장 실습

여성의 진로탐색과 설계, 취업전략1 
(취업기초전략)

인턴십 학점인정(기업실무인턴십1~4, 산학협동인턴십1~4)

1:1 취업상담, 취업진로책임교수제도

진로설계워크샵, 두드림해드림 멘토링, 어학/IT특강
커리어서포터즈, 커리어소그룹지원(취업스터디, 고시반)

입사서류콘테스트,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직업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 대기업직무적성검사

직무소개 및 채용 설명회

취업전략2(성공취업전략), 기업직무적성검사 이해
신문과 사례로 배우는 경제/경영의 이해

구
직
활
동

미취업자  
졸업자 

Retraining  
프로그램

• 잡매칭
• 잡컨설팅
• 정보제공
•  취업스킬  
클리닉

Self-Analysis
Exploration
자기분석/탐색

덕성 인턴십(직장체험)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그림]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①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로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사
회

진
출

역량
강화
/구

직
기
술

비
전
설
정
 및

 목표 수립

자기분

석
/탐
색

4  Career
Management

System

•  덕성 4CMS Framework에 근거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년별 참여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증빙 (3)-1, p.1,171]

•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 안내 책자 비치 및 

배포 [증빙 (3)-2), p.1,178]

•  전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증빙 (3)-3, p.1,181]

•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소개/참여 인원 모집 공고문 

온·오프라인 홍보 [증빙 (3)-4, p.1,182]

[그림] 덕성 4CMS 체계도



4.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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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성과

4.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4.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기술 4-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자료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  우리 대학은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의 질 제고 [증빙 (1)-1~15, p.1~18], 

[증빙 (2)-1~7, p.19~25]

- 만족도 조사 주체는 조사내용에 따라 다양화하여 운영

•  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왔으나 종합적·포괄적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총괄 [증빙 (1)-9~10, p.11~12]

•  만족도 조사는 연도, 추진 주체 및 순서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예: 덕성 

여자대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2015-학-1]) [증빙 (2)-6, p.24]

•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주체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조사를 수행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조치를 마련 [증빙 

(1)-1, p.1]

- 만족도 조사 대상은 대부분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생임

•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부모와 산학협력기업/기관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증빙 (1)-10~11, p.12~13]

•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만족도 조사 실시 [증빙 (1)-15, p.18]

-  만족도 조사 내용은 조사 목적에 부합되면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

• 조사 내용은 조사 목적에 따라 질문 방식, 문항 수, 분량을 최적화 

•  만족도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설문지에 설문의 취지 설명과 더불어 비밀 보장을 명시하여 성실한 답변 유도  

[증빙 (2)-5, p.23]

•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모든 필수항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사

•  모든 설문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문항의 경우 5점  

척도를 원칙으로 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유기술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증빙 (2)-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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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방법은 참여율 제고와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 [증빙 (1)-1~15, p.1~18]

•  조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웹서베이(홈페이지, 학사행정인트라넷), 오프라인 

설문조사, 각 학과를 통한 설문조사 등 맞춤형 조사방법 활용 

•  만족도 조사는 원칙적으로 최소 1주일 이상 실시

 ○  우리 대학은 교육, 교수학습의 질, 교육 시설 등 교육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서비스 개선에 활용 [증빙 (1)-

1~15, p.1~18], [증빙 (2)-1~7, p.19~25]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교육 성과, 학교생활, 교육 서비스, 교육환경 및 시설, 

행정 서비스,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6개 분야에서 실시

-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교육 성과, 학교생활, 교육환경 및 시설, 

행정 서비스 4개 분야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3년 주기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 예를 들어 재학생 취업진로의식 조사는 2006년, 2008년, 

2012년에 실시하였으며 2015년 조사를 실시할 예정 [증빙 (1)-1, p.1]

 ○ 조사 분야 및 연도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조사 분야
학생 학부모 기업/기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교육 성과
• 재학생 취업진로  

의식 조사

•재학생 만족도 조사
• 외국인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 산학협력 기업/ 

기관 만족도 조사

학교생활

• 재학생 취업진로  
의식 조사

• 신입생 입학  
만족도 조사

• 학생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 신입생 입학  
만족도 조사

• 학생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재학생 만족도 조사
• 학생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육  
서비스

• 약학대학 실무실습 
만족도 조사

•재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육환경 및 
시설

•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재학생 만족도 조사
• 외국인 학생  

만족도 조사
•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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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체평가 개선방향 총괄표

1. 정량지표

구분 보완 비고

전임교원 확보율 - 수료제도 도입 검토

취업률
- 유지취업률 집중 관리 필요

- 수료제도 도입 검토

학사관리 전임교원강의비율, 강사강의료 등 현 상태 유지 필요

2. 정성지표

구분 보완 비고

규정류

- 장기결석자 관리 규정 보완 

- 성적평가 프로세스 관련 규정 필요

- 출결관리제도 관련 규정 필요

- 휴보강 관련 규정 필요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규정 필요

프로세스

- 전영역 공통 환류시스템 보완 필요 (중요)

  * 전자결재 시스템 상에 상시화 프로세스 구축 검토

- 덕성다움교육의 환류체계 관리 필요

- 전자출석시스템 도입 검토 요망

붙임. 1. 영역별 개선검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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