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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성과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달성목표값 향상률(%)
(2021년 
목표값/
기준값)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핵심

지표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전임교원 확보율, ③ 교육비 환원율, ④ 총 강좌 수

자율

지표 

 ①

 ②

 ③

 ④

 ⑤

 …

재정 

투자 

계획

영역
국고지원금(백만원)

비율(%)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사업관리 및 운영

합 계 100%

성과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달성목표값 향상률(%)
(2021년 
목표값/
기준값)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

핵심
지표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전임교원 확보율,  ③ 교육비 환원율,  ④ 총 강좌 수

자율
지표 

① 교육과정혁신지수 지수 23.6 23.5 53.7 84.0 355.9 -

② 창의융합놀이터혁신지수 지수 61.5 62.1 62.7 63.3 102.9 -

③ 수요자중심학사제도지수 지수 23.3 25.9 55.5 85.0 364.8 -

④ 교수학습인프라혁신지수 지수 18.9 38.8 42.9 50.0 264.6 -

⑤ R&E혁신지수 지수 0.0 75.0 87.5 105.0 105.0 -

⑥ 진로결정혁신지수 지수 47.9 48.4 48.9 49.4 103.1 -

⑦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지수 14.3 15.2 17.6 21.2 148.3 -

재정 
투자 
계획

영역
국고지원금(백만원)

비율(%)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 2,213 1,881 1,904 73.8 -

연구 78 90 95 3.2 -

산학협력 294 420 445 14.3 -

기타 - - - - -

사업관리 및 운영 123 317 264 8.7 -

합 계 2,708 2,708 2,708 100 -



대표적인 혁신(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1. 대표 프로그램명 :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  WESLEYAN STUDIO는 존 웨슬리와 같은 창의융합과 공헌,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의사소통하여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과와 교양, 전공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성과를 구현해 내는데 목표를 둔 
우리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함축함

●  WESLEYAN STUDIO는 우리대학의 사업목표인 『지역과 함께 하는 WESLEYAN 공헌 인재 양성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비교과와 교과(교양, 전공)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우리대학만의 특성화된 비교과(핵심가치 : 자신감), 교양
(핵심가치 : 인성), 전공(핵심가치 : 실무능력)교육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수프라(Infra-Supra) 혁신을 위한 STUDIO의 구축 및 운영을 의미함. 이는 우리대학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프로그램임

1.1. 추진배경

 ●  창의융합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비교과와 교과, 교양과 전공,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창의융합 교육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과 경험에 기반한 교육경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경험지식을 확대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기회를 확장하고자 함

 ●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임파워먼트 되도록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난 3년간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성과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고자 함

1.2. 추진방향 및 내용

▶ 추진방향 :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3대 사업전략 수립 및 추진

 ● C (Connectivity & Creativity : 연계와 창의 융합)

 ● Q (Questioning & Learning : 교수-학습 방식 혁신) 

 ● I (Infra-Supra Innovation :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 WESLEYAN STUDIO 3개년 계획

 ● 교양교육 고도화 

   - 학생역량기반·융복합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적용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교양교육 교재 개발 및 운영

   - 교양교육 질관리를 통한 사회적 승인 제고  

 ● 전공교육 고도화 

   - 산관학 협력기관 수요를 반영한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적용

   - 특성화 추진사업단 선정 및 지원

   - 인재상과 역량기반 전공 진로설계·상담 교재 개발 

   - 전공 비교과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전공학습능력 강화

   -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기초인증 및 실무능력 함양

 ● 비교과교육 고도화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양성을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진로, 취업, 창업 관련 학습과 실천, 창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를 통한 학사지원 및 인프라 혁신 

   -  학생의 주도성과 참여, 실천이 교육과정에서 수렴되도록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발 운영

   -  자기설계전공 개발, 자유전공학부(과), 집중이수제 or 유연학기제 등 학사제도 개선 

홈페이지 개선 등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기반 교수-학습성과 관리

   - WESLEYAN STUDIO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데이타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학생통합시스템과 역량기반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와 환류

▶ WESLEYAN STUDIO 2019년 세부 계획

 ● 교양교육 고도화 

   -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

   - 역량 기반 인문학 강좌 개발, 국제화 교과목, 지역연계 교과목 개발

   - 공헌인재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

   - 학생참여를 통한 양방향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

 ● 전공교육 고도화 

   - 전공 비교과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전공 학습 능력 강화

   - 전공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전공역량 모델링과 인증

   - 사회 흐름에 부응하는 전공진로 비전 수립

   - 특성화 추진사업단 선정 및 지원

 ● 비교과교육 고도화 

   -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비교과, 지역연계, 산학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함양

   - 학습과 실천, 공헌, 창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수요자중심학사제도

   -  학생의 주도성과 참여, 실천이 교육과정에 수렴되도록 1+α 전공을 위한 자기설계전공 

개발, 유연학기제 혹은 집중이수제, 자유전공학부(과), 융복합트랙 등 제도 개선 

   - 학생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시스템 

   - WESLEYAN STUDIO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데이타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학생통합시스템 고도화, 경력관리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와 환류

   - 학습성과와 교육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1.3. 기대효과

 ●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확산함으로써

   대학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의 교육모델 확산에 기여

 ● WESLEYAN STUDIO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중도탈락자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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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1. 대학의 비전 및 목표

 1.1. 대내외 여건 및 대학 현황 분석

  1.1.1 대외여건분석

  ●  사회·경제·국제·교육환경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대학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여 창의성과 융합 및 통섭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감소를 고려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고품질 교육의 공급이 필요함

  ●  우리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여건도 급속히 변화하면서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기여, 

지역주민의 보건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 증가, 교통불편과 지역 불균형 및 원거리 문제로 

인한 문화적 욕구 불충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림 1>과 같이 환경분석 방법인 PEST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주요 항목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대내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대외여건은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여건변화, 인재상, 대학의 책무성과 지역 환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P>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경쟁력 및 교육품질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자체 대학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질 제고에 

중점을 둔 CQI 전략을 수립함

  ●  <E> 물가상승율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동결과 교육비 환원율 

상승으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됨. 이에 우리대학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감소되도록 하고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취창업 및 실무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S> 우리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가구와 유학생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교육, 지역사회 공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T> IOT, ICT 등 신기술의 등장과 신지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 공학과, 생명과학과 등을 신설하였음. 향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 양성 등 특성화를 추진할 것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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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외여건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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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대내여건분석

   1) 평가지표분석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관련 정량지표의 경우 개선 노력의 성과를 보였음

   -  수도권 대학으로서 신입생충원율은 적정하나 재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교육과정 및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학교 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직원 1인당 학생수가 수도권 평균보다 높아 직원역량 강회를 통한 학교 만족도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교내 연구비 액수가 낮아 교원의 연구지원이 필요함

   - 교육혁신을 통해 취업률 제고의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주요 항목의 변화 추이(201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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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건전성 분석

   -  우리 대학의 주된 재원은 등록금 수입과 기금임. 등록금 인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 외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교내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역 내 산학협력 사업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됨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결과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의‘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학 학생은 

글로벌 학습경험, 전공 수업 교수학습 만족도, 대학 몰입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교원은 교수 방법, 능동적·협력적 학습동기 등 몇개 역량과 인식에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우선 개선 영역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안을 실천과제에 

반영함

[그림 3]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건전성 분석 내용

[그림 4]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결과 분석(2017)

<학생>
<교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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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 분석

   -  우리대학은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2018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분의 방향과 중점 개선 필요 영역에 무게를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우선 개선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선안을 실천과제에 

반영함

   5) SWOT 분석 결과

   -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역량진단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비교과활동 참여의 지속적 증가, 학생만족도 및 대학몰입 

증가, 수도권대학 중 교수 연구성과 개선 등 강점이 있지만, 대학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불편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한 방과 후 공동화현상 문제, 재학생 충원율 하락, 산학협력 

활성화 부족, 낮은 취업율 등의 약점이 두드러졌음. 반면, 구성원들이 대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외부 교통여건의 개선, 

등의 기회가 발생하며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은 기회로서 최대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계와 위협에 대응하여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 방향과 과제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인재상 실현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할 계획임

[그림 5]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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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W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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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학의 창학이념 및 인재상

   1) 창학이념 

   -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기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학과 경건주의 생활 신앙에 입각하여 진리 탐구와 더불어 인간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목회자와 유능한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함

   -  미래사회를 열어갈 전문지식과 지성 및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믿음, 

사랑, 봉사를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으며, 

창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천적인 교육목표로서‘영성을 갖춘 봉사인’,‘

인격을 갖춘 세계인’,‘능력을 갖춘 전문인’의 역량과 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음

   2) 인재상

   -  우리대학은 창학이념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대학 인재상 설정의 배경이 되는 인물인 존 웨슬리(J. Wesley)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협성대학교 창학이념의 사표를 제공한 인물로서, 목회자 및 신학자를 넘어 

다양한 학문에 특별한 재능과 업적을 남긴 융복합적 인물이며. 새로운 제도와 작품을 

창작한 창의적 인물로 알려져 있음. 또 깊은 사회의식을 가진 현장중심 목회자로서 

빈민을 위한 무이자소액대출 대여금고(Lending stock)를 운영하고 공정무역 운동과 

노예해방 등을 주장한 인물임 

   -  이러한 존 웨슬리의 삶과 사상은 우리 대학이 설정한“창의융합인재”의 양성 목적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가지므로,“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우리대학의 인재상으로 수립하였음

존 웨슬리 기반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재양성창학이념

교육목적

영성을 갖춘 봉사인교육목표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대학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UHS ad fontes 2025
목표

영성을 갖춘 봉사인 인격을 갖춘 세계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

민주시민 자질함량 믿음�사랑�봉사의 실천 국가와 사회에 기여

[그림 7] 대학 창학이념과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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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학의 혁신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

  1.3.1. 『UHS ad fontes 2025』 비전과 인재상,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  우리대학은 창학이념의 핵심인물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생애에 주목하고 

그의 주요 활동 키워드를 우리 대학 핵심역량진단 도구 개발에 반영, 6대 핵심역량을 정의하여 

대학비전과 인재상,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UHS                2025ad fontes

대학비전
뿌리가 다른 창의 융합 선도대학

인재상
웨슬리형 창의융합 인재

UHS                2025목표ad fonte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

평생 선교여행을 다닌 글로벌형
신학 외 의학�음악�경제학�문학 등 
업적을 남긴 창의융합형 
법과 윤리에 대해 원칙론인 영성
빈민을 위한 현장중심 목회 및 
노예해방을 주장한 공동체 중심형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정직한 크리스천
순회 선교, 복지실천
의사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감리교 제도 정착

의사소통
(역량)

민주적
절차

순회선교
신학 외 의학�
음악�경제학�문학 
등 업적을 남긴 
창의융합형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정직한 크리스천

복지실천을 
통한 공헌

창의 역량글로벌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영성,
자기관리역량

  1.3.2. 대학비전과 발전전략의 연계성

  ●  대학의 비전인“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과 『UHS ad fontes 2025』 중장기 

발전계획 목표인“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략을 『WESLEYAN ACE#』의 CQI전략으로 확정함

  ●  『UHS ad fontes 2025』의 3대 발전전략인 웨슬리언 CQI는 대학의 창학이념, 교육목적, 

인재상, 대학비전 및 웨슬리언 핵심역량과 정합성을 갖고 있음

[그림 8] 중장기 발전계획과 핵심역량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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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2.1.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개요

  ●  우리 대학은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중장기발전계획인 『UHS ad fontes 2025』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ad fontes’는 르네상스의 모토로서 근본 혹은 본질로 돌아감을 의미함. 우리대학은 

학교의 본질인‘잘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학교’에 충실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서의 

명칭을 『UHS ad fontes 2025』로 명명함

  ●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창조적인 르네상스의 정신을 계승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지되어 있음 

  ●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UHS ad fontes 2025』의 완수를 위하여 2년간의 

중장기발전계획 실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임

[그림 9] 협성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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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체계

  ●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사전조사 후 반영함

  ●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여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함

  ● 아래 [그림 11]와 같이 발전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해당 부처에서 수행함

  ●  대규모대학 및 국공립대학의 백화점식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우리대학의 실정에 맞는 

목표와 전략체계를 수립하되 실현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함

  ●  경쟁력이 부족한 연구 및 R & D 중심 특성화를 지양하고 우리대학 전체를 융복합 교육, 

창의융합 교육 선도대학으로 추진함

[그림 10] 학내 외 구성원 의견의 분석과 반영 내용

[그림 11] 발전계획 수립의 절차·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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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협성대학교 중장기 발전전략 『UHS ad fontes 2025』 35대 핵심실천과제

[그림 13] 단계별 추진계획

 2.2. 단계별 추진계획

  ●  『UHS ad fontes 2025』는 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기(2017-2018), 교육혁신기(2019-2022), 도약기(2023-2025)를 통해 완성(2025)에 

도달하고자 함

  ●  각 단계의 기조를 유지하되 각 단계의 실행 중 노정된 문제점들과 제반 여건의 변화, 대내외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수정과 환류결과를 통해 계획된 목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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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과정 성과

  ●  우리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과정혁신(C)과 교육품질혁신(Q)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음. 전공분야는 현장·실무중심 교과목을 

확대하고 다전공을 활성화 함

  ●  2013년부터 기초교양 트랙과 융·복합 트랙을 연구·개발하여 현재 15개 트랙을 운영 중임

  ●  舊교양교직학부를‘웨슬리창의융합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속적인 교양과정위원회를 

통해 상시 교양과정을 개정해오고 있음 

  ●  Wesleyan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품질제고와 

학생참여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비교과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교육 질관리를 위해 수업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수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1> 대학 발전 전략에 따른 교육과정의 성과 

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과정
혁신

1.1.2. 융·복합교양과정다양화 1.2.3.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및
           관리시스템 강화

- IPP 사업 평가-A등급(88점)-인센티브10%
- 2018 NCS 과정 29과목 개발

1.2.3.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1.1.3. 교양교육과정 혁신

● 대학교육 수준에 미달하는 교과목정리 및
학문 영역별 균형있는 교양과정 공모,
심사 후 개설

● 성평등, 평화와 통일, 인성교육,
컴퓨팅 과목신설

● 교양필수 및 융복합교양 이수방법 유연적 운영

1.1.3.
●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인증
● 융복합 교육과정 트랙운영 지원
● WESLEY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목 폐지/신설
● WESLEY핵심역량에 따른 수업설계
● 웨슬리언 핵심역량, 4차산업혁명과 미래

온라인 강좌(필수) 개설
● 2018 핵심역량별 개설과목 수

융·복합 신규트랙의 지속적 개발
구분 2016 2017 2018

트랙 수 6개 15개 15개

캡스톤 과목 개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과목 수 12개 12개 12개

2017년 IPP 장기현장실습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실적 72개 118명 12개

2017년 IPP 일학습 병행제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실적 15개 34명 7개

2015-2017년
교과목폐지/신설

2018 교과목
폐지/신설

폐지 신설 신설

144 18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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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과정
혁신

1.1.2. 융복합 전공 및 다전공의 활성화

1.3. 웨슬리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교육
품질
혁신

2.1.1. 수업개선

● 매년 참가자 수 증가 추세

2.1.2. 교육과정인증제(2017-8)

2.3.2. 평생지도교수 상담 증가 및
           만족도 상승

2.4.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2.4.1. 경력개발원 신설(2019.02)
경력개발원을 총장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취업·창업·일학습병행제 등을 총괄하고 지원함

다전공 이수자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융·복합 부전공 9명 0.86 44명 4.33 36명 3.73
융·복합 복수전공 0명 0.00 2명 0.20 3명 0.31

부전공 24명 2.29 30명 2.95 44명 4.56
복수부전공 92명 8.80 89명 8.76 93명 9.64
연계전공 7명 0.67 4명 0.39 0명 0.00

총계 132명 12.62 169명 16.63 176명 18.24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학생 수 3,734명 4,697명 5,915명
지원총액 324,282천원 333,641천원 376,866천원

운영프로그램 20개 26개 28개

교수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분 2016 2017 2018
교원 542명 815명 513명

교육과정 인증 참여 실적
구분 교과목 융/복합 학과
참여 2개 6개 12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학생 수 1,214명 5,787명 4,278명
운영프로그램 13개 34개 27개

학생비율 27.4% 134.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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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학사구조개편 및 학생지원 성과

  ●  우리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인프라혁신에 따라 2016-2017 학과 

통폐합,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 과감한 전공필수 폐지,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교양교직학부 

개편, 융·복합 트랙 설치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우리대학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표 2>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인프라
혁신

3.1.1. 학과 통폐합·정원조정·학과신설
년도 주요내용 발전계획과 연계성

2017

●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와
국제통상학과를 중국통상문화학과,
미주통상문화학과로 통합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계획 15명 감축

● 이공대학 정원 64명 증원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37명,
생명과학과 38명 신설 및 증원)

● 지역개발학과, 도시행정학과를
도시개발·행정학과로 통합

● 광고홍보, 미디어영상전공을
미디어영상광고학과로 통합 

● 디자인 4개학과를 3개학과로 통합
● 신학과 외 22개 학과 정원 조정 

● 학문간 융합과정을 통한 학과경쟁력 상승
●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성화
●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과정 특성화
● 산업수요 요청에 따른 학과신설 
●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 멀티 디자인 및 창의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학과통합

● 전공필수 폐지 : 신학과

2018

● 사회변화에 따른 학문단위 편제의 지속적
재구조화를 통한 학과구조조정 유도

● 지속적인 학과구조 조정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 2017년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기반한
학과구조조정(안) 마련

● 학과평가 연착륙 유도

#3 교육혁신원 확장
(CTL, 질관리, 창의융합)

#3 학생 휴게공간·북카페 설치 #3 스터디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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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학년도 학사구조개편 학과 통폐합 및 신설학과(2017학년도부터 반영)

2016학년도(구조개혁 전)

대학 학과명 입학
정원

신학대학 신학과 79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4

사회복지학과 70

아동보육학과 45

지역개발학과 39

도시행정학과 38

경영대학

경영학과 49

금융보험학과 40

세무회계학과 40

관광유통
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전공 35

유통경영전공 35

미디어광고
영상학부

미디어영상전공 35

광고홍보전공 34

인문사회
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39

중어중문학과 34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39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8

<신설>

건축공학과 39

도시공학과 48

보건관리학과 45

<신설>

예술대학

피아노과 24

관현악과 16

성악·작곡과 17

조형회화학과 29

가구디자인학과 29

실내디자인학과 30

제품디자인학과 30

시각디자인학과 30

합계 1,060

2017학년도(구조개혁 후)

대학 학과명 입학
정원

신학대학 신학과 75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32

사회복지학과 65

아동보육학과 43

도시개발·행정학과 70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45

금융·세무학과 74

호텔관광 유통경영학과 64

인문사회
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5

글로벌
경영대학

미주통상·문화학과 48

중국통상·문화학과 48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8

스마트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과 37

건축공학과 38

도시공학과 38

보건관리학과 45

생명과학과 38

예술대학

기악과 35

성악·작곡과 13

생활공간디자인학과 43

산업디자인학과 43

시각조형디자인학과 43

합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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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주요 대내외 성과

  ●  우리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인프라혁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결과, 우리대학의 대내성과지표는 의미성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2.5. 발전계획 종합 성과

  ●  우리대학은 발전계획서 『UHS ad fontes 2025』의 지속적 추진결과 시설만족도 및 수업평가 

점수, 종합만족도에서 지속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 대학 발전 전략에 따른 주요 대내외 성과

[그림 14] 발전계획 종합 성과

주요대외성과(사업선정) 주요대내성과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학생직무체험사업 교육비환원율 115.8% 116.9% 131.1%
대학청년고용센터

전임교원확보율 71.2% 70.2% 74.1%
그린 캠퍼스

IPP센터 (A획득) 장학금지급율 19.5% 19.7% 22.0%
일자리센터 신입생충원율 99.8% 99.6% 99.1%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원금 3년 간

 총 21억 유치(2017-2019)

- 중국 해아발전기금(범옥영) 기부금 3억 유치
 (2018)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경기 꿈의 대학

직무체험
듀얼공동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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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종합 재정 투자계획

 3.1. 대학의 재정운영 기본전략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재정 투자 집중 

   - 대학 발전계획의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과 재정 투자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

  ●  자구 노력을 통한 예산사업 효과성 극대화 

   - 사업 우선순위 설정 후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 사업에 우선 배정

   - 유사 및 중복 예산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사용을 방지

  ●  고정성 예산의 투입 논리 재설정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교비는 물론 가용한 정부, 지자체,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된 예산을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함

3.2.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에 따른 예산투입현황(2016-2018)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

UHS 비전
2022

2016년 UHS ad fontes
2025

2017년 2018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새문화창출 50,000 49,051
교육과정혁신 

C 160,000 164,069 166,000 166,000
교육역량강화 357,301 357,301

교원역량강화 1,000,000 496,550
교육품질혁신

Q 916,878 1,000,000 710,000 710,000
행정역량강화 110,000 111,182

특성화 6,000 5,061
교육인프라혁신

I 16,000,000 16,338,069 17,172,500 17,472,000
재정건전성 7,000,000 6,908,626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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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학 재정투자 계획 수립 절차 및 근거 마련

  ●  재정투자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6> 재정투자계획 수립 절차

단계 부서 세부내용

1단계 기획처

● 발전방향, 목표에 따른 부서별 세부 사업 성과 확인 및 조정
● 중장기 투자 가용재원 산출, 사업우선순위 및 재정투자계획 초안 작성
● 목표 수립을 위한 과제 단계별 지표 개발 및 관리 

2단계 예산타당성심의위원회
●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가용재원 내 발전목표 달성과 연계
● 사업우선순위,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검토

3단계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 사업우선순위 및 재정투자계획 검토
● 1차 확정 후 본부 혁신회의 및 교무위원회 회의 의견을 수립하여

조정한 뒤 대학평의원회 심의

4단계 이사회 ● 이사회 심의 최종 확정

[그림 15] 재정투자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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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사업 연계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자원을 투자하며,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투자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적절성을 

제고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사업들이 대학혁신사업에 반영되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예산 사업코드를 

발전계획 3대 영역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3대 영역과 연계 편성하며 세부 분류가 

전략과제들과 일치하도록 편성함 

  ●  교육 혁신에 중점을 둔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적‘교육’연계 과제에 우선 투입하며 

경영·인프라 영역에서도 교육의 질 제고와 연계된 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

 3.5. 재정운영 환류계획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투입된 자금에 대하여 

결산시 심의하고 타당성을 재고함

  ●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건전성을 확보함

[그림 16] 재정운영환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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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안) 

구분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사업관리 및 
운영 비율

‘19
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2,213 78 294 - 123 5.3%

국고장학사업 9,276 - - - - 18.3%

타부처 73 - 886 - - 1.9%

지자체 10 - 40 - - 0.1%

자체재원 15,238 295 - 3,171 18,943 74.3%

‘19년 소계 26,810 373 1,220 3,171 19,066 100%

‘20
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1,881 90 420 - 317 5.4%

국고장학사업 9,270 - - - - 18.3%

타부처 73 - 886 - - 1.9%

지자체 10 - 40 - - 0.1%

자체재원 15,230 295 - 3,161 18,933 74.3%

‘20년 소계 26,464 385 1,346 3,161 19,250 100%

‘21
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1,904 95 445 - 264 5.3%

국고장학사업 9,720 - - - - 19.0%

타부처 73 - 886 - - 1.9%

지자체 10 - 40 - - 0.1%

자체재원 15,230 295 - 3,161 18,933 73.7%

‘21년 소계 26,937 390 1,371 3,161 19,197 100%

‘19~’21년 합계 80,211 1,148 3,937 9,493 5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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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비전과 대학혁신지원 사업 목표

6대 핵심역랑

글로벌
Wesleyan Misson Aboard the World

창의성
Wesleyan Misson CrEativity

영성�윤리의식
Wesleyan Spirituallity

공동체
Wesleyan Connectional Leader

자기관리
Wesleyan MEthodism

의사소통
Wesleyan CommunicologY

 국제적 감가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 

융통성과 종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영성과 윤리의식

공동체의 가치추구를 위해
팀워크를 발휘하는 협력적 리더십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리 한 자기관리

의사소통과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력

W

E1

의미

S

L

E2

Y

존 웨슬리의 사상과 인재상

공동체

창의성

자기
관리

영성
윤리
의식

글로벌

E1

E2

S

Y

L

W

의사
소통
정보
활용

세계는
나의 교구

의학서,
작곡

노예제
폐지

지역 현안
중심 목회

엄격한
규칙
생활

공동체
조직
구성

1. 대학의 비전과 대학혁신지원 사업 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p.8, 증빙자료 p.9 ~ p.13)

1.1. 대학의 비전과 목표

가. 대학의 비전“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

  ●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학과 경건주의 생활신앙,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사고,

지역사회 공헌의 삶을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전문지식과 지성 및 창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믿음, 사랑, 봉사를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함 

나. 대학의 목표

  ●  대학의 창학이념이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영성을 갖춘 봉사인’,‘인격을 갖춘 세계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의 역량과 능력을 함양한“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함

다. 대학 인재상과 핵심역량

  ●  배경이 되는 인물인 존 웨슬리(J. Wesley)는 우리대학교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협성대학교 창학이념의 사표를 제공한 인물로서, 목회자 및 신학자를 넘어 다양한 학문에 

특별한 재능과 업적을 남긴 인물이며. 새로운 제도와 작품을 창작한 창의적 인물로 

알려져 있음. 또 깊은 사회의식을 가진 현장중심 목회자로서 빈민을 위한 공헌과 

노예해방 등 정의를 주장한 인물임. 이러한 존 웨슬리의 삶과 사상은 우리 대학이 설정한 

‘창의융합인재’양성 목적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가짐

  ●  대학혁신지원사업은‘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의 여러가지 요소 중 특히 지역 실천에 

주안점을 두어‘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에 목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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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목표   

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거시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업 특성 등을 포함하여 대학 

내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대학이 위치한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젊은 도시이며 중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반면,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여 지역인재의 재능나눔과 공헌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대학으로서의 책무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함

  ●  “지역과 함께 하는 공헌 인재”양성에 목표를 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의 교육과정 혁신사업인‘인성교육 기초학문역량 강화’및‘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인프라 혁신 중 ‘지역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와 연계성을 가짐

  ●  우리대학의 대학교육혁신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경험 기반의 교육 및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대학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이후 학교 

정책적 차원에서 융합교육을 준비 및 실행해왔고, 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음

  ●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험을 고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부구조-상부구조의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 전반의 혁신을 이루고자 함

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  중장기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  우리대학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 수행을 위해 4단계에 걸쳐 중장기발전계획을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시기는“교육혁신기(2019-2022)”

와 일치함. 이 시기는 혁신을 위한 제반제도혁신 및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제 등의 체계 개선을 추진한 기반조성기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단계임

   -  우리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교육혁신기”의 사업들을 완수하고,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으로서 위상 재정립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공헌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학 인재상을 실현하고자 함

   -  대학혁신지원사업들은 우리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핵심인 교육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전략임. 이를 통해 학생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현신지원사업단을 총장 직속 기관으로 두어 신속하고 체계화된 구조에서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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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사업가치 GLOBAL, LOCAL, CONVERGENCE, CONTRIBUTION, GLocalCC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교육혁신
WESLEYAN STUDIO

연구혁신
WESLEYAN R&E HUB

산학협력 혁신
WESLEYAN MANAGEMENT

● 교과, 비교과, 대학, 지역간 연계
및 융합 교육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 특성화, 학사 유연화를 통한
학생지원체계 개선

● 시설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만족도와 참여 향상

● 교수연구지원체계 개선
● 학부-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
● 융합연구 및

실천 역량 함양

● 지역사회 밀착,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1
교양
교육
과정

#2
전공
교육
과정

#3
비교과
교육
과정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6
연구
지원
혁신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상담

#8
취창업
지원
혁신

#9
지역연계

혁신

#10
산학연계

혁신

혁신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 학생진로/심리상담 고도화
  (HY 프랜들리 카운셀링) 
● 

및 활성화
● 
●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지역연계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교직원 사회봉사 활동 고도화
●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 학부-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체계화

●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

학문 연구 조직 

● 구축 및 확산
연구소 활성화

●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강화
● 미래사회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성과 관리 체계화

● 전공능력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 특성화 추진사업단 발굴 및 정착
● 3E+3E Growing Up Hyupsung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선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학생통합시스템 구축
● 데이타기반 질관리시스템 구축
● 학생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글쓰기 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인재상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혁신전략별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가 글로벌 역량, 창의성, 공동체성, 영성, 자기관리, 의사소통의 

6대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전공과 교양, 비교과에서 역량별, 학년별 로드맵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을 가진 10대 혁신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인재상이 실현되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CQI 전략(Connectivity & Creativity, Questioning &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을 활성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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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 설정 과정의 타당성

 2.1.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주요할동 및 실적 

분야 중장기발전계획
주요 과제 주요실적 

교육과정 혁신/
교육품질혁신

●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다양화
● 핵심역량 기반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개편 및 정착
● 교수법혁신,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업 개선
● 전공이수제도 등 학사제도 개편
● 학생복지 및 지원시설 확충 등

캠퍼스 환경 개선
● 행정 인프라 혁신
● 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 데이타기반 질관리

● 2016-2017 학과 통폐합,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 과감한 전공필수 폐지,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교양교직학부 개편,
융·복합 트랙 설치 등 추진

● 전공분야는 현장·실무중심 교과목을
확대하고 다전공을 활성화 함

● 2013년부터 기초교양 트랙과 융·복합
트랙을 연구·개발하여 현재 15개 트랙을
운영 중임

● Wesleyan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비교과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교육 질관리를 위해 수업평가제도 개선
● 교수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교육품질혁신

● 교원 연구지원제도 개선
● 연구 윤리교육 강화
● 대학기관 연구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및 졸업 인증제를 통한

질 제고

교육인프라 혁신

● 취창업 및 실무중심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
● 지역사회 선도대학 체제 정립-

대외홍보 및 화성시 협력지원사업
확대 

● 학과 분포 및 규모 비교하여 정원 조정
● 학생의견 : 폐과보다는 계열별 학과 통합으로
 정원조정(디자인계열, 경상계열 학과 구조 조정)
● 학과평가에 따른 정원조정
 (학내 학과 경쟁력 저조 학과의 정원 조정 비율 조정)

● 기존 학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학과정원 조정(안) 수용 신설학과 정원 미세 조정

● 중국통상문화학과 신설
● 미주통상문화학과 신설
● 디자인계열 4학과 3개학과로 통합

● 생명과학과 신설
●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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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은 12대 핵심과제와 35개 세부과제, 3대 추진전략으로 계획되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3개 영역, 10대 혁신프로그램에 대한 3대 추진전략으로 계획이 수립됨

  ●  중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인“뿌리가 다른 창의융합대학”과“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산학의 3대 영역의 혁신을 통해 완수될 것임

   -  우리대학은 글로벌 역량, 창의성, 공동체성, 영성, 자기관리, 의사소통의 6대 핵심역량을 

함양한‘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음

   -  교양과 전공의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서도 역량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역량 함양을 통한 학습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원칙은 교육혁신원에서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자료로 배포하고 있는“역량별, 학년별 로드맵”과 웨슬리언 ACE# 수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와 

취창업, 지역 및 산학연계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육혁신을 이루어 인재상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인재상과 대학혁신전략 간 연계성에 기반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혁신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을 계획·운영하도록 하였음

S

글로벌W

창의성E

영성과 윤리S

공동체L

자기관리E

의사소통과 
정보활용Y

웨슬리 창의융합인재

#1 교양교육과정(역량기반 교육, 융복합 트랙)
#2 전공교육과정(역량기반 교육, 전공비교과, 
     전공역량함양과 전문가윤리)
#3 비교과 교육과정(창의융합놀이터, 해외탐방 등)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
#5 교수학습/데이타기반 질관리 

#6 연구지원(정보활용, 전문성햠양 윤리)

#7 협성프랜들리 진로상담
#8 취창업
#9 지역연계
#10 산학연계

W E

S

W

E

E

S Y

L

S

E

L E

L E

혁신프로그램 혁신전략

WESLEYAN STUDIO

WESLEYAN
MANAGEMENT

WESLEYAN R & E Hub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교육혁신기 (2019-2022)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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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기획처/UHS 미래위원회

구성원 의견수렴 (1차)
1차 공청회(1/29)
학생대표 88명
교무위/대학발전
기획위원회(1/30)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한 분석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결과
3개년 교육만족도
부서별 CQI 및 환류결과등

구성원
의견수렴(2차)
2차 공청회(2/15)
학부모/학과장/조교

구성원
의견수렴(3차)
3차 공청회(2/18)
직원

수정보완 후
제출 및

사업시행

사업계획서 컨설팅 
목표와 재정배분 
공청회 의견수렴

(2019.9.10)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

2.3.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설정 과정의 타당성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체계적 연계성을 갖고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대학은 SWOT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비전과 중장기발전계획, 인재상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웨슬리창의융합인재와 학생역량간 연계성 보완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목표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쳐 본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음 

  ●  위의 대학혁신사업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대학 기본역량진단결과 분석, 우리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경기도의 산업 및 

중장기비전 및 현황을 분석하였음

  ●  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은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교무위원회, 학과장 간담회, 직원 간담회, 학생 간담회를 거쳐 교직원과 재학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인“웨슬리 창의융합대학 선도대학”의 구현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로“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으로 설정함

사업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대내외
요구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기본역량진단

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 및 질제고

대학 수요 학생 감소
시설 환경 개선

만족도 조사결과 환류

대학혁신
지원사업
계획 및

반영사항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공급자-수요자 요구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
인재상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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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대학은 지역기반 강소대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대학의 본분인 지식과 기술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공헌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6대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임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대 전략, 10대 혁신프로그램 및 세부프로그램을 중장기발전계획의 
12개 분야 35개 세부사업들을 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상의 절차와 내용 분석을 통해 사업에 반영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연도 2016 2017 2018
대상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연도별,
대상별 
개선 
우선
순위
및 

중요도 
조사
결과

캠퍼스
환경 및 

시설환경

교양교육
분야

만족도 제고

산학
협력을
통한

실질적
도움

학사행정
(부서) 시설공간 협성대

인지 강의실 행정서비스
/국제화

최신
학문이나 

지식 
반영  정보이용 시설개선 정보이용 행정서비스 산학협력

프로그램 인지
연구활동

지원 시설공간

학사지원

이공대
만족도 낮고 
전년보다
낮아짐 산업체

요구를
교육에
반영

강의실 창업지원

산학협력
기여 및

수요 반영

학사
행정부서

취·창업
지원 산업

환경 변화
및

기업요구 
반영연구활동

지원

행정서비스, 
산학, 

국제화영역, 
취업분야

만족도 제고 

캠퍼스
환경

학습역량지원/
교양과목

인식 및 교과/
국구제화역량

시설/(정보)
이용편의성

교양과목
전반적 이미지

항목 대상과 내용 일시 결과

공청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재학생 학생대표, 학부모,
학과장, 직원 대상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

2019. 1. 29.
2019. 1. 30.
2019. 2. 15.
2019. 2. 18.

2017년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 원안 가결 및 

의견 수렴

설명회 학과장, 교직원 대상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보고 및 
대학혁신사업 10대핵심전략 및 세부프로그램 설명회 2019. 7. 10.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운영방식 논의

교무위원회 교무위원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반영 방안 논의 2019. 8. 14.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목표 일부 수정

사업모니터링면담
및 보고

교직원 대상
사업집행지침 설명회 

사업 중간 모니터링을 위한 면담 및 결과 보고
2019. 8. 19

1학기 사업에 대한 
중간모니터링 및 부적절 

집행사레 수정

간담회
부서 사업 요구사항 파악 및 논의 2019. 8. 10.

-2019. 9. 6.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총학생회 임원진과 혁신지원사업 재정 배분 관련 간담회 2019. 9. 4.
2019. 9. 6.

학생 요구사항 보고
학생 의견조사 설문실시

설문조사 교직원 대상 재정배분에 대한 설문조사
재학생 대상 혁신사업 재정 배준에 대한 설문조사

2019. 8. 29.
-2019. 9. 4.

2019. 9. 6.
-2019. 9. 10.

사업 우선순위 도출

조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청회 2차 컨설팅 결과 공유,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 배분에 대한 의견 수렴 2019. 9. 10.



Ⅰ 대학혁신전략

대학혁신지원사업



Ⅰ 대학혁신전략

대학혁신지원사업

Ⅱ. 대학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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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1. 대학의 현황 분석 및 진단(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p.3 ~ p.5, 증빙자료 p.1 ~ p.2)

1.1. 대학의 일반적 현황

1.2.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지원사업명 총 사업비 출연처 장점

2013-
2018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
청년 취업 아카데미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대학 청년 고용센터 사업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경기 꿈의대학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대학 일자리센터듀얼공동훈련센터

약 1,700

교육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등

최근 6년간 
약 20여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혜

, 융복합 부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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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의 주요전략별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개선 보완 사항

  1.3.1. 교양·전공·비교과 교육과정 현황

현황 

성과

● 2016년 교양, 전공 11차 교육과정 개편

● <교양> WESLEY핵심역량기반 교과목 편성
(단위 : 과목수)

● <전공> 수요자중심,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

강점
● 2016년도에 교육수요자중심,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개편  
● WESLEY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후 2018년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향상

약점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육에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가 낮고 융복합트랙이 체계화되지 않아 혼란스러움
● 핵심역량에 대한 학생의 자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함
● 2018년도의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 
●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국제화, 지역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성과 제고를 위해 전공역량 설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나타남
●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비교과 연계시스템이 미흡함
● 전공역량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이 부족함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인재상과 연계성을 갖는 핵심역량기반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WESLEY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함
   - 전공기초역량을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학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전공역량를 위한 연계 비교과(대학차원, 학과차원) 교육과정의 체계화되어야 함
   -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전공)단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인력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3대 혁신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과정혁신 1.1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구축
1.2 웨슬리핵심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특성화

핵심
역량

2017년 2018년
과목수 % 과목수 %

W 255 19.9 240 18.0 
E1 231 18.0 244 18.3 
S 106 8.3 131 9.8 
L 179 14.0 175 13.1 

E2 252 19.7 249 18.7 
Y 258 20.1 292 21.9 
계 1,281 100 1,331 100

<증빙서류 2> 학생대표 교과과정 회의 사진
2016-09-30

● WESLEY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편성 운영
  -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체계 구축
  - 비교과통합마일리지(웨슬리언포인트)제도 운영으로 학습역량 제고 활동 동기화 

● WESLEY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편성 운영
● WESLEY 핵심역량 진단검사, 창의인재역량진단검사 개발 
  및 실시 중(2013)
● 15개 융복합트랙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수요자 중심 현장실무중심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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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1.3.2. 교수학습지원체계

현황 

성과

● WESLEY 핵심역량진단결과 1학년보다
4학년 핵심역량 상승 조사시기 2017년 12월

강점
● 인재상 구현을 위한 WESLEY핵심역량기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
● 웨슬리언 포인트(비교과활동 통합마일리지제도)로 학습자 참여를 동기화하고 있음

약점

● 비교과교육과정운영 추진체계 특정조직 편중 핵심역량별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불균형
● 일부 프로그램 간 차별성 및 웨슬리언포인트(통합마일리지) 책정기준의 합리성 보완 필요
● 유학생, 학업미성취학생, 장애학생 등 소수자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의 특화가 요구됨
●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 관리 및 학습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및 창의인재 진단도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역량기반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창의융합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고도화
   - 비교과전담조직 인프라 확충 및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개편

(관련 제도, 규정도 정비)
   - 핵심역량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한 웨슬리언 비교과과정 고도화/멘토링 튜터링 확대
   - 웨슬리언 비교과교육과정 추진체계 정비 및 특화 방안필요

(도서관의 글쓰기센터/유학생지원시스템 고도화)
   - 비교과교육과정 전담조직 다원화(프로그램 간 차별성 및 분야별 특화 : 창의융합역량강화, 글쓰기,

유학생, 장애학생, 학업미성취학생 지원프로그램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담조직 전문화)
프로그램단위 웨슬리언포인트(마일리지) 책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 기대효과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질 제고 및 참여자 수 확대,
성과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한 질 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3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과정혁신
● 교육품질혁신
● 교육인프라혁신

1.3. 웨슬리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2.1. 교육경쟁력 강화
3.2. 대학생태환경 개선

1학년
(n=386)

4학년
(n=366)

W 2.89 2.97
E1 3.16 3.27
S 3.73 3.78
L 3.30 3.38

E2 3.39 3.44
계 3.32 3.39

연도별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자수 3,734명 4,697명 5,915명 6,285명

지원총액
(천원) 324,282 333,641 376,866 306,017 

운영
프로그램

수
20개 26개 28개 35개

웨슬리언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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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

  1.3.3. 교육질관리체계

현황 

● 2017년부터 교육혁신원 교육질관리센터(CQME) 설치 및 교육과정·강의개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인증제 실시

● 교수자대상 수업컨설팅, 수업평가결과 공개, 수업계획서 리뷰, 교수법 연구공동체, 혁신교수법 컨설팅 등
다양한 개별 맞춤형 강의개선프로그램 및 환류시스템 운영

성과

● 2016 수업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2017 강의개선을 위한 수업평가규정 개정
● 2018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강의개선노력
업적평가 반영, 수업개선보고서 의무화 등) 

● 2017년부터 교육질관리 시스템(조직, 규정) 
구축 운영

강점
● 모든 교수자(전임, 비전임) 대상 강의 개선 환류시스템 적용 및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교육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규정) 정착/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약점

● 교수자 강의 개선을 위한 업적평가의 합리성 및 수업개선 보고서의 질적 개선 필요
● 수업개선의 환류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및 구성원 의견수렴 필요
● 능동적-협동적 팀토론 학습경험 미흡 
● 협성대학교의 혁신교수법 자체모델 미개발
● 교육과정 인증제, 졸업인증제의 체계성 보완 요구
● 교육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미흡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웨슬리언 혁신교수법 모델’ 개발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디자인씽킹, 창의적 문제해결, 능동적-협동적 팀토론(ACT), PBL, FL 등 다양한 혁신교수법개발을

위한 교수설계 컨설팅지원 및 수업적용을 통해 ‘웨슬리언 혁신교수법 모델’ 개발
   - 혁신교수법 적용을 위한 첨단 강의실 구축(PBL, DT, ACT, Flipped Learning 강의실 등)을 통한

학생 만족도 및 학습성과 제고 
   - 첨단 교육기자재 및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확충
● 웨슬리언 교육과정 인증제(전공, 교양, 비교과) 시행 확대 및 학과(전공)단위 졸업인증제 연구)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를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
   - 교원업적평가 통합관리, e-학습 포트폴리오, e-티칭 포트폴리오 구축
   - 인재상 구현을 위한 WESLEY핵심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연구 및 실시와 해석 전산화
   -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품질혁신
● 교육인프라혁신

2.1. 교육경쟁력 강화
2.2. 데이터 기반 교육질관리
3.2. 대학생태환경 개선

교수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강사 307명 542명 815명 513명

웨슬리언 교육과정 인증 참여 실적
구분 교과목 융복합 학과 비교과

2017년
예비인증 2개 6개 12개 20개

2018년
기초인증 2개 6개 12개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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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1.3.4. 인재선발제도 및 학사구조

현황 

● 인재선발제도 
   - 우리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2016년부터 7개학과에서 창의인재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에는 2개학과(사회복지학과,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에서 실시 중

● 학사구조 
   - 5개 단과대학(22개학과)+웨슬리창의융합대학(기초교양트랙+융복합트랙 15개)

● 학점구조
   - 전공필수 학점 수는 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부,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취득을 활성화하는 제도 실시

성과

● 2016년도부터 협성창의인재전형을 도입하여 3년간 시행하고 있음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총 35명 정원감축 후 대내외 경쟁력 분석바탕으로

학사구조개편안 수립
● 2017년 수립된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학사구조개편
   - 이공대학 정원 64명 증원 및 2개 신규학과 개설
● 창의융합인재상 구현을 위해 舊 교양교직학부를 ‘웨슬리창의융합대학’으로 확대 개편 

강점
●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따른 유망직군 관련 2개 학과 신설(생명과학과,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 다전공이수자 수는 연차별 소폭증가 및 부전공이수자 수 소폭증가

약점
● 3년 전 7개학과에서 창의인재 입학사정관전형 실시하였으나 현재 2개 학과로 감소함
● 미래사회 산업수요 분석에 따른 유망직군 관련 전공 다원화 미흡
● 복수전공, 융복합복수전공 이수자 수 정체 혹은 하락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대학교육을 통해 창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선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협성창의인재전형(가칭)’에 부합하는 인재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학생-예비신입생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인력 충원이 필요함. 

● 창의융합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요구됨
● 미래사회 산업수요 분석에 따른 유망직군 관련 융복합트랙 신규 신설 및 재구조화를 위한

노마드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 학점구조 개선, 1+α전공 의무화 제도화, 자기설계전공 등 유연학기제 시행,
      융복합 부복수전공이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인프라혁신 3.1. 학사제도 개편

연도 2016 2017 2018

협성창의인재 입학사정관 전형 적용 학과 수 7개 5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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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연구지원 체계

현황 

● 대학원 학생 현황(대학정보공시)

●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 역량 프로그램 부재
● 연구윤리 교육 현황 :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2016년 1회 90명(교원대상), 2017년 1회 122명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조교 등)대상과 참석인원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에는 미실시
● 2017 대학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개선 방향  : 대학원생 공동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등 정책 연구 도입 필요
● 최근 3년간 전임교원의 연구 및 연구비 실적(대학정보공시)

   - 우리대학은 최근 3년간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우리대학은 최근 3년간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향상·유지 되지 않음
● 전임교원의 연구 지원 정책 : 전임교원은 연 3건 연구비 신청 가능, 학술대회 지원

성과

● 논문 표절 예방을 위한 시스템 도입
   - 2014년 논문표절 예방 시스템[카피킬러]을 도입,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 윤리 및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함
   - 2018년 학술대회 논문 발표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서 발간하는 학회로 한정
   - 저서는 150페이지 이상의 서적으로 정식 유통되는 저서만 인정
   - 외부수탁 연구는 500만원 이상 인정, 100만원 초과당 1점씩 추가, 최대 80점 가능

강점
● 논문 표절 예방을 위한 시스템 도입 운영
●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정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음 – 2017. 5. 20. / 2018. 1. 9. 개정

약점

● 대학원 재학생 및 학위 수여자 감소 /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 연구윤리 교육이 정례화 되어있지 않으며, 2018년에는 미실시
● 2017 대학원 자체진단평가 결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
● 최근 교원의 3년간 연구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교내외 연구비 실적이 향상·유지 되지 않고 있음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한 중도이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활동 활성화 
● 연구 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도입
● 교원의 연구 실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품질혁신 2.1. 교육경쟁력 강화
2.1.5. 연구지원제도 개선

과정 재학생 수 학위 취득자 수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석사 327 319 309 120 147 107
박사 115 93 99 4 9 16
계 442 412 408 124 156 123

회계
연도

전임
교원

전임교원 1인당 전임교원 1인당

국내
기준

국제
기준

등재지
(후보포함)

SCI급
/SCOPUS 

학술지
저역서 교내

연구비
교외

연구비

2015 158 0.8637 0.0403 0.8219 0.0276 0.1238 1,017.3 9,105.6
2016 163 0.6878 0.0593 0.6639 0.0409 0.0926 1,218.2 18,324.2
2017 158 0.6285 0.0450 0.6222 0.0450 0.1131 947.6 10,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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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진로·심리 상담

현황 

● 진로·심리 상담 운영예산 및 상담 건 수

성과

● 평생지도교수 상담 증가 및 만족도 상승

● 중도이탈자 감소 : 2016년 5.1%, 2017년 4.9%
● 진로인식조사 참여 학생 수 증가
● 웨슬리언포인트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
● 유학생 심리검사 만족도 높음(4.5/5점)
● Sound Minds 개별심리교육의 참여자 수 증가

● 장애학생 취업중심 상담 결과 자퇴희망자의 학업지속 및 졸업 성과가 나타남

● 학업미성취자 전문 상담 제공 만족도 높음 (2017년 4.6/5점)
● 전공진로교과목 운영

강점
● 웨슬리언 포인트 장학금 지급
● 평생지도교수제에 의한 학생진로·심리 상담
● PDCA에 의한 환류시스템 운영

약점
● 학과 전공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미비
● 유학생 진로·심리상담 취약
● 학생생활상담실 진로·심리 전문 상담인력 부족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학생생활상담실 전임연구원 확충 / 학생역량개발시스템 개선 보완
● 다양한 진로 검사 실시
● 전공역량 연계 전공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수자의 학생상담역량 강화
● 유학생을 위한 진로·심리상담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예비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캠퍼스 초대의 날 계획 및 시행
● 학생생활상담실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웨슬리언 패밀리’(재학생+유학생+졸업생+평생지도교수)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체계화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품질 혁신 2.3. 진로·심리상담 체계 전문화

구분 2016 2017
예산(천원) 32,688 45,267

진로상담 건수 8,184 1,005
심리상담 건수 286 384

구분 2015 2016 2017
참여자 수 306 335 510
만족도 4.6 4.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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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취·창업 지원

현황 

● 2018학년도 취업률 현황 : 63.1%
● 운영 예산 및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성과

● 우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2017년 만족도조사 결과 

● 2017년 IPP 평가 ‘A’등급 
● ‘UHS창업리그’2017년부터 교내창업 붐 조성
● ‘지식창업트랙’ 융·복합전공트랙운영

강점
● 웨슬리언 포인트 장학금 지급
● ‘경력개발원’신설에 의한 지원 고도화
● PDCA에 의한 환류시스템 운영

약점
● 취·창업지원센터 지원 전문 인력 부족
● 유학생 취·창업 지원시스템 미비
● 각 학과별 취·창업분야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 미비
● 취·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부족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2016-2018 만족도조사 결과 취·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학생 욕구가 높고,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 각 학과별 취·창업분야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 유학생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체계화
● 지역과 연계한 취창업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교육품질 혁신 2.4.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 강화

구분 2016 2017
운영예산(천원) 227,533 207,199
프로그램 수 34 27
참여 학생 수 5,578 4,278 

구분 중요도 2016 2017 상승도
취업지원 6.1 53.9 55.0 +1.1
창업지원 6.1 53.3 53.3 0

Do Dream 취업스터디 해외인턴십 U6 취업캠프 취업캠프

+1.4



36

Ⅱ. 대학혁신전략

  1.3.8. 지역연계 시스템   1.3.9. 산학협력 시스템

현황 

● ‘사회봉사’ 과목 정규 교과목 편성
●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 2018년 사회봉사활동 실적 

● K-NSSE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참여 비율
   - 우리대학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실무중심교과목, NCS기반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현황(2018년)

● IPP사업 참여 실적(2018년)

● K-NSSE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도
   - 우리대학은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성과

● 예술대학 전공연계 지역사회봉사 활동
● 교직원 사회봉사 활동 정착
   - 청솔노인복지관 사회봉사
● 재학생 사회봉사 활동 정착
   - 지역사회 재능 기부(해비타트 확대)

● IPP사업 평가 : ‘A’ 등급
● 2017년 만족도조사 결과

강점

● 인재상과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사회봉사’ 정규 교과목 운영
● 사회봉사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 WESLEY 핵심역량 기반 현장실무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학과별 현장(실무)중심 비교과 운영
   - 현장체험실습, CEO특강 등

약점
● 구성원들의 재능나눔 인식 및 활동 미비
● 전공연계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미비  

● 지역산업체와 함께하는 산·학 교과목 개발 미비
● 학과별 산업체 현장학습 정보 및 기회 부족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사회봉사지원센터 명칭을 재능나눔센터로 변경
● 전공연계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혁신사업의 목표인
웨슬리언 공헌 인재 사례 개발 및 확산

● 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 산학협력중점교원 활동 강화
● 학과별 산업체 정보 확보 및 전공교과와 연계한
현장학습 활성화

● 유학생 대상 산·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 인프라 혁신 3.3. 거버넌스 활성화 ● 인프라 혁신 3.3. 거버넌스 활성화

참여자수 결산
54명 (교원3명) 877,600원

우리대학 전국 수도권
M SD M SD M SD

12.65 17.59 15.65 19.01 13.39 18.69

구분 중요도 2016 2017 상승도
산학협력 5.9 51.7 55.9 +4.2

실무중심 NCS기반 캡스톤디자인
23개학과 29개 과목 11개 과목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장기현장실습 76개 121명 23개
일학습 병행제 15개 33명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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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WESLEYAN 공헌 인재 양성 대학

교수-학생-직원 교육생태환경 혁신

As-Is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아 
교수법혁신교육 
질 관리가 필요함

15개 융복합 트랙이 
운영 중이나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학점
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 
유연학기제 등이 필요함

전공역량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습진단
관리와 비교과 연계 
교육과정이 요구됨

대학원 재학생 및 학위 
수여자 감소와 학부, 
대학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없음

연구윤리 교육이 정례화 
되어있지 않으며, 
2018년에는 미실시

2017년 대학원 자체
진단평가결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개선 
노력 부족

최근 교원의 3년간 연구 
실적의 감소 추세 심함

최근 3년간 교내외
연구비 실적이 향상
유지되지 않고 있음

핵심역량기반 산학협력
혁신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음

산학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규정, 
조직, 예산 확대등 
개선이 필요함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산학영역
프로그램 필요함

현재 대학 상황

To-Be

교육과정 전반에서  
연계성과 창의성, 
탐구와 학습의 선순환, 
교양과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

교육과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시설환경과 제도 
혁신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 
강화 및 역량 제고

교수법 혁신을 통해 
교양교육 질관리 및 
만족도 제고

융복합트랙 및 전공에 
대한 질관리를 통한 
고도화 및 실효성 증대

전공능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성과관리를 통한 
학습성과 제고

학부-대학원생의 
연구문화 정착 및 
확산과 연구역량 제고

지역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무교육 
강화 및 취창업 성과 
제고

중장기발전계획
대학의 혁신을 위한 

자구노력계획 수립으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

UHS ad fontes 2025

3대
혁신
전략

12대
핵심
과제

교육과정 혁신

교육품질 혁신

교육&경영
인프라혁신

웨슬리창의
융합대학구축

웨슬리 핵심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특성화

웨슬리 핵심
역량기반
비교과교육
과정 특성화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교육
경쟁력강화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진로�심리상담
체계 전문화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학사제도 개편

대학생태환경
개선

거버넌스활성화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보

대학혁신사업

WESLEYAN ACE# 미래의 협성

교
육
영
역

Program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교수학습/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시스템

WESLEYAN STUDIO

WESLEYAN R&E HUB
연
구
영
역

Program

연구지원 혁신

산
학
협
력
영
역

WESLEYAN MANAGEMENT

Program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취�창업지원 혁신

지역연계 혁신

산학연계 혁신

2. 대학의 영역별 혁신전략(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p.9 ~ p.10, 증빙자료 p.5 ~ p.8)

가. 대학의 현황분석 및 진단에 근거한 발전방향

  ●  대학의 현황분석과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지역과 함께 

하는 WESLEYAN 공헌 인재 양성 대학으로 설정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3대 영역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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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대학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인재상

WESLEYAN
핵심역량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

WESLEY형 창의융합인재

글로벌W 창의성E1 영성�윤리의식S 공동체L E2 자기관리 의사소통Y

나.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혁신전략 및 추진계획

사업목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사업가치 GLOBAL, LOCAL, CONVERGENCE, CONTRIBUTION, GLocalCC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교육혁신
WESLEYAN STUDIO

연구혁신
WESLEYAN R&E HUB

산학협력 혁신
WESLEYAN MANAGEMENT

● 교과, 비교과, 대학, 지역간 연계
및 융합 교육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 특성화, 학사 유연화를 통한
학생지원체계 개선

● 시설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만족도와 참여 향상

● 교수연구지원체계 개선
● 학부-대학원생

연구 역량 강화
● 융합연구 및

실천 역량 함양

● 지역사회 밀착,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1
교양
교육
과정

#2
전공
교육
과정

#3
비교과
교육
과정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6
연구
지원
혁신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상담

#8
취창업
지원
혁신

#9
지역연계

혁신

#10
산학연계

혁신

혁신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 학생진로/심리상담 고도화
  (HY 프랜들리 카운셀링) 
● 

및 활성화
● 
●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지역연계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교직원 사회봉사 활동 고도화
●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 학부-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체계화

●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

학문 연구 조직 

● 구축 및 확산
연구소 활성화

●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강화
● 미래사회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성과 관리 체계화

● 전공능력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활성화
● 특성화 추진사업단 발굴 및 정착
● 3E+3E Growing Up Hyupsung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선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학생통합시스템 구축
● 데이타기반 질관리시스템 구축
● 학생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글쓰기 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12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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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사업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전략방향

연계와 창의융합(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Infra-Supra Innovation)

교육 WESLEYAN
STUDIO

#1
교양교육과정

①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②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2
전공교육과정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3
비교과교육과정
(창의융합놀이터)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② 글쓰기 센터 구축·환경개선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④ 데이터 기반 질관리 시스템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3E Growing Up HS)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③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5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종합 플랫폼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연구 WESLEYAN
R&E HUB

#6
연구지원혁신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④ 융·복합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산학 WESLEYAN
MANAGEMENT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환류(HS-Friendly Counseling)
③ 유학생·소수자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8
취·창업

지원 혁신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9
지역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10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②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고도화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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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2.1. 교육 혁신전략 : WESLEYAN STUDIO

  ●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연계 교육 혁신전략 및 추진계획

교육혁신목표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교육혁신전략
세부프로그램

교  양
교양교육과정

교육지원
교수학습/데이터기반
교육 질 관리시스템

전  공
전공교육과정

학사제도
수요자중심학사제도

비교과

비교과교양교육과정
(창의융합 놀이터)

Program 1

Program 3
Program 2

Program 4

Program 5

WESLEYAN STUDIO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중장기 발전 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1. 교육과정혁신    2. 교육품질혁신
3. 인프라혁신

1.1. 웨슬리 창의융합대학 구축
1.2.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특성화
1.3.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1.4.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특성화
2.1. 교육경쟁력 강화
2.2.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2.4.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3.1. 학사제도 개편
3.2. 대학생태환경 개선

35대 실천과제
1.1.1. 웨슬리창의 융합대학 구축과 정착화
1.1.2.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다양화
1.1.3. 웨슬리 핵심역량 및 인성.기초학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1.2.1. 웨슬리 핵심역량 기반 전공교육과정
          정착화
1.2.2. 전공교과목 이수제도 개선
1.3.1.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1.3.2.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개설 및 운영 
          체계화
1.4.1.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1.4.2.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교육
          과정 개발
2.1.1. 수업개선
2.2.2.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체계 구축
2.1.3. 졸업인증제
2.1.4. 교원업적 평가제도 개선
2.2.1. 대학기관연구 역량 강화
2.2.2.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체계 구축
2.2.3.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voc체계관리
3.1.1. 사회변화에 따른 학문단위 편제의
          지속적
3.2.1. 캠퍼스 환경 개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교욕-연구 성과 박람회 
융�복합 학문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학부, 대학원)
교내 연구자지원제도 개선

2-2-1
대학기관 연구역량 강화

2-1-4
교원연구 평가제도 개선

#6 연구혁신

현황분석 및 진단 주요 내용(AS IS)

학생 연구지원제도 미흡
학생 융합연구 인프라 미흡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활동 지원 필요      

● 
● 
● 

사업목표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대학혁신 추진방향(TO BE)

학생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 함양
교수, 학생의 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및 주도성 강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강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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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대학은 인재상 모델인 존 웨슬리와 같은 창의융합과 공헌, 실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의사소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과와 교양, 전공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성과를 구현해 내는데 목표를 두고 WESLEYAN STUDIO로 교육혁신을 함축함

  ●  WESLEYAN STUDIO는 우리대학의 사업목표인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을 위해 비교과와 교과(교양, 전공)을 연계하고 우리대학만의 특성화된 비교과

(핵심가치 : 자신감), 교양(핵심가치 :인성), 전공(핵심가치 : 실무능력)교육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수프라(Infra-Supra) 혁신을 위한 STUDIO

의 구축 및 운영을 의미함. 이는 우리대학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프로그램임

  ●  창의융합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비교과와 교과, 교양과 전공, 지역과 대학 간 연계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을 

경험하도록 함

  ●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과 탐구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기반-교육경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경험지식을 

확대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기회를 확장 함

  ●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기여함 

  ●  이런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난 3년간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성과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함

교육혁신 목표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추
진
과
제  

세부
프로그램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 인프라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질관리

추진
사업

●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 미래사회
  진로 전망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개발
●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전공역량
  진단 및 인증
● 특성화 사업
  추진단
  발굴 및 정착 

●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 관리
● 비교과 인프라
  구축
● 3E Growing
  Up HS
● 비교과 EXPO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개선
●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과 함께 하는 창의융합의 웨슬리언 공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서
연계성과 창의성, 탐구와 학습의 선순환, 교양과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
교육과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된 경험적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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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프로그램명 : #1 교양교육과정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우리대학은 웨슬리창의융합대학에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웨슬리(WESLEY)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융복합트랙을 활성화하여 2018년 

현재 15개 트랙을 운영해오고 있음

  ●  매년 실시되는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융복합트랙 및 다전공 복수학위의 취득율 제고를 위해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교양교육 혁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초교양과 융복합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역량기반, 융복합 교육을 

체계화함

   -  교양-전공, 교과-비교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융합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과 홍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전공 이수 취득율을 제고함

   -  학생통합시스템과 데이타기반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양교육에서의 학생역량 및 

학습성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를 강화함 

   -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교류 기반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성을 강화함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헌 인재 교육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1 교양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 융복합 교육,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교양교육 및 융복합교양교육 혁신 및 개선
● 교양교과목 인증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

●

●

 국제화,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
(정책) 및 시범운영

● 코티칭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워크샵/
● 교양교육 Flipped Learning

적용 우수 사례 공유 
●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편성
● e-teaching portfolio 플랫폼 기반 구축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성과 제고 및 인재상 실현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 만족도 증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질 제고를 통한 수업 만족도 개선

사업전략방향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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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 용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운영(인증제)
● 교양교과목 인증 ▷ ▷ ▷

②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1년차 2과목, 매년 2과목 ▷ ▷ ▷

● 국제화,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정책) 및 시범운영
● 1년차 2과목, 매년 2과목 ▷ ▷ ▷

●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리더’ 교양교육 교재 개발 ▷ ▷ ▷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 e-teaching portfolio 플랫폼 기반 구축(이용자교육)  ▷ ▷ ▷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 코티칭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워크샵/시범적용(총 9개 교과목) 
● 관련규정 혹은 지침 마련
● 1년차 3과목, 매년 3과목

▷ ▷ ▷

● 교양교육 Flipped Learning 적용 우수 사례 공유(총 5과목)
● 1년차 1과목, 매년 2과목 ▷ ▷ ▷

●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수요조사, 공모, 편성 ▷ ▷ ▷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10 - 10
②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계획수립 공모 및 편성 적용 평가, 관련 규정 개정 14 - 14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계획수립 개발(공모) 및
선정 연구 및 평가 50 - 50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계획수립 개발(공모) 및
선정 연구 및 평가 7 - 7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 웨슬리창의융합대학 현황분석, 인증제, 융복합 교육 고도화 방안

② 역량기반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2과목)

   - 국제화,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정책) 및 시범운영(2과목)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교양교육 교재 개발(1과목)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 e-teaching portfolio 플랫폼 기반 구축

   - 학생핵심역량 기반 교양교과목 인증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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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프로그램명 : #2 전공교육과정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교과와 비교과 연계를 통한 전공교육과정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을 

체계화 하고 프로그램의 개선과 환류체계 정비가 필요함

  ●  미래사회 전망, 직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인재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전공-교양-비교과(대학차원/학과차원) 교육과정이 유기적 연계망을 이루도록 체계화하며 

비교과프로그램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각 전공별 전공학습 역량 진단도구를 개발 적용하고 전공인증을 통하여 전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공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 하며, 학습자와 

함께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2 전공교육과정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및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전공 역량 강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미래사회 진로 전망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안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정착

● 
●

●

●

●

●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전공 교육과정 내실화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전공 역량강화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을 통한 전공 학습능력 향상

사업전략방향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미래사회 전망, 직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인재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전공-교양-비교과(대학차원/학과차원) 교육과정이 유기적 연계망을 이루도록 체계화하며 

학과단위 비교과프로그램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 코티칭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워크샵/시범적용(3개 교과목) 

   - 관련 규정 혹은 지침 마련

   - 교양 교육 Flipped Learning 적용 우수사례 공유(1과목)

   -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공모 및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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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개선
   -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22개 학과)
   -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 전공교육과정 학습환경 개선(수업기자재) 
   -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 시범운영, 평가 및 환류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전공비교과총괄위원회’설치·운영 및 관련규정 제정
   - 전공 비교과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29개)
   - 전공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기자재)
   -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연구 및 통합 성과발표회 개최
③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도구 공통 문항 개발
   - 대학별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도구 문항 개발 및 조사(5개 단과대학)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 특성화 사업개발
   - 특성화 사업(프로그램) 6팀(인큐베이팅)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및 적용 ▷ ▷ ▷
●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성화
● 전공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분석
● 전공 수업 고도화 장비 구축

▷ ▷ ▷

●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년 1회) ▷ ▷ ▷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전공비교과총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련규정 제정 ▷ ▷ ▷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 1차년도 29개 이후 매년 20% 상향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연구
● 전공연계 비교과 고도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 ▷ ▷

③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 전공 역량 모델링과 전공기초인증
● 2차년도 단대별 1개학과 시범인증, 이후 20%씩 상향

▷ ▷ ▷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 특성화 사업 개발 계획 수립
● 1차년도 6팀(인큐베이팅), 이후 20%씩 상향 ▷ ▷ ▷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117 - 117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193 - 193

③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역량 진단 및 분석 15 - 15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계획수립 공모, 선정 및 개발 40 - 40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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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프로그램명 : #3 비교과교육과정(창의융합놀이터)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교육혁신원 내 CTL과 창의융합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도서관, 학생복지처, 대외협력처와 

함께 WESLEY 핵심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비교과활동 

통합마일리지‘웨슬리언포인트’로 학습자 참여를 동기화하고 있음.

  ●  6대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질관리를 도모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완성하고자 함

  ●  2005년도에 설립되어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기존 CTL 조직 중심(웨슬리언놀이터)에서 

대학전체의 비교과프로그램 종합지원체계인 핵심역량기반 『웨슬리언창의융합놀이터』로 확대 운영함

  ●  도서관에 글쓰기센터(Reading & Writing Center)를 신설하고 비교과지원체계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학생 및 장애학생 등 소수자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환경개선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함

  ●  학생대상 공모전을 통해 학생참여형 비교과프로그램을 신규개발 운영하고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가동하여 프로그램 개발함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간 통합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3 비교과교육과정(창의융합놀이터)

체계적인 비교과프로그램 관리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 관리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인프라 혁신
- 글쓰기센터 구축 � 도서관 환경개선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데이터기반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Enjoying Learning
공동체학습
Ⓘ 심화하는 나의 전공
② 자유주제 학습
③ 칠전팔기
④ 국제역량강화
⑤ 타전공과 함께 배우는 지식융합
⑥ 동행
⑦ 3D 프린팅

Empowering
톡톡톡 창의력 비타민 C
방중 스터디 모임
학생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점프 학습컨설팅
야 독서한마당
청춘다담
똑똑한 손글씨
방중 BOOK 끄적 BOOK 끄적

Evolving University, HY
PPT 메이킹, 메이킹대회
웨슬리언 창의융합놀이터
엑스포 창의융합지식박람회

● 

●

●

●

●

 

 

비교과프로그램의 통합관리를 통한 성과관리 및 질제고
비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 개선
지역과 함께 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대학 인지도 개선 및
학생 만족도 향상 

사업전략방향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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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구분 추진내용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 비교과통합시스템 구축
   - 부서별 비교과 통합운영위원회 구축 및
      성과 관리, 규정 개정(2건)
   - 교육질관리센터 내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한 비교과 총괄위원회 활성화
● 비교과 지원체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교과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1명 채용

▷ ▷ ▷

비교과 
인프라
구축

② 글쓰기센터 구축·
    환경개선

● 글쓰기센터 구축 1건 
●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환경개선

▷ ▷ ▷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1건 
●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

④ 데이타기반
    질관리 시스템

● 데이터기반성과관리시스템(비교과) 구축 1건
● 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 ▷ ▷ ▷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
    (3E Growing Up HS)

● 학생대상 공모전(점프 학습컨설팅, 공동체학습,
  창의특강, PPT 메이킹, 자격증 취득 스터디 모임,
  3D 프린팅 전문가되기 등) 15개 프로그램 시행
● 야 독서한마당(300명, 이후 20%씩 상향)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 ▷ ▷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 부서간 통합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연 2회) ▷ ▷ ▷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계획 수립 
사전 조사 

규정개정, 공모,
운영 평가 20 - 20

비교과
인프라 구축

② 글쓰기센터 구축 ·
    환경개선 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입찰 구축 220 - 220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입찰 구축 200 - 200

④ 데이타기반 
    질관리 시스템 계획 설계 입찰 구축 100 - 100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
    (3E Growing Up HS) 계획수립 시행

공모전
선정심사 및 

발표
시행 87 23 110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계획수립
엑스포 

행사개최 및 
CQI

계획수립
엑스포 

행사개최 및 
CQI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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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한 부서별 비교과 통합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규정 마련
   - 위원회 활성화 및 비교과 인증제 마련 및 실행 
   - 야, 독서 한마당(300명) 
   - 도서관 환경 개선
② 글쓰기센터 구축·환경개선
   - 글쓰기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안 수립
   - 도서관 환경개선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계획안 수립
④ 데이타기반 질관리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교육
   - 각 부서 및 조교 대상
   - 학생대상 이용자 교육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3E Growing Up HS)
   - 15개 비교과프로그램 실행
   - 3E Growing Up HS : 6대 역량강화 및 질관리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 부서별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성과발표회 연 2회 개최
   - 성과 분석 및 환류 방안 

2.1.4. 프로그램명 :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UHS ad fontes 2025』를 바탕으로‘WESLEY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의 창의융합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전공 이수가 필요함
  ●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1+α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융복합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  사회수요 변화 및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자기설계전공, 자유전공학과, 유연학기제 혹은 집중이수제 등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학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MOOC 강좌 학점 도입을 시행하고자 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 

●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개선

다전공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및 진로 개척에 기여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및 만족도 개선

●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전략방향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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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관련규정 개정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 자기설계 전공 개발 연구 및 공유

   - 자유전공학과 개발 연구 및 공유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개발 연구 및 공유

   - MOOC 강좌 학점도입 계획수립, 관련규정 제정

③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 학생 정보접근성 개인 및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인력 충원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계획수립 제도검토, 규정개정 편성, 공유 3 - 3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40 - 40
②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계획수립 입찰, 공모 운영, 평가 141 - 141

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추진내용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관련규정 개정
● 다전공 이수제도 운영, 평가 및 환류

▷ ▷ ▷

②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선

● 자기설계 전공 개발 연구
● 관련규정 제정
● 자기설계 전공 운영, 평가 및 환류

▷ ▷ ▷

● 자유전공학과 개발 연구
● 관련규정 제정
● 자유전공학과 운영, 평가 및 환류

▷ ▷ ▷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개발 연구
● 관련규정 제정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운영, 평가 및 환류

▷ ▷ ▷

● MOOC 강좌 학점도입 계획수립
● 관련규정 제정
● MOOC 강좌 학점도입 시행, 평가 및 환류

▷ ▷ ▷

③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 학생 정보접근성 개선 및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 혁신사업으로서의 학사관련 인력 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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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프로그램명 : #5 교수-학습지원/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대학만의 

교수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기반으로 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교수법 외 블렌디드러닝, 플립드러닝, 액티브러닝, PBL, TBL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위해 웨슬리언 혁신교수법 연구공동체 모임 활성화, 웨슬리언 혁신교수법 개발·

적용, 웨슬리언 혁신교수법 설계 컨설팅 강화, 혁신 교수법 플랫폼 구축, 혁신교수법 

강의실·팀활동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및 관련 수업제도 규정 개선 등을 통해 혁신교수법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함

  ●  교수자의 강의 질 개선 및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의클리닉을 활성화 함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스마트 및 원격 기반한 강의 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함

  ●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핵심역량진단 시스템과 전공역량 인증제, 협성VOC(Voice of 

Customer)시스템 관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약 영역 진단, 개선 방안 도출 및 교육성과 

분석을 진행함

  ●  교육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질 관리, 수업 질 관리, 학습 질 관리를 제고하고 학부 교육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5 교수-학습 데이타기반 교육질 관리

데이타기반 질관리 고도화를 통한 교수-학습방식의 혁신

사업전략방향

기대효과

추진내용

● 
● 

혁신교수법 교수설계 컨설팅 강화
교수법 워크숍 개선 
강의코칭
학생핵심역량 모델링 및
진단도구 개발

●
 

● 

● 
● 
●

● 

● 웹기반 강좌 시스템(LMS) 및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혁신교수법 첨단 강의실 구축
혁신교수법 관련 첨단 기자재 및 교육자료 구입
스마트 원격 기반 강의 콘텐츠 개발
데이터기반교육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학생 만족도 개선

● 
● 
● 
● 

교수방식의 혁신, 교수법 개선 및 교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질 제고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 개선
데이타기반 질관리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품질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질 관리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51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1분기
(3~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계획수립 검토 선정 및
수업적용 평가 6 10 16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교수법워크숍 계획수립 및 적용 평가
6 7 13

강의코칭 게획수립 적용 평가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종합 플랫폼 계획수립 공모 개발 및 적용 평가 13 - 13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웨슬리언 혁신
교수법 플랫폼 계획수립 공고 및 입찰 개발 및 적용 평가 50 - 50

웨슬리언 혁신
교수법 첨단강의실 계획수립 공고 및 입찰 개발 및 적용 평가 428 - 428

첨단 기자재 및
교육자료 계획수립 공고 및 입찰 개발 및 적용 평가 300 - 300

스마트 원격 기반
강의 콘텐츠 계획수립 공모 개발 및 적용 평가 18 - 18

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구분 추진 내용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 혁신교수법 설계 컨설팅 세부계획수립
   혁신교수법 컨설팅 적용
● 1차년도 6팀, 이후 20%씩 상향

▷ ▷ ▷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 교수법 워크숍 개선
   - 교수역량강화세미나, 찾아가는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혁신교수법 몰입세미나 등
● 강의코칭 6명, 대면코칭, 동료수업 모니터링 
● 1차년도 참가자 200명, 이후20%씩 상향
   (제도개선 반영)

▷ ▷ ▷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종합 플랫폼

● 학생핵심역량 모델링 및 진단도구 개발 ▷ ▷ ▷

④ 교수-
    학습
    방식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웨슬리언 혁신
교수법 플랫폼

● 웹기반 강좌 시스템(LMS) 및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 ▷ ▷

웨슬리언 혁신
교수법 첨단강의실 

● 혁신교수법 첨단 강의실 구축 ▷ ▷ ▷

첨단 기자재 및 교육자료 ● 혁신교수법 관련 첨단 기자재 및 교육자료 구입 ▷ ▷ ▷
스마트 원격

기반 강의 콘텐츠
● 스마트 원격 기반 강의 콘텐츠 개발
   - 1차년도 5개, 20%씩 상향 ▷ ▷ ▷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 데이터기반교육성과관리 시스템(질관리) 구축(시범) ▷ ▷ ▷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 협성 구성원 만족도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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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1분기
(3~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계획수립 공고 및 입찰 개발 및 적용 평가 100 - 100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계획수립 적용 평가 25 - 25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 혁신교수법 컨설팅 적용 및 환류
   - 6팀(간담회, 개선과제 도출)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 강의코칭 및 환류(6명)
   -  교수법 혁신을 위한 교수자 지원: 교수역량강화세미나,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혁신교수법 

몰입세미나 53명, 나만의 티칭포트폴리오 21명, 외부워크숍3명, 월례세미나 4회 150명, 
찾아가는 세미나 3개 학과 14명 등 200명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종합 플랫폼
   - 인재상과 핵심역량간 일관성 및 구성원 공감을 위한 연구
   - 인재상과 창의인재진단도구 타당화 및 적용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웹기반 강좌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첨단 강의식 구축 및 기자재 완비를 통한 학습환경 개선 및 혁신 강의
   - 스마트 원격 기반 강의 콘텐츠 구축(5개)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 이용자교육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환류 강화
   - 성과분석 및 환류 역량 강화 교육(각 부서)
   - 성과 보고서(각 부서) 작성 

2.2. 연구 혁신전략  : WESLEYAN R&E HUB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의 3대 CQI발전전략 즉 C(Curriculum 교육과정혁신), 
Q(Quality 교육품질혁신), I(Infra 교육&경영 인프라혁신)전략에 따라 수립된 12대 핵심과제와 
35대 실천과제 중 교육영역의 근간을 이루는 3개 프로그램이 핵심과제와 잘 연계되어 있음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교욕-연구 성과 박람회 
융�복합 학문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학부, 대학원)
교내 연구자지원제도 개선

2-2-1
대학기관 연구역량 강화

2-1-4
교원연구 평가제도 개선

#6 연구혁신

현황분석 및 진단 주요 내용(AS IS)

학생 연구지원제도 미흡
학생 융합연구 인프라 미흡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활동 지원 필요      

● 
● 
● 

사업목표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대학혁신 추진방향(TO BE)

학생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 함양
교수, 학생의 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및 주도성 강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강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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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프로그램 #6 연구지원 혁신

교수 및 학생의 능동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윤리 강화를 통한 인재상 실현

사업전략방향

기대효과

추진내용

● 
● 

학부-대학원 학생 교내 연구소, 외부 학회 논문(포스터) 발표 및 게재 지원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장학제도 마련
융�복합 학문 연구 조직 구축 및 교욕-연구 성과 발표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연구소 활성화 방안 

●
 

● 

● 
● 
●

 

● 

● 

학생의 연구활동에 대한 동기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 함양
교수, 학생의 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및 주도성 강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강화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UHS ad fontes 2025

연구혁신목표

연구혁신전략
세부프로그램

WESLEYAN R&E HUB 구축 및 고도화

WESLEYAN R&E HUB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3대 발전전략
2. 교육품질혁신

12대 핵심과제
2.1.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35대 실천과제
2.1.1. 수업개선
2.1.4.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2.1.5. 연구지원 제도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융�복합 학문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학부, 대학원)
교내 연구자지원제도 개선

● 
● 
● 
● 
● 

연  구
연구지원 혁신

Program 6

2.2.1. 프로그램명 : #6 연구지원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교육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연구 역량을 들 수 있으나, 우리 대학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지원 제도가 부족한 상태임

  ●  우리 대학 연구 지원 제도 정립을 통해 연구 실적물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질적 향상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의 기반을 다져야 함

  ●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생의 능동적 

연구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WESLEY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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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및 일정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내외 학회 논문(포스터 등) 발표 및 게재 지원
   - 1차년도 각 5편, 이후 20% 상향
● 성과분석 기반 장학제도 마련

▷ ▷ ▷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 1차년도 5편, 이후 20% 상향 ▷ ▷ ▷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활동 지원(대학원)
   - 연차별 20% 상향 ▷ ▷ ▷
● 교육 및 학습성과 발표회(학부)
   - 연차별 20% 상향 ▷ ▷ ▷

④ 융·복합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

● 융·복합 연구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학부, 대학원)
   - 연차별 20% 상향
● 장학제도 신설 및 운영, 환류 
●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연구기자재)

▷ ▷ ▷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신진과제, 우수논문, 학술진흥 관련 교내 연구소 논문 등 업적평가 개선
●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양학 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포럼(1회)
   - 1년차 논문 4편, 연차별 20% 상향
   - 교내연구소 연구논문 업적평가 개선

▷ ▷ ▷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계획 수립 신청 평가 및 환류 5 - 5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 공모 평가 및 환류 10 - 10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계획 수립 신청 기획, 수행 및 성과 평가 10 - 10
④ 융·복합 연구조직 구축 및 확산 계획 수립 신청 연구 활동 및 성과 평가 48 - 48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계획수립 공모신청 연구활동 및 성과평가 5 - 5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논문(포스터 등) 발표 및 게재 지원 5팀
   - 교내 연구지원체계 개선(규정 개선)
   - 연구 성과물 관리 체계 개선(규정 개선)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5편)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활동 지원(대학원) 5팀
   - 교육 및 학습 성과 발표회(학부) 5팀
④ 융·복합 연구조직 구축 및 확산
   - 융·복합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2팀)
   - 융·복합 프로그램 연구(2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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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S ad fontes 2025

산학협력 혁신목표 WESLEYAN MANAGEMENT 구축 및 고도화

산학협력
혁신전략
프로그램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1. 교육과정혁신    2. 교육품질혁신
3. 인프라혁신

1.2.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특성화
1.3.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1.4.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특성화
2.2.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2.3.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3.3. 거버넌스 활성화

35대 실천과제
1.2.3.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및 
          관리체계 강화
1.3.1.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1.4.3.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개방
2.2.2. 데이터 기반 교육질관리체계 구축
2.3.1. 진로교육 및 상담체계 활성화
2.3.2. 평생 지도교수 제도 개선
2.3.3. 학생생활상담체계 강화
2.4.1. 취.창업 지원센터 기능 전문화
2.4.2. 실무중심 취.창업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실내화
3.3.2. 지역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
3.3.3. 지역사회 선도대학 체제 정립

MANAGEMENT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실무중심
산학 연계 혁신

Program10

상담�진로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Program 7

취�창업
취�창업 지원 혁신

Program 8

거버넌스
지역 연계 혁신

Program 9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신진과제, 우수논문, 학술진흥 관련 교내 연구소 논문 업적평가 개선
  ●  연구소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양학 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포험
   - 교내연구소 연구논문 업적평가 개선

2.3. 산학협력 혁신전략 : WESLEYAN MANAGEMENT
  ●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연계 산학협력 혁신전략 및 추진계획

  ●  『UHS ad fontes 2025』를 바탕으로‘WESLEY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혁신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함

현황분석 및 진단 주요 내용(AS IS)

‘WESLEY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기반
‘산학협력 혁신전략’ 구축 필요

『UHS ad fontes 2025』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혁신의 ‘기반 조성기’를 거쳐
‘교육 혁신기’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목표 실현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산학협력 혁신
비교과 교육과정 질 제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 

전략목표(TARGET)

WESLEYAN
MANAGEMENT
구축 및 고도화

산학협력 혁신전략(TO BE)

수도권 강소대학을 추구하고
우리대학의 ‘WESLEY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혁신전략 체계 구축
- 협성프랜들리 진로 심리상담
- 취�창업 지원
- 지역연계
- 산�학지원

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
운용 체계 구축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 

 

● 

●

 



56

Ⅱ. 대학혁신전략

2.3.1. 프로그램명 :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성과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로서의 진로모색 및 자기주도적 

경력관리를 위해 학교상담을 친숙하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협성 프랜들리 진로·

심리상담”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탈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를 바탕으로 

‘요구도 조사·개발·운영·성과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학생이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이해 및 적응력 향상, 임파워먼트 및 

진로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관리 접근과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학생·소수자 학생의 적응과 학업후 진로를 위한 상담을 체계화하여 학교 생활적응 

및 체계적인 진로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공적성과 진로 간 연계성이 낮아 진로 고민을 하거나 관심분야의 진로관련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진로·심리상담을 통해 진로계획 수립 및 진로준비 동기부여, 학습역량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학습효과나 학업역량이 낮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유학생과 소수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및 중도탈락 예방의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학생간 글로벌 및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교육목표

프로그램 #7 협성 프랜들리 진로 심리상담

성찰과 사회성 함양 기회를 통한 임파워먼트와 역량 강화

사업전략방향

기대효과

추진내용

● 
● 

진로심리상담 수요 조사에 기반한 교수 상담역량 강화
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 강화 
HS프랜들리 상담(HS-Friendly Counseling) 운영 및 성과 분석
학생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활성화
 유학생�소수자 진로, 적응상담 수요 실태 파악 및 체계적 지원

●
 

● 

● 
● 
●

 

● 

학생들의 심리적응 상황 파악 및 프랜들리 상담 개발을 통해 학생 만족도 개선
학생 중도탈락 예방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역량 강화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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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추진내용 및 방법 2019 2020 2021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 학생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학생심리/진로상담 고도화를 위한 조직 혁신
  (상담인력 채용)

▷ ▷ ▷

② 협성 프랜들리 진로·상담
    운영 및 환류
    (HS-Friendly Counseling)  

● 상담 프로그램
   - 또래상담자 양성
   - 비상하는 성적표
   - 집단상담 2건
   - 찾아가는 상담
   - 역량강화 테스트 등
● 운영성과분석 및 환류

▷ ▷ ▷

③ 유학생·소수자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 유학생·소수자 대상 학교생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진로·적응을 위한 멘토상담 기반 구축
  1차년도 멘토 3명, 이후 30% 상승
  2차년도부터 실태조사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웨슬리안 패밀리제(버디프로그램)
  1차년도 결과분석 후 2차년도부터 버디프로그램 확대

▷ ▷ ▷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계획수립
채용공고 및 

채용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16 - 16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3 - 3

② 협성 프랜들리 진로 상담
    운영 및 환류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개발, 평가 장학금 예산
24 6 30

계획 개발 

③ 유학생·소수자 학생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계획수립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장학금 예산 9 - 9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 진로상담 전문인력 보강 1명 

   - 학생진로에 대한 실태 및 상담 욕구 조사 1건 

   - 학생진로상담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1건

   - 학생진로상담을 위한 교수 역량 강화 상담교육 및 간담회(매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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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환류

   - 학생 맞춤형상담, 동기부여상담, 자기역량강화 테스트 등

   - 찾아가는 상담, 집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등

③ 유학생·소수자 학생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 유학생, 소수자 진로 및 심리상담 수요 파악(학생실태조사 1건)

   - 지역과 함께 하는 유학생, 소수자 진로. 심리상담 체계 구축(MOU)

   - 유학생, 소수자를 위한 찾아가는 멘토 상담(멘토 3명 양성) 

2.3.2. 프로그램명 : #8 취·창업 지원 혁신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교육품질혁신전략’의 취·창업 및 실무 중심 

교육역량 강화 분야를 바탕으로 ‘요구도 조사·개발·운영·성과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취·창업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문화, 체계화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성을 갖춘 웨슬리언 공헌 인재를 양성함

교육목표

프로그램 #8 취�창업 지원 혁신 

취�창업 및 실무 중심 교육역량 강화

사업전략방향

기대효과

추진내용

● 
●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학과별 취�창업 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지식창업 트랙 고도화

●
 

● 

● 

 

● 

취�창업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문화, 체계화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에 기여함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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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추진내용과 일정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 취·창업지원현황과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연구
● 대학 진로 취업 컨설팅(교육부) 
● 역량 기반 전공진로 설계 및 진로상담 교재 개발 
● 전문 인력, 보조 인력 충원 
   - 2019년 각 1명씩, 2020년 전문인력 1명 추가 채용

▷ ▷ ▷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공연계 취·창업을 위한 직업상담 구조화
   - 학과 취입프로그램 보조자료 개발
   - 학과 취업상담 구조화
      (1개 단과대, 이후 2개 단과대씩 추가)
● 성과보고회 및 우수학과 선정

▷ ▷ ▷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창업코칭, 창업캠프, 입사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특강), 기업탐방, 해외인턴십.
      기업가마인드 스쿨 프로그램, 멘토링 등
● 내실있는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확산
● 성과평가

▷ ▷ ▷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 유학생 대상 취업 욕구 및 실태 조사
● 유학생 취업 특강 세부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유학생 취업 특강 및 운영 및 확산
● 성과평가

▷ ▷ ▷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계획 수립 공고 및 선발 연구 성과평가 및 환류 48 - 48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21 - 21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67 - 67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사전 분석 및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2 - 2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 대학 진로 취업 컨설팅(교육부)

   - 전문인력 충원 1명

   - 대학 취·창업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1건

   - 전공진로 설계 및 진로상담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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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프로그램 #9 지역연계 혁신

사회 봉사를 통한 배려하는 능력을 함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사업전략방향 전공연계 지역연계 지역사회
재능기부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고도화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 

서비스러닝교과목 개발방안 연구
전공연계 및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고도화
재능나눔센터 역할기능 강화방안 연구 및 운영● 

●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함
재능나눔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연계체계의 질적 향상 도모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과별 취·창업을 위한 직업상담 구조화

     (1개 단과대, 2차년도부터 2개 단과대씩 추가)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8개 학과, 9개 프로그램, 2차년도 부터 10%씩 상향)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 교육 체계 구축 개발

   - 취·창업 프로그램 보조자료 개발

   - 기업탐방 5개 학과

   - 해외인턴쉽 6명

   - 창업캠프 50명

   - 기업가 마인드 스쿨 25명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 유학생 대상 취업 욕구 및 실태 조사 1건

   - 유학생 취업 특강 세부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1건

2.3.3. 프로그램명 : #9 지역연계 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우리 대학은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거버넌스 활성화’를 바탕으로‘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 개발 - 운영 - 성과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사회 봉사를 통한 배려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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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추진내용 및 일정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 방안 연구 ▷ ▷ -
● 서비스 러닝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운영 ▷ ▷

② 전공연계 전공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 ▷ ▷
● 전공연계 사회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고도화 - ▷ ▷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 ▷ ▷
●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 ▷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 사회봉사 운영위원회 운영
●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
  운영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운영평가 성과 도모

▷ ▷ ▷

● 재능나눔센터로의 명칭변경 및 역할기능 강화방안 연구
● 재능나눔센터 운영규정 개정 ▷ ▷ ▷
● 재능나눔센터 및 재능나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평가 성과보고 - ▷ ▷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방안
연구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활동 결과

공유 5 - 5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4 - 4

③ 지역연계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20 - 20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사회봉사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평가 및 환류 1 - 1
재능나눔센터 역할기능강화방안

연구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활동
운영규정 개정 5 - 5

(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고도화
   -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방안 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 2020년 6과목 개발운영, 20201년 6과목 추가개발 12과목 운영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공모
   - 2020년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6건 운영, 2021년 12건 운영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공모
   - 2020년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9건 운영, 2021년 12건 운영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 사회봉사 교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사회봉사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및 평가
   - 재능나눔센터 (명칭 변경) 역할기능 강화방안 연구
   -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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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프로그램 #10 산학 연계 혁신

지역산업 기반의 전공 역량과 취업 실무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사업전략방향

Connectivity and Creativity Questioning and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전공연계산학프로그램 고도화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고도화
지역산업 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기대효과

추진내용
● 
●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및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 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 

●  

지역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과 실무 중심 교과목 운영을 통해
산학 프로그램의 수준 제고와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을 도모함 
산학협력지원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산학연계체계의 질적 향상 도모

2.3.4. 프로그램명 : #10 산학연계 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우리 대학은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거버넌스 활성화’를 바탕으로 ‘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개발·운영·성과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지역 산업체와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취업과 전공역량향상을 
위한 산·학 연계 혁신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추진내용 및 일정
2019 2020 2021
개발/
도입기

확대/
운영기

평가/
확산기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
    중심 교과목 운영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고도화 방안 연구 ▷ ▷ ▷ 

● 캡스톤 교과목 신규 개발 공모, 기존과목 고도화 운영 - ▷ ▷
②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고도화

●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 ▷ ▷
●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 ▷ ▷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 ▷ ▷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산업 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연구 ▷ - -
● 지역산업 기반 산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운영 - ▷ ▷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필요 규정 개정
●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운영 ▷ ▷ ▷

●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교과목 운영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운영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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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재원별 활용
혁신 자체 합계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모니터링 캡스톤교과목 

운영 운영평가 - 10 10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고도화방안 연구계획 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12 - 12

②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고도화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42 - 42

③ 유학생
    산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2 - 2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산업기반 산학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12 - 12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개정
1 - 1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및 평가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고도화 방안 연구 및 공유

   - 2020년 : 기존 4과목 고도화, 신규 4과목 개발,  2021년 기존 8과목 고도화, 신규 4과목 개발

②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고도화

   -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공모

   - 2020년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13건 고도화 운영, 2021년 신규 3건추가, 15건 운영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 매년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고도화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산업 기반 산학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모, 선정, 수행

   - 2020년 지역산업기반 산학프로그램 3건 개발 운영, 2021년 6건 운영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고도화

   - 산학연계 교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계획 수립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평가

2.4. 기타 혁신전략 : 해당없음

3. 대학 구성원 참여유도 방안 (증빙자료 p.12)

3.1.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인원을 선정하여 참여와소통위원회를 설치함

  ●  본 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업무를 수립 및 추진할 예정임



64

Ⅱ. 대학혁신전략

<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

3.2.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유 및 참여방안

3.2.1. 사업 공유 방안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알립니다』
  ●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센터(라디오 방송, TV방송, 대학신문), SNS홍보단과 

협조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각종 소식을 전파하고,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선포식’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 행사(WESLEYAN ACE# DAY)를 개최하여,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학부모 및 동문, 

지역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활용함

  ●  협성 그룹웨어에“대학혁신지원단에서 알립니다”란을 신설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공모와 

결과뿐만 아니라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공지함

3.2.2. 사업 공유 및 참여 방안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찾아갑니다』

구분 교원 직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설명회

및
간담회

전체 설명회 및
공청회 전체 설명회 및 공청회 총학생회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화성시 관학협의체
(화성시 및 6개 대학 관계자)를 통해 

인근대학과 화성시에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

매체
홍보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마련 및 모든 사업
공고 및 공개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마련 및 모든 사업
공고 및 공개

본부 대형TV를 통해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홍보 지속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혁신사업,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홍보 

대학 월례회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대학 월례회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부서별 홈페이지에 사업 홍보, 
현수막, 브로슈어 홍보

‘재능나눔센터’ 구축과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

공문 공람 공문 공람 문자, 카톡알림 서비스 지역, 산학 연계를 통한
사업 홍보 및 협력 방안 모색

찾아가는 
설명회

단과대별 교수 회의,
학과회의에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각 부서 방문 및 정보제공, 

담당자 의견 수렴 
총학생회 및 학생 자치단체 회의 

등에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지역 초청 및 학교 공간 대관을 통한 

지역과 학교간 연계 강화,
정보제공, 홍보

교수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

노동조합 협조 및
정보 공유

학생회, 동아리 등이 위치한 
학생회관에 안내문, 현수막 비치 

지역 관련 단체들과
MOU체결 및 서비스 공유

평교수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실무위원이 각 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업 참여 유도

'학부모와 총장과의 만남’
행사 및 학부모 초청

예술대학 음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 및 활용유도, 사업 홍보

정보제공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상주 및 면담, 전화 면접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상주 및 면담, 전화 면접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상주 및 면담, 전화 면접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상주 및 면담, 전화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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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뿌리가 다른 창의 융합 선도대학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대
효과

대학비전

웨슬리형 창의융합 인재인재상

웨슬리언 핵심역량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UHS ad fontes
2025목표

W
영성윤리의식

E1

창의성
S

영성윤리의식
L

공동체
E2

창의성
Y

글로벌

WESLEYAN STUDIO 구축 및 확산
WESLEYAN

R&E Hub
구축 및 확산

WESLEYAN MANAGEMENT
구축 및 확산

산출

창의융합
인재상
실현을

위한 학사
제도 개선

과정

역량 기반
진로 및

심리상담
체계 질적

개선

투입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현장 중심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프로

그램의
질적 개선

전공교육
과정 질적

개선

역량기반
교양교육
과정 질적

개선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 개편

전공
교육과정

개편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학사 행정
체계 구축

교육
수요자
만족도
개선,

학습�핵심
역량 강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
융합적
연구
역량 
향상

진로 및
심리 상담
체계 지원

구축

취�창업
프로그램
혁신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공헌
프로그램
혁신 체계

구축

현장중심
산학협력
프로그램
혁신 체계

구축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및

환경 질적
개선

교수�학습
지원체계
강화 및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플랫폼 
구축

연구역량
향상 지원,
연구 질적
성과 지원
제도 마련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프로

그램의
질적 개선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프로

그램의
질적
개선

#10
산학
연계
혁신

#9
지역
연계
혁신

#8
취창업
지원
혁신

#7
협성

프랜들리
진로
상담

#6
연구
지원
혁신

#비교과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교수-
학습
지원
X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4. 대학의 혁신성장 기대 효과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10개 핵심 혁신전략과 4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연구, 산학의 

제영역에서 혁신을 이루어 대학 구성원들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는 교육질 제고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들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학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기반 강소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 이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혁신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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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투자 우선순위 제시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p.18 ~ p.19, 증빙자료 p.9 ~ p.12) 

 1.1 대학 재정투자 현황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달성을 위해 재정 투자를 집중하며 특히 교육과정과 교육품질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당 주요사업중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을 세움 

  ●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한 예산사업 효과성 극대화 및 교육혁신 집중

   -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발전계획 연계사업을 1순위로 분류

   - 유사 및 중복 예산사업을 집중 점검, 관리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사용을 방지함

   -  학령인구 감소, 재원 다양성 부족에도 위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P-D-C-A싸이클] 적용

   -  P-D-C-A 싸이클을 적용하여, Plan(사업목표와 전략 수립) → Do(plan 수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 Check(실행결과 평가 및 효과분석) → Action(check한 결과 반영 및 

시정조치) → Plan(사업 목표 및 전략 수정) 등의 과정을 피드백하여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함

   -  대학혁신지원 사업 단위 조직간 역할이 P-D-C-A 퀄리티 향상 싸이클과 병행되도록 

분담하여, 운영위원회의 Plan이 사업프로그램 담당부서의 Do로 적용되고, 영역별 사업 

담당자의 Check를 거쳐, 성과관리위원회의 표준화와 시정조치를 통해, 다시 운영위원의 

Plan이 효율적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위한 체계를 갖춤

교육(22.13억)

연구(0.78억)

- 1순위(9.46억)
   #5 교수학습/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 2순위(6.37억)
   #3 비교과교육과정
- 3순위(3.65억)
   #2 전공교육과정
- 4순위(1.84억)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 5순위(0.81억)
   #1 교양교육과정

산학협력(2.94억)
- 1순위(1.38억)
   #8 취�창업 지원 혁신
- 2순위(0.69억)
   #10 산학연계 혁신
- 3순위(0.52억)
   #7 협성프랜들리 진로상담
- 4순위(0.35억)
   #9 지역연계 혁신 

- 1순위(0.78억)
   #6 연구지원 혁신

『UHS ad fontes 2025』  재정투자 계획 체계도

재정투자
체계

PLAN
(예산편성)

DO
(집행)

CHECK
(점검)

ACTION
(연차점검)

WESLEYAN ACE#

『UHS ad fontes 2025』

AS IS

WESLEYAN ACE#
『UHS ad fontes 2025』

TO BE

교육과정혁신(1.6억)
- 웨슬리창의융합대학구축
- 웨슬리 핵심역량기반전공 교육과정 특성화
- 웨슬리 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교육품질혁신(7억)
- 교육경쟁력 강화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 진로상담시스템 전문화
- 취�창업 및 실무중심
- 교육역량강화

교육인프라혁신(174억)
- 학사제도 개편
- 거버넌스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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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사업목표 수립,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과 담당자 지정 및 규정 수립

D - 사업수행 및 모너터링, 중간모니터링 및 자문 실시(7월) 후 결과 반영

     혁신사업으로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사업으로서 고도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출 금지 및 운영위원회 보고. 1차년도는 추경과정에서 교비 대체함

C - 사업 실행 후 성과분석, 성과분석을 위해 “성과분석 및 환류”에 대한 담당자 교육 

A -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

1.2.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1.2.1.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투자계획 근거 

  ●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자원을 투자하며, 정기적인 성과점검에 

따라 투자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적절성을 제고함 

  ●  교육혁신에 중점을 둔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적‘교육’연계 과제에 총예산의 75% 이상을 

투입하며, 산학협력, 연구영역에서도 교육의 질 제고와 연계된 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10개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핵심전략별 중요성과 시급성, 파급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파악하였음. 먼저 부서논의, 

총학생회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교직원과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하여 조사하였음. 또 교육혁신 진행과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 및 전공비교과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수업기자재 포함)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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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대상과 내용
부서 논의 도서관, 교육혁신원, 기획처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 2019. 8. 29. 10:00 / 2019. 9. 6. 11:10~12:00

설문조사
- 조사방식 : 모바일 설문조사

(3점 척도)

● 1차 설문조사
  대상 : 교직원, 응답자 66명
  기간 : 2019. 8. 29.~2019. 9. 4.
● 2차 설문조사
  대상 : 재학생, 응답자 237명
  2019. 9. 9. 6(금)~2019. 9. 10.(월)

수요조사 각 학과 / 각 부서
공청회 ● 2019. 9. 10. 교직원, 재학생

  ●  조사결과, 10개의 핵심전략 중, 교직원은 전공영역에 대한 혁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취창업 영역, 연구영역, 산학연계, 진로상담, 교양혁신 등으로 나타남. 

재학생은 취창업 영역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데이터 질관리, 

전공영역, 연구, 진로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 외 수업 기자재와 도서관 환경개선, 

전산 및 홈페이지, 전체학과 컨설팅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응답되었음

  ●  조사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배분 계획을 재수립함

구분 교직원 재학생
중요성 시급성 파급성 평균 중요성 시급성 파급성 평균

교양 2.42 2.19 2.18 2.26 2.23 2.02 2.02 2.09
전공 2.62 2.44 2.46 2.51 2.42 2.25 2.25 2.31

교수학습 2.25 2.11 2.23 2.20 2.06 1.95 1.97 1.99
학사 2.1 1.92 1.98 2.00 2.22 2.08 2.10 2.13

데이터 질관리 2.19 2.08 2.05 2.11 2.41 2.32 2.27 2.33
연구 2.38 2.28 2.3 2.32 2.35 2.24 2.22 2.27

진로상담 2.34 2.23 2.25 2.27 2.39 2.21 2.17 2.26
취창업 2.43 2.37 2.33 2.38 2.60 2.47 2.45 2.51

지역연계 2.25 2.21 2.25 2.24 2.28 2.16 2.19 2.21
산학연계 2.37 2.29 2.23 2.30 2.22 2.11 2.14 2.16

도서관환경개선 2.73 2.66 2.55 2.65 2.78 2.74 2.71 2.74
전산, 홈페이지 2.72 2.62 2.69 2.68 2.72 2.63 2.62 2.66

전체학과 컨설팅 2.49 2.43 2.39 2.44 2.73 2.61 2.63 2.66
수업기자재 2.72 2.69 2.72 2.71 2.81 2.77 2.77 2.78

2.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투자 계획

  ●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전략별 재정투자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계획 수립 후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투자 

계획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함

   -  각 혁신전략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청회 결과를 반영함

   -  구성원간 중요성과 시급성, 파급성에 대한 공감대에 근거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간 연계 및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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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혁신지원사업
10대발전전략

예산
(백만원) 반영사유

1
#5 교수-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 질 관리 시스템

946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환경개선 및 
데이터 기반 자체모델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이는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제 1순위로 제시된 사항이며, 
전체 사업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하기로 함

2 #3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융합놀이터) 637

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혁신전략으로, 정성적인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포함되었음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나 글쓰기센터 등이 포함되어 
경험적, 실천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임
이번 비교과 영역의 혁신사업들을 통해 기존 CTL조직(웨슬리언놀이터) 
중심에서 대학전체의 비교과총괄위원회의 체계로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 관리운영 및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 
우선순위에 둠

3 #2 전공 교육과정 365

다양한 전공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역량있는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전공기초학습역량 진단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전공능력을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임

4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 184
학생들이 자유로우면서도 주도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1+α전공제를 통해 학생선택과 참여를 강화함
창의융합역량제고를 하기 위해 학사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5 #8 취·창업 지원 혁신 138
학과별, 부서별로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Feedback 
시스템 활용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이 필요함

6 #1 교양 교육과정 81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교양수업의 질 제고 웨슬리 
창의융합대학에서 운영,관리하는 융복합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질제고를 통해 우리대학에 적합한 융복합 교육과정 도출

7 #6 연구지원혁신 78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능동적 연구 활동을 도모함

8 #10 산학 연계 혁신 69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공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공관련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전공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진로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9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52

진로·심리상담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진로에 대한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10 #9 지역연계 혁신 35 지역대학으로서 교육-학습-연구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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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 사업비 구성 
(단위 : 백만원, %)

영
역

프로
그램

세부 
프로그램

1차년도
('19.3~
'20.2)

2차년도
('20.3~
'21.2)

3차년도
('21.3~
'22.2)

합 계 타
사업
중복
여부

기존
사업
중

연계
사업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
육

#1
교양

교육과정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10 0.4 19 0.7 9 0.3 38 0.5 x

② 역량기반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14 0.5 12 0.4 12 0.4 38 0.5 x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50 1.8 20 0.7 20 0.7 90 1.1 x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7 0.3 8 0.3 8 0.3 23 0.3 x

소계 81 3.0 59 2.2 49 1.8 189 2.3 x

#2
전공

교육과정

① 미래사회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117 4.3 150 5.5 150 5.5 417 5.1 x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93 7.1 200 7.4 200 7.4 593 7.3 x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15 0.6 5 0.2 5 0.2 25 0.3 x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40 1.5 80 3.0 100 3.7 220 2.7 x

소계 365 13.5 435 16.1 455 16.8 1255 15.4 x

#3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
융합

놀이터)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20 0.7 35 1.3 35 1.3 90 1.1 x

② 글쓰기 센터 구축·환경개선 220 8.1 200 7.4 200 7.4 620 7.6 x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200 7.4 50 1.8 50 1.8 300 3.7 x

④ 데이터기반 질관리
    시스템 구축 100 3.7 50 1.8 50 1.8 200 2.5 x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3E Growing Up HS) 87 3.2 11 0.4 12 0.4 110 1.4 x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10 0.4 10 0.4 10 0.4 30 0.4 x

소계 637 23.5 356 13.1 357 13.2 1350 16.6 x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 0.1 3 0.1 3 0.1 9 0.1 x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40 1.5 12 0.4 12 0.4 64 0.8 x

③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41 5.2 150 5.5 150 5.5 441 5.4 x

소계 184 6.8 165 6.1 165 6.1 514 6.3 x



71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

(단위 : 백만원, %)

영
역

프로
그램

세부 
프로그램

1차년도
('19.3~
'20.2)

2차년도
('20.3~
'21.2)

3차년도
('21.3~
'22.2)

합 계 타
사업
중복
여부

기존
사업
중

연계
사업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
육

#5
교수-
학습

지원 /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시스템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6 0.2 7 0.3 8 0.3 21 0.3 x -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6 0.2 9 0.3 10 0.4 25 0.3 x -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종합 플랫폼

13 0.5 5 0.2 5 0.2 23 0.3 x -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796 29.4 740 27.3 750 27.7 2286 28.1 x -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100 3.7 80 3.0 80 3.0 260 3.2 x -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25 0.9 25 0.9 25 0.9 75 0.9 x -

소계 946 34.9 866 32 878 32.4 2690 33.1 x -

교육 소계 2213 81.7 1881 69.5 1904 70.3 5998 73.8 x -

연
구

#6 
연구지원 

혁신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5 0.2 6 0.2 7 0.3 18 0.2 x -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10 0.4 12 0.4 14 0.5 36 0.4 x -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10 0.4 12 0.4 14 0.5 36 0.4 x -

④ 융·복합 연구조직 구축 및 확산 48 1.8 50 1.8 50 1.8 148 1.8 x -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5 0.2 10 0.4 10 0.4 25 0.3 x -

연구 소계 78 2.9 90 3.3 95 3.5 263 3.2 x -

산
학
협
력

#7
협성

프랜들리
진로
심리
상담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19 0.7 35 1.3 35 1.3 89 1.1 x -

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환류 24 0.9 45 1.7 45 1.7 114 1.4 x -

③ 유학생.소수자 학생 
    진로, 심리 상담 체계화 9 0.3 24 0.9 30 1.1 63 0.8 x -

소계 52 1.9 104 3.8 110 4.1 266 3.3 x -

#8 
취·창업
지원
혁신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48 1.8 78 2.9 80 3.0 206 2.5 x -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1 0.8 20 0.7 32 1.2 73 0.9 x -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67 2.5 105 3.9 110 4.1 282 3.5 x -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2 0.1 2 0.1 2 0.1 6 0.1 x -

소계 138 5.1 205 7.6 224 8.3 567 7.0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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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프로
그램

세부 
프로그램

1차년도
('19.3~
'20.2)

2차년도
('20.3~
'21.2)

3차년도
('21.3~
'22.2)

합 계 타
사업
중복
여부

기존
사업
중

연계
사업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산
학
협
력

#9 
지역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5 0.2 2 0.1 2 0.1 9 0.1 x -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4 0.1 6 0.2 6 0.2 16 0.2 x -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20 0.7 30 1.1 30 1.1 80 1.0 x -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 체계
    고도화 6 0.2 2 0.1 2 0.1 10 0.1 x -

소계 35 1.3 40 1.5 40 1.5 115 1.4 x -

#10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12 0.4 20 0.7 20 0.7 52 0.6 x -

②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고도화 42 1.6 45 1.7 45 1.7 132 1.6 x -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2 0.1 2 0.1 2 0.1 6 0.1 x -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12 0.4 3 0.1 3 0.1 18 0.2 x -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1 0.0 1 0.0 1 0.0 3 0.0 x -

소계 69 2.5 71 2.6 71 2.6 211 2.6 x -
산학협력 소계 294 10.9 420 15.5 445 16.4 1159 14.3 x -

사업 관리 및 운영 123 4.5 317 11.7 264 9.7 704 8.7 x -
합계 2708 100 2708 100 2708 100 8124 100 - -

(단위 : 백만원, %)

2.2. 1차년도 사업비 구성

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역(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산출내역

교
육

#1
교양
교육
과정

81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1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현황분석, 융복합, 인증)
1건X10,000,000원=10,000,000원

②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1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4

핵심역량기반 인문교양 교과목 개발
2과목X3,000,000원=6,000,000원
국제화 교양 교과목 개발비
2과목X3,000,000원=6,000,000원
공헌 인재 교과목 개발
1과목X2,000,000원=2,000,000원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50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50

데이터기반 교육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e-teaching portfolio 플랫폼)
1건X50,000,000원=50,000,000원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코티칭 교양 교과목 개발비

3과목X2,000,000원=6,000,000원

장학금 1 교양 교과목 공모전 장학금
1건X1,000,000원=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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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역(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산출내역

교
육

#2
전공
교육
과정

335

① 미래사회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11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1

미래사회 전망 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성화)
22학과X500,000원=11,000,0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전공교육과정포럼

1건X6,000,000원=6,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100

전공 수업 고도화 기자재
(빔, 기타 기자재)
1건X100,000,000원=100,000,000원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9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3

전공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비 
29학과X2,070,000원=60,030,000원
전공연계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성과 분석
1건X3,000,000원=3,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130 전공연계 비교과 고도화 기자재

1건X130,000,000원=130,000,000원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1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5

전공기초학습역량 모델링 및
진단 개발(이후 인증)
1건X15,000,000원=15,000,000원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4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0

특성화 연구 개발비
5팀X7,200,000원=36,000,000원
1팀X4,000,000원=4,000,000원

#3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
융합

놀이터)

637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2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연구
1건X3,000,000원=3,000,000원
국제화 역량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인건비 14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인력(5개월)
1명X13,538,250원=13,538,250원

② 글쓰기 센터
    구축·환경개선 220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220
글쓰기센터 공간 구축
1실X120,000,000원=120,000,000원
도서관 비교과 활동 기자재 구입
1실X100,000,000원=100,000,000원

③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200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100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

1실X100,000,000원=100,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100 메이커스페이스 기자재 구입

1실X100,000,000원=100,000,000원

④ 데이터 기반 
    질관리 시스템 100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100 데이터 기반 질관리 시스템 구축
1건X100,000,000원=100,000,000원

⑤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
    (3E Growing Up
     HS)

8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7

교육혁신원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15건X4,480,000원=67,200,000원
도서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건X5,000,000원=20,000,000원 

⑥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1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성과발표회
(전공, 부서)
2회X5,000,000원=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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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역(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산출내역

교
육

#4
수요자
중심
학사
제도

184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 다전공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비 

1회X3,000,000원=3,000,000원

②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선 4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0

자기설계전공 개발 및 운영비 
1건X12,000,000원=12,000,000원
자유전공학과 개발 및 운영비  
1건X12,000,000원=12,000,000원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연구 개발
1건X15,000,000원=15,000,000원
MOOC학점 도입 연구
1건X1,000,000원=1,000,000원

③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41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124 학사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건X124,000,000원=124,000,000원

인건비 17
사업관리 전담 인력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전산)
1건X16,500,000원=16,500,000원

#5
교수-

학습지원/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시스템

946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웨슬리 혁신교수법 설계 컨설팅

6팀X1,000,000원=6,000,000원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
3건X1,600,000원=4,800,000원
강의코칭 프로그램
2건X800,000원=1,600,000원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종합 플랫폼

1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3

핵심역량/창의인재 고도화 개발
1건X10,000,000원=10,000,000원
핵심역량 진단 검사 분석비
1건X3,000,000원=3,000,000원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796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478

혁신교수법 플랫폼(LMS)
1건X50,000,000원=50,000,000원
첨단강의실 구축
7실X61,150,000원=428,05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300 첨단기자재 및 교육자료 구입

50건X6,000,000원=300,000,0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8

원격기반 강의콘텐츠 개발
2명X4,000,000원=8,000,000원
4팀X2,500,000원=10,000,000원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100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100

데이터기반 교육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질관리)
1건X100,000,000원=100,000,000원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2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5 교육수요자 VOC 시스템 고도화

1건X25,000,000원=25,000,000원

교육 소계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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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

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역(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산출내역

연
구

#6
연구
지원
혁신

78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5 장학금 5 학부-대학원 학생 논문게재(발표) 포스터 지원 

5팀X1,000,000원=5,000,000원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10 장학금 10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5편X2,000,000원=10,000,000원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1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활동 지원(대학원)
2대학원X2,500,000원=5,000,000원
교육-연구 성과 발표회(학부)
1건X5,000,000원=5,000,000원

④ 융·복합 연구조직
    구축 및 확산 4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융·복합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4팀X2,500,000원=10,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38 융·복합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25건X1,500,000원=37,500,000원

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

교양 연구소 활성화(논문, 포럼)
4팀X1,000,000원=4,000,000원
1건X1,000,000원=1,000,000원

연구 소계 78

산
학
협
력

#7
협성

프랜들리
진로

심리상담

52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19

인건비 16 사업전담 상담인력 충원(6개월)
1명X16,245,900원=16,245,9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

진로/심리상담 실태 및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환류 2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4 협성 프렌들리 상담 운영

6건X4,000,000원=24,000,000원

③ 유학생·소수자
    학생 진로,
    심리 상담
    체계화

9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유학생 및 소수자 진로 및 심리상담 실태 조사 
1건X3,000,000원=3,000,000원
웨슬리언 패밀리제 프로그램 
1건X3,000,000원=3,000,000원

장학금 3 찾아가는 심리상담(대학원생 멘토)
3명X1,000,000원=3,000,000원

#8
취·창업
지원
혁신

138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4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4

대학 진로 취업 컨설팅
1건X20,000,000원=20,000,000원
대학 취창업 현황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1건X10,000,000원=10,000,000원
진로설계 및 진로상담 교재 개발
2건X2,000,000원=4,000,000원

인건비 14 사업전담 창업인력 충원(5개월)
1명X13,538,250원=13,538,250원

②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5 학과별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9건X1,700,000원=15,300,000원

인건비 6
학과별 직업상담 구조화
(시간제 직업상담사 인력 운용)
1건X6,000,000원=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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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투자 계획

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역(비목별)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비목명 예산 산출내역

산
학
협
력

#8
취·창업
지원
혁신

138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6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7

취창업프로그램 보조 자료 개발
1건X2,000,000원=2,000,000원
취창업 교육 체계 구축 개발
1건X15,000,000원=15,000,000원
취창업지원 훈련 프로그램 운영
4건X12,500,000원=50,000,000원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

유학생 취업 특강 세부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1건X2,000,000원=2,000,000원

#9
지역
연계
혁신

35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방안 연구

1건X5,000,000원=5,000,000원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1팀X4,000,000원=4,000,000원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2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0 지역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5팀X4,069,800원=20,349,000원

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재능나눔센터 운영비
5회X200,000원=1,000,000원
재능나눔센터 역할 기능 강화 방안 연구
1건X5,000,000원=5,000,000원

#10
산학
혁신
연계

69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1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2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고도화 방안 연구

1건X12,000,000원=12,000,000원

②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고도화

4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2 전공 연계 산학 프로그램 운영

13건X3,260,000원=42,380,000원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1건X2,000,000원=2,000,000원

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1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2 지역산업체와 산학프로그램 연구

1건X12,000,000원=12,000,000원

⑤ 경쟁력 있는
    산학 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산학협력활동 활성화 방안 회의

5회X200,000원=1,000,000원

산학협력 소계 294

사업 관리 및 운영

인건비 72
사업 관리 보조인력 채용
3명X15,677,264원=47,031,793원
사업 관리 전문인력 채용
2명X12,692,166원=25,384,333원

교육환경
개선비 9 혁신지원사업 신규 직원 기자재

6명X1,500,000원=9,000,000원

기타사업
운영비 42

공유와 확산, 환류 워크숍
1건X10,000,000원=10,00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운영비
1식X27,490,474원=27,490,474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비
1건X4,062,000원=4,062,000원

사업관리 및 운영 소계 123
합계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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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관리 방안

대학비전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사업목표 지역과 함께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핵심지표 1. 재학생 충원율    2. 전임교원 확보율    3. 교육비 환원율    4. 총강좌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영역 및
프로그램

교육
WESLEYAN STUDIO

연구
WESLEYAN R&E HUB

산학협력
WESLEYAN MANAGEMENT

추진현황모니터링
- 성과관리위원회,
   예산 타당성심의
   위원회

상시모니터링

성과지표 및 사업운영,
예산 정기 모니터링
- 참여와 소통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예산타당성 심의 위원회

정기적 모니터링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예산 적절성 평가
- 자체진단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결과피드백

교육-교육혁신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

연구-창의융합과 실천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산학-지역사회 밀착,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추
진
주
제

교무과(전공교육과정위원회),
학적교직과,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교양과정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율질관리센터,

총무과, 시설관재과

평가연구과, 대학원교학과,
교무과

취�창업지원센터,
(가)재능나눔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실)

세부
프로그램

전담

협조

#1. 교양교육과정
#2. 전공교육과정
#3. 비교과교육과정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7. 협성 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8. 취�창업 지원 혁신
#9. 지역연계 혁신
#10. 산학연계 혁신

#6. 연구지원 혁신

성과지표
① 교육과정 혁신지수
② 창의융합놀이터 혁신지수
③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지수
④ 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지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주차별 주요 업무보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대학혁신사업운영
   위원회

⑥ 진로결정 혁신지수
⑦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⑤ R&E 혁신지수

재정 투자
계획 학년도

0

금액 혁신 2213
자체 41

1881
60

1904
80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혁신 자체

학년도
0

금액 혁신 78
자체 -

90
10

95
12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혁신 자체

학년도
0

금액 혁신 294
자체 16

420
25

445
30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혁신 자체

환류시스템

Ⅳ. 성과관리 방안

 1. 대학의 비전과 사업목표-대학혁신전략-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의 일관성 및 연계성

  1.1. 대학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대학혁신전략-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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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의 연계성

영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추진방법 성과지표
혁신 자체 합계 하위지표 자율지표

교
육

#1
교양

교육과정

①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10 - 10 교양과목
만족도 점수

① 교육과정
혁신지수

② 역량기반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14 - 14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50 - 50 교양인증

성과 지수 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7 - 7

#2
전공

교육과정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117 - 117

전공과목
만족도 점수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93 - 163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15 - 15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40 - 40

#3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융합
놀이터)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20 - 20 핵심역량

진단 점수 ② 창의융합
놀이터

혁신 지수

② 비교과 운영 인프라 구축 520 - 520
③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
    (3E Growing Up HS) 87 23 110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④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10 - 10

#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 - 3 다전공 참여율 ③ 수요자 
중심학사제도 

지수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40 - 40 다전공

이탈 예방 지수③ 양방향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41 - 141

#5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6 10 16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④ 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지수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6 7 13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종합 플랫폼 13 - 13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지수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796 - 796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100 - 100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25 - 25

교육 소계 2,213 41 2,254

연
구

#6
연구 지원 

혁신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5 - 5
연구역량강화 

성과지수
⑤ R&E 
혁신지수

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10 - 10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10 - 10
④ 융·복합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 48 - 48

연구혁신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⑤ 교내 연구자 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5 - 5

연구 소계 78 - 78

산
학
협
력

#7
협성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19 - 19
진로준비도

지수

⑥ 진로
결정
혁신
지수

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환류
    (HS-Friendly Counseling) 24 6 30

③ 유학생·소수자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9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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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관리체계 

 2.1. 사업추진 체계

영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추진방법 성과지표
혁신 자체 합계 하위지표 자율지표

산
학
협
력

#8
취·창업
지원
혁신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48 - 48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⑥ 진로
결정
혁신
지수

② 전공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21 - 21
취업지원

만족도 점수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67 - 67
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2 - 2

#9
지역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5 - 5 공헌교육 이수율

⑦ 지역
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②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4 - 4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20 - 20 공헌활동 참여율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6 - 6

#10
산·학협력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12 10 22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②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고도화 42 - 42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2 - 2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12 - 12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1 - 1

산학 소계 294 16 310

총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수정 총괄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반영
사업 전반의 밸런스 조정 및 타당성 검토

참여와 소통위원회
다양한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인사의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대학혁신지원사업실무위원회

지역과 함께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교양 전공 비교과 학사구조 취.창업 지역연계 산학
연계

WESLEYAN STUDIO

연구역량혁신

W. R&E Hub W.MANAGEMENT

사업단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교육혁신원

교육과정위원회

교양교육
과정

위원회

전공교육
과정

소위원회

비교과
운영

위원회

교육질관리 진로.

심리상담

기획처
평가연구과

교육혁신원
경력개발원 가)재능나눔센터

예산타당성 심의위원회
사업비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조정
중장기 재정 투자계획 검토 및 재정
투자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각부서
예산 요구액의 타당성 분석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진행의
합목적성 검토

자체평가회 진단위원회
사업의 성과
사업 추진 결과
문제점 및 환류 방안
자체진단 평가

  

성과관리위원회
사업 성과 모니터링
각 프로그램별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여부 검토
사업계획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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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목표 수립과 대학의 혁신 

전략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대학혁신사업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원활한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의 

재정투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예산타당성심의위원회을 두어 운영함

▶  각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함

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①

대학혁신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 교내
② 부위원장 교내
③ 위원 교내
④ 위원 교내
⑤ 위원 교내
⑥ 위원 교내
⑦ 위원 교내
⑧ 위원 교내
⑨ 위원 교내
⑩ 외부위원 교외
⑪ 간사 교내

소계 총    11 명

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①

예산타당성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내
② 위원 교내
③ 위원 교내
④ 위원 교내
⑤ 위원 교내
⑥ 위원 교내
⑦ 위원 교내
⑧ 외부위원 교외
⑨ 간사 교내

소계 총    9 명

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①

성과관리
위원회

위원장 교내
② 위원 교내
③ 위원 교내
④ 위원 교내
⑤ 위원 교내
⑥ 위원 교내
⑦ 위원 교내
⑧ 외부위원 교외
⑨ 간사 교내

소계 총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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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실적과 사업추진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자체진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진단평가위원회를 두어 운영함

▶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 및 지역사회인사를 초빙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발전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참여와소통위원회를 둠

▶  대학혁신지원사업실무위원회는 각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가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를 위촉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업무에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 

3.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목표 총괄표 (증빙자료 p.20 ~ p.29)

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①

자체진단평가
위원회

위원장 교내
② 위원 교내
③ 위원 교내
④ 위원 교내
⑤ 위원 교내
⑥ 위원 교내
⑦ 위원 교내
⑧ 간사 교내

소계 총    8 명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지표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전임교원 확보율,  ③ 교육비 환원율,  ④ 총 강좌수

자율
지표

①교육과정혁신지수 지수 23.6 23.5 53.7 84.0
②창의융합 놀이터 혁신 지수 지수 61.5 62.1 62.7 63.3
③수요자중심학사제도 혁신지수 지수 23.3 25.9 55.5 85.0
④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지수 지수 18.9 38.8 42.9 50.0
⑤R&E 혁신지수 지수 0.0 75.0 87.5 105.0
⑥진로결정 혁신 지수 지수 47.9 48.4 48.9 49.4
⑦지역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지수 14.3 15.2 17.6 21.2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교육과정혁신지수 100% 23.3 23.5 53.7 84.0

하위
지표

교양과목만족도 점수 A 20% 55.8 56.0 56.7 57.5
교양인증 성과 지수 B 30% 0 0 50 100
전공과목만족도 점수 C 20% 60.8 61.4 62.0 62.6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 D 30% 0 0 50 1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웨슬리언 공헌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방법으로서
  인증의 연간 성과를 반영
● 교양/전공 교육과정 개선노력의 성과로 교양 및 전공 과목 만족도를 반영
● 전공 기초역량진단 도구를 통해 전공 역량 향상 정도를 성과로 반영

3.1. 자율지표명 : 교육과정혁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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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정
근거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1
교양교육

과정

①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교양과목만족도 점수 A② 역량기반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및 고도화 교양인증 성과 지수 B④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2
전공교육

과정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전공과목만족도 점수 C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 D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산출식

A[교양과목만족도 점수] × 20% +
B[교양인증 고도화 성과 지수 = 
C[전공과목만족도 점수] × 20% +
D[전공 학습 역량진단 성과 지수 =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교양과목 만족도 점수 = 55.8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중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B [기 준 값] 2018년 교양과목 인증 성과 = 없음
[측정방법] 교양과목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과목 인증 실적

C [기 준 값] 2018년 전공과목 만족도 점수 = 60.8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중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D [기 준 값] 2018년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 없음
[측정방법]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과 인증 실적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5.8×가중치 20% / 1차년도 = 55.8 + {55.8 × 0.3%} = 56.0 /
   2차년도= {56.0 + 57.5} ÷ 2 = 56.7 / 3차년도 = 55.8 + {55.7 × 3.0%} = 57.5
[설정 근거]
● 교양과목 만족도 점수는 2016년 55.5, 2017년 55.5, 2018년 55.8 3개년 평균 상승률은 0.3%,
● 1차년도에는 혁신 준비 기간으로 3개년 평균 상승률 0.3%을 반영한 목표값을 설정,
  3차년도까지 현재보다 3.0% 향상된 57.5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0 / 1차년도= 제도 연구 = 0 / 2차년도= 인증비율(%) 50 /
   3차년도= 인증비율(%) 100
[설정 근거]
● 교양 과목인증 실적 없음, 1차년도에는 제도 연구, 2차년도에는 시범 적용하여
  전체 교양과목 대비 50%, 3차년도 100% 인증을 목표로 함

C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60.8 / 1차년도 = 60.8 + 0.6 = 61.4 / 2차년도= 61.4 + 0.6 = 62.0 /
   3차년도 = 62.0 + 0.6 = 62.6
[설정 근거] 
• 전공과목 만족도 점수는 2016년 62.4, 2017년 61.5, 2018년 60.8 3개년 평균
   상승률은 –1.3%로 감소 추세
• 3차년도에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2016년 점수(62.4)를 초과한 62.6(3.0% 상향)
   목표값으로 설정, 3차년도까지 매년 0.6 향상되도록 설정

D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0 / 1차년도= 제도 연구 = 0 / 2차년도= 인증비율(%) 50 /
   3차년도= 인증비율(%) 100
[설정 근거]
●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실적 없음, 1차년도에는 제도 연구, 2차년도에는 시범 적용하여
   전체 모집단위 학과 대비 50%, 3차년도 100% 인증을 목표로 함

기대성과

● 단 기 적 :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통한 질적 향상 및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수업평가 점수 향상
● 중장기적 : 교양교육과 전공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인 웨슬리언 공헌인재 실현

× 100] × 30% +교양과목인증실적
교양과목수

× 100] × 30%전공학습역량진단인증실적
전체모집단위학과(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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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율지표명 : 창의융합놀이터혁신지수

3.3. 자율지표명 : 수요자중심학사제도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창의융합 놀이터 혁신지수 100% 61.5 62.1 62.7 63.3
하위
지표

핵심역량진단 점수 A 50% 68.0 68.5 69.3 70.0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50% 55.0 55.6 56.1 56.7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역량 향상 정도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핵심역량 진단 점수를 선정
●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만족도 향상 정도를 성과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3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융합
놀이터)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핵심역량진단
점수 A

② 비교과 운영 인프라 구축
③ 우리가 만드는 웨슬리언 놀이터(3E Growing Up HS)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④ 웨슬리언 놀이터 엑스포

산출식 A[핵심역량진단 점수] × 50% + B[비교과 만족도 점수] × 50%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68.0

[측정방법] 핵심역량 진단 실시

C [기 준 값] 2018년 학습지원 교육만족도 평균 점수 = 55.0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 점수 중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68.0 / 1차년도 = 68.5 / 2차년도 = {68.5 + 70.0} ÷ 2 = 69.3 / 3차년도 = 70.0
[설정 근거]
● 핵심역량 진단 도구 지수는 2016년 64.3, 2017년 68.0, 2018년 68.0으로 2016-2018년
  3개년 평균 상승률은 2.9%
● 1차년도는 혁신 준비 기간으로 현재값 대비 0.5지수 향상을 목표로 하고 3차년도까지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3.0% 상승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5.0 / 1차년도 = 55.0 + {55.0 × 1.1%} = 55.6 /
● 2차년도 = {55.0 + 56.7} ÷ 2 = 56.1 / 3차년도 = 55.0 + {55.0 × 3.0%} = 56.7
[설정 근거]
● 학습지원 교육만족도 점수는 2016년은 문항 미개발, 2017년 54.4점, 2018년 55.0점,
  최근 2년 상승률은 1.1%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5.6,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3.0%를 반영,
  56.7를 목표 값으로 반영

기대성과
● 단 기 적 :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성과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향상
● 중장기적 :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요자중심학사 혁신지수 100% 23.3 25.9 55.5 85.0
하위
지표

다전공 참여율 A 50% 9.5 11.8 55.9 100.0
다전공 이탈 예방 지수 B 50% 37.1 40.0 55.0 7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학사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융·복합 전공 등 다전공 증가율을 선정
● 수요자중심학사제도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참여 학생 이탈 방지 정도를 성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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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정
근거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방안연구 다전공 참여율 A
② 수요자중심학사제도 개선 다전공 이탈 예방 지수 B③ 양방향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산출식
A[다전공 참여율 =

B[다전공 이탈 예방 지수 =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5.4 ÷ 3차년도 목표값(56.7) × 100 =  9.5
[측정방법] 4월 1일자 재학생 수(대학정보공시), 다전공 신청자 수(학사정보시스템)

B
[기 준 값]  = 37.1
[측정방법] 해당 학년도 다전공 신청자 수, 해당 학년도 다전공 이수 포기 학생 수
                (학사정보시스템)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4 ÷ 3차년도 목표값(56.7) × 100 =  9.5 /
1차년도 = 6.7 ÷ 3차년도 목표값(56.7) × 100 = 11.8 /
2차년도 = 31.7(25 상향) ÷ 3차년도 목표값(56.7) = 55.9 /
3차년도 = 56.7 ÷ 56.7 = 100
[설정 근거]
● 다전공(일반, 융·복합 전공 및 부전공) 참여률은 2016년 6.4%, 2017년 8.0%,
  2018년 5.4%로 3개년 평균 상승률은 –3.8%, 증감이 큰편
● 1차년도에는 제도 마련 전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인 6.7%, 2차년도에는 31.7%
  (1학년 전원 및 기 신청학생 포함. 25% 상향), 3차년도(1,2학년 전원 및 기 신청학생 포함,
   50%상향)에는 56.7%까지 상승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37.1 / 1차년도 = 40.0 / 2차년도 = 55.0 / 3차년도 = 70.0
[설정 근거]
● 다전공(일반, 융·복합 전공 및 부전공) 이탈예방 지수는 2016년 47.1, 2017년 64.1,
   2018년 37.1로 3개년 평균 상승률은 –3.0%, 증감이 큰편
● 1차년도에는 이탈 방지 노력 시작으로 40.0(2.9 상향), 2차년도에는 55.0(17.9 상향),
   3차년도에는 70.0(32.9 상향)을 목표로 함

기대성과

● 단 기 적 : 다전공 신청률 향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학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학업 도전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향상
● 중장기적 : 융·복합 중심의 학사제도의 개편과 적용 실적을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3.4. 자율지표명 : 교수학습인프라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지수 100% 18.9 38.8 42.9 50.0
하위
지표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70% 27.0 27.5 28.0 28.5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 B 30% 0.0 65.0 77.5 10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교수방식의 혁신, 교수법 개선 및 교수 역량 강화을 윈한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노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K-NSSE의 교수와의 경험 문항 점수(상호작용, 효과적 교수)를
  지표로 선정
● 데이터 기반 교육질관리시스템의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지수
  (이용율, 이용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선정

÷ 목표값] × 50% + 

] × 50% 1-

다전공신청 학생수
4월1일자 재학생수

다전공이수포기 학생수
다전공신청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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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정
근거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5.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지수 B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질관리

산출식
A[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지수 =

+ B[교육질관리시스템 =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측정방법] K-NSSE 조사 참여

B

[기 준 값]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지수

                = 시스템 미도입, 기준값 없음
[측정방법] 교육질관리시스템 전체 구성원(재적생, 교수, 직원) 대비 이용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예정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27.0 / 1차년도 = 27.5(0.5 상향) / 2차년도 = 28.0(1.0 상향) /
   3차년도 28.5(1.5 상향)
[설정 근거]
● 2018년 K-NSSE 교수와의 교육 영역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효과적인 교수활동
   평균점수 27.0, 전국 대학 평균은 28.4((20.46+36.34)/2)로  약 1.4점 낮음
● 1차년도부터 매년 0.5점씩 향상시켜, 3차년도까지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은
  28.5(1.5 상향)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0 / 1차년도 = (이용율(%) 30 + 만족도 100) ÷ 2 = 65.0 /
   2차년도 = (이용율(%) 50 + 만족도 105) ÷ 2 = 77.5 /
   3차년도 (이용율(%) 90 + 만족도 110) ÷ 2 = 100
[설정 근거]
● 2018년 시스템 미도입으로 이용율 및 시스템만족도 점수 없음
● 1차년도 이용율(%)은 30, 2차년도 이용율(%)은 50, 3차년도 이용율(%) 90으로 설정
● 1차년도 시스템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설정, 만족도 점수는 매년 5%씩 향상되어
   3차년도까지 110점을 목표로 설정 

기대성과
● 단 기 적 : 혁신 교수법 적용으로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교수 활동에 접근성을 높여
                   역량을 향상, 데이터 기반 질관리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 중장기적 : 혁신적인 융·복합적 교수법 적용을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 70%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 + 효과적교수 점수
2

= 27.0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18.87) + 효과적교수 점수(35.10)
2

교육질관리시스템 이용율(재적생 + 교직원수대비) + 시스템만족도(백분율 점수)
2

 ] × 30%시스템이용율 + 만족도(백분율) 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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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율지표명 : R&E 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R&E 혁신지수 100% 0.0 75.0 87.5 105.0
하위
지표

연구역량강화 성과지수 A 50% 0.0 50.0 70.0 100.0
연구혁신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B 50% 0.0 100.0 105.0 11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지수
  (논문 및 포스터 발표)를 선정 
● 우리대학 처음 도입하는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를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6
연구지원

혁신

①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연구역량강화

성과율 A②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③ 교육-연구 성과 박람회
④ 융·복합 연구 조직 구축 및 확산 연구혁신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B⑤교내 연구자지원제도 개선 및 연구소 활성화

산출식
A[연구역량강화 성과지수 =  

B[연구혁신 프로그램 만족도(백분율) 점수] × 50%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연구활동성과물 없음

[측정방법]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내 연구소 및 교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및 포스터 실적

B [기 준 값] 2018 연구혁신 프로그램 만족도(백분율) 점수, 지난 실적 없음 = 0
[측정방법]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만족도 조사 실시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0 / 1차년도 = 5건 ÷ 3차년도 목표 값(10건) × 100 = 50 /
   2차년도 = 7건 ÷ 3차년도 목표 값(10건) × 100 = 70/
   3차년도 10건 ÷ 3차년도 목표 값(10건) × 100 = 100
[설정 근거]
● 2018년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미도입으로 실적 없음
● 1차년도에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범 운영으로 5건의 연구 성과물(논문 및 포스터)로
   설정, 3차년도까지 10건을 목표로 1차년도 5건(50), 2차년도 7건(70), 3차년도
   10건(100)으로 설정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0 / 1차년도 = 100 / 2차년도 = 105(5%상향) / 3차년도 = 110(10% 상향)
[설정 근거]
● 2018년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 미도입으로 만족도 점수 없음
● 1차년도 시스템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설정, 만족도 점수는 매년 5%씩 향상되어
   3차년도까지 110점을 목표로 설정 

기대성과
● 단 기 적 : 연구 역량 향상을 통해 학문 연구에 대한 진로 동기와 전공 학습 동기를 향상시킴
● 중장기적 : 역량 중심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 100] × 50% +연구활동 성과물(논문 및 포스터 발표)
3차년도 목표값(10건)

 = 0학생연구활동 성과물
3차년도 목표값(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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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관리 방안

3.6. 자율지표명 : 진로결정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진로결정 혁신 지수 100% 47.9 48.4 48.9 49.4
하위
지표

진로 준비도 지수 A 30% 32.5 32.9 33.4 33.9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B 35% 53.8 54.3 54.9 55.4
취업지원 만족도 점수 C 35% 55.1 55.7 56.2 56.8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K-NSSE 진로 준비도 점수를 전국 평균
   목표값 도달을 위해 선정 
●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만족도와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7.

협성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① 학생상담실 고도화 진로준비도
지수 A② 협성 프랜들리 상담 운영 및 성과 분석 

③ 유학생·소수자 진로, 심리상담 체계화
#8.

취·창업지원
혁신

①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역량 강화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B② 전공연계 취·창업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③ 취·창업 지원센터 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만족도 점수 C④ 유학생 취업특강 운영

산출식 A[K-NSSE 진로 준비도 점수] × 30% +
B[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 35% + C[취업지원 만족도 점수] × 35%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진로 준비도 점수 = K-NSSE 진로 준비도 문항 점수(32.8)
[측정방법]  K-NSSE 조사 참여

B [기 준 값] 2018년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 53.8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 점수 중 창업지원 만족도 점수

C [기 준 값] 2018년 취업지원 만족도 점수 = 55.1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 점수 중 취업지원 만족도 점수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32.5 / 1차년도 = 32.9(0.4 상향) / 2차년도 = 33.4(0.9 상향) /
  3차년도 = 33.9(1.4 상향)
[설정 근거]
● 2018년 K-NSSE 진로준비도 32.5, 전국 대학 평균은 33.8 약 1.3점 낮음
● 1차년도는 0.4점, 2차년도와 3차년도는 매년 0.5점을 향상시켜 전국 대학 평균
  수준보다 높은 38.9(1.4 상향)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3.8 / 1차년도 = 53.8 + {53.8 × 0.9%} = 54.3 /
   2차년도 = {54.3 + 55.4} ÷ 2 = 54.9 / 3차년도 = 53.8 + {53.8 × 3.0%} = 56.7
[설정 근거]
● 창업지원 교육만족도 점수는 2016년은 문항 미개발, 2017년 53.3점, 2018년 53.8점,
  최근 2년 상승률은 0.9%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4.3,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3.0%를 반영,
   55.4를 목표 값으로 반영

C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5.1 / 1차년도 = 55.1 + {55.1 × 1.1%} = 55.7 /
   2차년도 = {55.1 + 56.8} ÷ 2 = 56.2 / 3차년도 = 55.1 + {55.1 × 3.0%} = 56.8
[설정 근거]
● 학습지원 교육만족도 점수는 2016년 53.9점, 2017년 54.4점, 2018년 55.0점,
   최근 3년 상승률은 1.1%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5.7,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3.0%를 반영,
   56.8를 목표 값으로 반영

기대성과
● 단 기 적 : 진로, 심리 및 취창업 영역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준비도 향상. 취창업 역량 향상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중장기적 : 실무 중심 및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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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율지표명 :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100% 14.3 15.2 17.6 21.2

하위
지표

공헌교육 이수율 A 20% 20.9 23.0 26.0 30.0
공헌활동 참여율 B 30% 3.3 4.0 6.0 10.0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C 35% 2.2 3.0 6.0 10.0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D 15% 55.6 55.9 56.9 57.8

지표
설정
근거

지표
선정이유

●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핵심역량이 강화되도록 함
● 비교과 교육의 중요 성과인 학습지원에 대한 학생 만족도 점수의 연간 목표값 도달을 위해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9.
지역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공헌교육
이수율 A②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③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공헌활동
참여율 B④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10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교육과정 연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C② 전공연계 산학프로그램 고도화

③ 유학생 산학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D④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산출식

A[공헌교육성과율 = 

B[공헌활동 참여율 = 

C[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

D[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 15%

세부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 공헌교육 이수율 =

[측정방법]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및 지침 기준에 따름

B
[기 준 값] 2018 공헌활동 참여율 = 

[측정방법]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및 지침 기준에 따름

C

[기 준 값] 2018년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측정방법]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및 지침 기준에 따름

D [기 준 값] 2018년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 55.6
[측정방법] 교육수요자만족도 점수 중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 × 20% +사회봉사과목 이수자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100 = 20.9사회봉사과목 이수자 수(905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100 = 3.3사회봉사 비교과 참여자 수(142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 × 30% +사회봉사 비교과 참여자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 × 35%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100 = 2.2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수(95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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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관리 방안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20.9 / 1차년도 = 23.0(2.1 상향) / 2차년도 = 26.0(5.1 상향) /
   3차년도 = 30.0(9.1 상향)
[설정 근거]
● 사회봉사 과목 이수율은 2016년 23.3(1,073명÷4,455명×100),
   2017년 23.1(992명÷4,289명×100), 2018년 20.9(905명÷4,333명×100)로
   3년 평균상승율은 –5.2%로 감소 추세임
●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혁신 목표에 맞춰 에 1차년도는 2.1, 2차년도는 전년대비 3.0,
   3차년도는 4.0 매년 향상시켜, 3차년도까지 재학생의 30% 이상 사회공헌 인재를 위한
   교육 달성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3.3 / 1차년도 = 4.0(0.7 상향) / 2차년도 = 6.0(2.7 상향) / 3차년도 = 10.0(6.7 상향)
[설정 근거]
● 사회봉사 비교과 참여율은 2016년 6.5(291명÷4,455명×100), 2017년 2.9
  (124명÷4,289명×100), 2018년 3.3(142명÷4,333명×100)로 3년 평균상승율은
  –21.2%로 급격한 감소 추세임
●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혁신 목표에 맞춰 에 1차년도는 0.7, 2차년도는 전년대비 2.0,
  3차년도는 4.0 매년 향상시켜, 3차년도까지 재학생의 10% 이상 사회공헌 인재를 위한
  활동 참여 달성 

C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2.2 / 1차년도 = 3.0(0.8 상향) / 2차년도 = 6.0(3.8 상향) /
  3차년도 = 10.0(7.8 상향)
[설정 근거]
● 캡스톤 과목 이수율은 2016년 4.3(193명÷4,455명×100), 2017년 2.0(87명÷4,289명×100),
  2018년 95(2.2명÷4,333명×100)로 3년 평균상승율은 –22.5%로 급격한 감소 추세임
● 산업 친화 및 지역산업 기반 교육 실현이라는 혁신 목표에 맞춰 에 1차년도는 0.8, 2차년도는
  전년대비 3.0, 3차년도는 4.0 매년 향상시켜, 3차년도까지 재학생의 10% 이상
  캡스톤 디자인 실무 인재 달성 

D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값 = 55.6점 / 1차년도 = 55.9 / 2차년도 =  55.9 + 57.8  ÷ 2 = 56.9 /
  3차년도= 55.6 + 55.6 × 4.0% = 57.8 
[설정 근거]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 중 산학협력 교육만족도 점수는 2016년 51.7점,
  2017년 55.9점, 2018년 55.6점, 최근 3년간 상승률은 3.8%
● 1차년도에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2017년 점수(55.9)를 회복,
  3차년 도까지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높은 4.0% 상승을 목표로 함 

기대성과

● 단 기 적 : 지역사회 공헌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공헌 인식 및 역량을 강화,
                  산업 친화 및 지역산업 기반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통해 실무 인재 양성
● 중장기적 : 실무 중심 및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우리대학의 인재양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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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확산 및 환류방안

  ● 성과 공유 및 확산 방안

   -  전체 대학 및 단과대학, 학부(과) 대상 맞춤형 사업설명회, 사업성과 보고회와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함

   -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 대상 맞춤형 사업설명회, 사업성과 보고회와 우수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함

  ● 성과 환류 방안

   -  성과관리는 PLAN(목표설정)-DO(사업수행)-SEE(수행평가)의 체계로 운영함

   -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자체진단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 평가하도록하며,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구성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위원회의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환류시스템을 운영함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추진체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전략 및 지침 수립

사업계획 평가 및 조정

사업예산 지원

사업계획 수립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대 (CQI) 발전전략 /
12대 핵심과제

대학발전
기획 위원회

예산
타당성
심의

위원회

성과
관리

위원회

사업계획 수정 최종평가 피드백

최종평가

연간 자체 평가

향후 계획 수립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참여와 소통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대학혁신
지원 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자체진단평가 위원회

Plan 사업계획 수립 Plan 사업추진 Plan 평가 및 모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