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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학년도 환류

1.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대학)

2.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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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대학)1

❍ 2019학년도 대학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학과 실행과제와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의 연계성 검토 필요

∙ 중장기발전계획과 학과발전계획 실행과제 연계결과 제출을 통한 연

계성 확보

∙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번호와 학과 실행과제 매칭을 통한 연계

성 확보

●

2 교육정책, 교육과정개발 절차 및 시기가 명시된 규정 제정 필요

∙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가 명시된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제정

∙ 규정명 :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등에 관한 규정(20.07.14.)

●

3 직업교육혁신원 연간계획 수립 시 상세한 예산 내역 작성 필요 ∙ 2020학년도 연간계획수립 시 프로그램별 세부 소요예산 작성 ●

4 학과별 예산 계획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2020학년도 학과별 발전계획 수립 및 재정투자 계획 제출을 통한 

세부 소요예산 작성

∙ 주기적인 학과예산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운영현황 확인

●

5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역량기반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인증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은 2021학년도에 진행
▲

6 NCS학사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효율 및 편의 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 등의 노력 부족 ×

7 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편성 및 운영 시, 학과 및 대학 교육과정위

원회 심의를 포함한 절차 준수

∙ 학과 및 대학교육품질보고서 작성을 통한 교육과정 환류 실시

∙ 교육과정 편성표 및 NCS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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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8 중장기발전계획 상의 관련 성과지표 검토 필요

∙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1.1.1.)의 성과지표 검토를 통한 조정 

∙ `20년 기준 현장직무교육과정 개발률 : 69% → 50%

∙ `20년 기준 현장직무교육과정 운영률 : 97% → 89%

●

9 NCS기반 교과목의 학과별 개발율 적정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학과장 회의 시, 계열별 NCS기반 교과목 개발율 논의

∙ 인문사회 계열 : 30%, 공학/자연과학계열 50%

∙ NCS기반 교과목 개발율의 규정화는 미실시

●

10 교직원 직무연수 관련 규정 마련 및 직무연수 정례화 필요

∙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내 대학회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

∙ 신설조항 :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2조(교육훈련)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직원 직무연수 확대 및 정례화 미추진

▲

11 교육정책 및 운영의 구체성을 포함한 별도 규정 제정 필요

∙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가 명시된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제정(20.07.14.)

∙ 규정명 :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등에 관한 규정

●

직업교육

환경
12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의 조기 추진 및 관련서식 간소화를 통한 행정업

무 효율성 강화 노력 필요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의 효율성 강화 노력 미흡 ×

교육성과

13 중장기발전계획 이행점검 시 성과지표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부서별 적정성 검토 및 

수정/보완 실시
●

14 미도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필요

∙ 부서별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연간계획 수립

∙ 연간계획 내 목표치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미흡

∙ 주기적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성과지표 이행점검 실시

▲

15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과 및 대학차원의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
∙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과장 회의 개최

∙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 
▲

<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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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교육성과 16 대학의 여건과 정책에 부합한 목표 취업률 조정 필요
∙ 대학의 목표 취업률 도달을 위한 학과별 목표취업률 조정

∙ 전년 대비 0.9% 상향 조정
●

교육

수요자

만족도

17 환류에 대한 대학자체평가위원의 역할 강화 및 규정 보강 필요

∙ 교육수요자 만족도 환류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관련 규정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2021.01.05.)

∙ 만족도 환류를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시

●

18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 및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보강 필요

∙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작

성 및 보고 의무화 실시

∙ 교육수요자 만족도 이행계획 및 점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

CQI
19

대학 및 학과 CQI 문항에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항 

추가 필요

∙ CQI에 `20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역량기반 교육과정 관련문항 추가

∙ 추가문항 : ① 교과목과 핵심역량 매칭의 적절성, ② 하위역량 교

육의 적절성, ③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향상 도움정도

●

20 교육품질관리 운영규정 내 학과 및 대학 CQI 규정화 필요 ∙ 학과 및 대학 CQI 규정화 미실시 ×

기타 21 원격 및 온라인 강의에 대한 환경, 인력, 제도 마련 필요

∙ 2020년 10월 센터장 1명 및 담당직원 2명으로 구성된 원격교육지

원센터 설립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별도 업무공간 조성 완료

●

<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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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학과)2

❍ 2019학년도 건설정보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2 학과 지침 연계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

3
2019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2회 추진 및 가족회사 워크숍 추진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의 개최 후 의견 수렴 ●

직업교육

환경

4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환경개선 내용 포함)

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흡

∙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개선 완료

∙ 강의실 2개, 실험실1개 환경개선 완료
▲

5 혁신지원 사업 및 대학회계 연계 기자재 확보 ∙ 확보 ( 태블릿PC, 작업용 의자 ) ●

교육성과

6 취업률 대책마련 회의를 통한 해결책 도출 ∙ 취업률 제고마련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해결대책 도출 ●

7 학생 상시상담 체계화 및 지도교수 운영 ∙ 학생 상시상담 체계화 및 지도교수제 운영 ●

8 다양한 전공분야 관련 교육 기관 및 산업체 발굴 ∙ ㈜서진CNS와 MOU체결하여 자격증 취득률 향상 ●

만족도

9 2019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국제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10 2019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직무 만족도 조사 실시 ●

11 2019년 산업체 요구분석 조사 실시 ∙ 교량모형제작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 ●

기타 12
전공공통(기초), 인력양성(직무), 현장연계실무로 구분하여 운영(통

계)현황 작성

∙ 전공공통(기초), 인력양성(직무), 현장연계실무로 구분하여 운영현

황 작성
●

< 건설정보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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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환경보건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환경 및 산업위생의 2개 직무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로 전문적이고 효

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환경분야에서 산업위생분야의 직무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 ●

2
요구조사와 만족도조사 결과에 근거한 직업기초 교과목 편성 및 학점 

변경

∙ 직업기초 교과목(대인관계와 화법, 직업윤리와 인성,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1학년과 2학년에 편성
●

3 산업위생, 사회봉사 교과목 지속적 편성 및 개설 ∙ 산업위생 관련 과목과 사회봉사 과목 편성 ●

교육성과

4 3학기 이상 이루어지는 정규교과 진로지도 과정 편성

∙ 진로지도 교과목 학기별로 편성

  쥐업과 진로탐색 : 1-1 / 취업과 진로선택 : 1-2

  쥐업과 진로준비 : 3-1 / 취업과 진로도전 : 3-2

  자기계발 1 : 2-1 / 자기계발 2 : 2-2

●

5 취업과 진로선택, 취업과 진로도전 체계 수립 ×

6 자격시험 합격률 향상을 위한 수업방식 운영, 현장실습 확대
∙ 2학년 과정에 자격증 중점 과목 집중 편성

∙ 현장실습 필수화
●

기타

7
연차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학과품질보고서 작성을 통한 교육

과정 개선 및 환류

∙ 연차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학과품질보고서 작성을 핵심역량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및 환류를 추진
●

8
NCS 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연구센터, 취창업지원센

터 등과의 협업관계 유지

∙ 직업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연구센터, 취창업지원

센터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환경보건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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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내용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중장기 발전 연계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 프로그램  및 비정규 프로그램 수정 ▲

2 소방시설 설계 특화 교육과정 개발 ∙ 설계 직무 연계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

3 학과 지침 연계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 학과 지침 연계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

4 교육과정 개발 시 전교과목 명세서 작성 ∙ 전 교과 교과목 명세서 개발 완료 ●

5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실천과제 수립 ∙ 산학협력 기반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

6 STAR 인재양성 핵심기반 역량 준수 ∙ STAR 인재양성 핵심기반 역량 준수 ▲

직업교육

환경

7 연차별 학과발전계획수립(환경개선 내용 포함)
∙ 온라인 강의 제공 환경 구축

  (과제물수업, 동영상 수업, 원격 강좌 등)
▲

8 혁신지원 사업 및 대학회계 연계 기자재 확보 ∙ 온라인 강의 제공 기자재 확보 ▲

9 직무 및 교과목 연계 재료비 확보 ∙ 직무 및 교과목 연계 재료비 확보 ▲

교육성과

10 취업률 대책마련 회의를 통한 해결책 도출 ∙ 현장실습 및 산업네트워크 확대 ▲

11 강소 기업 및 소방공무원 취업 확대 추진 ∙ 강소 기업 및 소방공무원 취업 확대 추진 ▲

12 학과 홈페이지 개선 및 학생이력 시스템 운영 ∙ 학과 홈페이지 개선 및 안내 메시지 발송 ●

13 학생 상담 세분화 및 지도교수 운영 ∙ 학생 상담 강화 및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 ▲

만족도 14 2019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2020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 소방안전관리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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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내용
개선

여부

만족도 16 2019년 산업체 요구분석 조사 실시 ∙ 현장실습 대상자 산업체 요구조사 실시 ▲

기타
17 2019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 SME 연계 워크숍 미추진

∙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로 대체
×

18 2019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워크숍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과정 평가 참여인원 제한 ▲

< 소방안전관리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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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전기전자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강의계획서, 출석부 등 서류의 학과 표준화 필요 ∙ 학과 출석부 표준화만 기초 초안 마련 ▲

2 외부 산업체 인사의 특강 실시 및 가족회사 협약 강화 필요
∙ 코로나19로 외부 산업체 특강은 미실시

∙ 가족회사는 5개 업체와 협약 체결, 목표 달성률: 100% 
▲

직업교육

환경

3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여름방학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진행 필요 ∙ 3316 강의실 리모데링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미실시 ×

4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1학기에 기자재 구입 진행 필요 ∙ 기자재 사양검토, 가격 조정 등으로 1학기에 미실시 ×

교육성과

5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학기 개강 전에 실험실습 재료 구매 진행 

필요

∙ 1학기는 개강 후에 구입 진행

∙ 2학기는 수업전에 구입 진행
▲

6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력 향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

영 필요

∙ 전공관련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 모의크라우드 펀딩경진대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7
학생들간 유대형성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운영, 스터디 그룹 운영 등 

학생들의 자발적 프로그램 지원 방안 필요

∙ 코로나19로 MT 미진행

∙ 탁톡탁구동아리, RC프로그램 운영
▲

< 전기전자공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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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신기술(IoT, 드론, 게임 등) SW 교육과정 도입 필요 ∙ IoT 및 드론 코딩교과목 편성 및 게임 SW교과목 차년도 개발/편성 ▲

2 대학 핵심역량 개발에 따른 학과 교육과정 개발 필요 ∙ 대학 핵심역량에 기반한 핵심역량 교육과정 개발 완료 ●

3 전공심화과정 개설 필요

∙ 전공심화과정 개설을 위해 디자인 계열과의 융복합을 추진하였으

나, 교육확보율 미흡으로 일시 중단

 ※ 단, 디자인 계열에서 전공심화과정 개설 시, 4년제 입학 희망자 

연계 추진

▲

직업교육

환경

4 PBL 실습실 구축 필요 ∙ 3401 강의실 환경 개선을 통한 PBL 실습실 구축 완료 ●

5 전산 실습실 환경 개선 필요 ∙ 3417 전산실습실 환경개선 ▲

교육성과

6 대학교육성과발표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수작 입상 추진 필요
∙ 2020년 교육성과발표회 20개팀 이상 참여 및 최우수상 포함 다수

의 입선/수상 획득
●

7 온라인 LMS 환경 구축
∙ 자체 서버를 통해 온라인 LMS 시스템 구축 및 20학년도 운영(CO

VID-19 사태 촉발)
●

만족도 8 해외취업 및 현장실습 추진 필요
∙ COVID-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취업 및 현장실습 추진 미

흡, 차년도 재개 추진 예정
×

기타 9 고교생 수요 및 시대 흐름을 고려한 학과명칭 변경 필요
∙ 고교 3학년 및 입시 면접 학생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학과 명칭 개

편 논의 중 예) 컴퓨터&게임․보안학과
●

< 컴퓨터공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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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중장기 발전 연계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중장기 발전 연계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연계 ●

2 3D 설계 특화 교육과정 개발 ∙ 3D 설계 특화 과목 MAX 기초과정 개선 ●

3 학과 지침 연계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추진 ∙ 학과 교육과정 개발의 명확화 추진 ●

4 교육과정 개발 시 전교과목 명세서 작성 ∙ 교육과정 수정에 따른 전 교과목 명세서 작성 ●

5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 산업체 연계과정에 따른 교외실습 구축 ▲

6 STAR 인재양성 핵심기반 역량 준수 ∙ 실무형 맞춤 전문인재 양성 추진 ●

직업교육

환경

7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환경개선 내용 포함) ∙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

8 혁신지원 사업 및 대학회계 연계 기자재 확보 ∙ 혁신지원 사업 및 대학회계 연계 기자재 확보 연계 ▲

9 직무 및 교과목 연계 재료비 확보 ∙ 실무형 직무 및 교과목 연계 재료비 확보 추진 ●

교육성과

10 현장실습 및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률 해결책 도출 ∙ 신규가족회사 개발을 통한 취업률 향상 추진 ▲

11 기업체 네트워크 및 관리를 통한 취업 유지 관리 추진 ∙ 취업학생과의 지속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유지취업률 향상 추진 ●

12 학과 홈페이지 개선 및 학생이력 시스템 운영 ∙ 지속적인 학과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연계 ●

13 학생 상담 세분화 및 지도교수 운영 ∙ 신입생 충원 향상 대책 마련 ●

만족도
14 2019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2020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15 2019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2020년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 건축인테리어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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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만족도 16 2019년 산업체 요구분석 조사 실시 ∙ 2020년 산업체 요구분석 조사 실시 ●

기타

17 2019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추진 ∙ 2020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추진 ●

18 2019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워크숍 추진 ∙ 2020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워크숍 추진 ●

19 2019년 인턴십 및 복수학위를 추진 ∙ 2020년 인턴십 및 복수학위를 추진 ●

< 건축인테리어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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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자치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교육홍보를 통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해증진 강화 ∙ 강의계획서 등을 통한 관련 역량 안내로 이해 증진 유도 ●

직업교육

환경
2 지속적 교육여건 개선 추진 필요

∙ 강의실(1개), 학습 및 세미나실(1개), 사무실(1개) 개선사업 실시

동영상 강의를 위한 환경구축 미흡습실 환경개선
▲

교육성과 3 재학생충원율 향상 방안 필요
∙ 상담 강화 등을 통한 야간과정 재학생 충원율 향상

(93.48%->95.65%)
●

만족도
4 현장실습 만족도 제고 방안 필요

∙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능기관 등 SNS를 활용한 현장실습을 위한 다

양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 현장실습처 확대를 위한 가족회사 체결 추진

●

5 교외교육 등 현장기반 교육 강화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해 교외교육 추진 불가, 전문가 온라인 특강 추진 ▲

기타 6 효율적 계획을 통한 취업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필요
∙ 진로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2원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공

공행정 과정/사회복지 과정) 
▲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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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전공심화과정 학생역량강화 및 지원실적 미흡 ∙ 전공심화과정 별도 운영계획 수립 후 학생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보 ●

2 학생 자율학습 프로그램(스터디 및 동아리) 활동 미흡 ∙ 학생 자율학습을 위한 영어동아리(필로스)신설 ●

직업교육

환경
3 전공심화 별도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 예산 수립 필요 ∙ 학과 운영계획 수립 후 전공심화 별도 예산 확보 ●

교육성과 4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을 위한 심화된 사회복지 학습 필요 ∙ 교육과정 개발/개편회의를 통한 사회복지분야 신규교과 도입 검토 ▲

기타 5 전공심화과정 운영평가 대비 전임교원 비중 미흡 ∙ 전공심화과정 전임교원 비중 확대 ●

<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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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경찰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경찰채용 과목 개편 예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수립
∙ 내/외부위원들과 워크숍 통해 경찰 채용시험 과목 변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변경과목 편성함
●

2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으로 구성 및 로드맵 수립
∙ 내·외부위원들과 워크숍을 통해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으로 구성 

및 로드맵 수립함
●

3
경찰 직무는 자체직무분석, 경호ᆞ보안 직무는 NCS활용으로 교육과

정 수립
∙ 각 직무별 자체직무분석과 NCS활용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함 ●

직업교육

환경

4 대학회계를 통해 실험실습재료비 수급 및 전년 대비 증가 ∙ 대면 교육을 전제로 한 대학 차원의 행ᆞ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환경이 초

래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음

▲5 대학회계를 통해 실험실습기자재 수급 및 전년 대비 증가

6 대학예산을 통해 환경개선비를 수급하였으나 예정된 공사기간 차질

교육성과

7 전년 대비 취업률 저조로 대책 마련

∙ 학생별 전담교수를 지정하여 취업을 독려하는 노력에도 불구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취업은 코

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성과가 미흡하였음. 다만 경찰 이외의 

공직분야로의 진출자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임

▲

8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노력을 통해 목표 대비 향상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

력으로 성취도 향상
●

만족도

9 정규 교육과정, 학사관리의 최하위 만족에 대한 대책 마련 ∙ 정규 교육과정을 경찰채용과목에 보다 비중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만족도 제고함 

∙ 학사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만족도 제고함

●
10 정규 교육과정의 최하위 만족에 대한 대책 마련

< 경찰행정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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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만족도 11 수요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캠퍼스폴리스 활동에 대한 피복·장비 구입 등 지원을 하였음. 그

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봉사활동 자체가 실행되지는 못함
●

기타

(CQI)

12 무도 실습실 구축 및 수업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도구의 조기 구입
∙ 장비는 구입하였으나, 실습실 구축은 대학의 공간부족으로 불가하

여 성과 미흡
▲

13 재학생 충원율 목표 대비 달성도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 재학생 및 복학생 상담을 통해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시켰음 ●

14 직무능력수행 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

력으로 성취도 향상
●

< 경찰행정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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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토지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수업운영 환류 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교육과정개발위원회 3회 개최와 필요 재정 지원 ●

2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수립 필요 ×

직업교육

환경

3 장비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마련 필요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행 못함 ×

4 유리칠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판서환경 구축 필요 ∙ 유리칠판으로 동계방학 이용 교체 ●

교육성과

5 특강 등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1인 2자격증 취듣률 향상 모색 ∙ 코로나로인한 자격시험 축소와 변동으로 실행 불가 ×

6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특강 등을 이용한 자격증 취득률과 공무원 합격률 향상으로 취업률 

상승
●

만족도

7 학사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배포 ∙ 학사규정에 대한 수업 중 안내 ●

8 하계 및 동계 현장실습에 대한 안내 ∙ 현장실습에 대한 안내 실시 ●

9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개최 시 학생참여 확대 ∙ 학과 학생회 대표 참석 회의실시 ●

기타

10 NCS 학습모듈의 적용이 가능한 교과는 반영토록 노력 ∙ NCS교과 운영 중 ●

11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 ∙ 시험준비 등으로 NCS연계 현장실습 참여 불가  ×

12 공채준비생에 대한 상담을 통한 산업체 취업 독려
∙ 특강 등을 이용한 자격증 취득률과 공무원 합격률 향상으로 취업률 

상승
●

< 토지행정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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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호텔조리제빵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호텔조리제빵분야 산업현장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 현장직무중심의 조리와 제과제빵으로 구분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2

인력양성 유형을 A. 조리직무와 B.제빵직무로 구분하여 운영함

전공공통 교과목 NCS 교과목 신설 또는 변경, 폐지, 학점 및 훈련시

간 수정․보완 이행 실시

∙ 전공에 알맞은 인력양성 유형에 따라서 훈련시간 보완이 필요 ▲

3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실시 ∙ 지속적인 학과 발전수립계획 ▲

직업교육

환경

4
NCS 기반 직무와 기술 습득을 위한 산업현장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

한 중장기 계획 및 추진예산 계획 마련 
∙ 직무에 알맞은 교육환경을 위한 추진예산 일부 마련 ▲

5 직무 및 산업체 NCS기반 교육과정 확립을 위한 직업교육환경 조성 ∙ 일부 교육과정 확립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 ▲

6

직업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 수립 : NCS 교육과정 

강의실 및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NCS 교과목 세부운영 기자

재 및 재료 확보

∙ 직업 교육환경에 알맞은 기자재 및 재료의 확보 ●

교육성과

7 교육성과 지표 수립 : NCS 교육과정 개발, 운영, 향상, 관리 등 ∙ 교육성과 지표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8
학과차원의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 현장실습, 산업전문가 특강, 가

족회사 협약, 진로상담 및 스펙관리 체계구축
∙ 현장실습 및 특강등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함 ×

9
학습지원 대책마련 : 산업 현장형 실무교육환경구축, 자격증 취득 프

로그램, 국내외 경진대회, 전공동아리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 자격증 취득 및 국내외 경진대회 진행 ▲

만족도 10 국제화 프로그램관련 학과 홍보물 제작 계획마련 ∙ 국제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 호텔조리제빵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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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만족도
11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

12 2019년도 교과목 CQI 분석 및 개선평가 ∙ CQI 분석 및 개선평가가 이루어짐 ●

기타 13
전공공통(기초), 인력양성(직무), 현장연계실무로 구분하여 운영(통

계)현황 작성
∙ 품질 보고서내 전공교육 운영현황을 재분류 및 통계 작성 ●

< 호텔조리제빵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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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수업운영환류시 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지원 강화 필요 ∙ 직업교육혁신원을 통한 학과교육과정위원회 추진 ●

2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료비 등 강화 ∙ 실습재료예산 증가 ●

3 방과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비정규 특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횟수 미흡 ▲

4
실무중심의 교육 및 다양한 직무의 전공습득을 위해 타 전공학과와의 

전공융합 추진 검토
∙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학과 참여 ●

5 체계적인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수립 ∙ 캡스톤 정규 교육과정 운영 ●

직업교육

환경

6 현장 실무 맞춤형 교육환경 리모델링 추진(학과발전 계획 이행) 
∙ 예산미확보로 인한 리모델링 미추진, 

∙ 조기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7 전공 요구 기자재 확보(학과발전 계획 이행) ∙ 학과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회계 기자재 예산 확보 ●

8 교과목 별 재료비 초기 지원 필요 ∙ 혁신사업 및 대학회계 연계 전공 직무별 재료비 증가 ●

교육성과

9 산업체 네트워크 활성화 ∙ 산업체 취업 설명회 추진 및 동행면접을 통한 학생 취업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횟수 미흡

▲

10 진로지도 및 추수지도 강화 ▲

11 1대1 맞춤형 상담체계 확대 마련 ∙ 각 학년 지도교수 1대1 상담 운영 ●

만족도 12 직무 선호도 조사, 교육운영만족도, 산업체 요구분석 시행 ∙ 교육과정 개발 시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 ●

기타

13 교과목별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CQI에 대한 학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14 학과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15 대학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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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 개선한 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19학년도 도출된 개선사항 2020학년도 개선실적
개선

여부

학사지원

체제

1 적절하고 간소화된 교육과정 운영 양식의 개발필요 ∙ 적절하고 간소화된 교육과정 운영 양식의 개발 노력 ▲

2 외부산업체 인사를 활용하여 전공교과의 실습강의 실시필요 ∙ 외부산업체 인사를 활용하여 전공교과의 실습강의 실시함 ●

직업교육

환경

3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교육환경 구축 필요 ∙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교육환경 구축 미흡 ×

4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장비 및 도구 확보 필요 ∙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노력 ▲

교육성과 5
멘토 활용 및 동아리활동 등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멘토 활용 및 동아리활동 등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
●

만족도 6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COI 7
대학 및 학과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성과지표 반영 및 검토항목 변

경 필요

∙ 학과 교육지표수립 및 실행에 대한 교육성과를 적절히 달성함

∙ 면허증 취득을 위한 전공 스터디그룹 운영 내용 변경 및 확대 실시
●

기타 8 ∙ 실습실 확보 및 교육 환경개선 절실히 필요 ×

< 작업치료학과 2019학년도 개선사항에 따른 2020학년도 개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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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의 교육 기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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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사명(건학이념)과 교육목표1

❍ 우리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지역인

재를 양성한다”의 건학이념(사명)을 바탕으로, ①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재양성, ② 사회 

헌신적 리더양성, ③ 고등전문직업인 양성의 3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2019년 2월 충남도립대학교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

❍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른 학과별 비전과 인력양성목표는 아래와 같음

학과명 비전 및 인력양성목표

건설정보학과

(2년제)

비 전 건설구조물 안전방재 Doctor 육성

인력양성목표 건설안전방재를 위한 건설구조물 안전진단분야에 특성화된 전문기술인 육성

환경보건학과

(3년제)

비 전 기업 참여형 교육을 통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는 환경보건 전문가

인력양성목표 국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전문기술인 양성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비 전 대한민국 대표 화재안전 지킴이 양성 학과

인력양성목표 교육목표 화재예방 분야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 인력 양성

< 학과별 비전 및 인력양성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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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비전 및 인력양성 목표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비 전 스마트팩토리 -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학과

인력양성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과 국가의 기술발전에 기여할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컴퓨터공학과

(3년제)

비 전 4차 산업혁명의 중심 SW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스마트 인재 양성

인력양성목표 스스로 SW를 창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양성

건축인테리어

학과(3년제)

비 전 산업체가 요구하는 최고의 3D설계 건축인테리어 전문가 양성

인력양성목표 3D설계 특화과정을 통한 건축인테리어 전문인력 양성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년제)

비 전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지도자 및 실무인재 양성

인력양성목표

인성 및 지성,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

공직진출 및 민간기업 취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실용적 교육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현장지향적 교육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2년제)

비 전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지도자 및 실무인재 양성

인력양성목표
지역공동체에 봉사하는 공공부문 인재 양성

인성-실무능력을 겸비한 민간부분 사무인재 양성

경찰행정학과

(3년제)

비 전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충청권의 중심학과

인력양성목표
국가와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생활안전 및 경호·보안 경찰인력 양성

토지행정학과

(2년제)

비 전 국토공간정보를 구축 관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행정가 양성

인력양성목표
인성교육과 첨단실무교육을 토대로 토지행정과 지형공간정보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호텔조리제빵

학과(2년제)

비 전 오늘부터 5년 안에 미슐랭 스타 쉐프 양성

인력양성목표
미슐랭 스타 쉐프(Culinary & Pastry Chef) 인력양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신 영토 개척

뷰티코디네이션

학과(2년제)

비 전 K-BEAUTY 스타 디자이너 양성

인력양성목표 세계트렌드를 선도하는 현장형 K-BEAUTY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양성

작업치료학과

(3년제)

비 전
휴머니즘으로 혁신적 재활(Innovative Rehabilitation)을 선도하는

작업치료사 양성 학과

인력양성목표 참됨과 실무를 가르치는 사회융합형 보건의료 교육

< 학과별 비전 및 인력양성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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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교원 현황2

❍ 2020학년도 12월 기준, 우리대학은 3개 계열(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12개 학과를 보유하

고 있고, 전임교원은 32명, 초빙교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계열 순번 학과명
교원 현황

전임 초빙

공학

1 건설정보학과(2년제) 2명 1명

2 환경보건학과(3년제) 2명 1명

3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3명 -

4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2명 1명

5 컴퓨터공학과(2년제) 3명 -

6 건축인테리어학과(2년제) 3명 1명

인문사회

7 자치행정학과(2년제)(주/야간, 전공심화 포함) 5명 3명

8 경찰행정학과(2년제) 2명 1명

9 토지행정학과(2년제) 2명 1명

자연과학

10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2명 1명

11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3명 -

12 작업치료학과(3년제) 3명 -

계 32명 10명

< 충남도립대학교 학과 및 교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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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계3

❍ 우리대학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직업기초, 기초학습, 역량강화, 진로지도, 공직진출특화, 글로

벌특화)과 전공교육(전공기초, 전공직무, 현장연계실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2020학년도 현재, 전공직무 중심의 고등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12개 전 학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교양 교육

① 직업기초교과
∙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과 대학이념을 연계한 직무중

심 교과목

② 기초학습교과 ∙ 전공교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학습 교과목

③ 역량강화교과
∙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문화, 융합, 체력 등의 전반적 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④ 진로지도교과
∙ 진로지도 및 취업스킬을 함양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준비, 진로

도전 등의 교과목과 창업진로와 관련된 교과목

⑤ 공직진출특화교과 ∙ 공직진출 희망 학생을 위한 국어, 영어, 국사 등의 필수학습 교과목

⑥ 글로벌특화교과 ∙ CNSU GLOBAL LEADER 양성을 위한 직무중심 어학능력 학습 교과목

 전공 교육

① 전공기초(공통)교과 ∙ 전공직무능력 학습에 필수 또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교과목

② 전공직무교과 ∙ 전공직무별 학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화 교과목

③ 현장연계실무교과
∙ 전공관련 창업, 융복합,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교과목과 현장실습

교과목

<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과정 체계 >



- 27 -

교육과정 관련 규정4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및 운영을 위해『학칙』,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규정
내용

조 항

학칙

(2021.02.02.)

제28조

교육

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일반교과(타 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로 구분한다. 학점 배점기준(최소 졸업학점기준)은 교양교과 15%이상 

30%이하로 하며,  전공교과시간의 50%는 실험실습(인문사회계열 20% 이

상)을 과한다. 일반교과의 교과목 인정은 소속 학과의 교양교과 학점으로 인

정한다. 다만, 소속 학과의 학과장이 전공유사성을 인정한 교과목에 대해서

는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전공만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대상학과의 교육과정은 전공교과로 하고 현장실습(실습학기제 

포함), 해외인턴실습, 조기취업자의 방법ᆞ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수강을 신청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정

하는 유사 또는 대체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⑤ 학과당 편성학점은 2년제 학과 96학점, 3년제 학과 144학점으로 한다.

⑥ 학과에서 공직진출특화교과(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중심의 학습교과), 

글로벌 특화 교과(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중심의 어학능력 학습교과), 

글로벌교과(복수학위, 해외인턴십), 현장실습, 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교과의 편성학점은 제5항에 의거한 편성학점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원활한 진로와 취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특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를 48학점까지 

전공교과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특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효력은 특화과정을 유지할 때

까지 지속된다.

⑨ 그 외의 추가편성학점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편성학점의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

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교육과

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⑪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학

과 또는 대학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으며, 교육과정의 설치, 시기, 신청, 기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과정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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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

조 항

학칙

(2021.02.02.)

제30조

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이론교과의 경우 1학점 1시수로 편성하고, 실험실습 교과의 경우 1학

점 1시수로 편성한다. 다만,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글로벌특화 과정, 공직진

출특화과정, 조기취업자는 제외한다.

학칙-

시행세칙

(2019.01.01.)

제25조

개설

교과목

① 매학기 개설교과목은 학과․학년별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개설한다.

제40조의3

NCS및

현장중심 

기반

성적평가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현장중심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

40조에 불구하고 별도로 NCS 지원센터의 NCS 및 현장중심 기반 직무능력 

완성도 교과목 평가를 통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PASS/ FAil) 인증

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무능력완성도 평가)직무능력완성도 평가는 산업체에서 직무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이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능

력을 보유한 수준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직무능력완성도 향상)학과는 직무능력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매학년 마다 

NCS 및 현장중심 기반 교육과정으로 향상시켜야 할 대상을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기초학습능력으로 정의 하고,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운영 및 평가, 개선 및 표준화 방안 등이 포함된 직무능력완성도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등에 

관한 규정

(2020.07.14.)

제6조

교육과정

개발․개편․
편성의절차

① 학과 또는 별도전공 교육과정의 개발․개편․편성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내․외부 환경분석 및 재학생 등의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2. 교육

과정 개발․개편․유지여부 및 교육과정 개발․개편방향에 대한 학과교육과정위원

회 또는 융합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 3. 학과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융합전

공교육과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 작성, 4. 교

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에 대한 학과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융합전공교육

과정위원회 심의 및 교무학생처 제출, 5.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심의, 6. 교육과정 개발․개편․
편성 결과물에 대한 총장 승인

제9조

교양및전공

교과목의 

신설․폐지․
변경

①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편 시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신설․폐지․변경을 위

해 교과목 신설․폐지․변경 인정표를 제8조 제1항의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편

의 결과물에 첨부하여 교무학생처로 제출해야 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신설․폐지․변경의 절차는 제6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의 절차에 따른다.

현장실습

운영규정

(2020.07.2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에서 정하는 재학생의 계절제 현장실습 및 학기제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지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과정 관련 규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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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

조 항

현장실습

운영규정

(2020.07.2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에서 정하는 재학생의 계절제 현장실습 및 학기제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지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학과의 현장실습 및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

은 사항은 본 규정에 우선한다.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규정

(2019.0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품질관리

운영규정

(2019.0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직업교육 우수성을 지속

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전

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과정 관련 규정 > (계속)

❍ 각종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1학년도 역량기반 교

육과정 개발지침

(2021.12.17.)

2021학년도 역량기반 교

육과정 편성지침

(2021.12.17.)

2020학년도 융합전공제 

교육과정 운영지침

(2020.04.07.)

2020학년도 지역사회문제

해결 PBL 교과목 운영지

침(2020.04.20.)

<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과정 관련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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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지원체제 현황

1.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현황

2. 교양 교육과정 운영 현황

3. 전공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현장중심 전공 교과목(NCS활용 및 자체직무분석) 운영 현황

5.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진단 결과

6. 융합전공 운영현황

7. 중장기발전게획 실행과제와 연계한 성과지표 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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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현황1

❍ 우리대학은 2020학년도부터 직무능력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고, 2021학년도 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전체 학과에서 완료함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절차

❍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및 편성은 교육과정 개발/개편/유지 여부 조사부터 총장 승

인까지 총 9단계에 걸쳐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교무학생처

→

학과

→

학과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유지 여부

조사

교육과정

개발/개편/유지에 대한

학과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교육과정

개발/개편/유지 여부 제출

2020. 9. 2020. 10. ~ 11. 2020. 11. ~ 12.

↓

학과

←

학과

←

교무학생처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에 대한

학과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 작성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지침

학과 배포

2021. 1. 2020. 12. ~ 2021. 1. 2020. 12.

↓

학과

→

교무학생처

→

총장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 제출

교육과정 개발/개편/편성

결과물에 대한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교육과정 확정

2021. 1. 2021. 2. 2021. 2.

<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절차와 이행 시기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결과물 작성 절차

❍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결과물 작성은 대학에서 안내한『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지

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전체 학과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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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

단계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3

단계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정의

∙ 선정된 직무 관련 NCS 분류체계 기술 및 직업기초능력 도출



4

단계

NCS 체계에 의한 직무모형 설정 

∙ NCS 체계를 활용한 직무모형 설정

∙ 선정된 직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술



5

단계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 능력단위 요소 및 수행준거를 검증



6

단계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들의 내용, 크기와 관계 등을 고려한 교과목 도출 

∙ 능력단위별 교과목 편성 방법은 1:1, N:1, 1:N, N:N 등 편성 가능



7

단계

교과목별 핵심역량 Mapping 및 행동지표 기술

∙ 도출된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기초역량, 전공역량) Mapping 

∙ 교과목별 하위역량(기초역량, 전공역량)에 따른 행동지표 기술



8

단계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수행준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핵심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 등을 종합하여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9

단계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인재양성 유형 및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 전공교과목과 직업기초 교과목을 포함하여 로드맵 작성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결과물 작성 절차(NCS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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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 (외부환경분석) 산업동향, 인력 동향, 지역 동향 등 분석

∙ (내부환경분석)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등 분석

∙ (요구분석) 채용 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의 분석



2

단계

학과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 수립

∙ 직무별 현장전문가 선정 및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3

단계

직무정의

∙ 학과별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를 정의



4

단계

직무모형 설정 

∙ 직무정의에서 도출된 책무(Duty)를 바탕으로 작업(Task)을 기술(데이컴 차트)



5

단계

직무모형 검증

∙ 직무모형에서 도출된 작업(Task)에 대한 교육의 필요도 및 직무의 중요도를 검토



6

단계

작업별 K/S/A, 수행준거 도출

∙ 직무모형 검증으로 도출된 작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기술



7

단계

교과목 도출

∙ 작업(Task)별로 작성된 지식, 기술, 태도 및 수행준거 등을 바탕으로 교과목 도출

∙ 도출된 교과목과 작업 간 연계성(Task Course matrix) 작성 



8

단계

교과목별 핵심역량 Mapping 및 행동지표 기술

∙ 도출된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기초역량, 전공역량) Mapping 

∙ 교과목별 하위역량(기초역량, 전공역량)에 따른 행동지표 기술



9

단계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수행준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핵심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 등을 종합하여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10

단계

교육과정 수립 및 로드맵 작성

∙ 도출된 교과목에 대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수립 및 로드맵 작성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결과물 작성 절차(자체직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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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현황

❍ 전체 학과에서 교육과정 개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유지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개발/개편/유지보고

서에는 내외부 환경분석, 재학생 및 산업체 의견 수렴, 핵심 및 하위역량 Mapping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학과명
교육과정

개발 구분

내외부

환경분석

재학생

의견수렴

산업체

의견수렴

핵심및하위역량

Mapping

하위역량에 따른

행동지표 기술

교과목프로파일 

작성

교육과정

변경사항 작성

건설정보학과(2년제) 개편 ● ● ● ● ● ● ●

환경보건학과(3년제) 개편 ● ● ● ● ● ● ●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개편 ● ● ● ● ● ● ●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개편 ● ● ● ● ● ● ●

컴퓨터공학과(3년제) 유지 ● ● ● ● ● ● ●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개편 ● ● ● ● ● ● ●

자치행정학과 주간(2년제) 개발 ● ● ● ● ● ● ●

자치행정학과 야간(2년제) 유지 ● ● ● ● ● ● ●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2년제) 개발 ● ● ● ● ● ● ●

경찰행정학과(3년제) 개편 ● ● ● ● ● ● ●

토지행정학과(2년제) 개편 ● ● ● ● ● ● ●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개편 ● ● ● ● ● ● ●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유지 ● ● ● ● ● ● ●

작업치료학과(3년제) 개편 ● ● ● ● ● ● ●

< 학과별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유지 현황 및 결과물 내 포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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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기준, 전체 학과에서는 NCS 활용 또는 자체직무분석을 통해 학과별 1~3개 직무를 

개발하여, 총 23개 직무를 도출함

학과명 직무 직무도출방법

건설정보학과

(2년제)
① 도로설계 NCS활용

환경보건학과

(3년제)
① 수질공정관리, ② 대기환경관리, ③ 폐기물관리 NCS활용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① 소방시설설계, ② 소방안전관리, ③ 위험물안전관리 NCS활용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①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② 자동제어시스템운영 NCS활용

컴퓨터공학과

(3년제)
① 응용SW엔지니어링 NCS활용

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① 실내건축설계, ② 공공디자인

NCS활용,

자체직무분석

자치행정학과

(2년제)
① 사무행정 NCS활용

경찰행정학과

(3년제)
① 경찰공무원, ② 경호․보안

NCS활용,

자체직무분석

토지행정학과

(2년제)
① 지적, ② 공간정보융합서비스 NCS활용

호텔조리제빵학과

(2년제)
① 조리직무, ② 제과⋅제빵직무, ③ 식음료 NCS활용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① 헤어미용, ② 피부미용 NCS활용

작업치료학과

(3년제)
① 작업치료 자체직무분석

계 23개 직무

< 학과별 2021학년도 교육과정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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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과에서는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기초역량 및 전공역량)을 Mapping 함

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수리능력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 직업윤리와 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 대인관계와 화법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4 컴퓨터활용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5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6 산업안전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7 사회봉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8 취업과진로선택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9 토목제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0 방재응용역학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1 방재수리학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2 방재토질역학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3 측량학기초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4 건설재료학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5 철근콘크리트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6 토목CAD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7 하수도공학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8 방재토질역학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9 방재응용역학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0 방재수리학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1 철근콘크리트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2 도로및교통공학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3 토목CAD응용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4 토목시공학 창의, 소통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5 도로설계실무 융합, 소통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6 토목적산실무 융합, 소통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7 수문학 융합, 소통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건설안전방재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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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8 측량학응용 창의, 소통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9 상수도공학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0 건설재료학응용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1 응용역학심화 융합, 소통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

32 PS콘크리트및강구조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3 건설계측공학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4 건설안전법규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5 건설구조설계CapstoneDesign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6 건설방재공학개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7 학기제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8 계절제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 건설안전방재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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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대인관계와화법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2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역량,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4 기초영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5 실무영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6 사회봉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7 환경보건인의자세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8 취업과진로탐색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9 취업과진로선택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0 자기계발1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1 자기계발2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2 취업과진로준비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3 취업과진로도전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4 환경보건기초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15 일반화학및실습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6 환경전산기초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7 환경화학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8 산업위생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9 환경공학개론 리더십, 융햡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0 작업환경관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1 작업환경측정및평가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2 환경관련법규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3 기기분석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4 소음진동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25 환경CAD실무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6 토양오염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7 수질오염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8 수질오염분석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환경보건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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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물리화학적처리공정운전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0 환경미생물실습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1 생물학적처리공정운전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2 생활환경캡스톤디지인1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3 생활환경캡스톤디지인2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4 수질관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5 대기오염개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6 대기오염분석실습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7 집진기술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8 유해가스처리기술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9 작업환경캡스톤디자인1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40 작업환경캡스톤디자인2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41 폐기물처리개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2 폐기물자원화기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3 폐기물처리기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4 폐기물분석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45 환경보건토론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46 충남학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47 학기제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48 계절제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 환경보건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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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 대인관계와화법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4 소방국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소방한국사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6 소방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7 사회봉사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8 취업과진로탐색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9 취업과진로선택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0 취업과진로준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1 취업과진로도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2 소방관계법규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3 소방학개론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4 소방원론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5 소방실무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6 소방설계CAD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7 화재시물레이션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18 소방전기일반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9 소방전기시설론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0 소방전기응용실습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1 소방전기기본설계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2 소방전기실시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3 일반화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4 위험물질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5 위험물시설실무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26 소화약제화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7 일반화학응용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8 소방화학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 41 -

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소방기계시설론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0 소방열유체실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1 소방기계점검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2 수계소화설비론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3 소방열유체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4 소방기계설계실습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35 소방기계시설실무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6 소방설비CapstoneDesign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7 학기제현장실습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8 계절제현장실습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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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 대인관계화법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 자기개발과자원관리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기초수학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6 대학수학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7 실무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8 창업아이디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9 사회봉사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0 취업과진로탐색 융햡,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1 취업과진로선택 융햡,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2 취업과진로도전 융햡,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3 회로이론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4 전자회로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5 전기전자기초실험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16 논리회로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7 컴퓨터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8 회로이론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9 전자회로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0 전기전자활용실험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1 논리회로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2 논리회로활용실험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3 파이썬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4 전자회로설계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5 전기전자응용실험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6 통신이론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7 C언어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8 임베디드기초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 전기전자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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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통신이론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0 C언어활용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1 C#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2 임베디드 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3 컴튜터네트워크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4 자동제어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5 시퀀스기초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6 시퀀스활용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7 전기전자캡스톤디자인1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8 유공압제어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9 CAD기초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0 전기전자캡스톤디자인2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41 반도체공정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2 로봇공학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3 HMI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4 CAD활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5 전기기기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6 전력공학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7 전기에너지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8 전기응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9 전력전자공학 융햡,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0 전력전자공학실험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51 자동제어활용PBL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2 임베디드응용 융햡,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3 자동화기술벤처창업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54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55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전기전자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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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대인관계와화법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4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여가활용과힐링I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6 여가활용과힐링Ⅱ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7 일본어I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8 일본어Ⅱ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9 산업안전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0 사회봉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1 진로탐색과선택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2 진로준비및도전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3 전산학개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4 알고리즘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5 데이터베이스이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6 사무자동화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7 컴퓨터구조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8 사무자동화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9 운영체제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0 시스템분석및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1 정보통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2 소프트웨어공학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3 정보보호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4 전산회계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5 창의공학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6 차세대신기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7 전산회계심화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8 C프로그래밍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 컴퓨터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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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그래픽기초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0 데이터베이스실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1 C프로그래밍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3 그래픽심화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4 C#프로그래밍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5 모바일프로그래밍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6 JAVA프로그래밍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7 Python프로그래밍기초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8 GUI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9 드론코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0 모바일프로그래밍응용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1 JAVA프로그래밍심화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2 Python프로그래밍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3 GUI구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4 VR프로그래밍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5 IoT로봇프로그래밍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6 JAVA프로그래밍응용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7 웹프로그래밍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8 VR프로그램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9 3D모델링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0 응용SW캡스톤디자인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1 리눅스서버관리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2 리눅스서버관리응용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3 유닉스서버관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4 서버관리실무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55 PBL기반모바일응용프로젝트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56 PBL기반서버보안프로젝트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 컴퓨터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 46 -

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57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58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컴퓨터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 47 -

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대인관계와화법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2 자기개발능력과자원관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 한국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5 산업안전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6 사회봉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7 창업진로설계1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8 창업진로설계2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9 창업진로설계3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0 창업진로설계4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1 창업진로설계5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2 창업진로설계6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3 진로준비와취업스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4 글로벌기초영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5 글로벌실무영어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6 포토샵&일러스트1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7 포토샵&일러스트2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8 3D스케치업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9 3D스케치업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0 인디자인&프리미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1 건축워크샵1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2 건축워크샵2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3 건축워크샵3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4 2DCAD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5 도면의이해와표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6 건축드로잉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7 입체조형스튜디오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8 2DCAD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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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건축제도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0 건축설계스튜디오1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1 공간코디네이션1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2 실내조명계획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3 2DCAD3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4 건축드로잉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5 건축설계스튜디오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6 공간코디네이션2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37 실내건축산업기사실기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8 실내건축산업기사이론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9 건축법규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0 3DMAX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1 3DMAX2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2 실내건축산업기사실기2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3 실내건축산업기사이론2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4 건축법규2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5 건축설계스튜디오3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46 공간코디네이션3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47 2DCAD4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48 건축그래픽1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9 건축그래픽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50 실내건축산업기사실기3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1 건축시공실무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52 실시도면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3 3DMAX3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4 BIM스튜디오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5 실내건축산업기사실기4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6 3DMAX4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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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57 레져특화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8 가구설계모형1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9 문화시설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60 가구설계모형2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61 가구셜계모형3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62 3D프린팅스튜디오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63 공모전캡스톤스튜디오1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64 공모전캡스톤스튜디오2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65 포트폴리오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66 졸업작품심사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67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68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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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 대인관계와화법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4 기초영어 소통, 융합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행정수험국사Ⅰ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6 행정수험국사Ⅱ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7 언어논리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8 산업안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9 사회봉사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0 취업과진로설계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1 진로준비와취업스킬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2 행정학기초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3 지방행정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4 행정조직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5 행정법Ⅰ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6 사회복지학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7 정책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8 행정법Ⅱ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9 행정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0 중급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1 재무행정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2 인사행정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3 지방재정실무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4 행정사례연습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5 헌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6 사회변동과문화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7 지방자치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8 행정통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 자치행정학과 주간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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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지역개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0 고급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1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2 장애인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3 지역사회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4 사회복지실천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5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6 사회복지행정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7 아동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8 청소년복지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9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0 사회복지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1 사회복지정책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2 사회복지조사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3 사회보장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4 사회복지와인권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5 복지국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6 노인복지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7 컴퓨터기초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8 행정전산실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9 고급행정전산실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0 회계실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1 회계응용실무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52 기획실무CapstoneDesign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53 정보검색현장융합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54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55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자치행정학과 주간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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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 대인관계와화법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 한국사의이해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5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6 산업안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7 사회봉사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8 행정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 의식 지식정보활용

9 지방자치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0 행정조직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12 사회복지학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3 장애인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14 정책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5 재무행정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6 인사행정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7 지역사회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18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9 사회복지실천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0 헌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1 사회복지행정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2 아동복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3 지역개발론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24 청소년복지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6 사회복지현장실습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7 사회복지정책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8 사회복지조사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 자치행정학과 야간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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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사회보장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0 기획실무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1 사회복지와인권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2 복지국가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3 노인복지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4 행정통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5 행정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 자치행정학과 야간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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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영어회화Ⅰ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 컴퓨터응용실무Ⅰ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 지방정부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4 지역정책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5 현대사회와여성정책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6 행정과민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7 행정윤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8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9 영어회화Ⅱ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0 컴퓨터응용실무Ⅱ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1 스마트정부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2 협상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3 인간행동의이해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14 행정법세미나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15 지방의회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6 행정문화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17 리더십과조직관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8 행정학세미나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9 한국의행정사상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0 부동산정책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1 지식사회와법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2 정책평가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4 사회문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5 행정개혁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6 시민사회와NGO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7 생애설계론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28 한국행정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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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성과관리론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0 정책변동론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1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2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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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대인관계와화법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4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한국사능력검정Ⅰ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6 영어능력검정(지텔프)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7 경찰한국사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8 충남학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9 사회봉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10 취업과 진로준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1 범죄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2 법학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3 경찰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4 형법개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5 헌법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6 경호학개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7 경찰행정법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8 기본권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19 형법총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0 형사소송법총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1 대테러정책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2 영어능력검정(토익)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3 한국사능력검정Ⅱ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4 경찰행정학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5 형법각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6 형사소송법각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7 범죄예방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8 대테러정책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 경찰행정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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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생활안전경찰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0 형법판례강의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1 경찰수사론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32 자치경찰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3 정보․경비경찰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4 교통경찰론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35 보안․외사경찰론 소통,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6 영어능력검정연습Ⅰ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7 한국사능력검정연습Ⅰ 소통,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8 영어능력검정연습Ⅱ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9 한국사능력검정연습Ⅱ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0 국가정보학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41 수험헌법 소통,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2 수험형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3 수험형사소송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4 범죄학연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45 경찰학연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46 형법판례연습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47 형사소송법판례연습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48 헌법판례연습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창의적사고

49 경찰무도입문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0 경찰무도초급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1 경찰무도중급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2 경비업법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53 경찰무도고급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54 경찰경호기획운용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55 체포호신술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56 경찰체력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 경찰행정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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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57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58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 경찰행정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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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창의, 소통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3 대인관계와 화법 리더십,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4 기초영어 창의, 소통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한국사의이해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6 작문연습 창의, 소통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7 한국사연습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8 토지행정영어 창의, 소통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9 산업안전 융합,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0 사회봉사 융합, 소통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1 충남학 융합, 소통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2 지적학개론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3 부동산공시법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4 토지측량학및실습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5 세부측량학및실습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6 지적전산학개론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7 지적법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8 응용측량학및실습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9 토지정보체계론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0 드론사진측량학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1 도근측량학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2 일필지공계확정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3 삼각측량학및수치지적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4 부동산감정평가이론 창의, 소통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5 토지기획및정책 창의, 소통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26 지적관계법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7 CAD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8 지적행정실무 융합, 소통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 토지행정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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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공간정보조사 창의, 융합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0 토지사법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1 부동산감정평가실무 융합, 소통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2 공간데이터베이스고급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3 축척및지번변경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4 기준점측량응용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5 지적측량검사실무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36 기준점측량실무 융합, 소통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7 공간데이터베이스기초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8 공간정보응용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9 토지행정영어연습 창의, 융합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40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41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토지행정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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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 대인관계와화법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 자기개발능력과자원관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식품위생및안전관리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6 사회봉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7 취업과진로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8 진로준비와취업스킬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9 창업진로설계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0 폴보큐즈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1 카페창업실무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2 세계식문화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13 식음료칵테일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14 커피브루잉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15 세계식재료학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16 로스팅실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17 와인스터디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18 식음료캡스톤디자인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9 미장플라스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0 미트&피쉬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1 라인쿡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2 연회및케이터링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23 마스터쿡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4 아시안퀴진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25 베이직브레드베이킹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26 어드밴스드페이스트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7 스페셜티브레드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8 케이크&카페디저트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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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메디테리안퀴진 융합, 창의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0 컨펙셔너리아트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1 플레이팅디저트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32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3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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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자기개발과자원관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2 대인관계와화법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 직업윤리와인성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4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5 충남힉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6 사회봉사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7 취업과진로탐색 융학,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8 창업진로설계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9 글로벌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0 글로벌실무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1 미용학개론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12 K-뷰티비즈니스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3 K-뷰티실용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4 K-뷰티네일아트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15 K-뷰티살롱서비스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16 K-뷰티헤어디자인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17 K-뷰티피부미용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18 패션뷰티융복합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19 K-뷰티특수메이크업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20 베이직헤어커트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1 베이직헤어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2 남성커트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3 디자인헤어커트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4 K뷰티헤드스파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5 업스타일 소통, 창의 의사소통 창의적사고

26 드라이및아이롱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7 헤어컬러링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28 디자인헤어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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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베이직뷰티메이크업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0 베이직네일미용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1 피부미용기초관리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2 트렌드메이크업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33 피부미용특수관리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4 캡스톤코스메틱코디네이션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창의적사고

35 에스테틱실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6 K-뷰티창업현장실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7 창업뷰티사회봉사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8 학기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39 계절제현장실습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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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1 직업윤리와인성 리더십, 융합 사회윤리 종합적사고력

2 대인관계와화법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 기초영어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4 커뮤니티웰니스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5 커뮤니티웰니스Ⅱ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6 사회봉사 소통, 창의 공동체의식 지식정보활용

7 취업과진로탐색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8 취업과진로선택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9 취업과진로준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0 취업과진로도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1 창업진로설계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2 글로벌기초영어Ⅰ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3 글로벌기초영어Ⅱ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4 의학용어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15 인체해부학Ⅰ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6 일반생물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7 인체생리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8 재활의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19 작업치료학개론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0 아동발달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1 인체해부학Ⅱ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2 기능해부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3 작업수행분석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24 신경해부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25 공중보건학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6 의료법규 리더십, 창의 사회윤리 지식정보활용

27 작업치료도구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28 작업치료평가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 작업치료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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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과목명 핵심역량
하위역량

기초역량 전공역량

29 신경계케어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0 에이징케어Ⅰ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1 이학적검사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2 일상생활활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3 아동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4 질환별작업치료 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35 에이징케어Ⅱ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36 정신의학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37 근골격계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38 수예공작 융합, 창의 자기관리 지식정보활용

39 운동치료학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0 감각통합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1 측정및평가 소통, 창의 의사소통 지식정보활용

42 의지보조학 융합, 창의 자기관리 창의적사고

43 신경계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창의적사고

44 정신사회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5 노인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6 직업재활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7 캡스톤디자인손치료 융합, 융합 자기관리 종합적사고력

48 지체장애작업치료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49 인지재활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50 연하재활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51 지역사회작업치료 소통, 융합 공동체의식 종합적사고력

52 운전재활 리더십, 창의 대인관계 지식정보활용

53 보조공학과창업 리더십, 융합 대인관계 종합적사고력

54 학기제작업치료임상실습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55 계절제작업치료임상실습 소통, 융합 의사소통 종합적사고력

< 작업치료학과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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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전체 학과에서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편성된 전공 교과목 수를 근거로 산출된 현장중심교과 개발율은 전체학과 

평균 47.4% 수준이며, 전공교과시수 대비 실습시수 비율 또한 전체 학과에서 학칙을 준수하고 있음

학과
교육

과정

총

교과목

(개)

총

편성학점

(점)

교양교과

편성학점

(점)

전공교과

편성학점

(점)

현장중심

교과개발율

(%)

교양

창업교과

(개)

전공

창업교과

(개)

전공

캡스톤디자인

교과(개)

전공지역사회

문제해결

PBL교과(개)

현장실습

교과

(개)

전공교과시수

대비 실습시수

비율(%)

2

년

제

건설안전방재학과 개편 36 93 14 79 50.0 0 0 1 0 6 63.3

소방안전관리학과 개편 36 87 17 70 60.0 0 0 1 0 6 57.1

자치행정학과주간 개발 37 96 19 77 30.8 0 0 1 0 6 26.0

자치행정학과야간 유지 35 96 12 84 0.0 0 0 0 0 6 22.6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 개발 30 90 0 90 0.0 0 0 0 0 6 20.0

토지행정학과 개편 39 93 20 73 21.4 0 0 0 0 6 30.0

호텔조리제빵학과 개편 31 96 16 80 57.1 1 1 1 0 6 55.0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유지 35 93 14 79 52.0 1 2 1 0 6 63.3

3

년

제

환경보건학과 개편 46 137 23 114 54.8 0 0 4 1 10 54.4

전기전자공학과 개편 53 141 21 120 51.3 0 1 2 1 10 58.3

컴퓨터공학과 유지 56 144 22 122 52.4 0 0 1 2 10 55.7

건축인테리어학과 개편 64 141 19 122 61.2 7 2 2 - 10 65.6

경찰행정학과 개편 56 144 18 126 17.4 0 0 0 0 10 20.6

작업치료학과 개편 51 136 19 117 61.5 1 1 1 0 10 59.8

계 - 605 1,587 234 1,353 47.4 10 7 15 4 108 -

※ 총 교과목 : 글로벌특화교과, 글로벌과정교과, 전공특화교과, 현장실습교과 제외

※ 총 편성학점 : 글로벌특화교과, 글로벌과정교과, 전공특화교과, 현장실습교과 제외

※ 교양교과 편성학점 : 글로벌특화교과 제외 / 전공교과 편성학점 : 전공특화교과, 현장실습교과 제외

※ 전공교과 전체시수 대비 실습시수 비율 : 전공특화교과, 현장실습교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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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과정 운영 현황2

❍ 2020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목은 총 77개(분반 포함, 계절학기 제외)로, 직업기초교과 30개, 기초학습교과 27개, 역량강화교과 3개, 진로지도 교과 

15개, 글로벌특화교과 2개가 운영되었음

❍ 2020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은 총 64개(분반 포함, 계절학기 제외)로, 직업기초교과 18개, 기초학습교과 23개, 역량강화교과 8개, 진로지도 교과 

12개, 글로벌특화 교과 3개가 운영되었음

❍ 교양 교과목 중 직업기초교과는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음

학과명

교과목수

직업기초교과 기초학습교과 역량강화교과 진로지도교과 글로벌특화교과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건설정보학과(2년제) 1 2 3 0 0 0 1 0 0 0

환경보건학과(2년제) 2 1 1 1 1 2 1 1 0 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4 2 4 3 0 0 4 4 0 0

전기전자공학과(2년제) 1 2 3 1 0 0 2 1 0 0

컴퓨터공학과(2년제) 2 1 1 0 2 2 1 1 0 0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2 1 0 0 0 1 1 1 1 1

자치행정학과주간(2년제) 4 2 6 4 0 0 2 0 0 0

< 2020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학과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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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교과목수

직업기초교과 기초학습교과 역량강화교과 진로지도교과 글로벌특화교과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자치행정학과야간(2년제) 2 2 0 0 0 0 0 0 0 0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전공심화과정은 별도의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음

경찰행정학과(3년제) 3 1 1 4 0 0 0 0 0 0

토지행정학과(2년제) 4 0 6 4 0 0 0 0 0 0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2 1 1 2 0 0 2 1 1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1 2 0 2 0 1 0 2 0 1

작업치료학과(3년제) 2 1 1 2 0 2 1 1 0 0

계 30 18 27 23 3 8 15 12 2 3

< 2020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학과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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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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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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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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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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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 운영 현황3

❍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은 총 266개(분반 포함, 계절학기 제외)로, 전공공통 및 전공기

초 교과 124개, 직무 교과 134개, 현장연계실무 교과 8개가 운영되었음

❍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은 총 259개(분반 포함, 계절학기 제외)로, 전공공통 및 전공기

초 교과 105개, 인력양성 및 직무 교과 148개, 현장연계실무 교과 6개가 운영되었음

❍ 현장연계실무 교과에는 창업,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교과가 포함되어 있음

학과명

교과목 수

전공기초(공통)교과 전공직무교과 현장연계실무교과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건설정보학과(2년제) 7 2 6 13 0 0

환경보건학과(3년제) 4 5 6 6 1 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0 0 24 26 2 2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9 9 4 5 0 0

컴퓨터공학과(3년제) 5 3 14 13 0 0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4 5 28 30 0 0

자치행정학과주간(2년제) 18 14 6 7 3 3

자치행정학과야간(2년제) 14 12 0 0 0 0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11 10 0 0 0 0

경찰행정학과(3년제) 16 12 4 5 0 0

토지행정학과(2년제) 16 16 5 6 0 0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8 8 14 16 0 0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2 4 13 7 1 1

작업치료학과(3년제) 10 5 10 14 1 0

계 124 105 134 148 8 6

< 2020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학과별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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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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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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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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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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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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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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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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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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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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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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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전공 교과목 운영 현황(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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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현장실습의 경우, 82명이 계절제 현장실습을 교과목을 이수하였음

학과명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 수 계절제 현장실습 이수자 수

계
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1학기 하계 2학기 동계

건설정보학과(2년제) - - - - - 7 - - 7

환경보건학과(3년제) - - - - - 16 - - 16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 - - - - 8 - 3 11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 - - - - 3 - 1 4

컴퓨터공학과(3년제) - - - - - 1 - - 1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 - - - - 1 - - 1

자치행정학과주간(2년제) - - - - - 1 - - 1

자치행정학과야간(2년제) - - - - - - - - -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 - - - - - - - -

경찰행정학과(3년제) - - - - - - - - -

토지행정학과(2년제) - - - - - - - - -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 - - - - 1 - -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 - - - - 5 - 6 11

작업치료학과(3년제) - - - - - - - 29 29

계 - - - - - 43 - 39 82

< 2020학년도 현장실습 교과 이수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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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전공 교과목(NCS활용 및 자체직무분석) 운영 현황4

❍ 2020학년도 운영된 전공 교과목 중 NCS활용 및 자체직무분석 운영대상 교과목 대비 운영 교

과목(분반 포함, 계절학기 제외)은 총 209/220임

학과 학기 대상 교과목(개) 운영 교과목(개) 운영률(%)

계

1학기 110 105 95

2학기 110 104 94

1학기+2학기 220 209 95

건설정보학과(2년제)
1학기 6 6 100

2학기 6 6 100

환경보건학과(3년제)
1학기 7 7 100

2학기 6 6 10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1학기 12 7 58

2학기 9 4 44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1학기 2 2 100

2학기 2 2 100

컴퓨터공학과(3년제)
1학기 9 9 100

2학기 10 10 100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1학기 25 25 100

2학기 26 26 100

자치행정학과주간(2년제)
1학기 6 6 100

2학기 10 10 100

경찰행정학과(3년제)
1학기 4 4 100

2학기 5 5 100

토지행정학과(2년제)
1학기 5 5 100

2학기 7 6 85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1학기 14 14 100

2학기 9 9 100

< 2020학년도 NCS활용 및 자체직무분석 전공 교과목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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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기 대상 교과목(개) 운영 교과목(개) 운영률(%)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1학기 9 9 100

2학기 6 6 100

작업치료학과(3년제)
1학기 11 11 100

2학기 14 14 100

< 2020학년도 NCS활용 및 자체직무분석 전공 교과목 운영현황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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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진단 결과5

❍ 2020학년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핵심역량 하위역량에 대한 사전(5월) 및 사후(12월) 진

단 검사를 실시함

 핵심역량 진단 결과

❍ 사전진단 대비 사후진단에서 리더십 0.10점, 창의역량 0.08점, 융합역량 0.16점, 소통역량 0.43

점이 향상됨

학과 구분
핵심역량

리더십 창의역량 융합역량 소통역량

전체

사전전단 3.58 3.41 3.49 3.32

사후진단 3.68 3.49 3.65 3.75

향상도 ⇧0.10 ⇧0.08 ⇧0.16 ⇧0.43

건설정보학과

(2년제)

사전전단 3.60 3.35 3.46 3.27

사후진단 3.64 3.48 3.58 3.59

향상도 ⇧0.04 ⇧0.13 ⇧0.12 ⇧0.32

환경보건학과

(3년제)

사전전단 3.53 3.35 3.43 3.22

사후진단 3.94 3.66 4.00 4.19

향상도 ⇧0.41 ⇧0.31 ⇩0.57 ⇩0.97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사전전단 3.65 3.47 3.53 3.38

사후진단 3.68 3.44 3.63 3.75

향상도 ⇧0.03 ⇩0.03 ⇧0.10 ⇧0.37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7 3.20 3.33 3.17

사후진단 3.80 3.59 3.73 3.81

향상도 ⇧0.33 ⇧0.39 ⇧0.40 ⇧0.64

컴퓨터공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6 3.24 3.26 3.17

사후진단 3.63 3.32 3.47 3.63

향상도 ⇧0.17 ⇧0.08 ⇧0.21 ⇧0.46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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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분
핵심역량

리더십 창의역량 융합역량 소통역량

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2 3.41 3.46 3.18

사후진단 3.45 3.19 3.33 3.14

향상도 ⇧0.03 ⇩0.22 ⇩0.13 ⇩0.04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심화과정

(2년제)

사전전단 3.62 3.39 3.47 3.31

사후진단 3.66 3.43 3.61 3.79

향상도 ⇧0.04 ⇧0.04 ⇧0.14 ⇧0.48

경찰행정학과

(3년제)

사전전단 3.68 3.50 3.60 3.38

사후진단 3.78 3.57 3.76 3.86

향상도 ⇧0.10 ⇧0.07 ⇧0.16 ⇧0.47

토지행정학과

(2년제)

사전전단 3.57 3.38 3.50 3.31

사후진단 3.69 3.36 3.73 3.81

향상도 ⇧0.12 ⇩0.02 ⇧0.23 ⇧0.50

호텔조리제빵학과

(2년제)

사전전단 3.69 3.52 3.58 3.49

사후진단 3.69 3.59 3.69 3.73

향상도 0.00 ⇧0.07 ⇧0.11 ⇧0.24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사전전단 3.64 3.76 3.74 3.57

사후진단 3.66 3.69 3.73 3.81

향상도 ⇧0.02 ⇩0.07 ⇩0.01 ⇧0.25

작업치료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1 3.14 3.23 3.01

사후진단 3.63 3.35 3.52 3.62

향상도 ⇧0.22 ⇧0.21 ⇧0.29 ⇧0.61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재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 > (계속)



- 91 -

 하위역량 진단 결과

❍ 사전진단 대비 사후진단에서 대인관계 0.12점, 사회윤리 0.08점, 지식정보활용 0.39점, 종합적사고력 0.17점, 자기관리 0.15점, 공동체의식 0.16점, 

의사소통 0.69점이 향상되었고, 창의력 0.24점 감소됨

학과 구분

하위역량 하위역량

리더십 창의역량 융합역량 소통역량

대인관계 사회윤리 창의력 지식정보활용 종합적사고력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전체

사전전단 3.56 3.61 3.59 3.23 3.47 3.51 3.56 3.09

사후진단 3.68 3.69 3.35 3.62 3.64 3.66 3.73 3.78

향상도 ⇧0.12 ⇧0.08 ⇩0.24 ⇧0.39 ⇧0.17 ⇧0.15 ⇧0.16 ⇧0.69

건설정보학과

(2년제)

사전전단 3.52 3.67 3.49 3.21 3.45 3.47 3.53 3.01

사후진단 3.66 3.62 3.36점 3.60 3.56 3.61 3.61 3.57

향상도 ⇧0.14 ⇩0.05 ⇩0.13 ⇧0.39 ⇧0.10 ⇧0.14 ⇧0.08 ⇧0.56

환경보건학과

(3년제)

사전전단 3.52 3.54 3.52 3.18 3.42 3.44 3.47 2.97

사후진단 3.97 3.91 3.46 3.86 3.91 4.09 4.09 4.29

향상도 ⇧0.45 ⇧0.37 ⇧0.06 ⇧0.68 ⇩0.49 ⇩0.65 ⇩0.62 ⇩1.32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사전전단 3.62 3.68 3.66 3.28 3.43 3.63 3.60 3.17

사후진단 3.64 3.71 3.32 3.57 3.63 3.63 3.74 3.77

향상도 ⇧0.02 ⇧0.03 ⇩0.34 ⇧0.29 ⇧0.20 0.00 ⇧0.14 ⇧0.60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재학생 하위역량 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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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분

하위역량 하위역량

리더십 창의역량 융합역량 소통역량

대인관계 사회윤리 창의력 지식정보활용 종합적사고력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사전전단 3.51 3.43 3.43 2.96 3.32 3.35 3.46 2.89

사후진단 3.83 3.78 3.43 3.74 3.70 3.76 3.83 3.80

향상도 ⇧0.32 ⇧0.35 0.00 ⇧0.78 ⇧0.38 ⇧0.41 ⇧0.37 ⇧0.91

컴퓨터공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3 3.49 3.37 3.10 3.26 3.25 3.45 2.89

사후진단 3.64 3.62 3.16 3.48 3.49 3.45 3.55 3.71

향상도 ⇧0.21 ⇧0.13 ⇩0.21 ⇧0.38 ⇧0.23 ⇧0.20 ⇧0.10 ⇧0.82

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사전전단 3.45 3.38 3.51 3.31 3.65 3.28 3.51 2.86

사후진단 3.43 3.48 3.05 3.33 3.20 3.45 3.03 3.25

향상도 ⇩0.02 ⇧0.10 ⇩0.46 ⇧0.02 ⇩0.45 ⇧0.17 ⇩0.48 ⇧0.39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심화과정

(2년제)

사전전단 3.55 3.69 3.60 3.17 3.46 3.48 3.54 3.08

사후진단 3.68 3.64 3.29 3.57 3.58 3.65 3.76 3.82

향상도 ⇧0.13 ⇩0.05 ⇩0.31 ⇧0.40 ⇧0.12 ⇧0.17 ⇧0.22 ⇧0.74

경찰행정학과

(3년제)

사전전단 3.69 3.66 3.72 3.28 3.55 3.65 3.71 3.06

사후진단 3.82 3.74 3.47 3.68 3.79 3.74 3.84 3.88

향상도 ⇧0.13 ⇧0.08 ⇩0.25 ⇧0.40 ⇧0.23 ⇧0.09 ⇧0.13 ⇧0.82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재학생 하위역량 진단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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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분

하위역량 하위역량

리더십 창의역량 융합역량 소통역량

대인관계 사회윤리 창의력 지식정보활용 종합적사고력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토지행정학과

(2년제)

사전전단 3.58 3.55 3.67 3.08 3.47 3.52 3.58 3.05

사후진단 3.71 3.67 3.22 3.50 3.69 3.77 3.72 3.90

향상도 ⇧0.13 ⇧0.12 ⇩0.45 ⇧0.42 ⇧0.22 ⇧0.25 ⇧0.14 ⇧0.85

호텔조리제빵학과

(2년제)

사전전단 3.73 3.66 3.62 3.41 3.59 3.56 3.64 3.34

사후진단 3.63 3.75 3.48 3.70 3.65 3.72 3.70 3.75

향상도 ⇩0.10 ⇧0.09 ⇩0.14 ⇧0.29 ⇧0.06 ⇧0.16 ⇧0.06 ⇧0.4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사전전단 3.56 3.72 3.81 3.71 3.74 3.74 3.70 3.44

사후진단 3.64 3.68 3.58 3.80 3.73 3.74 3.79 3.84

향상도 ⇧0.07 ⇩0.04 ⇩0.23 ⇧0.09 ⇩0.01 ⇩0.01 ⇧0.08 ⇧0.41

작업치료학과

(3년제)

사전전단 3.39 3.57 3.50 3.05 3.36 3.41 3.47 2.94

사후진단 3.64 3.73 3.25 3.59 3.67 3.58 3.72 3.77

향상도 ⇧0.25 ⇧0.16 ⇩0.25 ⇧0.54 ⇧0.31 ⇧0.17 ⇧0.25 ⇧0.83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재학생 하위역량 진단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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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운영현황6

❍ 우리대학은 2020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 방향인 안전 및 복지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노인 의식주에 대한 인지적 역량과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음

❍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 참여학과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호텔조리제빵학과, 작업치료학과

<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 운영방법 >

❍ 2020학년도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융합전공명 학기 교과목 시수 학점 운영방법 이수자 수(명)

실버헬스케어

하계

학기

실버영양조리 45 3 집중이수제 14

노인신체건강의이해 30 3 집중이수제 14

에이징뷰티아트 30 2 집중이수제 14

동계

학기

실버이미지메이킹 45 3 집중이수제 13

건강디저트 30 2 집중이수제 13

노인정신건강의이해 30 2 집중이수제 13

< 2020학년도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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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와 연계한 성과지표 달성현황7

❍ 2019년 2월 수립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5개 과제는 ① 1.1.1. 

현장직무분석을 통한 전공 교육과정 개발, ② 1.1.2. 학과/계열간 직무능력중심 전공융합교육, 

③ 1.1.4.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산․관․학 연계 PBL 교육, ④ 1.2.1. 교육수요를 반영한 

기초 교양교육, ⑤ STAR 교육인증을 통한 실천적 창의인재 양성임

❍ 5개 실행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총 6개로, 모든 지표에서 2020학년도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음

❍ 2020학년도 기준, 현장직무교육과정 개발률 47.4%, 현장직무교육과정 운영률은 95.0%, 융합교

육 참여율은 3.0%, PBL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5.9%, 기초교양교과목 만족도 6.0점이었음. 또한 

STAR 교육인증을 통한 실천적 창의인재 양성은 2021학년도부터 성과지표 값 산출이 가능하

여 미산출 됨

실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값 달성유무 비고

1.1.1.
현장직무분석을 통한

전공교육과정 개발

현장직무교육과정 

개발률
50.0% 47.4% ×

현장직무교육과정 

운영률
89.0% 95.0% ●

1.1.2.
학과/계열간 직무능력중심

전공융합교육
융합교육 참여율 4.0% 3.0% ×

1.1.4.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산․관․학 연계 PBL 교육

PBL교육프로그램 

참여율
3.0% 5.9% ●

1.2.1.
교육수요를 반영한

기초교양교육

기초교양교과목

만족도
7.0% 6.0점 ×

3.1.2.
STAR 교육인증을 통한

실천적 창의인재 양성
STAR 인증률 - - -

2021학년도부터

산출가능

<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관련 실행과제 성과지표 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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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업교육 환경 현황

1.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현황

2.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현황

3. 강의실 및 실습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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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재료비 지원 현황1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금액

❍ 2020학년도 기준, 학과별 지원된 실험실습재료비는 총 381,186천원으로, 14개 학과(야간 및 전

공심화과정 포함)의 평균은 27,228천원임

❍ 최근 3년간 실험실습재료비는 2018학년도 183,807천원, 2019학년도 277,024천원, 2020학년도 

381,186천원으로, 2020학년도는 2019학년도 대비 37.6% 상승하였음

학과명
금액(천원)

계(천원)
대학회계 산단회계

건설정보학과(2년제) 6,870 0 6,870

환경보건학과(3년제) 5,000 6,230 11,23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7,999 4,629 12,628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4,200 5,020 9,220

컴퓨터공학과(3년제) 18,250 11,857 30,107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23,750 12,103 35,853

자치행정학과주간/야간(2년제) 2,387 0 2,387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1,562 0 1,562

경찰행정학과(3년제) 8,733 0 8,733

토지행정학과(2년제) 9,462 0 9,462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41,700 96,056 137,756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3,685 81,862 85,547

작업치료학과(3년제) 12,900 9,943 22,843

취업지원처(현장실습) 6,988 0 6,988

계 153,486 227,700 381,186

< 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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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금액(천원)

계(천원)
대학회계 산단회계

2018학년도 137,372 46,435 183,807

2019학년도 167,730 109,294 277,024

2020학년도 153,486 227,700 381,186

< 2018~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현황 >

 실험실습재료비 영역별 지원 금액

❍ 2020학년도 지원된 영역별 실험실습재료비는 전공실무 261,931천원,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32,

360천원, 현장실습 13,938천원, 직업기초 11,691천원이었음

❍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는 전공실무, 현장실습 영역에서 증가하였고, 캡

스톤디자인 및 창업, 직업기초 영역에서 감소하였음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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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재료비 영역별 지원 금액

❍ 2020학년도 지원된 영역별 실험실습재료비는 전공실무 261,931천원,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32,360천원, 현장실습 13,938천원, 직업기초 11,691천

원이었음

❍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는 전공실무, 현장실습 영역에서 증가하였고,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직업기초 영역에서 감소하였음

학과명
전공실무(천원) 캡스톤디자인&창업(천원) 현장실습(천원) 직업기초(천원) 기타(천원)

계(천원)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건설정보학과(2년제) 3,483 0 3,386 0 0 0 0 0 0 0 6,870

환경보건학과(3년제) 5,000 0 0 6,230 0 0 0 0 0 0 11,23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6,308 769 0 560 0 3,300 1,691 0 0 0 12,628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4,200 2,020 0 3,000 0 0 0 0 0 0 9,220

컴퓨터공학과(3년제) 18,250 4,898 0 6,959 0 0 0 0 0 0 30,107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10,000 12,103 4,800 0 750 0 8,200 0 0 0 35,853

자치행정학과주간/야간(2년제) 2,387 0 0 0 0 0 0 0 0 0 2,387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1,562 0 0 0 0 0 0 0 0 0 1,562

경찰행정학과(3년제) 6,933 0 0 0 0 0 1,800 0 0 0 8,733

토지행정학과(2년제) 9,462 0 0 0 0 0 0 0 0 0 9,462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23,000 50,100 5,000 0 0 0 0 0 13,700 45,956 137,756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0 81,512 2,425 0 0 0 0 0 1,260 350 85,547

< 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 영역별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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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전공실무(천원) 캡스톤디자인&창업(천원) 현장실습(천원) 직업기초(천원) 기타(천원)

계(천원)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작업치료학과(3년제) 10,000 9,943 0 0 2,900 0 0 0 0 0 22,843

취업지원처 0 0 0 0 6,988 0 0 0 0 0 6,988

계 261,931 32,360 13,938 11,691 61,266 381,186

< 2020학년도 실험실습재료비 영역별 지원 현황 > (계속)

학년도
전공실무(천원) 캡스톤디자인&창업(천원) 현장실습(천원) 직업기초(천원) 기타(천원)

계(천원)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2018학년도 83,627 4,999 17,996 41,436 14,160 0 21,589 0 0 0 183,807

2019학년도 114,580 16,591 19,478 38,940 10,445 2,800 1,500 0 21,727 50,963 277,024

2020학년도 100,585 161,345 15,611 16,749 10,638 3,300 11,691 0 14,960 46,306 381,186

< 2018~2020학년도 영역별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현황 >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현황2

❍ 2020학년도 기준, 학과별 지원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총 763,327천원으로, 학과별 평균은 54,523천원임

❍ 최근 3년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2018학년도 357,585천원, 2019학년도 831,261천원, 2020학년도 763,327천원으로, 2019학년도 대비 8.17% 감

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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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대학회계 산단회계

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건설정보학과(2년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7,920 테블릿컴퓨터 외 3종 16,277 24,197

환경보건학과(3년제) 노트북 외 1종 53,500 - 0 53,500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데스크톱컴퓨터 외 2종 5,967 데스크톱컴퓨터 외 1종 15,600 21,567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EtherCAT모션제어+1축실습장치 외 18종 214,749 와컴 타블렛 외 2종 25,057 239,806

컴퓨터공학과(3년제) 책상 외 1종 28,583 책상 외 23종 95,778 124,361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컴퓨터책상 외 5종 19,883 캠코더 외 8종 42,105 61,988

자치행정학과주간/야간/전공심화(2년제) 데스크톱컴퓨터 외 7종 22,737 액정모니터 외 2종 3,200 25,937

경찰행정학과(3년제) - 0 수업영상녹화용웹캠 외 13종 30,687 30,687

토지행정학과(2년제) 데오돌라이트 외 1종 11,524 데오돌라이트 10,000 21,524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사물함 외 8종 40,645 발효탱크시스템 29,500 70,145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워터펀치 외 8종 35,000 스타일러 외 1종 4,360 39,360

작업치료학과(3년제) 전자칠판 외 5종 27,458 전자복사기 외 3종 22,797 50,255

계 67종 467,966 56종 295,361 763,327

< 2020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현황 >

학년도
금액(천원)

계
대학회계 산단회계

2018학년도 178,892 178,693 357,585

2019학년도 597,601 233,660 831,261

2020학년도 467,966 295,361 763,327

< 2018~2020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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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및 실습실 현황3

❍ 2020학년도 기준, 전체 강의실과 실습실은 총 63개로, 학과별 강의실과 실습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학과 강의/실습실 용도 호수 2020학년도 운영 교과목

건설

정보

학과

토목제도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109 토목제도기초, 토목제도응용 

강의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110

응용역학기초, 응용역학응용, 수리학기초,

수리학응용, 토질역학기초, 토질역학응용, 수리능력,

건설재료학기초, 건설재료학응용, 측량학기초,

측량학응용, 수문학, 하수도공학, 상수도공학 

토목전산실습실

(110.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101

토목적산실무, 도로및교통공학, 도로설계실무, 수문학

컴퓨터활용, 토목CAD기초, PS콘크리트및강구조,

응용역학심화, 토목CADCapstoneDesign

측량실습기자재실

(55.4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102 측량학기초, 측량학응용

토질실험실습실

(110.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103 토질역학기초, 토질역학응용

재료실험실습실

(110.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104 건설재료학기초, 건설재료학응용

수리실험실습실

(110.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106 수리학기초, 수리학응용, 상수도공학, 하수도공학

환경

보건

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7

취업과진로도전, 슬러지처리공정운전, 시설유지보수, 

수질공정캡스톤디자인, 대기오염캡스톤디자인,

환경보건학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8

폐기물처리개론, 환경화학, 취업과진로선택,

환경보건인의자세, 수질오염분석실습, 환경공학개론, 

실무영어, 산업위생개론 

약품칭량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1

수질공정캡스톤디자인, 수질오염분석실습,

대기오염캡스톤디자인, 대기오염분석실습 

대기실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2

수질공정캡스톤디자인, 수질오염분석실습,

대기오염캡스톤디자인, 대기오염분석실습 

기기분석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4

수질공정캡스톤디자인, 수질오염분석실습,

 대기오염캡스톤디자인, 대기오염분석실습 

수질실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205

수질공정캡스톤디자인, 수질오염분석실습,

대기오염캡스톤디자인, 대기오염분석실습

< 학과별 2020학년도 강의실 및 실습실 현황 >



- 103 -

학과 강의/실습실 용도 호수 2020학년도 운영 교과목

소방

안전

관리

학과

2학년 강의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7 이론 교과 강의실

2학년 강의실

(87.12㎡)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8 이론 교과 강의실

1학년 강의실

(55.4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13

-1
이론 교과 강의실

1학년 강의실

(55.4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13

-2
이론 교과 강의실

학습지원실

(27.72㎡)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3 전공학습 독서실

CAD 실습실

(110.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1 소방전기기본설계 등

소방기계설비

실습실I(138.6㎡)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2 수계소화설비점검 등

소방기계설비

실습실II(138.6㎡)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4 수계소화설비점검 등

소방화학실습실

(83.16㎡)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305 소방화학실습 등

전기

전자

공학

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14

전기기기, 전력공학, 기초수학, 대학수학, 기초영어,

실무영어, 전자회로기초, 전자회로활용,

회로이론기초, 회로이론활용, 논리회로기초,

논리회로활용, 대인관계와화법, 창업아이디어,

자기개발과자원관리, 직업윤리와인성,

취업과진로선택, 취업과진로탐색PBL

자동제어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03

전자회로설계, 전기응용, 통신이론기초,

통신이론활용, 자동제어기초, 자동제어활용PBL,

시퀀스기초, 시퀀스활용, 전기에너지

기초전자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16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활용실험, 논리회로실험, 

전기전자응용실험

전자응용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17

컴퓨터기초, IoT, 프로그램기초, 프로그래밍활용,

소프트웨어공학, 전기전자캡스톤디자인1

컴퓨

터공

학과

Academia

(아카데미실)

(83㎡)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01

기초영어, 대인관계와화법,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직업윤리와인성, 일본어I, 진로준비및도전,

전산학개론,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시스템분석및설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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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

터공

학과

Google Lab

(구글실) (100㎡)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210

모바일프로그래밍기초, GUI설계, 유닉스서버관리,

Python프로그래밍기초, C#프로그래밍, 드론코딩,

JAVA프로그래밍기초, 리눅스서버관리응용,

모바일프로그래밍응용, GUI구현,

Python프로그래밍응용, JAVA프로그래밍심화

Apple Lab

(애플실) (11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211

모바일프로그래밍기초, GUI설계, 유닉스서버관리,

Python프로그래밍기초, C#프로그래밍, 드론코딩,

JAVA프로그래밍기초, 리눅스서버관리응용,

모바일프로그래밍응용, GUI구현,

Python프로그래밍응용, JAVA프로그래밍심화

MicroSoft Lab. 

(MS실) (110㎡)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17

C진로탐색과선택, 데이터베이스이론,

C프로그래밍기초, 알고리즘기초, 사무자동화기초,

그래픽기초, C프로그래밍응용, 데이터베이스실무,

사무자동화응용, 그래픽심화, 리눅스서버관리기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건축

인테

리어

학과

3D첨단실습실

(Orange) (89㎡)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213

3D스케치업기초/응용, 3DMAX/응용, V-RAY,

포토샵&일러스트, 인디자인&프리미어,

 2DCAD기초/응용/심화

공공디자인실습실

(Blue) (86㎡)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212

주거공간코디네이션, 상업공간코디네이션,

전시공간코디네이션, 건축워크샵, 건축드로잉,

건축구조및건축법1

모형제작실습실

(Yellow) (80㎡)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201 가구설계모형기초, 가구설계모형심화

도면제작지원실

(White) (51㎡)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02 건축제도, 도면의이해와표현

공간건축실습실

(Green) (14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15

주거공간스튜디오, 상업공간스튜디오, 실내조명계획,

건축설계스튜디오, 전시공간스튜디오,

건축재료학기초

자치

행정

학과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1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직업윤리와인성,

대인관계와화법, 취업과진로설계, 기초영어, 행정법,

행정영어, 언어논리, 행정수험국사Ⅰ, 재무행정실무, 

행정학기초, 행정수험국사Ⅱ, 행정법실무,

행정조직론, 지방행정론, 정책학개론, 인사행정실무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2

중급영어, 회계실무, 헌법, 행정사례연습, 고급영어,

지방재정실무, 사회변동과문화, 지방자치법,

행정통제론, 지역개발론, 진로준비와취업스킬,

회계응용실무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3

중급영어, 고급영어, 회계실무, 헌법, 행정사례연습,

 지방재정실무, 사회변동과문화, 지방자치법,

행정통제론, 지역개발론, 기획실무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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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

학과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6

의사소통과문제해결, 직업윤리와인성, 기초영어,

대인관계와화법, 취업과진로설계, 행정영어, 행정법, 

언어논리, 행정수험국사Ⅰ, 행정수험국사Ⅱ,

행정학기초, 행정법실무, 행정조직론, 지방행정론,

정책학개론, 인사행정실무, 재무행정실무

자치행정학과

전산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503

컴퓨터기초, 고급행정전산실무, 행정전산실무,

정보검색현장융합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4

한국의행정사상, 지식사회와법, 정책평가론,

리더십과조직관리, 부동산정책론, 협상론,

지방의회론, 인간행동의이해, 행정법세미나,

행정문화론, 스마트정부론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4

-1

행정과민법, 영어회화, 지방정부론, 지역정책론,

현대사회와여성정책, 행정윤리, 정책변동론,

시민사회와NGO, 행정개혁론, 사회문제론

경찰

행정

학과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1301

대테러정책론, 경찰사(A), 경찰사(B), 토익입문, 경

찰학총론2, 형법각론, 직업윤리와인성, 경비업법, 경

찰영어(A), 경찰영어(B), 형법판례, 헌법Ⅱ, 경찰학

각론Ⅰ, 경찰한국사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1302

경호학개론(A), 경호학개론(B), 기초영어, 형법개론, 

헌법개론, 경찰학개론, 대인관계와화법, 민간경비론

(A), 민간경비론(B), 경찰학총론Ⅰ, 형법총론, 의사

소통과문제해결, 한국사능력검정, 헌법Ⅰ

과학수사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1303

법학개론, 형사소송법각론(A), 형사소송법각론(B), 

범죄학개론, 범죄학, 대인관계와화법, 형사소송법총

론(A), 형사소송법총론(B), 범죄학(통제론), 형사소

송법판례

토지

행정

학과

강의실

(87.12㎡)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101

공간정보관계법, 토지기획및정책, 기준점측량응용,  

삼각측량학및수치지적, 부동산학감정평가이론,

대인관계와화법, 토지행정영어, 지적공부정리,

토지사법, 공간정보행정실무, 공간정보조사,

기준점측량실무, 부동산학감정평가실무

강의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112

지적법, 부동산공시법, 토지측량학및실습,

지적학개론, 세부측량학및실습, 직업윤리와인성,

의사소통과문제해결, 기초영어, 축척및지번변경,

도근측량학, 응용측량학및실습, 토지행정영어연습,

토지정보체계론, 드론사진측량학

LIS/CAD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111

지적전산학개론, CAD, 공간정보응용,

공간데이터베이스기초,공간데이터베이스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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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리

제빵

학과

첨단강의실

(55.4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02 창업진로설계, 진로준비와취업스킬 

조리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03

미장프라스, 미트&피쉬, 케이터링,

정식레스토랑요리, 이탈리아 요리, 라인쿡,

연회및케이터링, 가드망제 실습, 연회요리

바리스타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13 카페창업실무, 커피브루잉

제빵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415

베이직브레드베이킹, 케이크데코레이션,

페이스트리, 어드벤스트페이스트리, 쿠키공예,

디저트프리젠테이션

첨단강의실

(83㎡)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301

직업윤리와인성, 세계식재료학, 산업안전,

세계식문화, 취업과진로설계, 글로벌기초영어,

자기개발과자원관리, 글로벌실무영어,

진로준비와취업스킬, 

식음료실습실

(83㎡)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211 와인스터디, 식음료칵테일, 식음료캡스톤디자인

뷰티

코디

네이

션학

과

헤어실습실

(110.88㎡)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214

캡스톤코스메틱코디네이션, 샴푸와두피모발관리,

창업뷰티사회봉사, 베이직헤어펌,

K-뷰티살롱서비스, 디자인헤어커트, 디자인헤어펌

네일미용실습실

(86.13㎡)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302

대인관계와 화법, K-뷰티네일아트, K-뷰티CS관리,

자기개발과 자원관리, 베이직네일미용, 기초영어,

캡스톤코스메틱코디네이션

뷰티캡스톤디자인

실습실(86.13㎡)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302

-2

K-뷰티헤어디자인, 업스타일, 드라이및아이롱,

베이직헤어커트, 디자인헤어컬러링, 취업과진로탐색

메이크업실습실

(114.8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303

베이직뷰티메이크업, 남성커트, 미용학개론,

K-뷰티비즈니스영어, 직업윤리와인성,

창업진로설계, 트렌드메이크업,

K-뷰티창업현장실무, K-뷰티특수메이크업

피부미용실습실

(114.84㎡)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2304

K-뷰티피부미용, 피부미용기초관리, 뷰티체형관리,

피부미용특수관리, 피부미용기기학

작업

치료

학과

아동작업치료

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502

아동작업치료, 질환별작업치료, 임상운동학, 

이학적검사, 신경해부학 등

성인작업치료

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503 정신사회작업치료, 손치료, 재활심리학및실습 등 

일상생활활동

실습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3504 작업치료학개론, 일상생활활동, 보조공학과창업 등

강의실
■ 이론  □ 실습

□ 이론+실습
4407 일반생물학Ⅰ, 의학용어, 인체생리학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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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실습실 강의실

토목전산실습실 측량실습기자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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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강의실

약품칭량실 대기실험실

기기분석실 수질실험실

< 환경보건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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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학습지원실

CAD실습실 소방기계설비실습실

소방화학실습실

< 소방안전관리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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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자동제어실습실

기초전자실습실 전자응용실습실

< 전기전자공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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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실 구글실

애플실 MS실

< 컴퓨터공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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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첨단실습실 공공디자인실습실

모형제작실습실 공간건축실습실

도면제작지원실

< 건축인테리어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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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전산실습실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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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강의실

<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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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강의실

과학수사실습실

< 경찰행정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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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강의실

LIS/CAD실

< 토지행정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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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조리실습실

바리스타실습실 제빵실습실

강의실 식음료실습실

< 호텔조리제빵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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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실습실 네일미용실습실

뷰티캡스톤디자인실습실 메이크업실습실

피부미용실습실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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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작업치료실습실 성인작업치료실습실

일상생활활동실습실 강의실

< 작업치료학과 강의실 및 실습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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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성과

1.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2.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 121 -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1

❍ 2020학년도 기준 우리대학 취업률은 66.7%, 2021학년도 기준 신입생충원율은 98.0%, 2020학년

도 기준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97.0%임

학년도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정원내 정원내외

2018
66.4%

(2016. 8. & 2017. 2. 졸업자 기준)

100%

(2019. 3. 기준)

94.8%

(2018. 4. 기준)

101.8%

(2018. 4. 기준)

2019
65.6%

(2017. 8. & 2018. 2. 졸업자 기준)

100%

(2020. 3. 기준)

95.5%

(2019. 4. 기준)

102.5%

(2019. 4. 기준)

2020
66.7%

(2018. 8. & 2019. 2. 졸업자 기준)

98.0&

(2021. 3. 기준)

97.0%

(2020. 4. 기준)

106.7%

(2020. 4. 기준)

< 2018~2020학년도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현황>

❍ 2020학년도 기준, 대학공시정보에 근거한 학과별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정원내/외 재학생충원

율은 아래와 같음

학과
취업률

(2018. 8. & 2019. 2. 졸업자 기준)

신입생충원율

(2021. 3. 기준)

재학생충원율

(2020. 4. 기준)

정원내 정원내외

건설정보학과

(2년제)
71.4% 79.4% 75.0% 75.0%

환경보건학과

(3년제)
65.0% 100.0% 111.7% 116.7%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57.7% 100.0% 101.0% 106.3%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67.6% 100.0% 100.0% 106.7%

컴퓨터공학과

(3년제)
78.3% 100.0% 91.7% 96.7%

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72.7% 100.0% 100.0% 105.0%

< 2020학년도 학과별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현황>



- 122 -

학과
취업률

(2018. 8. & 2019. 2. 졸업자 기준)

신입생충원율

(2020. 3. 기준)

재학생충원율

(2020. 4. 기준)

정원내 정원내외

자치행정학과주간

(2년제)

75.3%

100.0%

92.9% 99.0%
자치행정학과야간

(2년제)
100.0%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

(2년제)
100.0% 95.7% 95.7%

경찰행정학과

(3년제)
30.8% 100.0% 105.0% 113.3%

토지행정학과

(2년제)
58.6% 95.0% 100.0% 100.0%

호텔조리제빵학과

(2년제)
66.7% 100.0% 100.0% 105.0%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66.7% 100.0% 97.6% 98.8%

작업치료학과

(3년제)
88.5% 100.0% 93.3% 98.9%

< 2020학년도 학과별 취업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현황> (계속)

직무수행능력 성취도2

❍ 2020학년도 학과품질보고서 CQI 교육성과 영역 중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항목에 근거한, 직무

수행능력 성취도 목표 달성 CQI의 학과 평균은 4.1점이었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

차원의 노력 평균은 4.1점이었음

학과명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목표 달성 (5점 만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5점 만점)

건설정보학과(2년제) 3.5 3.7

환경보건학과(3년제) 3.2 3.2

소방안전관리학과(2년제) 3.5 3.4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3.4 3.4

< 2020학년도 직무수행능력 성취도에 대한 학과별 CQI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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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목표 달성 (5점 만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5점 만점)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5.0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 4.5 4.1

자치행정학과주간/야간(2년제) 5.0 4.9

자치행정학과전공심화(2년제) 5.0 5.0

경찰행정학과(3년제) 4.0 4.0

토지행정학과(2년제) 4.2 4.4

호텔조리제빵학과(2년제) 3.65 3.5

뷰티코디네이션학과(2년제) 3.8 3.8

작업치료학과(3년제) 5.0 4.6

평균 4.1  4.1

< 2020학년도 직무수행능력 성취도에 대한 학과별 CQI 현황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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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수요자 만족도

1. 재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교육영역 결과

2.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학과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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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교육영역 결과1

❍ 2020학년도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수요자 만족도 교육영역 조사 결과 중 항목별 최

하위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외국어 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어학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양교과목 구성이 다양하다”, “교양교과목 구성이 다양

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 임

구분 순번 문항 만족도(%)

전체평균 68.1

교양

교육과정

(평균)60.1%

1 교양교과목 구성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 58.9

2 교양교과목 수강이 교양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 63.8

3 교양교과목 수강이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61.9

4 교양교과목 수강의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사고배양에 도움이 된다. 63.2

5 외국어 관련강좌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56.4

6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양교과목 구성이 다양하다. 56.8

전공

교육과정

(평균)68.7%

7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3.9

8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69.9

9 교과목이 최신기술이나 사회 트렌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67.0

10 전공지식 습득은 물론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68.6

11 전공과목 학업 전반에 있어 교수와의 소통이 원활하다. 67.6

12 실습 교과목이 충실히 운영된다. 69.7

13 이론강의와 실습강의 비율이 적절하다. 67.3

14 전공과 관련한 현장학습활동이 충실히 운영된다. 63.5

15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 70.4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균)66.1%

16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알고 있다. 63.7

17 교과목별 학습 가능한 핵심 역량에 대해 알고 있다. 63.8

18 교과목별 학습 가능한 직무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 64.3

19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 65.5

20 교과목 내용이 전공별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69.9

※ 평균 미만 : 만족도에 가나다 음영 표시

< 2020학년도 재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육영역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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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문항 만족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균)66.1%

21 교과목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69.7

22 교과목의 내용은 산업현장 감각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66.2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평균)62.7%

23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60.7

24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수업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다. 63.3

25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이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역량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64.0

※ 평균 미만 : 만족도에 가나다 음영 표시

< 2020학년도 재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육영역 결과 > (계속)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학과별 개선사항2

❍ 2020학년도에 실시된 재학생 대상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학과별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학과명 학과별 개선사항

건설정보학과

(2년제)

∙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점검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외국어 관련 강좌 프

로그램,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양교과목 등)

환경보건학과

(3년제)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양과목 다양성, 역사회봉사/자원봉사 활동 참여기회 제

공, 생활관 주거환경 관리 및 생활관 담당직원에 대한 응대 태도에 대한 점검

이 요구됨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 외국어 관련 강좌 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교과목 등 교양과목 다양화

에 대한 수요도 높음

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나, 학생활동 지원 중 지역사회봉사/

자원봉사 활동 참여기회, 해외체험활동, 비전공 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아 학생활동지원 기회 확대가 요구됨

컴퓨터공학과

(3년제)

∙ 생활관주거환경, 복지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50점으로 미흡한 수준을 보임

∙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가 49.7점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인지도 제

고를 위한 교육편성이 필요함

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으나 생활관, 식당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만족

도 유지/관리가 요구됨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전공심화(2년제)
∙ 해외체험활동 참여기회,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음

< 2020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학과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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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학과별 개선사항

경찰행정학과

(3년제)

∙ 생활관 복지공간에 대한 확충, 지역사회봉사/자원봉사 활동 참여기회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토지행정학과

(2년제)

∙ 식권가격 대비 메뉴 품질 점검, 지역사회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 확대

가 필요함

호텔조리제빵학과

(2년제)
∙ 생활관 복지공간 증설,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이 요구됨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 타학과 대비 생활관 시설, 교내 정보화, 의무실 등 교육 및 시설에 대한 요구

도 높음

작업치료학과

(3년제)

∙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나,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

과, 생활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2020학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학과별 개선사항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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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학 및 학과 CQI

1. 대학 CQI

2. 학과 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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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CQI1

❍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교육품질관리위원회(2021. 03)에서 도출한 대학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특성화연계

교육과정

개발의

적절성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핵심직무를 적절하게 도출하였는가? ● 4.8

지역사회(충청남도) 산업인력 수요분석을 통하여 학과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가? ● 4.7

연차별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가? ● 4.5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표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가? ● 4.5

대학의 교육목표와 부합하여 학과의 교육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4.8

대학의 교육 실행과제와 부합하여 학과의 실행과제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4.3

대학의 공유가치와 핵심역량을 반영한 학과별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가? ● 4.3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부서 및 센터의 조직체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4.3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 4.5

연차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4.3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 3.7

직무능력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력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 3.2

< 2020학년도 대학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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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외부 인사의 풀 구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5

교직원의 핵심직무 연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2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수업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 4.3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관리가 적절하게 추진되었는가? ● 4.7

대학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 4.7

학과의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7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7

대학의 교육과정은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교육과정 정책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는가? ● 4.5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0

장비 및 도구(현장실습 포함)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대학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0

신입생충원율 대학의 신입생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재학생충원율 대학의 재학생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 2020학년도 대학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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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성과

취업률 대학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8

직무능력성취도
대학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3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8

교육만족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 3.7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5

< 2020학년도 대학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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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CQI2

❍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건설정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4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5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4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4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2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1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2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4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4

< 건설정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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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4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4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7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2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2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1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4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3.7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8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1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 건설정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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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성과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4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5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7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1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1

< 건설정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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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환경보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3.2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6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2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3.2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3.6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6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3.3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3.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3.2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3.2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3.2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2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3.6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7

< 환경보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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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2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2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3.3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3.7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3.6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3.6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3.2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8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8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2

< 환경보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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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2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2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2

< 환경보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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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5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8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6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8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6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6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6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3.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6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6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4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6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5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6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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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6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3.3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6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6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6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6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4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9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3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4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4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4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 140 -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6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4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8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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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전기전자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6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1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1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1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3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3.3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1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1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3.9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

< 전기전자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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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4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4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4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3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4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3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8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8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6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3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4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4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4

< 전기전자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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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1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1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4

< 전기전자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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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5.0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5.0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5.0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5.0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5.0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5.0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5.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5.0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5.0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0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0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0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5.0

< 컴퓨터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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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5.0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0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5.0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5.0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0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5.0

< 컴퓨터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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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 컴퓨터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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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2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3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1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2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3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1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5.0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1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2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5.0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3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1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2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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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5.0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5.0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3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3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5.0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2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2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5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6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5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5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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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6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5.0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7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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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6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9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7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7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3.9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7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4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5.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6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3.9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3.1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9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6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9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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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5.0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9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9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1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3.6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0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1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7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9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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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7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6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9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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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2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5.0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해당없음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5.0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해당없음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해당없음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해당없음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5.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5.0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3.4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해당없음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5.0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해당없음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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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4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5.0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5.0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5.0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1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6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6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6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6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5.0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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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5.0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5.0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5.0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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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경찰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3.5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1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3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5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4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3.9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3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5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1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1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9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3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3

< 경찰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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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1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4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3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3.6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3.6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0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4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3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5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8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1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3

< 경찰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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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 경찰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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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토지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0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5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6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3.4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3.2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2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8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6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2.0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3.2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2.0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2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6

< 토지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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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0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2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3.6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0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2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2.2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6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2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2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4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2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4

< 토지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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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2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0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2

< 토지행정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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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호텔조리제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1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6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3.9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3.5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5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3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3.5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3.7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2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5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2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7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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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4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3.7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3.5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3.1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5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3.5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8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1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5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5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7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5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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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1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7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3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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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2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4.3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3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3.4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2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1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4.2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4.2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2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3.3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1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0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7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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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5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3.5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3.5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4.3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3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2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3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2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2.8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0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8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3.8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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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2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3.4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0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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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과정관련 현황에 근거하여,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한 학과 CQI 결과는 아래와 같음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해서 인재양성 유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4.8

외부인사를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는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가? ● 5.0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6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영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4.6

직무모형 설정 및 검증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 4.8

선정된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8

교과목프로파일은 도출된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는가?
● 5.0

교과목별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이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 ● 4.8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강의계획서 등 교육과정 운영관련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5.0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4.6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4.6

NCS와 연계된 직무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8

직업기초 교과목을 적절히 운영하였는가? ● 4.8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토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6

< 작업치료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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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학사지원체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향상/심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4

강의계획서상의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4.4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 4.2

교육과정

정책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재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였는가? ● 5.0

대학발전계획이 학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4.8

직업교육환경

교육환경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축되었는가? ● 4.0

실험실습재료와 기자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 4.0

교육성과

교육성과지표 학과의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를 달성하였는가? ● 4.6

신입생충원율 학과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재학생충원율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3.6

취업률 학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4.6

유지취업률 학과 유지 취업률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직무능력

성취도

학과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5.0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4.6

< 작업치료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 170 -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교육만족도

재학생만족도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4

졸업생만족도 졸업생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4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 4.6

< 작업치료학과 2020학년도 학과 CQI 결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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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및 개선사항 (대학)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학과)



- 172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대학)1

❍ 상기 대학 CQI에 근거하여, 교육품질관리위원회(2021. 03)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NCS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절성 검토 부족 ∙ NCS학사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의성 검토를 위한 회의 및 조치 필요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 미흡 ∙ 역량기반 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3 대학교육과 관련된 교직원 직무연수 실적 부족 ∙ 대학교육관련 교직원 직무연수 확대 및 정례화 필요

4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직원 인식 부족
∙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 설명회 또는 세미나 개최 필요

∙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회 개최 필요

5 교과목별 핵심 및 하위역량 mapping의 기준 미흡 ∙ 교육과정 편성지침 내 교과목별 핵심 및 하위역량 mapping 기준 제시 필요

6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STAR 교육인증제 운영 미흡 ∙ STAR 교육인증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 필요

7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미흡 ∙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

8 융합전공 신청 및 참여에 대한 학생 인식 부족 ∙ 융합전공 다양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학생 인식 제고 노력 필요

직업교육

환경

9 학과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시기의 적절성 미흡
∙ 실험실습기자재 학과 수요조사 및 구입의 조기 추진 필요

∙ 실험실습기자재 활용계획서 등 관련서식 통일 및 간소화 노력 필요

10 노후화 등의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불용 및 폐기처리 미흡 ∙ 실험실습기자재 불용 및 폐기처리에 대한 방법, 시기 등이 명시된 지침 필요

11 학과별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의 문제점 개선 노력 부족 ∙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개선을 주제로 한 교직원 회의 개최 필요

12 온라인 수업용 기자재 교직원 활용에 대한 노력 부족
∙ 원격지원센터 내 온라인 수업용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직원 설명회 및 가이

드라인 필요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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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교육성과

13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교육성과지표 중 목표치가 미달성된 

지표 다수 존재

∙ 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교육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회의 개최 필요

∙ 교육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한 관련부서의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필요

14 2021학년도 신입생충원율 목표치 미달성 ∙ 2022학년도 신입생충원율 목표치 달성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15 대학의 목표 취업률 미달성 ∙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과 및 대학차원의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16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부족 ∙ 비교과를 활용한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 

17 교양교과목 구성의 다양성 및 선택의 폭 부족
∙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구성 및 결과물 작성 필요

∙ 비교과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관련 교양교과목 개설 및 운영 필요

18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의 신뢰 및 타당성 검토 미흡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용역업체의 단일화 등을 통한 신뢰 및 타

당성 확보 노력 필요

19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환류에 대한 실적 미흡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환류를 위한 위원회 개최 및 이행점검 필요

CQI

20 교과목, 학과, 대학 CQI 항목에 대한 규정화 미흡 ∙ 교육품질관리 운영규정 내 교과목, 학과, 대학 CQI 항목의 규정화 필요

21 교과목, 학과, 대학 CQI 항목의 적합성 검토 미흡
∙ 교육품질관리위원회, 교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교과목, 학과, 대학 CQI 

항목의 적절성 검토 필요

22 현장중심 교과목 CQI 활용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미흡
∙ 강의계획서 작성부터 교과목 CQI 활용까지의 절차가 포함된 교과목 운영지

침(관련서식 포함) 마련 필요

< 충남도립대학교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174 -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학과)2

❍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건설정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건설안정방재학과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필요
∙ 교육과정개발 및 가족회사 워크숍을 통한 산학연계 건설안전방재분야 교육

과정 개발 필요

2 직업교육 기반 환경개선 ∙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실시

직업교육

환경

3 현장연계 기자재 확보 ∙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 확보 및 운영

4 기자재 활용 미흡 ∙ 노후 기자재 교체를 통한 기자재 활용도 향상 필요

5 재료비 확보 필요 ∙ 직업기초, 전공실무 재료비 확보 필요, 교과목 별 재료 구입 추진

교육성과

6 재학생 충원률 향상 필요 ∙ 상시상담 체계화 및 진로선택을 위한 특강 및 견학 실시

7 취업률 향상 ∙ 졸업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취업률 향상 필요

8 직무능력 성취도 향상 필요 ∙ 자가진단, 교과목 CQI의 분석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9 재학생 및 졸업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 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참여 고려

10 재학생 만족도 ∙ 재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로 교육의 질 개선

CQI

11 학과 품질 ∙ 직무선호도, 재학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평가를 통한 학과 교육방향 설정

12 대학 품질 ∙ 학과 품질을 통한 대학의 질 향상 도모

13 학과 및 대학 운영 계획 수립 ∙ 품질평가를 통한 차년도 교육체계 확립

< 건설정보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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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환경보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교육과정 환류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운영 미흡 ∙ 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에 의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현

2 코로나19 후 효율적인 인터넷강좌 프로그램 구축 필요 ∙ 코로나19 이후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 필요

직업교육

환경

3 전공기자재 및 재료 예산 부족 ∙ 전공기자재 및 재료구입예산 확대 필요

4 전공자격취득 특강시간 및 예산 부족 ∙ 전공자격취득을 위한 특강시간 확대 및 예산지원

5 현장 맞춤형 실험.실습식 구축 필요 ∙ 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실 구축 필요

교육성과
6 전공 자격증 취득율 미흡 ∙ 전공 자격증 취득율 확대 필요

7 소통역량 및 취업역량 미흡 ∙ 소통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 환경보건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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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평가와 사업에서 요구하는 학사제도의 변화 반영

∙ 충원률 확보를 위한 교육의 다양성 필요 : 집중학기제, 부전공트랙, 온라인

강좌, 융합전공 등

∙ 현재 소방안전관리학과의 교육운영과 미래전략 검토 필요

2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요구
∙ STAR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과목 매핑 반영

∙ 2021년 교육과정 개발 시 핵심역량 행동지표 반영 검토

3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적용 요구
∙ 2021년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개최(교육과정 신뢰성 확보)

∙ 2021년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워크숍 개최(교수학습 강화)

직업교육

환경

4 강의실 및 실습실 개선 재전략 수립
∙ 2021년도 원격강의를 위한 실습 기자재 확보(코로나 19대비)

∙ 강의실 및 실습실 분반 수업 확대(코로나 19 대비)

5 기자재 확보
∙ 전공 요구 기자재 확보(학과발전 계획 이행)

∙ 원격강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강의 기자재 확보 필요

6 재료비 확보
∙ 직업기초, 전공실무, 캡스톤, 동아리, 현장실습 재료비 확보

∙ 교과목 별 재료비 구입 추진(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교육성과

7 충원률 유지 필요
∙ 학과 교원의 비정규 프로그램에 참여 추진

∙ 학과 교원의 상담 공유를 통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8 취업률 향상 필요
∙ 산업체 네크워크의 질적 향상 : 산업체 관리 방안 검토 및 교육연게성 강화

∙ 소방공무원과 소방산업체의 진로지도 강화 필요

9 직무능력 성취도 향상 필요 ∙ 자가진단, 절대평가, 교과목 CQI의 분석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10 학과운영 만족도 시행 필요

∙ 직무 선호도 조사, 교육운영만족도, 산업체 요구분석 시행

∙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필요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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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교육수요자

만족도

11 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 시행 필요
∙ 수요자별 만족도 결과를 학과품질에 반영 : 산업체 네트워크 시 산업체 만

족도 시행, 학생이력시스템 연계 학부모 만족도 시행

12 만족도 분석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만족도 분석을 통한 입시, 교육, 취업 전략 수립 : 2021년도 학과 운영 계

획서에 반영

CQI

13 교과목 CQI 반영 필요
∙ 교과목별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교육환경, 

교수학습, 기자재 및 재료비 지원 등 

14 학과 CQI 반영 필요
∙ 학과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학과 운영계획

서 수립 시 신규 프로그램 개발

15 대학 CQI 반영 필요
∙ 대학 CQI에 대한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대학 정책에 

대한 학과의 운영 연계성 검토

< 소방안전관리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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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전기전자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필요 ∙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활용 방안 필요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학과 표준화 필요 ∙ 학과 수업에 필요한 출석부, 강의계획서 등 서류의 학과 표준화 추진 필요

3 현장실습 운영 미흡
∙ 현장실습 확대를 위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필요

∙ 현장실습 업체 발굴 필요

직업교육

환경

4 기자재 노후화 및 고장 등 학과의 기자재 관리 및 개선 필요 ∙ 순차적 노후 기자재 교체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 필요

5 강의실 및 실습실의 환경개선 필요 ∙ 순차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 필요

6 학생들의 현장 직무역량 강화 필요 ∙ 산업체 견학, 박람회 관람, 산업체인사 특강 프로그램 운영 필요

교육성과

7 정원내 충원율 향상 방안 필요
∙ 수업이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필요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필요

8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 방안 필요

∙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진로지도교과의 효율적 운영 필요

∙ 취업지원처, 취업센터와 협업을 통한 취업처 발굴과 취업지도 강화 필요

9 자격증 취득률 향상 방안 필요
∙ 자격증 특강 확대 운영 필요

∙ 자격증 필요성 인식을 위한 설명회 운영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10 교과목별 핵심 역량에 이해 향상 필요 ∙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과목별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 필요

11 교양 교과목에 대한 수요 반영 필요
∙ 외국어, 프로그램, 인성 함양,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선택과목

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CQI
12 학과의 직무수행 능력성취도 향상 필요 ∙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 확대를 위해 전산관련 자격증취득 확대 필요

13 향상/심화 교육 수요자 확대 필요 ∙ 향상과 심화교육 필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향상 및 심화교육 확대 추진

<전기전자공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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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3년제 교육과정에 따른 전공 심화 교육 고민 필요 ∙ 프로그래밍 실습 및 차세대 기술 습득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2 전공융합에 기반한 전공심화과정 개설 고려 ∙ SW보안, 웹 디자인 관련 타 전공과의 전공융합 추진 검토 중

3 신입생 면접 경향 분석을 통한 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검토
∙ 예비 신입생들의 요구(게임SW, 보안 교육)를 반영하여 초빙교원 채용 및 교

과목 개설

직업교육

환경

4 플랫폼 및 서버운영 인력부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서버관리 및 캡스톤과 실전응용 과정 편성

5 다양한 직무보다 한 직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운영 고려 ∙ SW 개발을(50% 상회)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6 차세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인공지능, AI, IoT 관련 교육과정 개설

교육성과
7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공 질적 취업 고민 필요

∙ 가족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및 교육운영교류(SME, 교과수업)를 통한 전공취

업률 향상 꾀함

8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활용한 교육성과 창출 미흡 ∙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의 도입 고려 중

CQI

9 학과 취업률 목표 달성 미흡
∙ 학과 취업률 목표(70.5%)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청양군 인턴 및 대학 인

턴 채용 독려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꾀함

10 직업기초 교과목 운영 미흡
∙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일본어, 전산회계 교과목을 개

설하고, 전문 강사 채용을 통해 수업의 질 향상 도모

<컴퓨터공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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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1인 2자격증 취득율 부족에 따른 비정규 교육과정 개편
∙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득률 향상

∙ 동계 하계 산업기사 비정규 특강 실시

2 건축/디자인 직무 산업체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 계절별 현장실습(인턴쉽) 및 실습학기제 운영 및

∙ 진로지도과정 6학기 운영

3 건축인테리어 3D설계특화 교육과정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 3D MAX 교육 기초과정 보완

∙ 건축 그래픽 정규 심화과정 운영

4 캡스톤디자인의 체계적인 교육 부족으로 인한 융합교육 실시
∙ 공모전이나 졸업전을 통한 융합교육 실시

∙ 특화설계를 통한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

직업교육

환경

5 직업교육 기반의 교육환경 부족으로 인한 개선 ∙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6 현장 맞춤형 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운영개편 ∙ 현장 맞춤형 교육 위한 기자재 확보 및 운영

7 현장연계형 교육 재료 부족으로 인한 지원 ∙ 국내외 공모전 및 작품 활동 활성을 위한 지원 확대

교육성과

8 전공 취업률 및 졸업생 취업률 미비로 인한 산업체 발굴
∙ 진로지도 정규교육 통한 1대1 맞춤형 취업체계 마련

∙ 16개 시군별 현장실습지원 산업체 발굴 

9 신입생 충원률 부족 및 미비로 인한 학과 홍보개선
∙ 학과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활용

∙ 국내외 공모전 및 작품활동을 통한 대회 활동 활성

10 재학생 충원률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과정 개선
∙ 3D 특화 및 글로벌 프로그램의 활성

∙ 다양한 특화설계 및 실무 맞춤형 코디네이션을 통한 만족도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11 직무 선호도 부족으로 인한 체계 확립 ∙ 직무선호도 조사 실시로 직무체계 확립

12 재학생 만족도 부족으로 인한 교육개선 ∙ 재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로 교육의 질 개선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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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교육수요자

만족도
13 산업체 만족도 부족으로 인한 운영개선 ∙ 산업체 요구분석 조사 실시로 취업률 확보

CQI

14 학과 품질 만족도 부족으로 인한 교육방향 재설정 ∙ 직무선호도, 재학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평가를 통한 학과 교육방향 설정

15 대학 품질 부족으로 인한 운영개선 ∙ 학과 품질을 통한 대학의 질 향상 도모

16 학과 및 대학 운영 계획 수립 미비로 인한 운영개선 ∙ 품질평가를 통한 차년도 교육체계 확립

< 건축인테리어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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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업방식 전환의 체계적 

지원 미흡

∙ 대학차원의 매뉴얼 필요

∙ 학과 차원의 세부대응방안 마련 추진

직업교육

환경
2 사회복지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사회복지 겸임교수 채용 추진

∙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확보 추진

교육성과 3 지속적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취업지도 강화방안 추진

∙ 취업처 확대를 취업분야 다변화 및 가족회사 확대 추진

교육수요자

만족도

4 교양 교과목의 다양성 필요 ∙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 다양화 검토

5 전공관련 현장학습 활성화 필요 ∙ 코로나 시대에 적용가능한 현장이해 프로그램 검토

CQI
6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 미흡 ∙ 코로나 시대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방안 검토

7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목표 달성도 미달 ∙ 취업처 다변화 및 취업지도 강화 추진

< 자치행정학과 주간/야간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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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교육과정 환류에 대한 외부인사 활용 미흡 ∙ 수업운영 환류 시 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2 학생상담 실적 미흡 ∙ 지도교수제 활성화로 학생상담 확대 추진

교육성과 3 전공관련 현장학급 활성화 필요 ∙ 코로나시대에 적용가능한 현장이해 프로그램 검토

CQI 4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 미흡 ∙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 검토

< 자치행정학과 심화과정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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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경찰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한 인재양성 유형의 적절성 미흡
∙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자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유형 설정 위해 교

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 노력 필요 

2 도출된 교과목의 교과목 프로파일 적절성 미흡 ∙ 교과목 프로파일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

3 NCS연계 직무중심 현장실습 운영 부족 ∙ NCS연계 직무중심 현장실습 운영 확대 노력 필요

4 하위역량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 부족
∙ 단순한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 및 방법

의 고민과 공유 노력 필요

직업교육

환경

5 학과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노후화 ∙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환경개선 필요

6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 부족 ∙ 실험실습 재료 확충 노력 필요

7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노력 필요

교육성과

8 학과 실행과제를 포함한 교육성과 지표 달성도 다소 미흡 ∙ 교육성과 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9 학과 목표 취업률 달성도 미흡 ∙ 목표 취업률 달성 위한 상담·지도 노력 필요

10 학과 목표 유지취업률 달성도 미흡 ∙ 목표 유지취업률 달성 위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 노력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11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결과 반영 다소 부족
∙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만족도 결과의 공유 및 토

의 등 노력 필요

12 강의평가 결과 반영 다소 부족 ∙ 강의평가 결과의 공유 및 토의 등 환류로 강의 질 개선 노력 필요

CQI

13 재학생 충원율 목표값 유지를 위한 노력 부족 ∙ 재학생 및 휴학생들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재학생 충원율 제고 노력 필요

14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과 방법의 강의 통해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향상 

노력 필요

< 경찰행정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185 -

❍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토지행정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교육과정 환류에 대한 외부인사 활용 미흡 ∙ 교육과정위원회 외부자문위원의 참여 강화 필요

직업교육

환경

2 측량실습 준비 및 실내 연습을 위한 공간 부족 ∙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

3 실험 실습실 구축 부족 ∙ 예산확보를 통한 측량실습실 구축 필요

교육성과
4 전공자격증의 1인 2자격증 취득 부족 ∙ 지도제작 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활성화 필요

5 취업률 저조 ∙ 다양한 경로의 취업 방향 다변화 대책 마련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6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의 의견 제안 미흡 ∙ 학생상담 등을 통한 의견 청취와 개선 노력 필요

CQI
7 NCS 학습모듈 활용 미흡 ∙ NCS학습 모듈을 참조하는 활용 수업 필요

8 NCS 연계 현장실습 미흡 ∙ NCS 연계 LX공사 등의 현장실습 협력체제 구축과 참여 독려 필요

< 토지행정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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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호텔조리제빵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호텔조리제빵분야 실질적 산업현장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을 활용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필요
∙ 계속 변화하는 산업트랜드에 맞춘 현장직무와 NCS교과과정 개발 운영수립  

2
전공공통 교과목 NCS 교과목 신설 또는 변경, 폐지, 학점 및 

훈련시간 수정․보완 필요
∙ 조리분야 NCS과정 보완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시수변경 계획 수립

3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필요 ∙ 연차별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실시(지속)

직업교육

환경

4
NCS 기반 직무와 기술 습득을 위한 산업현장형 교육환경 조성

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추진예산 계획 마련 
∙ 산엽현장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수립

5 직업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 수립
∙ NCS 교육과정 강의실 및 실습실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NCS 교과목 운영 기

자재/재료 확보계획

교육성과

6 교육성과 지표 수립 ∙ NCS 교육과정 개발, 운영, 향상, 관리 등에 따른 지표 수립예정

7 학과차원의 취업률 향상 대책 마련
∙ 국내외 조리제빵분야 우수 산업체의 지속적 발굴 및 학생상담을 통한 취업

진로체제 구축(진행)

8 학습지원 대책마련

∙ 전공분야 경쟁력있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향상을 학

습지원체계 구축 중

∙ 전공자격증 취득계획, 전공동아리 활성화, 캡스톤디자인, 융복합수업실시, 

국내외경진대회 출전 등

교육수요자

만족도

9 국제화 프로그램관련 학과 홍보물 제작 계획마련 ∙ 해외글로벌프로그램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이 포함된 홍보물 제작이 필요

10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조사 필요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적 만족도조사를 통한 운영체계 발전 도모 

CQI 11 교과목 CQI 분석 필요 ∙ 지속적 CQI 분석을 통한 개선 발전 계획 수립 중

< 호텔조리제빵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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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연간학과 운영계획(예산 포함) 수립 및 실행과제 실시점검 필요 ∙ 월별 학과자체 운영계획(예산 포함) 수립 및 실행과제 실시 

2 학과 핵심역량 및 학위역량 감소
∙ 교과목별 역량매칭 재검토

∙ 다양한 교수법 활용

3 전공융합에 기반한 비정규 심화과정 개설 고려 ∙ 실무중심의 교육 및 다양한 직무습득을 위한 타전공 교육 운영 추진 검토

직업교육

환경

4 예산 미확보로 인한 환경개선 미진행 
∙ 조기 예산확보

∙ 예산 미확보시 학과예산의 적절한 예산 분배

5 학기말 기자재 구입으로 해당년도 학생들의 기자재 미활용 ∙ 기자재 예산 확보 및 학기초 구입 진행

6 헤어직무에 집중된 재료비 ∙ 전공교과목 비율에 따른 재료비예산을 골고루  분배

교육성과
7 취업률 감소 및 학과목표취업률 달성 미흡

∙ 산업체 네트워크 활성화

∙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체계 확대

8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평가 실시 미흡 ∙ 직무수행능력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해와 결과에 따른 분석과 보완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9 재학생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수립(교과운영, 교육환경등)

∙ 교과목별 핵심역량에 대한 안내

10 만족도 분석에 대한 환류체계 미흡 ∙ 체계적인 만족도 분석을 통한 입시, 교육, 취업 전략 수립

CQI 11 학과 CQI결과에 따른 분석 미흡 ∙ 학과 CQI결과 분석 보완 필요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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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과 CQI에 근거하여,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위원회(2021. 02)에서 도출된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순번 2020학년도 문제점 개선사항

학사지원

체제
1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핵심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부족 ∙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을 향상하는데 중점

직업교육

환경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구축 미흡 ∙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교육환경을 구축 필요   

3 교육과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도구 확보 미흡 ∙ 수업운영을 위한 학기전 적절한 장비 및 도구 확보 필요

교육성과 4 학과 재학생 충원율 목표값 미달성 ∙ 멘토 및 동아리활동 등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교육수요자

만족도

5 재학생만족도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미흡 ∙ 재학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토록 노력

6 졸업생만족도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미흡 ∙ 졸업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토록 노력

CQI 7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적절함 ∙ 지속적으로 연계함

<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020학년도 교육품질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