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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비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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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대학 성과목표 달성현황

핵심목표

분야
(전략목표 연계)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2021년

주관부서
목표 실적 달성률

교육

1. 신입생충원율 95.35% 99.8% 달성 입학관리실

2. 재학률 93.04% 90.45% 97.2% 교무팀

3. 졸업생 취업률 56.63% 55.75% 98.4% 취업지원센터

4. 유지 취업률 86.04% 84.58% 98.3% 취업지원센터

5. 전임교원 확보율 75.69% 77.61% 달성 교원인사실

6. 강의규모 0.353점 0.350점 99.2% 교무팀

연구∙산학

7. 교수당 국제저명 논문 수 0.38편 0.33편 86.3% 교원인사실

8.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32,901천원 36,143천원 달성 산학협력팀

9. 과학기술교수당기술이전수입액 871.2천원 179.9천원 20.6% 산학협력팀

경영효율
10. 교육비 환원율 175.8% 195.5% 달성 전략예산팀

11. 기금실적 23.12억 18.46억 79.8% 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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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대학 성과목표 달성현황

일반목표

분야
(전략목표 연계)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2021년

주관부서
목표 실적 달성률

교육

1. 중도탈락률 5.21% 6.0% 86.8% 교무팀

2.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 2.81% 3.17% 달성 취업지원센터

3. 재학생당 총 강좌수 1.0점 1.0점 달성 교무팀

4. 비전임교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1.0점 0.967점 96.7% 교원인사실

연구∙산학
5. 인문사회교수당국내저명논문수 1.00편 0.79편 79.0% 교원인사실

6. 학생 창업 실적 13명 14명 달성 벤처창업보육센터

경영효율
7. 재학생 만족도 72.42점 72.38점 99.9%

교육역량개발센터, 
경영평가실

8. 세입 중 등록금 비율 66.20% 64.4% 달성 전략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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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대학 성과목표 달성현황

전년대비 목표 달성률

구분 분야 전년도달성률(2020) 당해연도달성률(2021) 전년대비

핵심
목표

교육 99.9% 100.1% +0.2%

연구·산학 97.7% 72.5% -25.2%

경영효율 90.6% 95.5% +4.9%

핵심목표 97.6% 91.7% -5.9%

일반
목표

교육 95.3% 99.1% +3.8%

연구·산학 75.4% 93.3% +17.9%

경영효율 101.7% 101.4% -0.3%

일반목표 93.0% 98.2% +5.2%

대학성과목표 95.6% 94.5% -1.1%

전체 성과지표 평균은 전년대비 소폭(–1.1%)하락함.

특히 대학 핵심성과목표 중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수입액’의 목표 미달성(목표 871.2천원/실적

179.9천원, 목표 대비 20.6%/전년실적 799.4천원)이 달성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수입액’의 안정적인 실적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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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평가 결과

 학과 또는 학부(융합학부는 기존 학과 기준)

 총 31개 학과〮전공(인문·사회·예체능 18, 자연·공학 13)

No. 학 과 계열 No. 학 과 계열

1 불교학부 인문·사회·예체능 19 생명신소재융합학부(신소재화학전공) 자연·공학

2 명상심리상담학과* 인문·사회·예체능 20 생명신소재융합학부(의생명공학전공) 자연·공학

3 불교아동보육학과 인문·사회·예체능 21 창의융합공학부(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자연·공학

4 한국음악과 인문·사회·예체능 22 창의융합공학부(에너지∙전기공학전공) 자연·공학

5 인문콘텐츠학부(국어국문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3 창의융합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전공) 자연·공학

6 인문콘텐츠학부(국사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4 창의융합공학부(안전공학전공) 자연·공학

7 인문콘텐츠학부(고고미술사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5 ICT∙빅데이터학부(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자연·공학

8 글로벌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6 ICT∙빅데이터학부(컴퓨터공학전공) 자연·공학

9 글로벌어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7 조경학과 자연·공학

10 글로벌어문학부(중어중문학전공) 인문·사회·예체능 28 바이오제약공학과** 자연·공학

11 미술학과 인문·사회·예체능 29 가정교육과 자연·공학

12 스포츠과학과 인문·사회·예체능 30 수학교육과 자연·공학

13 행정경찰공공학부 인문·사회·예체능 31 간호학과 자연·공학

14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예체능

15 경영학부 인문·사회·예체능

16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인문·사회·예체능

17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인문·사회·예체능

18 유아교육과 인문·사회·예체능

평가 기본단위

대상 현황

* 2020학년도 신설학과: 편제 미완성 학과평가 미대상
**  2017학년도 신설학과: 졸업생취업률 실적산출 불가 학과평가 미대상

 교육성과 3개 지표(신입생충원율, 재학률, 졸업생취업률)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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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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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학계열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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