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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대비 변경 사항】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해당사항 없음

<자율 성과지표> 

1. 자율성과지표 총괄표

자율성과지표명
당초 대비 변경 여부 및 유형

변경 여부 유형 변경 내용 및 사유

3.1 교육과정혁신지수 ⅹ

3.2 비교과교육과정 혁신지수 ○ 수정

- 변경 내용 : 지표명 및 기준값 수정

-  변경 사유 : #3 창의융합놀이터혁신지수의 경우, 비교과교육과정 

(창의융합놀이터) 프로그램의 부제가 아닌 제목을 반영하여 비교과 

교육과정혁신지수로 지표명을 변경하고 또한 1차년도 사업인 핵심 

역량진단도구의 타당화 작업으로 진단도구가 변경됨에 따라 1차년도 

실적 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함

3.3 수요자중심학사제도지수 ○ 삭제 - 삭제사유 : 대학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삭제(컨설팅 결과 반영)

3.4 교수법&교육질관리혁신지수 ○ 수정

- 변경내용 : 지표명 및 하위지표 수정
- 변경사유 :  하위지표를 포괄하도록 지표명을 교수법&교육질관리 

 혁신지수로 수정함(컨설팅 결과 반영)

3.5 R&E 혁신지수 ○ 삭제 - 삭제사유 : 대학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삭제(컨설팅 결과 반영)

3.6 진로결정혁신지수 ○ 삭제 - 삭제사유 : 대학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삭제(컨설팅 결과 반영)

3.7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ⅹ

1-1. 자율성과지표 수정 주요내용

자율지표 명
수정사항 구분 수정내용 요약

목표치 산출식 기타 수정 전 수정 후

3.2  비교과교육과정 

 혁신지수

지표명 :  창의융합놀이터 

 혁신지수

지표명 :  비교과교육과정 

 혁신지수

2차년도 목표치 : 62.7 2차년도 목표치 : 60.7

3차년도 목표치 : 63.3 3차년도 목표치 : 61.6

3.4  교수법&교육질관리 

 혁신지수

지표명 :  교수학습인프라 

 혁신지수

지표명 :  교수법&교육질관리 

 혁신지수



2. 자율성과지표 수정 전후대비표

□ 수정 전

3.2. 자율지표명 : 비교과교육과정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실적)

2차
년도

3차
년도

비교과교육과정 혁신지수 100% 61.5 60.4 62.7 63.3

하위

지표

핵심역량진단 점수 A 50% 68.0 63.9 69.3 70.0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50% 55.0 56.8 56.1 56.7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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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써 만족도 향상 정도를 

 성과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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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 50%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68.0

[측정방법] 핵심역량 진단 실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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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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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상승률 보다 높은 3.0% 상승을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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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에서 2016년은 문항 미개발, 2017년 54.4점, 2018년 55.0점, 

 최근 2년 상승률은 1.1%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5.6,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3.0%를 반영,  

 56.7을 목표 값으로 반영

기대성과
•  단  기  적 :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성과 제고 및 수요자중심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향상

•  중장기적 :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 수정 후

3.2. 자율지표명 : 비교과교육과정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비교과 교육과정혁신지수 100% 59.5 60.4 60.7 61.6

하위
지표

핵심역량진단 점수 A 50% 63.9 63.9 65.2 66.5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50% 55.0 56.8 56.1 56.7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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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써 만족도 향상 정도를 

 성과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 프로그램명 하위지표

#3.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핵심역량
진단 점수

A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③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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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9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63.9
[측정방법] 핵심역량 진단 실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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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63.9 / 1차년도 실적 = 63.9 / 2차년도 = {63.9+66.5} ÷ 2 = 65.2 / 3차년도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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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진단도구 
 타당화 작업으로 63.9로 낮게 산출됨. 따라서 1차년도 실적을 기준값으로 지정하고 최근 3년 
 상승률보다 높은 4.0% 상승을 목표로 조정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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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에서 2016년은 문항 미개발, 2017년 54.4점, 2018년 55.0점,  
 최근 2년 상승률은 1.1%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5.6,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3.0%를 반영, 
 56.7을 목표 값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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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전

3.3. 자율지표명 : 교수학습인프라 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교수학습인프라혁신지수 100% 18.9 36.6 42.9 50.0

하위

지표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70% 27.0 29.2 28.0 28.5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B 30% 0.0 54.0 77.5 10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학사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융·복합 전공 등 다전공 증가율을 선정

•  수요자중심학사제도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참여 학생 이탈 방지 정도를 성과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하위지표

#5.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혁신교수법 교수 설계 컨설팅 강화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② 수요자중심 교수법 강화

③  핵심역량 / 창의인재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④ 교수-학습 방식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B⑤ 교육성과기반 종합적 질관리 환류 시스템

⑥  협성VOC 시스템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질관리

산출식

A[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 B[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 = 

]× 70%
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 + 효과적 교수 점수

2

 ] × 30%
시스템이용률 + 만족도(백분율) 점수

2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측정방법]              조사 참여

= 27.0
K-NSSE

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18.87) + 효과적교수 점수(35.10)

2

B

[기 준 값]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 시스템 미도입, 기준값 없음

[측정방법] 교육질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원(재적생, 교수, 직원) 대비 이용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예정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률(재적생 + 교직원수대비) + 시스템만족도(백분율 점수)

2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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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0 / 1차년도 = (이용률(%)30 + 만족도 100) ÷2 = 65.0 /2차년도 = (이용률(%)50  
 + 만족도 105) ÷ 2 = 77.5 / 3차년도 = (이용률(%)90 + 만족도 110) ÷ 2 = 100

[설정 근거]
•  2018년 시스템 미도입으로 이용률 및 시스템 만족도 점수 없음
•  1차년도 이용률(%)은 30, 2차년도 이용률(%)은 50, 3차년도 이용률(%) 90으로 설정
•  1차년도 시스템 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설정, 만족도 점수는 매년 5%씩 향상되어 3차년도  
 까지 110점을 목표로 설정

기대성과
•  단  기  적 :  혁신 교수법 적용으로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교수 활동에 접근성을 

 높여 역량을 향상, 데이터기반 질관리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  중장기적 :  혁신적인 융·복합적 교수법 적용을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 수정 후

3.3. 자율지표명 : 교수법 & 교육질관리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교수법&교육질관리혁신지수 100% 18.9 36.6 42.9 50.0

하위
지표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70% 27.0 29.2 28.0 28.5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B 30% 0.0 54.0 77.5 10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교수법 개선 및 교수 역량 강화을 위한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노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K-NSSE의 교수와의 경험 문항 점수(상호작용, 효과적 교수)를 지표로 선정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의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이용률,  
 이용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하위지표

#5 교수-
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
B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산출식
A[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B[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

] × 70% + 

] × 30% 

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 + 효과적교수 점수

2

시스템이용률+만족도(백분율)점수

2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 27.0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18.87)+효과적 교수 점수(35.10)

2

[측정방법] K-NSSE 조사참여

B

[기 준 값]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률(재적생+교직원연수대비)+시스템만족도(백분율점수) = 시스템 미도입, 기준값 없음

2
[측정방법]   교육질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원(재적생, 교수, 직원)대비 이용률 및 이용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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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0 / 1차년도 = (이용률(%)30 + 만족도 100) ÷2 = 65.0 / 2차년도 = (이용률(%)50 + 
   만족도 105) ÷ 2 = 77.5 / 3차년도 = (이용률(%)90 + 만족도 110) ÷ 2 = 100
[설정 근거]
• 2018년 시스템 미도입으로 이용률 및 시스템 만족도 점수 없음
• 1차년도 이용률(%)은 30, 2차년도 이용률(%)은 50, 3차년도 이용률(%) 90으로 설정
•  1차년도 시스템 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설정, 만족도 점수는 매년 5%씩 향상되어 
 3차년도까지 110점을 목표로 설정

기대성과

•  단  기  적 :  교수법 개선으로 효과적인 교수 활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접근성을 높여 학생역량을 
 향상시키며,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킴

•  중장기적 :  학습자 맞춤형 교수법 개선과 데이터기반 교육 성과분석을 통해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실현함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성과

지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달성 목표값 향상률 (%)

(2021년 목표값
/ 기준값)

비고
2019년

(실적)
2020년 2021년

자율

지표 

 ① 교육과정혁신지수 지수 23.3 23.8 53.7 84.0 360.5 -

 ② 비교과 교육과정혁신지수 지수 61.5 60.4 60.7 61.6 100.2
지표명 

변경

 ③ 교수법&교육질관리혁신지수 지수 18.9 36.6 42.9 50.0 264.6
지표명 

변경

 ④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지수 14.3 16.1 17.6 21.2 148.3 -

재정 

투자

영역

국고지원금(백만원)

비율(%) 비고
2019년

(집행액)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

교육 1,947.6 1,753.3 1,584.3 72.1 -

연구 68.4 - - 0.9
2차년도부터 

삭제

산학협력 227.3 277.8 348 11.6 -

기타 19 154.6 50 3.2 -

사업관리 및 운영 264.5 315.5 316.7 12.2 -

합 계

당해연도 사업비(A) 2,299 2,299

100 -전년도 이월금(B) 202.2

합계(A+B) 2,526.7 0



1. 대표 프로그램명 :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  

•  WESLEYAN STUDIO는 존 웨슬리와 같은 창의융합과 공헌, 실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의사소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과와 교양,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성과를 구현해내는 데 목표를 둔 우리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함축함

•  WESLEYAN STUDIO는 우리대학의 사업목표인 『지역과 함께 하는 WESLEYAN 
공헌 리더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의 교과(교양, 전공) 및 비교과를 연계하고, 
우리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수프라(Infra-Supra) 확충을 포함하는 
STUDIO의 구축 및 운영을 의미함. 이는 우리대학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프로그램임

1.1. 추진배경
•		창의융합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도록 교과와 비교과, 교양과 전공, 대학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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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그간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성과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고자 함

1.2. 추진방향 및 내용

□ 추진방향 :  WESLEYAN STUDIO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3대 사업전략 
 수립 및 추진

•C (Connectivity & Creativity : 연계와 창의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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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교육 교재,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교양교육 인증체계 구축

•전공교육 고도화 
  - 산관학 협력기관 수요를 반영한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적용
  - 특성화 학과 선정 및 지원
  - 전공 비교과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전공학습능력 강화
  -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기초인증 및 실무능력 함양

대표적인 혁신(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



•비교과교육 고도화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진로, 취업, 창업 관련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수요자중심 학사제도를 통한 학사지원 및 인프라 혁신 

 -    학생의 주도성과 참여 및 실천이 교육과정에 수렴되도록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개발 운영

 -  자기설계전공 개발, 집중이수제, MOOC 활성화 및 학사제도 개선 관련 
 홈페이지 고도화 등 

•교수-학습지원/데이터기반 교육질 관리
 -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원격기반 강의 개발을 통한 교수-학습 개선
 -   첨단강의실 구축 및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질관리

□ WESLEYAN STUDIO 2020년 세부 계획
•교양교육 고도화 
 -  교양교육·융복합교육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역량 기반 인문학 강좌 개발, 국제화 교과목, 지역연계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및 확산

•전공교육 고도화 
  - 사회 흐름에 부응하는 전공진로 비전 수립
  - 전공 비교과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전공 학습 능력 강화
  - 전공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전공역량 모델링과 인증
  - 특성화 추진사업단 선정 및 지원 

•비교과교육 고도화 
  -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비교과, 지역연계/산학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학습과 실천, 공헌, 창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수요자중심학사제도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제도 개선 
 - 자기설계전공과정/집중학기제/MOOC 개발 운영 및 제도 개선 

•교수-학습지원/데이터기반 교육질 관리 
 - 교수역랑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를 통한 교수법 개선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육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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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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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창의성과 융합 및 통섭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감소를 고려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고품질 교육의 공급이 필요함

	 ◦		우리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 불편과 지역 불균형 및 문화적 욕구 
불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근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이상과 같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 4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림 1]과 같이 PEST 환경분석을 실시함. 먼저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주요 항목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대내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대외여건은 제 4차 산업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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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질 
제고에 중점을 둔 CQI 전략을 수립함

	 ◦		<E> 물가상승율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동결과 교육비 환원율 
상승으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됨. 이에 우리 대학은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감소되도록 하고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취·창업 및 실무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S> 우리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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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과, 생명과학과 등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 복지, 보육 등 돌봄 관련 전문가 양성 등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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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4차산업혁명 사회환경변화 신기술·신지식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달성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  전지구화에 따른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요구 증가

•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실시

•  우리 대학의 

교육품질제고를  

통한 대학기본 

역량 검증 및  

지속 성장 제고

•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CQI 전략을  

수립함

•  대학의 

교육질제고를 

통한 교육비 

환원율 증가

•  등록금 동결 

등으로 경제적 

환경 악화

•  재학생 중도탈락 

예방 및 개선을 

통해 교육효과, 

효율성 제고 및 

대학의 경제적  

효과 개선

•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창업 교육효과  

및 효율성 제고

•  화성시 신도시에 

청소년과 중장년  

인구 유입 증가

•  화성시 소재 중소 

기업체가 많아  

다문화 가구,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고,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신중년에 대한 

평생교육 및  

맞춤형 교육 필요

•  다문화  

인식개선,  

문화적 욕구에  

대한 대학의 

문화예술 재능  

나눔 및 공헌

• 신기술, 신지식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  

(ICT)

•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지식 요구 

• 융복합교육 주력

•  스마트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양성

•  ICT, IoT 관련 

전문교육

•  보건, 복지, 보육 

등 커뮤니티케어 

전문지식 등 

• 학생역량 함양

• 학생 만족도 향상

• 신입생 충원율 향상

• 재학생 충원율 향상

• 학생취업률 향상

•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적 전환 

필요성 절감

•  교육과정  

혁신

•  교육품질  

혁신

•  교육 환경  

및 제도  

혁신

•   대학혁신 

지원사업 

목표 수립

•  사업가치 

사업전략 

수립

•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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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지표분석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관련 정량지표의 경우는 개선 노력의 성과를 보였음
  -  수도권 대학으로서 재학생 충원율이 수도권과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교육혁신 및 

인프라 혁신이 필요함
  -  직원 1인당 학생수가 수도권 평균보다 높아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만족도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원의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교내 연구비 액수가 낮아 교원의 

연구 지원이 필요함
  -  교육혁신을 통해 취업률 제고의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수도권 전국

교육

재정

및

투자

세입 중 등록금 비율 74.38 70.39 66.50 69.02 59.25 55.00

세입 중 기부금 비율 0.79 0.87 1.43 0.89 3.71 2.85

교육비 환원율
(국가장학금 1유형 제외)

116.93 131.06 140.69 130.80 196.54 218.69

장학금 19.67 22.01 22.46 21.91 22.06 22.19

학생

및

교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9.62 99.14 99.60 99.70 97.03 95.27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93.79 90.71 93.49 92.99 98.58 94.39

전임교원 확보율 70.22 74.09 73.15 72.51 72.38 73.98

지원

환경

교사 확보율 110.15 111.82 114.13 115.58 157.44 158.11

직원 1인당 학생수 66.14 57.91 62.26 59.59 41.33 41.46

기숙사 수용률 9.44 9.76 9.69 9.76 21.96 33.22

법인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사립대)
1.26 1.04 2.75 2.47 4.39 5.41

교원

처우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1,017.25 1,218.16 947.57 740.74 4,058.5 3,277.78

시간강사 강의료 44,399.78 50,330.87 57,679.51 58,000 54,788 56,579.51

도서관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결산)

58,353.84 61,185.82 52,623.60 52,726.12 125,167.66 111,475.96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1.29 1.02 0.87 1.21 1.86 1.98

교육

및

연구

성과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

0.82 0.66 0.62 0.47 0.54 0.51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0.03 0.04 0.04 0.02 0.25 0.22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0.12 0.09 0.11 0.13 0.08 0.09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9,105.56 18,324.24 10,707.66 13,016.49 49,306.60 41,050.23

졸업생의 취업률 65.24 64.59 63.10 64.11 61.56 61.93

[그림 2]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주요 항목의 변화 추이(2016년~2019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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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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그림 3]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건전성 분석 내용

자금흐름 기금추이

기금잔액

학교전체
자금흐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장기적으로
매년 20-50억
자금흐름 악화예상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주 약 27억 기금 보존

지속적인 자금흐름 하향 추세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주로 기금 보존 및 자금유지 및 상향 추세를 보임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의 실행 결과 [증빙자료 p.1]

  -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 대학 교원과 학생은 교수·학생 상호작용(SFI), 능동적·협력적 학습(PCL), 
학생지원의 질(QSS)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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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의 질(QSS)

학생지원의 질(QSS)

교수�학생
상호작용(SFI)

교수�학생
상호작용(SFI)

협성대

< 교 원 > < 학 생 >

전체

교수�학습성과(TLO)

교수�학습성과(TLO)실습수업
만족도(P_STL)

전공수업
만족도(M_STL)

능동적�협력적
학습(PCL)

능동적�협력적
학습(PCL)

교양수업
만족도(L_STL)

협성대 전체

수업만족도(STL)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그림 4]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결과 분석(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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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수요자만족도 결과 분석

  -  우리 대학은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2019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분의 방향과 중점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무게를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우선 개선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선안을 
실천과제에 반영함

결과 해석

중요도 수준 高, 만족도 高
요구수준과 만족도 수준

모두 높으므로, 
유지 강화해야 할 영역

중요도 수준 低, 만족도 高
요구수준에 비해

만족 수준이 높으며, 
지속유지 할 영역

중요도 수준 低, 만족도 低
요구수준과 만족도 수준
모두 낮으므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

중요도 수준 高, 만족도 低
요구수준에 비해 만족 

수준이 낮아 집중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

유지관리 영역 상대적 강점 영역

중점개선 영역 최우선 개선 영역

전공 인식 
및 교과

(High)

(Low)

학과 교수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교양 교수

안내/공지

교양과목 인식
및 교과

산학협력

시설 공간

학습 역량 
지원

장학 지원

학생활동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실습 교육

전반적 
이미지

국제화 역량

행정서비스

비용

만족도

평균대비

GAP

중요도 평균대비 GAP (High)

상대적 강점 영역

•학생활동 지원
•장학 지원
•산학협력

•실습 교육
•교양 과목 
    인식 및 교과
•교양 교수

유지관리 영역

•안내/공지
•전공 인식 
    및 교과

•학과 교수
•전공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중점개선 영역

•시설 공간
•행정서비스
•비용

최우선 개선 영역

•학습 역량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국제화 역량
•전반적 
    이미지

[그림 5]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 분석(2019)

5) SWOT 분석 결과

  -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진단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비교과활동 참여의 지속적 증가, 학생만족도 및 
대학몰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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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률 등의 약점이 두드러졌음. 반면, 
구성원들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가 있는 점과 외부 교통여건의 
개선과 같은 기회 발생에 따라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계와 위협에 대응하여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과제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목표 인재상 실현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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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4차
산업혁명

기조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혁
추진 정책

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지표

분석
재정건전성

분석
교육수요자

만족도
분석

대학의 학습
질 제고

방안분석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
평생지도교수제로 학생상담에 참여도 높음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 높은 대학몰입

구성원 의견 반영 부족, 낮은 공동체 의식
우리 대학 고유의 교수법 모델 미비 
보상체계와 인사제도의 불합리성
융복합 교육에 대한 혼란

시설 미비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미흡
수요자 맞춤형 학사제도 미흡
취�창업지원 안정성과 체계성 미흡 
대학재정 안정성 미흡

교수의 연구성과 향상
CTL 교수자지원프로그램 적극 참여
학생지도에 높은 관심

융복합 교육 기반 구축 
수도권 대학으로 신입생 유치 원활
연구기반의 교육중심대학

낮은 인지도          자기주도학습 강화 필요
방과후 대학 공동화 현상         낮은 취업율

S

O T

W

내부 역량진단 및 한계 분석

학생

교직원

대학과 환경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변화 필요성 
인식 및 참여 의지 
평생교육시대에 따른 지역연계 의지 충만
외국 유학생 유치

교직원

대학과 환경

수도권 대학으로의 교육집중화 현상
본교 인근대학들의 재정 안정성

대학과 환경

학생

교직원

대학과 환경

교직원
낮아진 공동체 의식
대학비전, 인재상에 대한 공감 및 합의 부족
지속적 대내외 평가로 인한 행정업무
과다로 피로감 증대
고용유형별(정년직/비정년직) 위화감

수도권대학으로서 접근성 개선(교통, 지하철)
지역상주 및 유동인구 증가
산학협력기반 취업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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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학이념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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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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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은 창학이념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 대학 인재상 설정의 배경이 되는 인물인 존 웨슬리(J. Wesley)는 우리 
대학교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협성대학교 창학이념을 제공한 인물로서,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신학자를 넘어 다양한 학문에 특별한 재능과 업적을 남긴 
융복합적 인물이며, 새로운 제도와 작품을 창작한 창의적 인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깊은 사회의식을 가진 현장 중심 목회자로서 빈민을 위한 무이자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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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의 
인재상으로 수립하였음

존 웨슬리 기반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재양성창학이념

웨슬리형 창의융합 인재인 재 상

교육목적 국가와 사회에 기여믿음�사랑�봉사의 실천민주시민 자질함량

교육목표 능력을 갖춘 전문인인격을 갖춘 세계인영성을 갖춘 봉사인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대학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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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은 창학이념의 핵심인물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생애에 주목하고 그의 주요 활동 키워드를 우리 대학 핵심역량진단 도구 개발에 반영, 6대 
핵심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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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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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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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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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1.3.2. 대학비전과 발전전략의 연계성

	 ◦		대학의 비전인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과 『UHS ad fontes 2025』 중장기 발전계획 
목표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의 전략을 3대 CQI전략으로 확정하고 대학의 창학이념, 교육목적, 
인재상, 대학비전 및 웨슬리언 핵심역량과 정합성(整合性)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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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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감’(to the Sources)을 
의미함.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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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되어 
있음 

	 ◦		2년간의 중장기발전계획 실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4월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일부 수정함

인재상

3대발전전략 
CQI

12대 
핵심과제

UHS 2025ad fontes

웨슬리형 창의융합 인재

웨슬리언 
핵심역량

W

글로벌

E1

창의성

E2

자기관리

S
영성·

윤리의식

L

공동체

Y

의사소통

Innovation of

Wesleyan 
Curriculum

교육과정혁신(C)

Quality 
Improvement

교육품질혁신(Q)

Educational 
Infra

교육인프라혁신(I)

추진전략
UHS 2025ad fontes

Connectivity & Creativity Questioning & Learning Infra-Supra Innovation

•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 교육경쟁력 강화

•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 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 강화

• 학사제도 개편

• 대학생태환경개선

• 거버넌스 활성화

•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충

[그림 9] 협성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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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체계 [증빙자료 pp.2-4]

 ◦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사전조사 후 반영함

 ◦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여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함

 ◦ 아래 [그림 11]과 같이 발전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해당 부처에서 수행함

사전조사 분석결과 반영내용 핵심전략과제 설정

교육환경개선

국제화 역량 제고

교양교육의 다양성 제고

행정서비스 개선

대학 인지도 및 이미지

전공 진로지도 강화

산학 협력 강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학령 인구 감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

· 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 비용에 대한 불만족

· 외국어 인증
· 대내외 요구

· 대내외 교육 수용의 변화
· 재학생 대비 졸업생 만족 지수 낮음

· 지속적 개선 요구
· 불편해소 요구 증대

· 낮은 졸업생 자부심 및
  산업체 인지도

· 상대적 낮은 취업률
· 상대적 낮은 취업 정착율

· 산학협력 및 현장교과 부족
·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요구

· 산업체 전반적 요구
· 지역사회 환경 변화

· 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 비용에 대한 불만족

· 교육의 질적 제고
· 교육혁신 필요

· 시설투자의 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 자산의 합리적 운영

· 외국어교육개선
· 글로벌 비교과 개발

· 교양 대학 구조 개편

· 직원 역량 강화
· 지속적 개선 계획 수립

· 졸업인증제 실시 예정
· 전략적 홍보전략 추진

· 전공 진로 교과 개발
· 취업관련 교과 비교과 개선

· IPP등 현장 실습 교과 실시
· 교육과 현장의 부조화 해소

· 교양, 전공, 비교과의 총체적
  개편

· 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 비용에 대한 불만족

· 교육 질관리 강화
· 융복합 트랙 개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학내�외
여건

C
교육 과정 혁신

Q
교육 품질 혁신

I
교육 인프라혁신

[그림 10] 학내·외 구성원 의견의 분석과 반영 내용

 ◦  대규모 대학 및 국공립대학의 백화점식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는 목표와 전략체계를 수립하되 실현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함

 ◦  경쟁력이 부족한 연구 및 R&D 중심 특성화를 지양하고, 우리 대학 전체를 융복합 교육, 
창의융합 교육의 선도대학으로 추진함

승인 선포절차 집필 심의
비전·인재상

설정
원칙·방향

수립
구성원

의견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방법
집필 및 자체

환류 계획
기획위

대학발전기획위

4대 원칙
수립

설문조사
만족도

융복합요구도

창학이념과
인물특성

탐구

SWOT

지원체계
UHS 미래위

기획처
UHS 미래위 UHS 미래위 교무위

교육혁신원
학생복지처

UHS 미래위
교무위

[그림 11] 발전계획 수립의 절차·방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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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발전
전략 CQI 12대 핵심 과제 33대 실천과제

3.3 거버넌스 활성화

3.4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충

1.1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1.1.1 ‘웨슬리창의융합대학’ 구축과 정착화 1.1.2 교양교육과정 체계화

1.2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1.2.1 전공교육과정 체계화 1.2.2 전공교과목 
         이수 제도개선

1.2.3 현장�실습중심 
         전공 교육과정 강화

1.3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1.3.1 비교과교육과정 체계화 1.3.2 비교과프로그램 체계화 1.3.3 ‘웨슬리언포인트 제도’
          활성화

1.4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2.1 교육 경쟁력 강화

2.2 데이터기반 교육 질 관리

2.3 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2.1.1 수업개선 2.1.2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2.1.3 교육과정
         인증제도 시행

2.1.4  교원 업적
          평가제도 개선

2.1.5  교원 연구
          지원제도 개선

1.4.1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교육과정 개발

2.2.1 대학기관연구(IR:Institutional 
         Research) 역량강화

2.2.2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체계 구축

2.2.3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VOC 시스템 운영

2.3.1 진로교육 및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

2.3.2 평생지도교수 
         시스템의 개선

2.3.3 학생생활상담시스템 
         강화

1.4.2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교육과정 개발

1.4.3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교과교육과정 개발

1.4.4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비교과교육과정 개발

2.4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2.4.1 ‘경력개발원’ 체계화 2.4.2 취�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체계화

3.2.1 캠퍼스 시설�환경 개선

3.3.1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 3.3.2 지역사회 연계 체제 활성화

3.4.1 중장기 대학재정 로드맵 구축 3.4.2 재정 수익창출을 위한 계획 및 시행

3.2.2 행정 인프라 혁신 3.2.2 인적 인프라 혁신

1.
교육
과정
혁신
(C)

2.
교육
품질
혁신
(Q)

3.
교육
인프라
혁신
(I)

3.1 학사제도 개편

3.2 대학 생태환경 개선

3.1.1 학문단위 편제의 지속적 재구조화

[그림 12] 협성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33개 핵심실천과제

2.2. 단계별 추진계획

 ◦  UHS ad fontes 20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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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된 문제점들과 제반 여건의 변화, 대내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수정과 환류결과를 통해 계획된 목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반조성기 교육 혁신기 성취기도약기

2017 ~ 2018
■	 		개혁을	위한	제반	제도의	
혁신과	체계	구축

■	 		학생학부모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에	따른	학교	
체계	및	교육과정	제고

■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제	및	제도	연구와		
기반조성

2019 ~ 2022
■	 		지속적	교육혁신

■	 		행정지원	체계의	극대화

■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적	
전략	수정	및	환류

■	 		목표달성	위한	인재	선발

2023 ~ 2025
■	 		지속적	평가환류를	통한	
목표의	달성

■	 		목표달성을	위한	학기제	
실시

■	 		학생	선발제도의	개선
■	 		성과의	확대실시	및	확산

        2025 ~
■	 		창학이념	실현

■	 		교육목표	실현

■	 		인재상	구현

■	 		미래를	위한	재도약

 [그림 13] 단계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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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과정 성과

 ◦  우리 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과정혁신(C)과 교육품질혁신(Q) 
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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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SLEY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와 학생참여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비교과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교육질관리를 위해 수업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수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과정
혁신

1.2.3.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및 
          관리시스템 강화

- IPP 사업 평가-A등급(88점)-인센티브10%
- 2019 NCS 과정 16과목 개발

1.1.3. 교양교육과정 혁신

1.1.2. 융�복합교양과정 다양화

* 국제개발협력트랙 2019.12.11.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됨(2020-1학기부터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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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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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좌(필수) 개설
● 2019 핵심역량별 개설과목 수

구분 2017 2018 2019

트랙 수 15개 1학기: 15개
2학기: 14개

14 개

1.2.3. 현장�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캡스톤 과목 개발

융�복합 신규트랙의 지속적 개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과목 수 12개 11개 5개

2019년 IPP 장기현장실습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실적 75개 101명 22개

2019년 IPP 일학습 병행제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실적 12개 27명 10개

2018년 교과목 
폐지/신설

2019년 교과목 
폐지/신설

폐지 신설 신설

6

폐지

2910 34

244 215 144 225 246115

E2L YE1W S

<표 1> 대학 발전 전략에 따른 교육과정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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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과정
혁신

1.1.2. 융복합 및 다전공 현황

1.3. 웨슬리핵심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특성화

교육
품질
혁신

2.4.1. 경력개발원 신설(2019.02)

경력개발원을 총장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취업·창업·일학습병행제 등을 총괄하고 지원함

다전공 이수자 수

구분

융·복합 부전공

융·복합 복수전공

2017년 2018년 2019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졸업생수 졸업생 대비%

44명 4.33 36명 3.73 34명 4.16

2명 0.20 3명 0.31 0명 0.00

부전공 30명 2.95 44명 4.56 37명 4.52

복수전공 89명 8.76 93명 9.64 64명 7.82

총계 165명 16.2 176명 18.24 135명 16.5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활성화

구분

참여학생 수

지원총액

운영프로그램

2016년

4,697명

333,641천원

26개

2017년

5,915명

376,866천원

28개

2018년

6,285명

306,017천원

35개

2019년

6,963명

467,301천원

46개

2.1.1. 수업개선

교수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분 2017 2018 2019

교원 815명 671명 558명

2.1.2. 교육과정인증제(2017-8)

교육과정 인증 참여 실적

구분 교과목 융/복합 학과

참여 2개 6개 12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학생 수 4,278명 3,818명 3,749명

운영프로그램 27개 21개 19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

2.3.2. 재학생 교육만족도 현황 61.0%

60.0%

59.0%

58.0%

57.0%

60.2

2017년 2018년 2019년

60.9 60.8

2.4.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13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요약



2.4. 학사구조개편 및 학생지원 성과

 ◦  우리 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인프라혁신(I)에 따라 2016-2017 
학과 통폐합,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 전공필수 폐지,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교양 
교직학부 개편, 융·복합 트랙 설치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우리 대학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발전
전략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교육
인프라
혁신

년도 주요내용 발전계획과 연계성

3.1.1. 학과 통폐합·정원조정·학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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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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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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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룸 확대

<표 2> 대표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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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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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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도시개발�행정학과

45

74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미주통상�문화학과

중국통상�문화학과

금융�세무학과

64

인문사회
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 65

글로벌
경영대학

48

48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38

스마트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과 37

건축공학과 38

도시공학과 38

보건관리학과 45

생명과학과 38

예술대학

기악과

성악�작곡가성악�작곡가

35

13

생활공간디자인학과 43

산업디자인학과 43

시각조형디자인학과 43

합계 1,040

<표 3> 2016학년도 학사구조개편 학과 통폐합 및 신설학과(2017학년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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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요 대내외 성과

 ◦  우리 대학은 UHS ad fontes 2025의 발전전략 교육인프라혁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UHS ad fontes 2025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결과 우리 대학의 대내성과지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표 4> 대학 발전전략에 따른 주요 대내외 성과 

주요대외성과(사업선정) 주요대내성과지표

2016 2017 2018 2019 구분 2017 2018 2019

그린캠퍼스조성지원사업
교육비 환원율 131.06 140.69 130.80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

재학생직무체험 프로그램
전임교원 확보율 74.09 73.15 72.51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장학금 지급율 22.01 22.46 21.91

대학일자리센터

경기 꿈의대학
신입생 충원율 99.14 99.60 99.70

BI운영지원

강소공인 육성사업 - 3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 지원금 총 21억 유치

- 중국 해아발전기금 3억 유치(2018)보육역량 강화사업

2.6. 발전계획 종합 성과

 ◦  우리 대학은 발전계획서 UHS ad fontes 2025의 지속적 추진결과 시설만족도 및 수업 
평가 점수, 종합만족도에서 지속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57

56

55

54

53

52

0
2017년 2018년

시설만족도

2019년

57

56.5

56

55.5

0
2017년 2018년

종합만족도

2019년

57

56

55

54

53

52

0
2017년 2018년

수업평가점수

2019년

[그림 14] 발전계획 종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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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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 강화
 ◦ 자구 노력을 통한 예산사업 효과성 극대화 
  - 사업 우선순위 설정 후,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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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에 따른 예산투입현황 (2018-2020)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2018 2019 2020

교육과정혁신
(Curriculum)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 67 62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46.5 833.5 959.3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150.1 330.7 568.6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191.8 81.6 101.3

교육품질혁신
(Quality)

교육경쟁력 강화 965.7 631.1 233.8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221.2 207.8 425.3

진로심리상담시스템 전문화 17.0 156.8 185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 역량강화 1,200.6 1,135.9 1,015.9

교육인프라혁신
(Infra)

학사제도 개편 - 308.6 408

거버넌스 활성화 165.6 153.2 239.9

대학 생태환경 개선 5,872 23,147.7 24,388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충 39,474.8 21,939.4 2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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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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타당성 

심의위원회

•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가용재원 내 발전목표 달성과 연계

• 사업우선순위,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검토

3단계

대학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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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획예산과
 • 발전목표

 • 세부 사업 과제 수립

 • 투자 가용재원 산출

 • 투자계획 초안 작성

평가연구과
 • 지표개발 및 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 재정투자계획 종합검토

대학평의원회
 • 본부·교무 회의

   의견조정 후 

   재정투자 계획 상의

• 구성원 의견 수렴

• 결산 감사

• 권고 및 조치사항 작성

• 종합재정투자계획

• 심의·확정

예산타당성심의위원회기획처 이사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그림 15] 재정투자계획수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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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사업 연계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증빙자료 pp.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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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투입된 자금에 
대하여 결산시 심의하고 타당성을 제고함

 ◦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차기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건전성을 확보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획예산과
 • 결산자료수집

 • 투자계획 대비 집행확인

평가연구과
 • 지표 및 목표별 성과확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 결산 및 예산타당성

 심의 위원회 의견 종합검토

대학평의원회
 • 본부/교무회의 의견조정 

 • 차기년도 재정투자 

 계획심의

• 구성원 의견 수렴

• 결산 감사

• 권고 및 조치사항 작성

• 종합재정투자계획

• 심의·확정

예산타당성심의위원회기획처 이사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그림 16] 재정운영환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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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실적 및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사업관리 

및 운영
비율

’19년

(집행액)

교

육

부

대학혁신지원 1,947.6 68.4 227.3 19.0 264.5 5.2

LINC+ - - - - - -

BK21 Plus - - - - - -

국립대학육성 - - - - - -

기타사업 9,480.2 - - - - 19.3

타부처 50.0 - 826.0 - - 1.8

지자체 80.2 - 55.0 - - 0.3

자체재원 13,476.2 282.0 134.4 7.8 22,074.6 73.4

’19년 소계 25,034.2 350.4 1,242.7 26.8 22,339.1 100%

’20년

교

육

부

대학혁신지원 1,753.3 - 277.8 154.6 315.5 5.0

LINC+ - - - - - -

BK21 Plus - - - - - -

국립대학육성 - - - - - -

기타사업 9,865.6 - - - - 19.7

타부처 55.0 - 746.6 - - 1.6

지자체 94.6 - 55.0 - - 0.3

자체재원 15,317.8 263.1 5.3 10.0 21,151.3 73.4

’20년 소계 27,086.3 263.1 1,084.7 164.6 21,466.8 100%

’21년

교

육

부

대학혁신지원 1,584.3 - 348.0 50.0 316.7 4.7

LINC+ - - - - - -

BK21 Plus - - - - - -

국립대학육성 - - - - - -

기타사업 9,668.4 - - - - 19.6

타부처 52.5 - 786.3 - - 1.7

지자체 87.4 - 55.0 - - 0.3

자체재원 14,397.1 272.6 69.9 8.9 21,613.0 73.7

’21년 소계 25,789.7 272.6 1,259.2 58.9 21,929.7 100%

’19 ~ ’21년 합계 77,910.2 886.1 3,586.6 250.3 65,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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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1. 대학의 비전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1.1. 대학의 비전과 목표

가. 대학의 비전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

 ◦  협성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 6. 28.~1791. 3. 2.)의 복음주의 신학정신과 경건주의적 생활신앙에 
입각하여 그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헌신적인 삶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사회를 열어갈 지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교훈인“믿음, 사랑, 봉사”을 몸소 실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학이다.

나. 대학의 목표

 ◦  대학의 창학이념이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영성을 갖춘 봉사인’, ‘인격을 갖춘 세계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의 역량과 능력을 지닌 “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함

다. 대학 인재상과 핵심역량

 ◦  존 웨슬리(J. Wesley)는 우리대학교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협성대학교 
창학이념의 사표를 제공한 인물로서, 목회자와 신학자를 넘어 다양한 학문영역에 
특별한 재능과 업적을 남긴 인물이며. 신학분야 외에 의학서 저술, 작곡 등의 
창의적 활동을 한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임. 또한 그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사회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무이자 소액대출의 대여금고 운영, 공정무역 운동, 
노예해방 등)를 수립한 현장중심의 목회자로서 빈민을 위한 공헌과 노예해방 등을 
통해 정의를 주장한 인물임. 이러한 존 웨슬리의 삶과 사상은 우리 대학이 설정한 
‘창의융합인재’양성의 목적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가짐.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웨슬리형 창의융합인재’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특히 
지역사회에의  실천에 주안점을 두어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한 다음의 <6대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6대 핵심역량>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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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핵심역랑

글로벌
Wesleyan Mission to the World

창의성
Wesleyan CrEativity

Wesleyan Spirituality

공동체
Wesleyan Connectional Leader

자기관리
Wesleyan MEthodism

의사소통
Wesleyan CommunicologY

 국제적 감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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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

의사소통과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

W

E1

의미

S

L

E2

Y

존 웨슬리의 사상과 인재상

공동체

창의성

자기
관리

영성�
윤리
의식

글로벌

E2

E1

S

Y

L

W

의사
소통

세계는
나의 교구

의학서,
작곡

노예제
폐지

지역 현안
중심 목회

엄격한
규칙
생활

공동체
조직
구성

 •  W,  글로벌(Wesleyan Mission to the World):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의 배양을 의미.

 • E1,  창의성(Wesleyan CrEativity): 융통성과 종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을 의미.

 • S,  영성·윤리의식(Wesleyan Spirituality):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능력의 
형성과 철저한 윤리의식의 배양을 의미.

 • L,  공동체(Wesleyan Connectional Leader): 공동체적 가치 추구를 위해 팀워크 
(teamwork)를 발휘하는 상호협력적 리더십의 배양을 의미.

 • E2,  자기관리(Wesleyan MEthodism):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규칙적인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의 배양을 의미.

 • Y,  의사소통(Wesleyan CommunicologY):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과 정보 
기술 활용능력의 배양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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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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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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의 교육과정 혁신사업인 ‘현장중심·실무중심 전공교육과정 강화’,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교육인프라 혁신 중 ‘지역사회 연계 체제 활성화’와 연계성을 가짐

 ◦  우리 대학의 대학교육혁신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경험 기반의 교육 및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정책적 차원에서 융합 
교육을 준비 및 실행해 왔고, 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험을 고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 전반의 혁신을 이루고자 함

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  중장기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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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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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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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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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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사업가치 GLocalCC(GLOBAL, LOCAL, CONVERGENCE, CONTRIBUTION)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교육혁신
WESLEYAN STUDIO

산학협력 혁신
WESLEYAN MANAGEMENT

교과, 비교과, 대학, 지역간 연계 및 융합 교육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특성화, 학상 유연화를 통한 학생 지원 체계 개선
시설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만족도와 참여 향상
학부-대학생 연구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밀착,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혁신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유학생�소수자 학생 지원정책개발
및 활성화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과별 취�창업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1
교양교육
과정 혁신

#2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
과정 혁신

#3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

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자기설계전공 개발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MOOC 활성화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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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 설정 과정의 타당성

 2.1.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주요할동 및 실적 

영역 중장기발전계획 주요 과제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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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기반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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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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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분야는 현장·실무중심 교과목을 확대하고 다전공을 활성화함
•  2013년부터 기초교양 트랙과 융·복합 트랙을 연구·개발하여 현재 
15개 트랙을 운영 중임

•  WESLEY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비교과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교육질관리를 위해 수업평가제도 개선
•  교수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교육품질혁신

• 교원연구지원제도 개선
• 연구 윤리교육 강화
• 대학기관연구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및 졸업 인증제를 통한  
질 제고

교육인프라 
혁신

•  취·창업 및 실무중심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
•  지역사회 선도대학 체제 정립 - 
 대외홍보 및 화성시 협력지원사업  
 확대 

2.2.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은 12대 핵심과제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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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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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와 취·창업, 지역 및 산학연계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육혁신을 
이루어 인재상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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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인재상과 대학혁신전략 간 연계성에 기반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혁신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을 계획·운영하도록 하였음

웨슬리 창의융합인재

#1 교양교육과정W E

#3 비교과교육과정W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E

#5 교수-학습 / 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E

#2 전공교육과정S L E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S

E

E L

혁신프로그램 혁신전략

WESLEYAN STUDIO

WESLEYAN
MANAGEMENT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교육혁신기 (2019-2022)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대학

글로벌W

창의성E1

영성과 윤리S

공동체L

자기관리E2

의사소통 Y

2.3.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설정 과정의 타당성 [증빙자료 pp.2-14]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체계적 연계성을 갖고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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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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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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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대학혁신사업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기본역량진단결과 분석, 우리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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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17 2018 2019

대상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교직원 재학생 산업체

연도별,

대상별 

개선 

우선순위 

및 

중요도 

조사결과

학사행정

(부서)
시설공간

협성대 

인지
강의실

행정서비스

/ 국제화 최신

학문이나 

지식 반영 

캠퍼스 

환경

학생활동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장학지원

정보이용 행정서비스
산학협력

프로그램 인지

연구활동

지원
시설공간

산학협력

강의실 창업지원

산학협력 

기여 및 

수요 반영

학사

행정부서

취·창업

지원
산업 환경 

변화 및 

기업요구 

반영

정보

이용

실습교육

지속적인 

산학협력 

희망

교양과목 

인식 및 교과캠퍼스

환경

학습역량지원

/ 교양과목 

인식 및 교과 

/ 국제화역량

시설/(정보)

이용

편의성

교양과목

전반적 

이미지
교양교수

 ◦  우리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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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세부사업들을 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상의 절차와 내용 분석을 통해 사업에 반영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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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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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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모니터링 
면담 및 보고

교직원 대상 사업집행지침 설명회
사업 중간 모니터링을 위한 면담 및 결과 보고 2019. 8.19 1학기 사업에 대한 중간모니터링 

및 부적절 집행사례 수정

간담회

부서 사업 요구사항 파악 및 논의 2019. 8. 10.
- 2019. 9. 6.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총학생회 임원진과 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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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우선순위 도출
조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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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현장방문 컨설팅 의견에 대한 반영
집행 지침의 일부 명칭 수정 및 통일
사업비 개정 및 정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9. 10. 23.
2019. 11. 06.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지침 개정(안) 마련

설문조사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관련 행사 
개최 설문조사 202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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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상과 내용 일시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1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2020. 2. 05.
2020. 2. 27.

2019년 사업달성정도 및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전반적인 평가

운영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1차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연차실적보고
자율성과지표 및 사업비 집행내역 결과보고 2020. 4. 09. 세부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설문조사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재정 배분에 
대한 설문조사

2020. 6. 29.
-2020. 7. 02.

공청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공유 및
재정 배분에 대한 의견 수렴 2020. 7. 02.

자체평가위원회 2020 사업예산 계획 2020. 7. 02. 2020 사업예산안 수정가결

예산타당성 
심의위원회

2019년 연차실적보고서 평가보고
2020년 사업계획서 작성현황 보고 2020. 7. 03. 2019년 연차실적보고서 평가결과를 

2020 사업계획서에 반영

운영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계획 및 수립
자율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목표 변경 2020. 7. 03.

사업 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 보고

지표명 변경 및 목표치 수정

운영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 보고 2020. 8. 27.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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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선의견 혁신지원사업 반영 프로그램

교육

• 교육질개선
• 교과목의 다양화
• 교수님과 개별 상담 필요
•  수업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과목 개설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2020년 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필요

•  교육 기자재 및 교육자료 확보
•  수업환경 개선 

#1 교양교육과정 혁신

#2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혁신

#3  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지원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  자기설계전공 개발
-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  MOOC 활성화
-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취•창업

•  취·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취·창업에 대한 담당교수  
 관심 필요

•  실무에 대한 교육 필요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대학지원

• 학생지원관련 정보 부족 
• 구성원 간 정보 공유 창구 마련
•  대학 내 프로그램(비교과 등)  
 추가 

#3  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관리

- 비교과 인프라 구축
-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양방향 소통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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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혁신전략

1. 대학의 현황 분석 및 진단

1.1 대학일반현황

총장 박명래 설립년도 1977년

종류 일반대학 설립유형 사립

학생수

편제정원 4,016명

교직원수

전임교원 145명

재학생
정원내 4,118명 비전임교원 183명

정원외 34명 직원 90명

학과
단과대학 5개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학과 22개 

1.2 최근 5년간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

(단위 : 천원)       

선정연도 출연처 지원사업명 사업비

2015 교육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1,000

2015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 60,000

2015-2017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214,670

2016-2018 환경부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 120,036

2016-2017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 98,000

2016-2017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12,820

2016-20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48,000

2016-2019 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2,782,702

2017-2019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480,000

2017-2019 경기도교육청 경기 꿈의대학 190,802

2018-2019 중소벤처기업부 BI운영지원 142,835

2019 화성시청 강소공인육성사업 100,000

2019 중소벤처기업부 보육역량강화사업 36,735

합계 4,2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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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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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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육에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가 낮고 융복합트랙이 체계화되지 않아 혼란스러움
● 핵심역량에 대한 학생의 자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함
● 2019년도의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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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1.2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핵심
역량

2018년 2019년
과목수 % 과목수 %

W
E1

S
L
E2

Y
계

219
217
124
164
232
269

1,225

17.9%
17.7%
10.1%
13.4%
18.9%
22.0%
100.0%

244
215
115
144
225
246

1,189

20.5%
18.1%
9.7%
12.1%
18.9%
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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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및 실시 중(2013)

 ● 15개 융복합트랙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수요자 중심 현장실무중심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양  교육과정

WESLEY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한 Wesley 교육과정의 구성

Wesley 교육과정 (2018학년도)

• 일반교양
 (필수/선택)

• 융복합트랙
 (15개)

전공  교육과정

학과별 핵심 역량기반
현장실무중심

• IPP장기현장실습
 (22개 학과)

• 일학습병행제
 (9개 학과)

비교양  교육과정

WESLEY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 41개 프로그램

• 전당조직
 (교육혁신원)

• 지원조직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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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수학습지원체계

현황 

성과

● WESLEY 핵심역량진단결과 1학년보다
4학년 핵심역량 상승 조사시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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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역량기반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핵심역량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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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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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2.1. 교육경쟁력 강화
3.2. 대학생태환경 개선

1학년
(n=386)

4학년
(n=366)

W 3.18 
3.38 
3.53 
3.60 
2.64 
2.88 

3.20 
3.45 
3.57 
3.60 
2.74 
2.73 

E1

S
L
E2

계

연도별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자수 4,697명 5,915명 6,285명 6,963명

지원총액
(천원) 333,641 376,866 306,017 467,301 

운영
프로그램

수
26개 28개 35개 46개

웨슬리언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위원회

5

4

3

2

1
W
글
로
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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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윤
리
의
식

L
공
동
체

E1
창
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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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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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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법 컨설팅 등
다양한 개별 맞춤형 강의개선프로그램 및 환류시스템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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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교수법 자체모델 미개발
● 교육과정 인증제, 졸업인증제의 체계성 보완 요구
● 교육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미흡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디자인씽킹, 창의적 문제해결, 능동적-협동적 팀토론(ACT), PBL, FL 등 다양한 교수법개발을

위한 교수설계 컨설팅지원 및 수업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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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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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강사 815명 671명 558명

● 2017년부터 교육질관리 시스템(조직, 규정) 
구축 운영

웨슬리언 교육과정 인증 참여 실적
구분 교과목 융복합 학과 비교과

2017년
예비인증 2개 6개 12개 20개

2018년
기초인증 2개 6개 12개 40개
2019년
성과인증 2개 6개 12개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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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인재선발제도 및 학사구조 

현황

 인재선발제도 

 -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2016년부터 7개학과에서 창의인재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에는 2개학과(사회복지학과,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에서 실시 중

연도 2017 2018 2019

협성창의인재 입학사정관 전형 적용 학과 수 5개 7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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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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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자기설계전공 등 유연한 학사제도 시행,  

 융복합 부복수전공이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교육인프라혁신 3.1. 학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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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진로·심리 상담

현황 

 진로·심리 상담 운영예산 및 상담 건 수

구분 2017 2018 2019

예산(천원) 42,270 48,263 40,656

진로상담 건수 995 1,003 1,162

심리상담 건수 413 268 392

성과

 평생지도교수 상담 증가 및 만족도 상승                               재학생 교육만족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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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이탈자 : 2016년 5.1%, 2017년 4.9%, 2018년 4.6%, 2019년 4.7%

  진로인식조사 참여 학생 수 증가

  웨슬리언포인트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

  유학생 심리검사 만족도 높음(4.5/5점)

  Sound Minds 개별심리교육의 참여자 수 증가

구분 2017 2018 2019
참여자 수 554 693 839

만족도 4.5 4.2 4.25

 장애학생 취업중심 상담 결과 자퇴희망자의 학업지속 및 졸업 성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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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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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상담실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웨슬리언 패밀리’(재학생+유학생+졸업생+평생지도교수) 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교육품질혁신 2.3. 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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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취·창업 지원

현황 

● 2019학년도 취업률 현황 : 64.1%
●

성과

● 우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2019년 만족도조사 결과 

 
● ‘UHS창업리그’ 2017년부터 교내창업 붐 조성
‘지식창업트랙’ 융�복합전공트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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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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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2019 만족도조사 결과 취·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학생 욕구가 높고,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 유학생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
●

● 각 학과별 취·창업분야의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 프로그램 사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체계화
● 지역과 연계한 취창업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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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예산 및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구분 2018 2019

운영예산(천원) 257,361.3 266,312.6
프로그램 수(개) 21 19
참여 학생 수(명) 3,818 3,749 

구분 중요도 2018 2019 상승도
취업지원 5.7 55.1 56.2 +1.1
창업지원 5.7 53.8 55.1 +1.3

Do Dream 취업스터디 해외인턴십 U6 취업캠프 취업캠프

352

406

204

2017년 2018년 2019년

15

6

9

2017년 2018년 2019년

31

7

10

2017년 2018년 2019년

85
97

84

2017년 2018년 2019년

+1.4

취업 지원

+ 1.1

55.1 56.2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앎

+ 1.2

53.5 54.7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0.9

55.2 56.1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제 취업에 도움

+ 1.1

55.0 56.1

효율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있음

+ 1.3

55.0 56.3

+ 1.0

56.6 57.6

+1.4

창업 지원

+ 1.3

53.8
55.1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앎

+ 1.4

52.3 53.7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1.3

53.9
55.2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제 취업에 도움

+ 1.1

54.3
55.4

효율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있음

+ 1.2

54.2
55.4

+ 1.4

54.3 55.7

’18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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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지역연계 시스템                       1.3.8. 산학협력 시스템

현황 

● ‘사회봉사’ 과목 정규 교과목 편성
●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 2019년 사회봉사활동 실적 

● K-NSSE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참여 비율
   - 2019년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 실무중심교과목, NCS기반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현황(2019년)

● IPP사업 참여 실적(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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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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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과별 산업체 현장학습 정보 및 기회 부족

대학
혁신
전략

필요성

● 사회봉사지원센터 명칭을 사회공헌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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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대상 산�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산업체와 함께하는 산�학 교과목 개발 미비

산�학 현장중심 교과목 운영

● 학과별 산업체 정보 확보 및 전공교과와 연계한
현장학습 활성화

● 
●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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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수 결산
111명 (교원37명) 3,031,620원

우리대학 전국
M SD M

18.25 18.29 18.91
SD

19.35

구분 중요도 2018 2019 상승도
산학협력 5.7 55.6 57.0 +1.4

NCS기반 캡스톤디자인
16개 과목 5개 과목

구분 기업 학생 학과
장기현장실습 75개 101명 22개
일학습 병행제 12개 27명 10개

산학협력

+ 1.4

55.6

57.0

산업체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에 대해 잘 앎

+ 1.2

55.9

57.1

산업체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의 

기회가 많음

+ 1.6

54.8

56.4

산업체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는 학과별

특성을 고려함

산업체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는

실체 취업에 도움

+ 1.5

55.8
57.3

+ 1.2

55.9
57.1

산업체 현장실습 
관련 정보 
획득 용이

+ 1.3

55.7
57.0

’18년 ’19년

38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2. 대학의 영역별 혁신전략

가. 대학의 현황분석 및 진단에 근거한 발전방향

 ◦  대학의 현황분석과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 ‘지역과 
함께 하는 WESLEYAN 공헌 인재 양성 대학’으로 설정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3대 
영역의 교육혁신모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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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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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성과 

제고

중장기발전계획 대학혁신사업

교

육

영

역

Program

교양교육과정 혁신

미래사회 진로 전망
전공 교육과정 혁신

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교수학습/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WESLEYAN STUDIO

산

학

협

력

영

역

WESLEYAN MANAGEMENT

Program

취·창업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3대
혁신
전략

12대
핵심
과제

교육과정혁신

교육품질혁신

교육인프라혁신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교육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시스템 전문화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학사제도 개편

대학생태환경
개선

거버넌스활성화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충

UHS                  2025ad fo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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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혁신전략 및 추진계획

대학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인재상

WESLEYAN
핵심역량

뿌리가 다른 창의융합 선도대학

WESLEY형 창의융합인재

글로벌W 창의성E1 S 공동체L E2 자기관리 의사소통Y

중장기
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12대 핵심과제

1

교양
교육과정
고도화

2

전공
교육과정
고도화

3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

4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5

교육
경쟁력
강화

6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7

진로·
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8

취·창업
및 실무
중심
교육

역량강화

9

학사제도
개편

10

대학
생태

환경개선

11

거버넌스
활성화

12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충

사업목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사업가치 GLocalCC(GLOBAL, LOCAL, CONVERGENCE, CONTRIBUTION)

사업 전략
방향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교육혁신
WESLEYAN STUDIO

산학협력 혁신
WESLEYAN MANAGEMENT

교과, 비교과, 대학, 지역간 연계 및 융합 교육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특성화, 학상 유연화를 통한 학생 지원 체계 개선
시설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만족도와 참여 향상
학부-대학생 연구 역량 강화

 
 

 

 

혁신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1
교양
교육
과정 
혁신

#2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

교육과정 혁신

#3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

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 관리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자기설계전공 개발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MOOC 활성화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 질 관리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데이터기반 교육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밀착,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유학생�소수자 학생 지원정책개발
및 활성화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과별 취�창업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교과교육과정 연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전공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지역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사회봉사 운영지원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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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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①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② 역량기반 / 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③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2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혁신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③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⑤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3

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③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② 자기설계전공 개발

③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④ MOOC 활성화

⑤ 양방향 소통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5

교수-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
WESLEYAN 

MANAGEMENT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②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③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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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 혁신전략 : WESLEYAN STUDIO

	 ◦ 우리대학 교육 혁신전략은 WESLEYAN STUDIO로 함축되며 이는 우리대학 인재상 
모델인 존 웨슬리와 같은 창의융합, 공헌 및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양,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성과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둠

	 ◦ WESLEYAN STUDIO는 우리대학의 사업목표인 「지역과 함께 하는 WESLEYAN 공헌 
리더 양성」을 위해 교과(교양, 전공)와 비교과를 연계하고, 우리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양, 전공, 비교과교육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수프라(Infra-Supra) 확충을 포함하는 STUDIO의 구축 및 운영을 의미함 

	 ◦ WESLEYAN STUDIO를 통하여 교과와 비교과, 교양과 전공,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창의융합 교육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역량을 강화하며 경험기반 교육과 
지역기반 경험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확장하고자 함

	 ◦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성과를 체계화하고 고도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경험을 하고 이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1.1. 프로그램명: #1 교양교육과정 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우리대학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WESLEY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웨슬리창의 
융합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과 융복합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실시 
되는 대학만족도 조사결과 교양교육과정과 융복합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됨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운영과 교양교육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역량기반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변화를 반영한 역량기반/인성,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과를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과를 개발함으로써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교류를 높이고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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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운영
• 교양교육 인증체계 구축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 교양교육 인증 방안 연구

2차년도 (2020년도)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양교육 혁신방안 운영
• 교양교육 인증체계 운영

3차년도 (2021년도) • 교양교육과 융복합교양교육 혁신방안 평가
• 교양교육 인증체계 운영 및 평가

기대효과 • 교양교육 현황 파악과 개선, 교양교육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기반 교양교육 체계화
• 융복합교육의 현황 파악과 개선을 통한 융복합교육 체계화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교양교육‧융복합교육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5 - 5

교양교육 인증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3 - 3

 세부프로그램명 :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개발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리더’교양교육 교재 개발 및 시범운영

2차년도 (2020년도)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3차년도 (2021년도) •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기대효과 • WESLEY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학습성과 제고 및 인재상 실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인재 교육모델의 공유 및 확산

43

Ⅱ. 대학혁신전략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핵심역량기반 인문학기초 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적용 평가, 관련 규정 개정 4 - 4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계획수립 공모 및 편성 적용 평가, 관련 규정 개정 4 - 4

 세부프로그램명 :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코티칭‧팀티칭 교과목 개발
• Flipped Learning 교과목 개발
•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편성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코티칭‧팀티칭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관련규정 개선)
• 교양교육 Flipped Learning 적용 우수사례 공유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

2차년도 (2020년도)
• 코티칭‧팀티칭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Flipped Learning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2021년도)

• 코티칭‧팀티칭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Flipped Learning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

기대효과
•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교류 기반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성 강화
•  코티칭‧팀티칭, Flipped Learning,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교과 등의 수요자 맞춤형 교과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코티칭‧팀티칭 교양교과목 개발 및 워크샵 
/시범적용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평가 6 - 6

Flipped Learning 교양교과목 개발 및 시범운영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평가 4 - 4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수요조사, 공모, 편성 계획수립 공모 및 편성 연구 및 평가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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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프로그램명: # 2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교과와 비교과 연계를 통한 전공교육과정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체계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과 환류체계 정비가 필요함. 미래사회 
전망, 직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인재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전공교육과정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됨

	 ◦ 전공-교양-비교과(대학차원/학과차원) 교육과정이 유기적 연계망을 이루도록 
체계화하여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및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전공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미래사회 진로 전망 및 직업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공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한 후 12차 교육과정개편 완료

•  전공 수업 고도화 장비 구축을 통한 전공 교육환경 개선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전공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성화 지원
• 전공교육과정 학습환경 개선
•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 개최

2차년도 (2020년도)

• 전공교육과정 개발 사전 분석 및 착수
•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성화 지원
• 전공교육과정 학습환경 개선
•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 개최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2021년도)

• 전공교육과정 개편 완료
• 전공교육과정 소위원회 활성화 지원
• 전공교육과정 학습환경 개선
•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 개최

기대효과
•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12차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화
•  전공 수업 고도화 장비 구축을 통한 전공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만족도 향상
•  전공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포럼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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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미래사회 진로 전망 전공교육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연구 및 공유 평가 및 환류 5 - 5

학습자와 함께 하는 전공교육과정 포럼 계획수립 공모 및 선정 포럼 개최 평가 및 환류 5 - 5

전공교육과정 학습환경 개선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기자재 구매 및 설치 평가 및 환류 530 - 530

 세부프로그램명 :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  전공-교양-비교과(대학차원/학과차원)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망 체계화 및 학과단위 
 비교과프로그램의 환류체계 구축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전공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총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2차년도 (2020년도)
• 전공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총괄위원회 운영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3차년도 (2021년도)
• 전공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총괄위원회 운영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

기대효과
•  전공-교양-비교과(대학차원/학과차원)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생 전공만족도 향상
•  학과단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성과 환류 도출 및 확산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전공 연계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위원회  
운영 지원 계획수립 위원회 개최 평가 및 환류 - - -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채용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인력 지원 평가 및 환류 153.5 - 153.5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연구 계획수립 연구 수행 평가 및 환류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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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프로그램명 : 전공 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미래사회 전망 기반 각 전공별 전공학습 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진단도구 고도화 
• 역량 기반 학과 단위의 졸업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공기초 인증 체계 구축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전공 학습 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분석

2차년도 (2020년도)
• 전공 학습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 전공기초 인증 체계 연구 및 시범인증
• 전공역량 연구

3차년도 (2021년도)
• 전공역량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전공학습 역량 모델링 구축
• 전공기초 인증 확산
• 전공역량 연구 확대

기대효과 •  미래사회 전망 기반 교육과정에 맞는 전공 기초 인증을 통한 전공교육과정 효과성 제고 
 전공 학습 역량 진단을 통한 전공 학습능력 향상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전공 학습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계획수립 연구 수행 평가 및 환류 2 - 2
전공역량 연구 계획수립 연구 수행 평가 및 환류 5 - 5
전공기초 시범인증 및 성과분석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 3 - 3

 세부프로그램명 :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대학 비전과 인재상에 적합한 학과 및 전공단위의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지원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특성화사업단(인큐베이팅) 발굴 및 지원

2차년도 (2020년도) • 특성화사업단(인큐베이팅) 발굴 및 지원
• 특성화 사업단 성과분석

3차년도 (2021년도) • 특성화사업단(인큐베이팅) 발굴 및 정착
• 특성화 사업단 성과분석 및 공유

기대효과 • 특성화 사업 확산을 통한 대학비전과 인재상에 적합한 전공 역량강화
• 대학 차원 특성화 사업 모델 개발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특성화사업 개발 및 운영 계획수립 및 공모, 선정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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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프로그램명 :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전공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기반 마련
• 교수의 능동적 연구 활동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관련 교내외 학회논문 발표 및 게재 지원
• 우수논문장학금 지급
• 교육-연구성과 박람회
• 연구윤리 교육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2차년도 
(2020년도)

•  학부-대학원학생 전공연구역량 강화 관련 교내외 학회 등 논문[포스터]발표  및 게재지원
• 전공역량혁신 관련 우수논문장학금 지급
• 전공역량혁신 관련 교육-연구 성과발표회
• 연구윤리 이수 강화 장학금 지원

3차년도 
(2021년도)

• 교육연구 성과 확산 및 공유
   - 전공역량 강화 관련 논문발표 및 게재지원 확대 
   - 전공역량 강화 우수논문장학금 지급 확대 
   - 전공역량 강화 교육-연구 성과발표회 확산 및 연구윤리 강화

기대효과
• 학생의 전공 연구역량 지원을 통한 전공교육과정의 질적인 혁신 도모
• 연구성과발표 및 공유, 공개 기회 통한 전공에 대한 성취감과 주도성 획득
•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강화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학부-대학원 학생  
연구역량 함양 계획 수립 신청 공지 및 홍보,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평가 및 환류 7 - 7

우수논문 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 신청 공지 및 집중홍보 
(졸업·학위논문준비시기)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평가 및 환류 12 - 12

교육-연구 성과 발표회 계획 수립 신청, 심사 및 선발 기획,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평가 및 공유 8 - 8

연구윤리 교육 강화  
장학금 지원 계획 수립 신청 공지 및 홍보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보고서 제출
장학금 지급, 
평가 및 환류 1 - 1

2.1.3. 프로그램명: #3. 역량 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교육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센터, 도서관, 학생복지처, 대외협력처 등 교내 각 
부처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통합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6대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질관리를 도모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특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완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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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관리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비교과 총괄위원회 운영 및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통한 질관리 강화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인증체계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질관리 및 개선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한 비교과 총괄위원회 활성화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 국제화 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차년도 
(2020년도)

•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한 비교과 총괄위원회 활성화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 웨슬리언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인증 연구

3차년도 
(2021년도)

•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한 비교과 총괄위원회 활성화
•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
• 웨슬리언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인증 체계 구축

기대효과
•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을 통한 질제고
•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 만족도 향상
• 비교과 학습 성과 공유 및 확산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부서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성과 분석 연구 계획수립 및 공모 연구 수행 평가 및 환류 3 - 3
웨슬리언 비교과 성과인증 체계 구축 연구 계획수립 및 공모 연구 수행 평가 및 환류 3 - 3

 세부프로그램명 : 비교과 인프라 구축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비교과 인프라(글쓰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환경 개선
• 비교과 인프라(글쓰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지원
•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채용 및 지원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글쓰기센터 구축 및 환경 개선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환경 개선
•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글쓰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학생상담실 운영인력 채용

2차년도 
(2020년도)

• 글쓰기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개선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개선
•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글쓰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학생상담실 운영인력 지원

3차년도
 (2021년도)

• 글쓰기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개선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개선
•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글쓰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학생상담실 운영인력 지원

기대효과 • 비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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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글쓰기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2.5 - 2.5
글쓰기센터 환경개선 계획수립 기자재 구매 및 설치 평가 및 환류 53.2 53.2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9 - 9
메이커스페이스 환경개선 계획수립 기자재 구매 및 설치 평가 및 환류 5 - 5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인력 지원 충원 인력 유지 54.3 - 54.3
글쓰기센터 운영인력 지원 충원 인력 유지 18 - 18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인력 지원 충원 인력 유지 23.2 - 23.2
학생상담실 전문상담인력 지원 충원 인력 유지 54.9 - 54.9

 세부프로그램명 :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학생참여형 역량기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성과발표회 개최 및 성과 공유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학생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관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성과발표회(EXPO) 개최

2차년도 
(2020년도)

•  학생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관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성과발표회(EXPO) 개최

3차년도 
(2021년도)

•  학생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관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성과발표회(EXPO) 개최

기대
효과

• 학생참여형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  지역과 함께 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대학 인지도 개선 및 학생 만족도 향상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학생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101.5 83.7 185.2

도서관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11.5 - 11.5

비교과 프로그램 엑스포 계획수립 엑스포 행사
개최 및 CQI

계획 
수립

엑스포 행사
개최 및 CQI 18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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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프로그램명 :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학생생활상담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심리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분석에 따른 고도화
•  유학생, 소수자 등과 같은 다양한 수요를 가진 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심리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협성 프랜들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웨슬리언 패밀리제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소수자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차년도 
(2020년도)

• 협성 프랜들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유학생·소수자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MOU)
• 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
• 유학생 한국 적응 프로그램 고도화

3차년도 
(2021년도)

• 협성 프랜들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유학생·소수자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
• 유학생 한국 적응 프로그램 고도화

기대효과 •  진로·심리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녕과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임
• 유학생·소수자 대상 맞춤형 진로·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를 도움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협성 프랜들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1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2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53.1 - 53.1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성과분석 계획수립 및 공모 성과분석 연구 3 - 3

유학생·소수자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MOU) 구축 계획수립 및 공모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지원체계(MOU) 구축 4 - 4

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멘토링 성과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6 - 6

유학생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1.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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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프로그램명: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UHS ad fontes 2025」를 바탕으로 ‘WESLEY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로의 개편과 학생의 융합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전공 이수 활성화가 필요함

 ◦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복수전공, 부전공, 융복합트랙 이수를 권장하는 1+α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융복합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 사회수요 변화 및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학사제도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자기설계전공, 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사회변동 상황에의 대응 및 학습의 다양성 요구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MOOC 활성화를 시행함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바, 학사관리 기능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한 홈페이지 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함

나. 세부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사회 수요 변화와 학생의 융복합능력 향상 위한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 관련 제도 시행 위한 관련 학칙(안) 및 운영규정(안) 수립  

2차년도 (2020년도)

• 융복합전공트랙 개발
• 융복합전공트랙 고도화
• 융복합교과목 개발
•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다전공 활성화 장려 장학금 수여

3차년도 (2021년도)
• 융복합전공트랙, 부·복수전공제도 평가
• 융복합전공트랙, 부·복수전공제도 개선 및 고도화
•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완 

기대효과 • 다전공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 및 진로 개척에 기여
• 융복합전공트랙 및 부·복수전공 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생역량의 강화 및 교육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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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융복합전공트랙개발 계획수립 공모, 심사, 선정 연구진행 결과보고, 편성 및 공유 6 - 6
융복합전공트랙 고도화 계획수립 공모, 심사, 선정 연구진행 결과보고, 편성 및 공유 14 - 14
융복합교과목 개발 계획수립 공모, 심사, 선정 연구진행 결과보고, 편성 및 공유 4 - 4
다전공이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계획수립 ·홍보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자료집발간, 

공유 1 - 1

다전공 활성화 장려 
장학금 수여 계획수립 ·홍보

이수 우수사례 
공모, 심사, 선발, 

설명회발표

융복합트랙, 부·복수 전공 
우수이수자 장학금 수여 10 - 10

 세부 프로그램명 : 자기설계전공 개발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자기설계 전공 제도 도입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자기설계전공 연구    - 자유전공학과 연구 
• 자기설계전공 도입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 관련 제도 시행 위한 관련 학칙(안) 및 운영규정(안) 수립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2차년도
 (2020년도)

• 자기설계전공 학칙 제정
• 자기설계전공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준비
• 자기설계전공 개발과제 학생 공모 

3차년도 
(2021년도)

• 자기설계전공 시범운영 
• 학생 중간보고 및 지도교수 개발운영보고 지원 및 점검 
• 자기설계전공 공모 확대 실시
• 자기설계전공 운영위원회 구축 운영 등 체계의 점검 및 보완 

기대효과 • 학습자 중심의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학생의 역량 강화 및 교육만족도 향상
• 기존 학과와 전공의 틀을 넘는 학생선택형 교육혁신으로 사례 대외 공유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자기설계전공 학칙제정 계획수립, 관련부서협의 학칙 제정 홍보  관련 규정제정 및 시행 준비 - - -
자기설계전공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준비 계획수립 담당부서 운영규정 

제정 및 체계화 차년도 시행 준비 - - -

자기설계전공 개발과제 
학생공모 계획수립, 관련부서협의 사전홍보, 

학생공모 심사, 선발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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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명 :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사회변동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학생 교육욕구에 맞춘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 집중이수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경로를 제시, 학생의 교육수요 만족
• 교과목별, 학생별 상황에 맞는 수업방법 도입으로 인한 교육 효과 증대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 관련 연구 수행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연구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학사제도 도입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 관련 제도 시행 위한 관련 학칙(안) 및 운영규정(안) 수립 

2차년도 (2020년도)

• 집중이수제 학칙 및 관련 규정 제정 
• 집중이수제 시범 편성 운영 연구
• 집중이수제 개발연구 공모 및 편성
• 집중이수제 우수이수자 장학금 수여 

3차년도 (2021년도)
• 집중이수제 시행 관련 개선, 고도화
• 집중이수제 관련 규정 점검 및 보완
• 집중이수제 확대 실시

기대효과
• 학습자 교육상황을 고려한 학사제도의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의 강화
• 다양한 수업방식 개발로 인한 학생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진로 준비
• 제도 제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우수사례 대외 공유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집중이수제  학칙 및 
규정 제정 계획수립 관련부서 협의, 

학칙 제정
관련규정 입안과 

제정
관련 규정 
체계화 - - -

집중이수제 시범 편성 
운영 연구 계획수립 시범편성 운영연구 

공모, 심사, 선발
 시범편성 운영연구 

진행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공유 2 - 2

집중이수제 개발연구
 공모 및 편성 계획수립 홍보, 개발연구 공모 심사, 선발, 편성 4 - 4

집중이수제 우수이수자 
장학금 수여 계획수립 사전홍보 우수이수자 

공모, 심사, 선발
장학금수여, 

결과보고, 공유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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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명 : MOOC 활성화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감염병 대응 등 사회변동 상황과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학습자 수요에 맞는 현장친화적 교육 구현
• 다양한 학습경로 확보를 통한 교육 접근성의 확장 및 교육 효과 제고
• MOOC 강의 개발과 수강 지원을 통한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학생역량 강화 도모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MOOC 학점도입 연구 관련 연구 수행 
• MOOC 학사제도 도입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 MOOC 활성화 위한 관련 운영규정 개정

2차년도
(2020년도)

• H-MOOC 강의 개발
• MOOC 이수 우수자 장학금 수여 

3차년도
(2021년도)

• MOOC 콘텐츠 개발 위한 화상강의스튜디오 구축
• MOOC 강의개발연구 확대 실시 및 학생 장학금 수여
• MOOC 관련 규정 점검 및 보완

기대효과 • 감염병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 환경제공으로 인한 교육역량의 질적인 향상
• 양질의 MOOC 비대면수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학생 교육만족도 제고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H-MOOC 강의개발연구 공모 계획수립 홍보, 
개발연구 공모

심사, 선발, 
공유, 확산 6 6

MOOC 이수우수자 장학금 수여 계획수립 사전홍보 공모, 심사, 선발 5 5

 세부 프로그램명 : 양방향 소통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활성화와 양방향 소통 지향의 정책 실현과 정착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대학-수요자 간 소통지향 정책 실현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2차년도(2020년도)
• 학사 관련 데이터 탑재를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 
• 교육수요자 중심 학사규정 개편을 위한 규정관리시스템 도입
• 데이터탑재와 소통강화 지원과 관리를 위한 인력 계속 채용

3차년도(2021년도) •학사관리와 학생정보접근성 및 소통을 강화한 홈페이지 관리 개선과 고도화

기대효과 •   학사관리와 규정관리 관련 홈페이지 고도화 방안을 통한 학생들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수요자중심  
 학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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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양방향 소통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계획수립 학사 관련 

데이터 수집운영
학사관련 데이터 탑재 

및 규정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운영결과보고, 

평가, 공유 258.5 - 258.5

2.1.5. 프로그램명: #5 교수-학습지원/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사회변화 및 학습자의 교육요구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과 원격 기반 강의 
지원이 필요하며, 역량기반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를 위해 학생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과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수업 설계 컨설팅 및 강의코칭 활성화, 교수법 연구공동체 모임 활성화, 교수법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하여 교수자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 관리, 수업 관리, 
교육과정 관리를 함으로써 교육 성과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설계 컨설팅, 동료교수 수업 모니터링, 교수법 세미나 등의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  찾아가는 전공별 교수법, 신임교원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역량 진단 도구 개발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수업설계 컨설팅, 강의코칭 지원
• 교수법 세미나 운영
• 티칭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2차년도
(2020년도)

• 수업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및 기자재 구입
• 맞춤형 교수법 세미나 운영
• 학생상담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 e-티칭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 신임교원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수역량 진단 도구 개발

3차년도
(2021년도)

• 수업 컨설팅·모니터링, e-티칭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 교수법 세미나, 학생상담 역량 강화 세미나 고도화
• 신임교원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교수 경력별 직무역량 요구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기대효과
•  수업 설계 컨설팅, 동료교수 수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교수자 수업역량 강화 및 학습자 수업 만족도 제고
•  교수법 및 상담 관련 세미나를 통한 교수자 수업 역량 및 상담 역량 강화, 수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학습자 학교 적응 지원

•  신임교원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통한 맞춤형 교수법 개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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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수업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및 
기자재 구입

1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2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13.2 3 16.2

맞춤형 교수법 세미나 운영 1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2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17.9 - 17.9

학생상담 역량 강화 세미나 실시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 2 - 2

e-티칭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1학기 개발 지원 2학기 개발 지원 1.4 4.4 5.8

신임교원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2학기 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평가 1 0.4 1.4

교수역량 진단 도구 개발 계획수립 및 공모 연구 및 공유 3 - 3

 세부 프로그램명: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K-CESA 핵심역량 진단 검사와의 공인타당도 분석
• 학생 심화역량 개념화 및 진단 도구 개발
•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과 부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모니터링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핵심역량 모델링 연구
• 핵심역량 검사 분석
• 교육수요자 요구(VOC) 실태조사

2차년도 (2020년도)

• 학생역량(핵심·심화) 진단도구 개발 
• K-CESA 핵심역량 진단 검사
•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을 통한 교육질관리
• 성과분석 및 환류 모니터링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2021년도)

• 학생역량(핵심·심화) 검사 분석
•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을 통한 교육질관리
• 성과분석 및 환류 모니터링

기대효과
• K-CESA 핵심역량 진단 검사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한 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 고도화
• 학생 심화역량 개념화 및 진단 도구 개발을 통한 학생 역량기반 교육 기반 마련
•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과 부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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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학생역량(핵심·심화) 진단도구 개발 계획수립 및 공모 연구 및 공유 3 - 3

K-CESA 핵심역량 진단 검사 계획수립 검사 및 분석 10 - 10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을 통한 
교육질관리 교육수요자 요구(VOC) 조사 및 분석 20 - 20

성과분석 및 환류 모니터링 계획수립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1 - 1

 세부 프로그램명: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첨단강의실 구축 및 활용, 이용자 교육
•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기자재 구입
•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이용자 교육 및 활용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첨단 강의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 스마트 원격기반 강의 개발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2차년도
 (2020년도)

• 스마트 원격기반 강의 개발
•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운영 시스템 도입 및 활용
•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고도화 기자재 구입 및 활용

3차년도
 (2021년도)

• 스마트 원격기반 강의 개발
•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운영 시스템 도입 및 활용
•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고도화 기자재 구입 및 활용

기대효과
• 첨단강의실 활용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
•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기자재 구입을 통한 수업 질 제고
•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수업 질 제고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스마트 원격기반 강의  개발 1학기 계획 및 개발 2학기 계획 및 개발 10 - 10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운영 시스템 도입 계획수립 시스템 도입 및 활용 6.6 - 6.6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고도화 기자재 구입 계획수립 기자재 구입 및 활용 10 - 10

58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세부 프로그램명: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교육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활용 및 성과 기초 분석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1단계)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이용자 교육

2차년도 (2020년도)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2단계 추가 구축) 및 활용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자 교육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기초 분석

3차년도 (2021년도)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3단계 추가 구축) 및 활용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자 교육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분석 고도화

기대효과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역량 통합 관리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성과 분석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활용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구축 및 활용 126.5 - 126.5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자 교육 1학기 계획 및 교육 2학기 계획 및 교육 1 - 1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기초 분석 계획수립 및 공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 - 3

2.2. 연구 혁신전략(해당사항 없음)

2.3. 산학협력 혁신전략: WESLEYAN MANAGEMENT

2.3.1. 프로그램명 :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가. 추진 배경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WESLEY핵심역량에 기반하는 실무 전문성, 
사회성,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 대학은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및 현장 전문가와 재학생 연계 프로그램, 통합적 지원 및 
운영관리 체계 등의 개선이 요구됨

	 ◦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식의 개선, 취·창업 
및 지역・산학연계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성과관리 강화, 지원 인프라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실무 중심 역량을 강화하여 웨슬리언 공헌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학생역량강화와 혁신적 교육품질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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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를 통한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 산업체와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명 :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현장실무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러닝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적용 고도화
• 역량기반 진로설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실용적 진로 프로세스 구축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서비스러닝·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고도화 연구 
• 역량기반 전공진로설계 및 전공진로상담 교재 개발

2차년도
(2020년도)

• 신규 교과목 추가 운영 :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 기존 운영 교과목 고도화: 캡스톤디자인
• 2~3학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3차년도
(2021년도)

• 신규 교과목 추가 운영 :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 기존 운영 교과목 고도화 :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 2~3학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을 통한 실무 분야 문제해결역량 강화
• 다양한 교재 개발과 활용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
•  산학협력 교과 운영, 취업전략 및 직무 기반 집중교육을 통해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별 활용 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기존 운영 교과목 고도화 
및 신규 교과목 추가

신규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선정 서비스러닝 교과목 운영, 평가 6 - 6

기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고도화 10 - 10

신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공모 및 선정 

신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평가 6 - 6

2~3학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공고 및 선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3 - 3

60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세부프로그램명: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취·창업 및 산학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무 적응역량 강화
• 전공 재능기부 사회봉사를 운영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의 참여경험 제공
• 유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참여 기회 확대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기반 산학프로그램 개발연구

2차년도
(2020년도)

•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사회봉사, 산학연계 프로그램 고도화
•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차년도
(2021년도)

•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사회봉사, 산학연계 프로그램 고도화
•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속 운영

기대효과

•  다양한 취·창업 및 지역연계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별 학과별 실무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 
 결정 및 실무 적응능력 강화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제고 도모

•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에 
 기여함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별 활용 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취·창업 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6 - 6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보조자료 개발,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52 - 52

전공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28.4 - 28.4

전공연계 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39 - 39

전공연계 산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계획 모니터링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환류 34.7 - 34.7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공모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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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프로그램명: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취·창업 및 지역사회·산학 협력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  
• 사회공헌 및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프로그램 통합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관리 지원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2019년도)
• 대학진로취업컨설팅, 교과목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취·창업 지원 전문 인력 충원
• 사회공헌센터 및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차년도 (2020년도)
• 취·창업 전문인력 충원 
• 사회공헌센터 및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산학협력혁신 프로그램 통합 성과분석

3차년도 (2021년도) • 사회공헌센터 및 산학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 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기대효과
• 취·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취·창업 전문 인력 충원 및 사회공헌센터 및 산학협력지원의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 강화 
• 프로그램 통합성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 운영의 활성화 및 고도화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별 활용 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취·창업 전문인력 채용 계획 수립 및 개발 공고 및 선발/채용 채용 유지 72.7 - 72.7

사회공헌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사회공헌센터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1 - 1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산학협력지원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1 - 1

산학협력혁신 프로그램  
통합 성과분석

성과분석 
계획수립 

공모 선정/ 
성과분석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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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혁신전략

2.4.1. 프로그램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 추진배경 및 목표 

 ◦ 우리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대학 관계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및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기여함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및 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 방문자 
및 재직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나.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1) (1) 3개년 추진계획(‘19~‘21년)

항목 내용

개요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열화상 카메라)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보조인력

추진일정, 
내용 및 방법 2차년도 (2020년도)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운영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기대효과 • 방역소독 실시를 통한 재학생 및 대학 방문자, 교직원 등 건강과 안전에 기여

 

(2) 2020년 세부 추진계획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추진일정 재원별 활용 계획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혁신 자체 합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 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위한 운영 물품 지원 82.9 - 82.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계획수립 및 운영 일상소독 체계 구축 및 대응을 

위한 일상·임시방역 실시 46 - 4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설치 및 운영 19.3 - 19.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보조인력 운영 계획수립 관리·감독 

실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운영 6.4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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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구성원 참여유도 방안 

3.1.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증빙자료 pp.14-18]

 ◦  본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인원을 선정하여 「참여와소통위원회」를 설치함

 ◦  본 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을 안건으로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

구 분 위 원

당 연 직 •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교육혁신처장, 경력개발원장

교 원 •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1명 / 교무과에서 추천하는 강사 1명

직 원 •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 총무과에서 추천하는 계약직 직원 1명

학 생 •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학 부 모 •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무모 1명

지 역 사 회 • 화성시청 또는 봉담읍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지역사회 인사 1명

기 업 인 • 산학협력단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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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유 및 참여방안[증빙자료 pp.16-18]  

대상 방법 주요 내용

학생

• 홈페이지(대학, 혁신사업)

•  홈페이지, LMS, SN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황 
 공지 및 홍보 

•  혁신사업 프로그램 알림 및 신청을 전산화 하여 참여  
 장벽을 낮춤

• 총학생회 등 협의기구를 통한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 웨슬리언포인트(장학금) 지급으로 참여 독려

• SNS(협성톡) 및 LMS(스마트캠퍼스) 

• 우와시스템(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 총학생회 학사협의체 등

• 협성신문 

• 참여자에 대한 웨슬리언포인트 지급(장학금)

교원

• 홈페이지(대학, 혁신사업)

•  홈페이지, LMS, SN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황 
 공지 및 홍보 

•  교수노조 및 학과장, 학장 간담회를 통한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  사업참여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교원업적점수 및 포상) 지급 

• SNS(협성톡) 및 LMS(스마트캠퍼스) 

• 우와시스템(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 교수노조 간담회

• 학과장 회의 및 교무위원회(학장)

• 교원업적 관련 연구, 봉사 점수 반영 모색

직원

• 홈페이지(대학, 혁신사업)

•  홈페이지, LMS, SN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황 
 공지 및 홍보 

•  노동조합 및 직원, 과장 간담회를 통한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  사업운영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성과점수 및 포상) 지급

• SNS(협성톡) 및 LMS(스마트캠퍼스) 

• 노동조합 간담회

• 과장 및 실무자 회의

• 사업 운영 실적 우수 직원 포상 방안 모색

동문 
및 

보고
• E-mail 및 보고

•  대학평의원회, 혁신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진행 상황  
 보고 및 의견수렴

• 이메일을 통한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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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혁신성장 기대 효과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6개 핵심 혁신전략과 2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산학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어 대학 구성원들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는 교육질 제고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들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학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기반 강소대학 
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 이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혁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기대효과라 할 수 있음

뿌리가 다른 창의 융합 선도대학대학비전

웨슬리형 창의융합 인재인재상

웨슬리언 핵심역량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

W

글로벌

E1

창의성

S

영성
윤리의식

L

공동체

E2

자기관리

Y

의사소통

영역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대효과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3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2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교육
과장혁신

#1
교양교육
과정혁신

#5
교수-학습지원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UHS 
2025목표

ad fontes

- 전공 수업
 고도화 장비
 구축을 통한 
 환경개선 및 
 학생 만족도 
 향상

-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 
 이해도 향상

- 전공학습 역량
  진단을  통한
 전공 학습
 능력 향상

- 연구성과발표
 및 공유를 통한
 전공 성취감
 및 주도성
 획득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내실화를
 통한 학생
 만족도 향상

- 비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

- 학생참여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

- 진로 심리
 상담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력과 
 만족도 향상

- 다전공
 활성화를 통한
 인재의 양성 
 및 진로 개척
 기여

- 학습자 중심의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만족도 향상

- 다양한 수업
 방식 개발로
 인한 효과적
 진로준비

- 홈페이지
 고도화 방안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학사 
 운영 효율성 
 증대

-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법
  개선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학생 핵심 역량
 및 교수역량
 진단을 통한 
 역량기반 교육
 질관리

-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성과 분석

- 산학협력 교과
 운영, 취업
 전략 및 직무
 기반 집중
 교육을 통한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확산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
 인재 양성

- 취·창업 전문 
 인력 충원 등 
 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육

- 교양·전공 
 교과/비교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융합
 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

-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학습성과 
 제고 및 
 인재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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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투자 계획

1. 대학의 투자 우선순위 제시 [증빙자료 pp.4-7]

	 ◦  우리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의 3대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하며, 정기적인 성과점검에 따라 투자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2020학년도 중장기발전계획 「UHS ad fontes 2025」 예산 투입 현황
3대 발전전략 12대 핵심과제 투입액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3대 추진전략

교육과정
혁신
(C)

교양교육과정 고도화 62 #1 교양교육과정 혁신 28 Connectivity
&

Creativity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959.3 #2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혁신 754.5

비교과교육과정 고도화 568.6

#3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424.8

국제화 및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 
고도화 101.3

Questioning
&

Learning
교육품질

혁신
(Q)

진로심리상담 시스템 전문화 185
교육경쟁력 강화 233.8 #5  교수-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229.5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425.3
취·창업 및 실무중심 
교육역량강화 1,015.9 #6  취·창업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277.8

교육인프라
혁신(I)

학사제도 개편 408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 316.5 Infra-Supra
Innovation

거버넌스 활성화 239.3
대학 생태환경 개선 24,388 기타 혁신 154.6
지속가능한 재정건정성 확충 21,479 사업관리 및 운영 315.5

합계 50,065.5 합계 2,501.2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투자는 내·외부 환경여건, 미래사회 고등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요성, 시급성, 파급성 등 3대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투자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교육 분야는 5개의 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70.1%를 투자할 예정이며, 산학협력 분야는 1개 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1.1%, 기타혁신전략 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6.2%를 
투자할 예정임

10.00
9.00
8.00
7.00
5.00
4.00
3.00
2.00
1.00
0.00

<3점 평가 척도 적용>중요성 시급성 파급성

#6 취�창업 및
산학연계혁신

#5 교수-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 질관리

#1 교양교육과정혁신#2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혁신

1순위

2.95

2.96

2.98

#3 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혁신

2순위

2.70

2.90

2.85

#4 수요자
중심학사제도

3순위

2.50

2.56

2.80

4순위

2.70

2.30

2.50

5순위

2.30

2.20

2.30

2.10

6순위

2.1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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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투자 계획

 ◦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Plan(사업 목표와 전략 
수립) → Do(사업 수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 Check(실행 결과 평가 및 분석) 
→ Action(환류)의 [P-D-C-A싸이클]을 적용하고 있음. 1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결과, 3대 혁신전략과 기타전략에 92.6%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재정 투자의 적절성을 제고하였으며,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혁신 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7개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여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우리 대학은 당해년도 예산 편성 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별 세부 설명 
자료를 심층 검토(사업 수행 부서별 발표, 위원회 질의응답)하여 중복 예산 편성을 사전 방지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시에도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경유-기획예산과 
예산 통제-재무과 최종 승인」 절차로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및 집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

      * 「협성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2019

사업운영
10%

1%

7%
기타혁신

산학협력
(#6)

교육

82%

#1 (1%)

#2 (17%)

#3 (19%)

#4 (7%)

#5 (38%)

#1 (1%)

#2 (30%)

#3 (18%)

#4 (13%)

#5 (9%)

2020

사업운영 13%

5%
교육

71%

11%

기타혁신

산학협력
(#6)

#1 (1%)

#2 (26%)

#3 (22%)

#4 (11%)

#5 (9%)

2021

사업운영
14%

2%

15%

기타혁신

산학협력
(#6)

교육

69%

교
육

#1 교양교육과정 혁신
       교양교육의 질제고 및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교과목 
 개발 및 교양교육 모델 구축에 투자

#2 미래사회 진로 전망기반 전공교육과정혁신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1순위 주요 사업으로서, 

 미래사회 진로 전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강의 관련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전략적 투자

#3 역량기반 비교과교육과정 혁신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질 관리를 도모하여 

 우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완성에 점진적 투자 

#4 수요자중심학사제도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준비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학사제도를 수립하고 정착하는데 투자 

#5 교수-학습지원/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원격 기반 강의 지원 시스템 및 역량기반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간 지속 투자 
 및 확산

산
학
협
력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취·창업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실무 중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산업체와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 투자

기
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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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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금액 비율

교
육

교양
교육
과정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10.5 0.4 8 0.3 9 0.4 27.5 0.4 X -

②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13.8 0.5 8 0.3 10 0.4 31.8 0.4 X -

③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6.9 0.3 12 0.5 12 0.5 30.9 0.4 X -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전공
교육과정

혁신

①  미래사회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209 8.3 540 21.6 306.8 13.3 1055.8 14.4 X -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81.2 7.2 156.5 6.3 232 10.1 569.7 7.8 X -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12 0.5 10 0.4 3 0.1 25 0.3 X -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17.4 0.7 20 0.8 30 1.3 67.4 0.9 X -
⑤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19 0.7 28 1.1 35 1.5 81.6 1.1 X -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
과정
혁신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관리 12 0.5 6 0.2 62 2.7 80 1.1 X -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343.1 13.6 220.1 8.8 171 7.4 734.1 10.0 X -
③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8.3 3.1 131 5.2 130 5.7 339.3 4.6 X -

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체계 강화 41.7 1.6 67.7 2.7 129 5.6 238.4 3.3 X -

수요자
중심
학사
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 0.1 35 1.4 16 0.7 54 0.7 X -

② 자기설계전공 개발 19.1 0.8 1 0.0 3 0.1 23.1 0.3 X -

③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15.0 0.6 11 0.4 11 0.5 37 0.5 X -

④  MOOC 활성화 1 0.0 11 0.4 11 0.5 23.0 0.3 X -
⑤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26.4 5.0 258.5 10.3 212.9 9.3 597.8 8.2 X -

교수-
학습
지원/
데이터
기반  

교육질 
관리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12 0.5 38.5 1.5 31 1.3 81.3 1.1 X -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31.9 1.3 34 1.4 33 1.4 98.9 1.4 X -

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594.9 23.5 26.6 1.1 10.0 0.4 631.5 8.6 X -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310.0 12.3 130.5 5.2 126.5 5.5 567 7.7 X -

교육 소계 2057.7 81.4 1753.3 70.1 1584.3 68.9 5395.3 73.6 - -
연
구

연구지원
혁신 해당없음 0 0.0 0 0 0 0 0 0.0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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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계 0 0.0 0 0 0 0 0.0 0.0 - -

산
학
협
력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54.7 2.2 25 1 115 5.0 194.7 2.7 X -

②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117.8 4.7 175 7 227 9.9 520 7.1 X -
③  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13.1 0.5 77.7 3.1 6 0.3 96.9 1.3 X -

산학협력 소계 185.6 7.3 277.8 11.1 348 15.1 811.4 11.1 - -

기
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 19 0.8 82.9 3.3 20 0.9 121.9 1.7 X -
②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 - 46 1.8 16 0.7 62 0.8 X

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 - 19.3 0.8 7 0.3 26.3 0.4 X

④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보조인력 - - 6.4 0.3 7 0.3 13.4 0.2 X

기타 소계 19 0.8 154.6 6.2 50 2.2 223.6 3.1 X -

사업 관리 및 운영 264.5 10.5 315.5 12.6 316.7 13.8 896.7 12.2 X -

총
계

당해연도 사업비(A) 2,299 91.9 2,299 100% X -

전년도 이월금(B) 202.2 8.1 X -

합  계(A+B) 2,526.7 100% 2,501.2 100% 7,326.9 100% - -

2.2. 2차년도 사업비 구성

(단위 : 백만원, %)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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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1
교양
교육
과정
혁신

28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

교양교육ㆍ융복합교육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1건X5,000,000원=5,000,000원
교양교육 인증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1건X3,000,000원=3,000,000원

②  역량기반/ 
 인성교양 
 교육 교과목 
 개발

8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

핵심 역량기반 인문교양 교과목 개발
2건X2,000,000원=4,000,000원
국제화 및 지역사회 연계 교양 교과목 개발
2건X2,000,000원=4,000,000원

③  교수자- 
 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1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코티칭·팀티칭 교양 교과목 개발비
3건X2,000,000원=6,000,000원
플립러닝 교과목 개발비
2건X2,000,000원=4,000,000원

장학금 2 교양 교과목 공모전 장학금
1건X2,000,000원=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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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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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2
미래
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
교육
과정 
혁신

754.5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선

54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미래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1건X5,000,000원=5,000,000원
전공교육과정 포럼
1건X5,000,000원=5,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530 전공 수업 고도화 기자재 (비대면 강의 지원)

학과별X530,000,000원=530,000,000원

②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56.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7

전공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비
37건X2,271,097원=84,030,600원
전공연계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성과 분석
1건X3,000,000원=3,000,000원

인건비 69.5 전공연계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3명X23,165,610원=69,496,830원

③  전공 학습 
 역량진단 및 
 전공 기초인증

1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전공기초학습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연구
1건X2,000,000원=2,000,000원
전공기초학습역량 인증 시범 사업(11개 학과)
1건X3,000,000원=3,000,000원
전공능력 연구(5개 학과)
5건X1,000,000원=5,000,000원

④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20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0 특성화사업단(인큐베이팅) 발굴 및 추진
4건X5,000,000원=20,000,000원

⑤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28

장학금 20

학부-대학원 학생 논문게재 (발표) 포스터 지원 
장학금
7건X1,000,000원=7,000,000원
우수 논문 장학금 지원
6건X2,000,000원=12,000,000원
연구윤리 이수 강화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1건X1,000,000원=1,000,0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활동 지원 (학부,대학원)

4건X2,000,000원=8,000,000원

#3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
과정 
혁신

424.8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 관리

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부서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성과 분석 연구
1건X3,000,000원=3,000,000원
웨슬리언 비교과 성과 인증 체계 구축
1건X3,000,000원=3,000,000원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220.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1.5

독서와 글쓰기센터 프로그램 운영
1건X2.500,000원=2.500,000원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비
3건X3,000,000원=9,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23.2

독서와 글쓰기센터 글쓰기 프로그램을 위한 
카피킬러 운영비
1명X18,200,000원=18,200,000원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2건X2,500,000원=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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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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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3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
과정 
혁신

424.8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220.1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35

독서와 글쓰기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2건X17,500,000원=35,000,000원
(책 소독기, 무인대출반납기)

인건비 150.4

비교과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2명X27,168,545원=54,337,090원
독서와 글쓰기센터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X18,012,890원=18,012,890원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X23,159,430원=23,159,430원
사업전담 상담인력 충원
2명X27,439,520원=54,879,040원

③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31

교육혁신원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0건X5,076,100원=101,522,000원
도서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2건X5,725,000원=11,450,000원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성과 발표회(부서)
2건X9,000,000원=18,000,000원

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체계 강화

67.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3.7

협성 프랜들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8건X6,642,500원=53,140,000원
협성프랜들리 진로/심리상담  성과 분석
1건X3,000,000원=3,000,000원
유학생·소수자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찾아가는 심리상담(대학원생 멘토)운영비
1건X2,000,000원=2,000,000원
지역과 함께 하는 유학생·소수자 진로·심리상담 
체계 구축(MOU)
1건X1,000,000원=1,000,000원
유학생 한국 적응 프로그램
1건X1,600,000원=1,600,000원

장학금 4 찾아가는 심리상담 (대학원생 멘토) 장학금
4건X1,000,000원=4,000,000원

#4
수요자
중심
학사
제도

316.5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5

융복합전공트랙 고도화(7개 트랙)
7건X2,000,000원=14,000,000원
융복합전공트랙 개발 및 적용
2건X3,000,000원=6,000,000원
융복합 교과목 개발연구
2건X2,000,000원=4,000,000원
다전공활성화를 위한 정기설명회(간담회)운영비
1건X1,000,000원=1,000,000원

장학금 10 다전공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10건X1,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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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5

②  자기설계 
 전공 개발 1 장학금 1 자기설계전공과정 개발과제 학생공모

1건X1,000,000원=1,000,000원

③  집중 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1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집중이수제 시범 편성 운영 연구
1건X2,000,000원=2,000,000원
집중이수제 운영 및 연구
2건X2,000,000원=4,000,000원

장학금 5 집중이수제 이수 우수자 장학금
10건X500,000원=5,000,000원

④  MOOC 활성화 1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 H-MOOC 강의 개발

2건X3,000,000원=6,000,000원

장학금 5 MOOC학점 우수자 장학금
10건X500,000원=5,000,000원

⑤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258.5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227.9

학사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1건X187,900,000원=187,900,000원
교육수요자 중심 학사 규정 개편을 위한 규정 
관리시스템 도입
1건X40,000,000원=40,000,000원

인건비 30.6 사업관리 전담 인력 (홈페이지 및 통합시스템 전산)
1명X30,591,450원=30,591,450원

#5
교수-
학습
지원/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229.5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38.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6.7

수업설계 컨설팅
1건X7,000,000원=7,000,000원
수업 컨설팅  
1건X2,400,000원=2,400,000원
동료교수 수업 모니터링
1건X2,000,000원=2,000,000원
맞춤형 교수법 세미나
4건X4,462,500원=17,850,000원
학생상담 역량 강화 세미나
1건X2,000,000원=2,000,000원
e-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1건X1,400,000원=1,400,000원
신임교원 교수역량 강화 세미나
1건X1,000,000원=1,000,000원
교수역량 진단 도구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1.8 수업설계 컨설팅을 위한 기자재 구입

1건X1,800,000원=1,800,000원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 
 관리

3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4

학생역량(핵심·심화) 진단도구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K-CESA 핵심역량진단 검사
1건X10,000,000원=10,000,000원
교육수요자 요구(VOC) 분석을 통한 교육질관리
1건X20,000,000원=20,000,000원
성과분석 및 환류 모니터링
2건X500,000원=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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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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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5
교수-
학습
지원/
데이터
기반
교육

질관리

229.5

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26.6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 스마트 원격기반 강의 개발

1건X10,000,000원=10,000,000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16.6

원격기반 양방향 강의 운영 시스템 도입
6건X1,100,000원=6,600,000원
원격기반 강의 콘텐츠 고도화 기자재 구입
1건X10,000,000원=10,000,000원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130.5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26.5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1건X126,480,000원=126,480,000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
2건X500,000원=1,000,000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기초 분석
1건X3,000,000원=3,000,000원

교육 소계 1753.3
연
구

연구지원 
혁신 - 해당없음

 연구 소계 -

산
학
협
력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
연계 
혁신

277.8

①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2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5

서비스러닝 교과목 개발
4건X1,500,000원=6,000,000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지원비
4건X2,500,000원=10,000,000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비
3건X2,000,000원=6,000,000원
2~3학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1건X3,000,000원=3,000,000원

②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175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71.4

취·창업 혁신 프로그램 개발 운영
2건X3,000,000원=6,000,000원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건X6.628,571원=46,400,000원
취·창업 프로그램 보조자료 개발
1건X2,000,000원=2,000,000원
전공 연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건X1,893,767원=28,406,500원
전공 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10건X3,895,300원=38,953,000원
전공 연계 산학 프로그램 운영
12건X2,890,000원=34,680,000원
지역산업기반 산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
2건X7,500,000원=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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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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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학
협
력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
연계 
혁신

277.8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3.6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3건X1,200,000원=3,600,000원

③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77.7

인건비 72.7 사업 전담 취·창업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3명X24,242,892원=72,728,675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

사회공헌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건X1,000,000원=1,000,000원
산학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회의
1건X1,000,000원=1,000,000원
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 통합 성과 분석
3건X3,000,000원=3,000,000원

산학협력 소계 277.8

기타 코로나
19 154.6

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원비

82.9 기타
사업운영비 82.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

1건X82,948,474원=82,948,474원

②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46 기타
사업운영비 4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10회X4,600,000원=46,000,000원

③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19.3 기타
사업운영비 19.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열화상 카메라)
6건X3,216,667원=19,300,000원

④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보조인력

6.4 기타
사업운영비 6.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보조인력

17명X376,376원=6,398,400원

기타 소계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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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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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리 및 운영

인건비 88.8

사업 관리 전담인력
2명X26,875,440원=53,750,880원
사업 성과관리 전담인력 채용
1명X35,063,110원=35,063,110원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184.7

혁신지원사업단 사무공간 구축
1건X20,000,000원=20,000,000원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1건X164,749,000원=164,749,000원

기타사업운영비 41.9

공유와 확산, 환류 워크숍 
1건X4,000,000원=4,00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운영비
1건X14,450,000원=14,45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소모품비
1건X3,000,000원=3,00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교육훈련비
1건X10,000,000원=10,00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여비교통비
1건X7,000,000원=7,000,000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비
1건X3,448,500원=3,448,500원
(2차년도 연회비 금액 8/6 납부)

사업 관리 및 운영 소계 315.5

합계

당해연도 사업비(A) 2,299

전년도 이월금(B) 202.2

합 계(A+B) 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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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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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학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대학혁신전략-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 연계도

대학비전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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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 전략 방향

영역 및
프로그램

지역과 함께 하는 웨슬리언 공헌 인재 양성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연계와 창의융합
Connectivity & Creativity

교수-학습 방식 혁신
Questioning & Learning

시설환경 및 제도 개선
Infra-Supra Innovation

교육

WESLEYA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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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결과피드백

교육혁신을 통한 웨슬리언 공헌인재 양성 대학
산학-지역사회 밀착,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대학 육성

추
진
주
제

교무과(전공교육과정위원회), 학적교직과, 

웨슬리창의융합대학(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질관리센터, 총무과, 시설관재과

세부

프로그램

전담

협조

#1. 교양교육과정 혁신

#2. 미래 사회 진로 기반 전공교육과정 혁신

#3.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4.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5. 교수-학습 지원/데이터 기반 교육질관리

#6. 취·창업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성과지표

① 교육과정혁신지수

② 비교과 교육과정혁신지수

③ 교수법&교육질관리혁신지수

④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주차별 주요 업무보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대학혁신사업운영

   위원회

재정 투자
계획

학년도

금 액
혁신
자체

2,057.7
56.5

1,783.3
193.2

1,584.3
80

2019 2020 2021

0
2019 2020 2021

학년도

금액
혁신 185.6

24.2자체

277.8
-

348
30

2019 2020 2021

0
2019 2020 2021

혁신

자체

혁신

자체

환류시스템

취·창업지원센터, 사회공헌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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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의 연계성

(단위: 백만원)

영
역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추진방법 성과지표
혁신 자체 합계 하위지표 자율지표

교
육

#1 
교양교육
과정혁신

①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 및 적용 8 - 8 교양인증 성과 지수

① 
교육과정
혁신지수

②  역량기반 /인성교양 교육 과목개발 8 - 8 교양교과목
만족도 점수③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12 - 12

#2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교육
과정 혁신

① 미래사회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540 - 540
전공과목

만족도 점수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156.5 - 156.5

③ 전공학습 역량 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10 - 10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
④ 특성화사업단 발굴 및 추진 20 - 20
⑤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 연구역량 함양 28 - 28

#3 
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화  
 및 성과 관리 6 - 6 핵심역량

진단 점수
②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지수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220.1 - 220.1
③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1 83.9 214.9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체계 강화 67.7 - 67.7

# 4  
수요자중심 
학사제도

① 다전공 이수제도 활성화 35 - 35

해당 없음
② 자기설계전공 개발 1 - 1
③ 집중이수제 개발 및 활성화 11 - 11
④ MOOC 활성화 11 - 11
⑤ 양방향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258.5 - 258.5

# 5 
교수학습/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38.5 7.8 46.3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③ 

교수법 & 
교육질 
관리 

혁신지수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34 - 34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26.6 - 26.6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130.5 - 130.5

교육 소계 1753.3 91.7 1,845.1
연
구 해당없음

연구 소계 - - -

산
학
협
력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25 - 25
공헌교육 성과율

④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②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175 - 175
공헌활동 참여율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③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77.7 - 77.7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산학협력 소계 227.8 -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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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관리체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각 조직 및 위원회의 P-D-C-A 프레임에 맞춰 계획부터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운영
• P(계획)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예산타당성심의위원회
• D(실행) : 사업전담부서, 세부프로그램 주관부서
• C(점검) :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 A(환류)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예산타당성 심의위원회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 재정 투자계획 검토

• 사업비 집행 

  적합성 검토

예산통제 및 
회계 처리부서

• 사업비 비목 

  점검(통제)

• 사업비 집행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사업전담부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팀, 지원팀)

세부프로그램 
주관부서

• 사업계획 심의 및 조정

•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적합성 점검

• 자율성과지표 관리

• 사업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주기적 모니터링

• 사업운영 결과 

   자체 평가

• 개선 과제 도출

자체평가
결과
보고

세부프로그램 및

사업비 확정 통보

사업운영

결과보고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세부프로그램 주요 사항 보고

사업 추진 계획 확정(조정) 통보

사업비 집행 확정(조정) 통보

자체평가 결과 

피드백 컨설팅

세부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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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①

대학혁신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협성대학교 총장 교내

② 부위원장 박○○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단장 교내

③ 위원 박○○ 기획처 처장 교내

④ 위원 이○○ 교무처 처장 교내

⑤ 위원 배○○ 학생복지처 처장 교내

⑥ 위원 박○○ 평생교육원 원장 교내

⑦ 위원 홍○○ 총무처 처장 교내

⑧ 위원 장○○ 글로벌 경영대학 학장 교내

⑨ 위원 우○○ 교육혁신원 원장 교내

⑩ 위원 김○○ 전산정보실 실장 교내

⑪ 위원 김○○ 한국교통대학교 외부위원 교외

소 계 총  11 명

①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관리

위원회

위원장 박○○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단장 교내

② 위원 박○○ 기획처 처장 교내

③ 위원 홍○○ 총무처 처장 교내

④ 위원 박○○ 평생교육원 원장 교내

⑤ 위원 우○○ 교육혁신원 원장 교내

⑥ 위원 이○○ 신학과 조교수 교내

⑦ 위원 안○○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조교수 교내

⑧ 위원 나○○ 한국교통대학교 외부위원 교외

소 계 총  8 명

① 위원장 박○○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단장 교내

② 위원 최○○ 사업운영팀 직원 교내

③ 위원 김○○ 교무과 직원 교내

④ 위원 문○○ 학적교직과 직원 교내

⑤ 위원 문○○ 취·창업지원센터 직원 교내

⑥ 위원 이○○ 대학원교학과 직원 교내

⑦ 위원 강○○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교내

⑧ 위원 정○○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교내

⑨ 위원 주○○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교내

⑩ 위원 김○○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교내

⑪ 위원 정○○ 대외협력과 직원 교내

⑫ 위원 김○○ 기획예산과 직원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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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직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교내/외

⑬

대학혁신

지원사업

실무위원회

위원 이○○ 기획예산과 직원 교내

⑭ 위원 임○○ 평가연구과 직원 교내

⑮ 위원 하○○ 평가연구과 직원 교내

⑯ 위원 조○○ 비서실 직원 교내

⑰ 위원 박○○ 재무과 직원 교내

⑱ 위원 이○○ 재무과 직원 교내

⑲ 위원 임○○ 총무과 직원 교내

⑳ 위원 이○○ 운영과 직원 교내

㉑ 위원 신○○ 지원과 직원 교내

㉒ 위원 한○○ 전산정보과 직원 교내

㉓ 위원 구○○ 총무과 직원 교내

소 계 총  23 명

①

대학혁신

지원사업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장 이○○ 교무처 처장 교내

② 위원 신○○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내

③ 위원 박○○ 중국통상·문화학과 학과장 교내

④ 위원 이○○ 신학과 조교수 교내

⑤ 위원 안○○ 호텔관광·유통경영학과 조교수 교내

⑥ 위원 홍○○ 기획예산 과장 교내

⑦ 위원 황○○ 교무과 과장 교내

⑧ 위원 김○○ 전산정보과 과장 교내

⑨ 위원 임○○ 교수학습지원센터 과장 교내

⑩ 위원 오○○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대표 교내

⑪ 위원 박○○ 순천향대학교 외부위원 교외

소 계 총  1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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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비 집행 및 세부 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의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의 자체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심의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위원회

• 사업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 성과평가 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 성과 결과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심의

3)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

• 사업추진 관련 실무(운영) 및 자료(결과, 증빙) 지원

4)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 평가 
•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시행
•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 그 밖의 전반적인 자체평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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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목표 총괄표

구분 지표명 단위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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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지표

① 교육과정 혁신지수 지수 23.3 23.8 53.7 84.0

②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지수 지수 59.5 60.4 60.7 61.6

③ 교수법&교육질관리 혁신지수 지수 18.9 36.6 42.9 50.0

④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지수 14.3 161. 17.6 21.2

3.1. 자율지표명 : 교육과정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교육과정혁신지수 100% 23.3 23.8 53.7 84.0

하위

지표

교양과목만족도 점수 A 20% 55.8 57.5 56.7 57.5

교양인증 성과 지수 B 30% 0 0 50 100

전공과목만족도 점수 C 20% 60.8 61.7 62.0 62.6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 D 30% 0 0 50 1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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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1

교양교육

과정

① 역량기반/인성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교양교과목만족도 점수 A

② 교수자-학습자 양방향 수업 개발

③ 교양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적용 교양인증 성과 지수 B

#2

미래사회 진로전망

기반 전공 

교육과정 혁신

①  미래사회 진로 전망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선 전공과목만족도 

점수
C

②     전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별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③ 전공학습 역량진단 및 전공 기초 인증
전공 학습 역량진단

인증 성과 지수
D④ 특성화 사업단 발굴 및 추진

⑤ 학부-대학원 학생 전공연구역량 함양

산출식

A[교양과목만족도 점수] × 20% +

B[교양인증 고도화 성과 지수 = 

C[전공과목만족도 점수] × 20% +

D[전공 학습 역량진단 성과 지수 = 

× 100] × 30% +
교양과목인증실적

교양과목수

× 100] × 30%
전공학습역량진단인증실적

전체모집단위학과(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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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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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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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한 목표값을 설정, 
 3차년도까지 현재보다 3.0% 향상된 57.5%를 목표로 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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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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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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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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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목표인 웨슬리언 공헌인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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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율지표명 : 비교과교육과정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지수 100% 59.5 60.4 60.7 61.6

하위
지표

핵심역량진단 점수 A 50% 63.9 63.9 65.2 66.5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50% 55.0 56.8 56.1 56.7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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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써 만족도 향상 정도를 

 성과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하위지표

#3.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혁신

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고도화 및 성과 관리 핵심역량
진단 점수

A
② 비교과 인프라 구축

③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B
④ 학생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산출식 A[핵심역량 진단 점수] × 50% + B[학습지원 만족도 점수] × 50%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9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63.9
[측정방법] 핵심역량 진단 실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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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63.9 / 1차년도 실적 = 63.9 / 2차년도 = {63.9+66.5} ÷ 2 = 65.2 / 3차년도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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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나 진단도구 
 타당화 작업으로 63.9로 낮게 산출됨. 따라서 1차년도 실적을 기준값으로 지정하고 최근 3년 
 상승률보다 높은 4.0% 상승을 목표로 조정함

B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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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에서 2016년은 문항 미개발, 2017년 54.4점, 2018년 55.0점,  
 최근 2년 상승률은 1.1%

•  1차년도는 평균 상승률을 반영한 55.6, 3차년도까지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3.0%를 반영, 
 56.7을 목표 값으로 반영

기대성과
•  단  기  적 :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성과 제고 및 수요자중심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향상
•  중장기적 :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와 책무성 제고를 통해 창학 이념과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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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율지표명 : 교수법 & 교육질관리혁신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교수법&교육질관리 혁신지수 100% 18.9 36.6 42.9 50.0

하위

지표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70% 27.0 29.2 28.0 28.5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B 30% 0.0 54.0 77.5 100.0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교수법 개선 및 교수 역량 강화을 위한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노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K-NSSE의 교수와의 경험 문항 점수(상호작용, 효과적 교수)를 지표로 선정

•  교육질관리 시스템의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이용률,  

 이용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선정

세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프로그램 명 세부 프로그램 명 하위지표

#5 교수-

학습지원/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①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고도화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A

② 핵심역량 진단 고도화 및 교육질관리
교육질관리시스템

성과 지수
B③ 원격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④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시스템 구축

산출식
A[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B[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

] × 70% + 

] × 30% 

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 + 효과적교수 점수

2

시스템이용률+만족도(백분율)점수

2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년 수요자중심 교수법 성과 지수 =

= 27.0K-NSSE
교수학생상호작용 점수(18.87)+효과적 교수 점수(35.10)

2

[측정방법] K-NSSE 조사참여

B

[기 준 값]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시스템 성과 지수
교육질관리 시스템 이용률(재적생+교직원연수대비)+시스템만족도(백분율점수) = 시스템 미도입, 기준값 없음

2
[측정방법]   교육질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원(재적생, 교수, 직원)대비 이용률 및 이용만족도 조사 예정

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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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0 / 1차년도 = (이용률(%)30 + 만족도 100) ÷2 = 65.0 / 2차년도 = (이용률(%)50 + 
   만족도 105) ÷ 2 = 77.5 / 3차년도 = (이용률(%)90 + 만족도 110) ÷ 2 = 100

[설정 근거]
• 2018년 시스템 미도입으로 이용률 및 시스템 만족도 점수 없음
• 1차년도 이용률(%)은 30, 2차년도 이용률(%)은 50, 3차년도 이용률(%) 90으로 설정
•  1차년도 시스템 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설정, 만족도 점수는 매년 5%씩 향상되어 
 3차년도까지 110점을 목표로 설정

기대성과

•  단  기  적 :  교수법 개선으로 효과적인 교수 활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접근성을 높여 학생역량을 
 향상시키며, 데이터기반 교육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킴

•  중장기적 :  학습자 맞춤형 교수법 개선과 데이터기반 교육 성과분석을 통해 웨슬리언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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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율지표명 :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지수

지표명
가중치

(비율)

기준값

(현재값)

연차별 달성 목표

1차년도(실적) 2차년도 3차년도

지역공헌 및 산학연계 지수 100% 14.3 16.1 17.6 21.2

하위

지표

공헌교육 성과율 A 20% 20.9 20.6 26.0 30.0

공헌활동 참여율 B 30% 3.3 7.8 6.0 10.0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C 35% 2.2 3.2 6.0 10.0

산학렵력 만족도 점수 D 15% 55.6 57.0 56.9 57.8

지표

설정

근거

지표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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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하위지표

#6.

 취·창업

  지원 및

  산학연계 

  혁신

①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공헌교육 이수율 A

②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공헌활동 참여율 B

③ 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C

④ 비교과 기반 산학협력 증진
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D

⑤ 경쟁력 있는 산학협력 지원체계 고도화

산출식

A[공헌교육이수율 = 

B[공헌활동 참여율 = 

C[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

D[산학협력 만족도 점수] × 15%

] × 20% +
사회봉사과목 이수자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 × 30% +
사회봉사 비교과 참여자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 × 35% +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

세부

산출내용

A
[기 준 값] 2018 공헌교육 이수율 = ×100 = 20.9

사회봉사과목 이수자 수(905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측정방법]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및 지침 기준에 따름

B
[기 준 값] 2018 공헌활동 참여율 = ×100 = 3.3

사회봉사 비교과 참여자 수(142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측정방법]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및 지침 기준에 따름

C

[기 준 값]  2018년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율 

               = ×100 = 2.2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수(95명)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4,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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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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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값 및 

목표값 설정 

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A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20.9 / 1차년도 = 23.0(2.1 상향) / 2차년도 = 26.0(5.1 상향) / 

 3차년도 = 30.0(9.1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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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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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3.3 / 1차년도 = 4.0(0.7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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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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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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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455명×100), 2017년 2.0(87명÷4,455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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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에는 0.8, 2차년도는 
 전년대비 3.0, 3차년도는 4.0 매년 향상시켜, 3차년도까지 재학생의 10% 이상 캡스톤 디자인 
 실무 인재 달성

D

[현재값 및 목표값]
•  현재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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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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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확산 및 환류방안 [증빙자료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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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우수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함

■ 대내적 확산

구분 내용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SNS 활용 교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사업의 전반적 정보 공개 및 홍보

성과 확산 엑스포 개최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가 사업성과 엑스포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진행 현황 및 우수사례를 알림

연구결과 공유 연구 결과를 전자문서, 게시판을 활용하여 알림

■ 대외적 확산

구분 내용

협의회 활동 강화 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인근지역 대학과 정보 공유 인근 대학(경기남부 U7)의 혁신사업운영 부서 간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성과 환류 방안

-  성과관리는 P-D-C-A의 체계로 운영하며,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자체진단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 평가하도록 하며,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구성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위원회의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환류시스템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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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관리 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추진체계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성과관리위원회

P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사업 및 집행 계획 수립

•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수립

혁신지원사업단(운영, 지원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C

•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모니터링

•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자체 평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A

• 차년도 목표 설정 및 개선과제 도출

• 우수사례 도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 지원팀)

행정부서(세부프로그램 주관)

D

•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추진

• 혁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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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