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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추진 목적 및 근거

2. 평가 방향 및 체계

3.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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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및 근거

 □ 추진 목적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대학 교육의 자율적 관  

       리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  

    ◦ 대학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한 상시평가 체제를 정착하여 대학의 장기발전 목  

       표 실현

    ◦ 대학현황에 대한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 학생, 기업체,  

       지역사회 등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 추진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대구예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  

     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  

     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햐여 종합적으로 평  

     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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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방향 및 체계

 □ 평가 방향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  

       적으로 점검∙분석∙평정

    ◦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대비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자체평가 실시

 □ 평가 체계

    ◦ 자체평가기획ㆍ운영위원회

       - 구성 : 5인

          위원장 : 교무처장

          위  원 : 학생처장, 입학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처장

       - 기능

          자체평가 기본 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자체평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사항 사항

    ◦ 자체평가 위원회

       - 구성 : 11인

          위원장 : 교무처장

          위  원 :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입학기획처장, 김종욱

                     김광진, 김관식, 김동우, 김종문

       - 기능

          자체평가 지표개발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 보고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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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절차

자체평가 계획수립

⇒

자체평가 정책연구

⇒

자체평가 편람(안) 심의

⇒

입학기획처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 자문위원회

자체평가 편람(안) 확정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및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입학기획처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심의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확정
⇒

자체평가결과 환류

⇒

자체평가 자문위원회 입학기획처 입학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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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항목

 □ 7개 항목, 18개 지표

항목 지표 요소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환원율

학사

관리

수업 관리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

- 수업관리의 엄정성

학생 평가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학생

지원

학생 학습역량 

지원

- 학생 학습역량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학생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률 (최근 3년간 개선 정도 고려)

취·창업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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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요소

교육

성과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

교육 

수요자만족도 

관리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이념(인재상)과의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합리

성

-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

- 학부(과) 및 정원 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 논리적 연계

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정원 조정방안 마련 과정의 합리

성

특성화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 특성화 계획 수립: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

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자원 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 특성화 추진 성과: 성과의 탁월성, 환류시스템을 통한 특성

화 추진 개선

교육과정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구체

적 설정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강의 개설 및 운영 실

적

전공 역량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 역량의 구체적 설

정

- 전공 역량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강의 등 개설 및 운

영 실적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운영 실적,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대구예술대학교                                                      대학 개황

제 2 장   대학 개황

1. 연혁

2. 조직 현황

3. 구성원 현황

4. 시설 현황

5. 재정 현황

6.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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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혁

    ◦ 1991.11. 돈보스꼬예술학교 설립계획 승인

    ◦ 1992.02. 학교법인 유신학원 설립 인가

    ◦ 1992.12. 돈보스꼬예술학교 설립 인가(5개 학과 정원 200명)

    ◦ 1993.03. 초대 차준부 학장 취임

    ◦ 1995.11. 199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3개 학과 정원 320명)

    ◦ 1996.12. 대구예술대학교 설립 인가

    ◦ 1997.03. 대구예술대학교 초대 차준부 총장 취임

    ◦ 2001.07. 200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3개 학과 정원 500명)

    ◦ 2007.03. 원스탑서비스센터 개소

    ◦ 2007.11. 인조잔디장 준공

    ◦ 2007.12. 200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예술학부 485명)

    ◦ 2009.12. 임시이사 해임 및 정이사 선임(이사장 이희영)

    ◦ 2009.03. 학생회관 준공

    ◦ 2009.09. 백운생활관(기숙사) 증축

    ◦ 2010.07. 대구교육관 개관

    ◦ 2011.12. 교육부 교육기부기관 선정

    ◦ 2012.06. 2013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예체능학부 463명)

    ◦ 2013.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사 교육기관 지정 

                 (2013 ~ )

    ◦ 2013.12. 대구광역시 교육청 예체능진로집중 위탁교육기관

                 (2014 ~ 2016)

    ◦ 2017.06. 201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예체능학부 430명)

    ◦ 2018.03. 제5예술관 준공

    ◦ 2021.07. 2021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예체능학부 3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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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총장

대학평의원회 비서실

교무위원회 대외협력실

각종 위원회

대학본부 예체능학부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교 무 처 아 트 $ 이 노 베 이 션 학 술 정 보 원 문 화 예 술 연 구 소

- 교무,교원인사 - 도서관

- 수업,학적 서 양 화 - 전산실 학 생 생 활 연 구 소

- 학술연구

사 진 영 상 미 디 어 평 생 교 육 원 예 술 한 지 연 구 소

학 생 처

- 학생 시 각 디 자 인 백 운 생 활 관 사 진 영 상 연 구 소

- 장학,복지

영 상 / 만 화 애 니 메 이 션 신 문 방 송 국 디지털IT디자인연구소

산 학 협 력 처

- 진학취업 패 션 코 스 메 틱 디 자 인 교수학습지원센터 디지털사진문화연구소

- 산학협력

건 축 실 내 디 자 인 보 건 진 료 소 시큐리티정책연구소

입    학    처

- 입학관리 공 연 융 합 예 술 장 애 지 원 센 터 스 포 츠 과 학 연 구 소

- 입학기획,홍보

실 용 음 악 석 암 미 술 관 공 공 디 자 인 연 구 소

기 획 처

- 기획, 예산 건 반 음 악 예 술 치 료 센 터 영 상 & 콘 텐 츠 연 구 소

- 감사, 평가

- 교 회 실 용 음 악 디 자 인 센 터 AU뷰티건강산업연구소

사 무 처

- 총무,시설 사 회 체 육 국 제 어 학 센 터

- 경리,구매

- 직원인사 경 호 보 안 창업 ․취업지원센터

실 용 무 용

예 술 심 리 치 료

디 지 털 융 합 디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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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 현황

 □ 교원 현황

구 분

전 임 교 원 비 전 임 교 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 강사 기타 초빙 계

인 원 5 6 21 32 34 135 16 0 185

[2021.10.01. 기준]

 □ 직원 현황

구 분

일반직 기능직 기타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 원 18 7 25 1 0 1 4 4 8 23 11 34

[2021.10.01. 기준]

 □ 학생 현황

구 분 편제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2021

남

1,677

354 331 685

여 371 115 486

계 725 446 1,171

[2021.10.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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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현황

 □ 토지

구  분 기  준 보  유 확보율(%) 비     고

교    지(㎡) 58,824 69,315 117.8

교    사(㎡) 29,412 31,829 107.3

[2021.04.01.]

 □ 건물

구 분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체육관

2021 5,963 9,939 2,398 858 2,035

[2021.10.01.]

구 분 학생회관 대학본부 강당 전자계산소 기숙사

2021 1,547 2,829 1,591 82 4,263

 □ 도서관 장서 현황

구 분

책수

국내 국외 계

2021 122,665 1,571 124,236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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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현황

 □ 회계

과   목
예 산 결산

금액 금액

등 록 금 및 수 강 료 수 입 7,766,442      7,780,885 

전 입 및 기 부 수 입 2,549,974      2,509,105 

교 육 부 대 수 입        367,233        338,758 

교 육 외 수 입        183,480        171,080 

투 자 와 기 타 자 산 수 입               16                - 

고 정 자 산 매 각 수 입               18                - 

유 동 부 채 입 금                1                - 

고 정 부 채 입 금         37,134                - 

기 본 금                1                - 

미 사 용 전 기 이 월 자 금      5,128,232      5,128,232 

자 금 수 입  총 계 16,032,531 15,928,060

보 수      6,034,735      5,027,489 

관 리 운 영 비      2,054,825      1,903,042 

연 구 학 생 경 비      3,903,982      3,787,739 

교 육 외 비 용         31,001         22,686 

전 출 금                8                - 

예 비 비           1,001                - 

투 자 와 기 타 자 산 지 출        114,214        108,005 

고 정 자 산 매 입 지 출      2,415,935        325,888 

유 동 부 채 상 환                1                - 

고 정 부 채 상 환         37,136         21,113 

미 사 용 차 기 이 월 자 금      1,439,693      4,732,098 

자 금 지 출  총 계 16,032,531 15,928,060

[2020학년도 예·결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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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연구지원비 연구보조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6 1,940 15 7,500 21 9,440

2020 9 3,170 15 8,000 24 11,170

 □ 장학금

구 분 교내장학금 총액
학비감면 총액

(A)

등록금 수입 총액

(B)

학비 감면 비율

(A/B*100)

2019 1,626,086 4,112,257 8,683,349 47.36%

2020 1,342,681 3,549,605 7,660,477 46.34%

[단위 : 천원]

6 연구 실적

 □ 논문 및 저역서

구 분 2020 2019 2018

논문실적 5.5 8 6.25

저역서 실적 0 2.2 0



제 3 장   평가 결과

1. 교육 여건

2. 학사 관리

3. 학생 지원

4. 교육 성과

5. 중장기 발전계획

6. 특성화

7.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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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1. 교육여건
지표 : 1.1. 전임교원 확보율 

1.1.1.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명
우리

대학 값
산출식

전임교원 

확보율
42.3%

(명) × 100교원 법정정원(명)

공시

연도

전임교원(명)

(A)

교원 법정정원(명)

(B)

전임교원 확보율(%)

(C=(A/B)×100)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학생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2019년 41 41 90 56 45.6 73.2

2020년 36 36 88 48 40.9 75.0

2021년 34 34 84 40 40.5 85.0

평균 42.3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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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1. 교육여건
지표 : 1.2. 교사 확보율 

1.2.1. 교사 확보율

지표명 우리 대학 값 산출식

교사 확보율 100.1%
(㎡)+지원시설(㎡)+연구시설(㎡) × 100기준면적(㎡)

공시연도

보유면적(㎡)
기준면적(㎡)

(B)

교사 확보율(%)

(C=(A/B)×100)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계(A)

2019 25,570 5,936 42 31,548 32,680 96.5

2020 25,570 5,936 42 31,547 32,680 96.5

2021 25,652 5,853 42 31,547 29,412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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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1. 교육여건
지표 : 1.3. 교육비 환원율

1.3.1. 교육비 환원율

지표명 우리 대학 값 산출식

교육비 

환원율
115.9%

(천원) × 100등록금(천원)

결산연도
총교육비(천원)

(A)

등록금(천원)

(B)

교육비 환원율(%)

(C=(A/B)×100)

2018년 10,646,557 9,665,672 110.1

2019년 12,443,104 8,707,869 118,6

2020년 11,078,629 7,638,563 119.2

평균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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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도

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명 이하 
규모 강좌 

수

21~50명  
규모 강좌 

수

51~100명  
규모 강좌 

수

101~200
명  규모 
강좌 수

201명  
이상 규모 
강좌 수

전체  개설 

강좌 수

2019
1 639 81 18 1 0 739

2 660 49 14 3 0 726

2020
1 633 65 11 1 0 710

2 586 72 7 1 0 666

2021
1 522 48 25 0 0 595

2 538 39 7 0 0 584

항목 : 2. 학사 관리
지표 : 2.1. 수업 관리

2.1.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대학명 학년도 학기

강의 담당  학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총  개설 

강의 학점

대구예술
대학교

2019
1 387 1,071 1,458

26.6
2 349 956 1,305

2020
1 324 968 1.292

26.2
2 352 937 1.289

2021
1 324 740 1,064

30.2
2 309 725 1,034

2.1.2. 강의 규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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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강사 보수수준

연도 강사 총 인원 시간당 지급 
단가

단가별 지급 
인원 수

시간당 단가별 
지급 총액

2019년 359 45,000 359 1,074,863,750

2020년 320 45,000 320 1,061,851,670

2021년
1학기 143 45,000 143 431,155,000

2.1.4. 수업관리의 엄정성

□ 학점 이수 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현황

  - 학점 이수 시간 준수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5조 (수업일수), 제25조 (이수단위), 제27조 (이수학점) 등에 의거함

     • 수업기간 및 시수에 관한 규정

       ⁃ [학칙] 제25조(이수단위)에 의거하여 학점 당 수업시수를 규정하고 있음

[학칙]

제25조(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1.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체육대체과목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한 교과목은 전호의 

     시간 이상으로 수업시간을 부과하여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수업기간 준수 관련 점검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일 지정

       ⁃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휴강일에 대한 지정 보강일자를 별도로 수강편람, 교  

 내전산망 등에 학사일정을 공지하여 수업기간의 손실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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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전체 차원의 출결 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 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내용

     • [학칙] 제33조(출석의무)

[학칙]

제33조 (출석의무) 한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8장 학생결석처리

[학칙시행 세칙]  제8장 학생결석처리

제39조 (결석의 허용한도), 제40조 (결석으로 인한 성적 불인정), 제41조 (출석으

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제42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43조 (결석계의 제

출시기, 장소), 제44조 (출석인정원 미제출로 인한 결석처리)

  - 출결관리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출결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 우리 대학은 교원정보시스템에 출결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수업시간   

 엄수를 유도함. 특히 총 시수 대비 결석시수가 1/3이 넘으면 성적관리 메  

 뉴와 연동되어 최종성적이 ‘0’으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을 구비

       ⁃ 교수자는 학기가 끝난 후 기일 안에 온라인상의 ‘제출용 출석부’를 출  

 력하여 각 페이지에 본인 확인날인 후 제출

 

     • 교수자 대상 출결관리 규정 공시

       ⁃ 출석부 출력 양식 마지막 페이지에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을 사정 공시하  

 여 교수자가 엄정한 출결관리 및 성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대상 출결관리 규정공시

       ⁃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년 초에 학사관련 규정이 명시된 수강편람을 배  

 부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출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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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결관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출결사항 전산입력 실적

       ⁃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교․강사 전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석관리를 하고  

 있음.

□ 대학의 휴강 및 보강 관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

  - 휴강 및 보강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 3장에 의해 휴강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제5조(수입일수)에 의거 수  

    업일수를 규정하여 휴강 시 반드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학칙]

제5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휴강 및 보강관리 시스템의 내용 및 수준

     • 휴․보강관리의 전산화

       ⁃ 휴․보강 발생시 교원정보시스템의 출석관리에서 휴․보강사항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함.

     • 휴․보강원서 제출의 의무화

       ⁃ 휴강 발생시 휴강원서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결제를 득하도록 하며, 보강   

 후 보강결과통지서를 제출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이때 교무  

 처에서는 강의실 중복 및 수강학생의 시간표 중복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  

 을 경우에 보강으로 인정함.

       ⁃ 휴․보강 관련 서류 제출 실적은 2016년 1학기 514건, 2학기 651건, 2017년  

 1학기 651건, 2학기 815건, 2018년 1학기 666건, 2학기 746건으로 집계됨

     • 야외현장수업 신청서 의무화

       ⁃ 예체능대학의 특성상 야외현장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야외현장수업 신청서  

 를 학과 단위로 제출토록 하여 수업관리의 엄정성을 기하고 있음

       ⁃ 야외 현장수업관련 서류제출 실적은 각 전공별 2016년 200건, 2017년 313  

 건, 2018년 265건으로 집계됨.

     •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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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일정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일 지정과 수강편람, 출석부, 출결전산  

 시스템에 지정된 보강일을 확정 공시함.

  - 휴강 및 보강관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보고되지 않은 결강에 대한 사유서 제출 및 강제 보강 실시

       ⁃ 수시로 수업상황 실태를 점검하여 적발된 결강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받음  

 은 물론 강제 보강을 실시

     • 현장 수업점검을 위한 조치

       ⁃ 현장 수업점검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일시에 수업유무를 파악하  

 기 쉽게 하기 위해 각 강의실뿐만 아니라 교수별 연구실에도 시간표를 부  

 착하여 해당 강의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철저한 수업관리협조를 위한 공문발송

       ⁃ 매 학년도 수업관리 철저를 위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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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2. 학사 관리
지표 : 2.2. 학생 평가 

2.2.1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 성적 부여 기준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34조 (성적평가), 제35조 (학점인정),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성적평  

    가방법), 제13조 (성적대체)에 의거함

     

     • 상대평가 의무화

       ⁃ 수강인원 2인 이하인 전공과목 외에 모든 교양·교직·전공과목에 상대평  

 가를 실시, 일정 성적비율을 넘어가는 성적입력은 전산상 입력 불가함

  - 성적 부여를 위한 절차

교원 
성적 부여 ⇨ 성적 공고 ⇨ 이의 신청

및 정정 ⇨ 성적 
최종 확정

<그림 2-2-1-1> 성적 부여 절차

  - 성적부여 관련 의사결정과정 중 구성원의 이해 및 협조 절차

     • [학칙] 제32조 (추가시험)

     • [시행세칙] 제13조 (성적대체), 제14조 (추가시험 신청), 제22조 (이의신청)

       ⁃ 위의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 의거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를 마련함.

  - 전공 및 교양 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성적 부여 기준

     • 전공과목 상대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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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

등급 A B C-F

비율 40%이내 30%이내 30%이상

[3, 4학년]

등급 A B  -  F

비율 40%이내 60%이상

<표 2-2-1-1> 전공과목 상대평가 비율

 *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전공교과목에 적용(수강인원이 3~9명 전공교과목은 A등급만 

수강인원의 1/2를 초과 할 수 없고 소수점 인원은 반올림 가능)

 * 전공교과목 중 수강인원 2인 이하는 상대평가에서 제외

     • 교양과목 상대평가 비율

등급 A B C D F 비  고

비율 30%이내 40%이내 40%이내 20%이내
분포비율 계산시
F 취득자 포함 

< 표 2-2-1-2 > 교양·교직 과목 상대평가 비율

  - 성적부여 점검시스템 관련 실행 및 조치실적

     • 전산화를 통한 실행

       ⁃ 모든 성적입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접속을 통해 가능함

       ⁃ 성적비율을 넘어가는 성적입력은 전산 상 입력불가 됨

     • 전산화 조치 실적

       ⁃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교․강사 전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적입력을 하고 

있음.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 재수강 신청 가능 요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36조(학점취소), [학칙시행세칙] 제17조(재수강), 제19조(학점취소 및  

    재이수)에 의거 재수강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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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강 절차

      

학생
학점 포기원 제출 ⇨ 교무처

검토 및 승인 ⇨
학생

온라인상
재수강 신청

< 그림 2-2-1-2 > 재수강 절차

  - 재수강 관리 점검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재수강 실행 인원

       ⁃ 재수강 신청은 학점포기와 연계하여 학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 재수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 재이수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 취득학점이 C학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

며, 재이수 신청교과목의 학점을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포함함으

로서 취득평점 상향을 위한 무분별한 학점취소 및 재이수를 지양함

□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 학사경고 기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칙] 제38조(성적경고), [학칙시행세칙] 제20조(학사경고)에 의거함

  - 학사경고 관리시스템의 절차에 따른 실행 및 조치실적

     • 학사경고자 현황

       ⁃ 우리 대학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학사경고자에 대한 처리는 명확히 

실시함과 동시에 학사경고자의 사후 관리 또한 만전을 기해 학업의 지속가

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조치 실적

       ⁃ 지도교수 상담: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사경고자 면담기록 입력

       ⁃ 장학사정 탈락: 학점 미달로 인한 장학사정 배제

       ⁃ 학사경고자의 학업복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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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2-1-3 > 각 학기별 학사경고자 인원 및 학업복귀 성과

학년도 학기 학사경고자 수 2회 연속 학사경고자수

2019
1 89 19

2 71 19

2020
1 34 8

2 45 14

2021 1 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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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3. 학생 지원
지표 : 3.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 

3.1.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년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재학생 
수1

(명)

참여 
학생 수2

(명)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예산
집행액3

2019

전공별 특강지원 음악 전공 능력 강화

1,311

117

1,560
전공별 특강지원

미술·디자인 전공 능력 

강화
79

전공별 특강지원 사진 전공 능력 강화 112

소  계 308 23.0

2020

전공별 특강지원 디자인 전공 능력 강화

948

142

900
전공별 특강지원 경호 전공 능력 강화 40

전공별 특강지원 음악 전공 능력 강화 104

소  계 286 30.1

2021

전공별 특강지원 경호 전공 능력 강화

782

56

850

전공별 특강지원 음악 전공 능력 강화 59

전공별 특강지원 무용 전공 능력 강화 22

전공별 특강지원 예술치료전공 능력 강화 21

소  계 158 20.2

<표 3-1-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운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 내용

     • 전담 조직 및 전담인력의 미확보에 따라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사전조사등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상기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가 반영된 내  

    용

     • 학과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인 언어능력이나 수리능력 등의 기초학습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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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보다는 전공관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전공관련 학습역량 강화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학과(전공)

⇨
교수학습지원센터(교무처)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 요청 타당성 검토 및 예산지원

3.1.2.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내용 수립여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기능), 제3조(조직), 제7조(운영위원회)   

    등에 의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

     •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나, 소규모 

대학의 여건상 전담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

       ⁃ 대학본부의 교무처에서 기본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활동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 교수학습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0월 교육학 전공자  

    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 퇴직 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1.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

     • 전공별 특강 지원

       ⁃ 전공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전문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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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원을 요청할 경우 강사초빙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내역은 <표     

 3-1-1>과 같음

      • 전공지원금의 활용

       ⁃ 매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공지원금(학생 1인에 대하여 일  

 정액 지급)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전공지원금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급,   

 사용하게 함으로 직접적인 현장 체험, 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실습·현장 체험을 지원

       ⁃ 각 전공별 실험실습비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실기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  

 으며, 각 전공별 특수성에 의해 학생과 교수 간의 협의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체험활동을 금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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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3. 학생 지원
지표 : 3.2.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학년도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명1

주요 내용
재학생 
수2

(명)

참여 
학생 수3

(명)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예산
집행액4

2019

학생상담 일반사항

1,102

1,316

-

학생상담 성적관련 557

학생상담 진로취업 275

학생상담 기타 188

소  계 2,336 211.9

2020

학생상담 일반사항

948

1,219

-

학생상담 성적관련 478

학생상담 진로취업 317

학생상담 기타 62

소  계 2,076 218.9

2021

학생상담 일반사항

782

582

-

학생상담 성적관련 367

학생상담 진로취업 177

학생상담 기타 51

소  계 1,177 150.5

<표 3-2-1>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3.2.1.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구축․운영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내용

     • 학생 상담카드 작성

       ⁃ 대학에 진학 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카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  

 로 각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관리됨.

       ⁃ 각 지도교수는 연 2회 이상 학생과 상담시간을 가지면서 진로 및 심리 상  

 담의 라포를 형성함.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2012년 진로적성검사 실시: 홀랜드 직업 적성유형 검사

       ⁃ 2015년 진로가이드 북 발간: 1,50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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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가 반영된 내용

     • 상담체계의 발전

       ⁃ 교수 대 학생의 상담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각 회차 별로 업데이트 되  

 며, 과거 상담 일지를 바탕으로 상담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학생상담카드의 작성부터 정례적 상담을 통해 개별적 분석이 이루어  

 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함

   

     • 학생 자원의 특수성

       ⁃ 우리 대학은 예술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학 전 학생들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 되어 진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움

       ⁃ 따라서 학생 개개인을 상담 관리하는 측면의 체계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

        고자 함.

        ※ 참고: 2012년 진로교육을「홀랜드 직업 적성 진단(294명 참여, 예산2,888  

    천원)」실시하였으나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효성 검토를 통  

    하여 이후 진로가이드제작으로 전환 함.  

  -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예술대학의 특수성

       ⁃ 우리 대학은 예술대학의 특수성(개별지도)에 의해 교수와 학생이 1대 1로  

 면담시간을 가지면서 학생생활적응과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 상담의 결과는 개개인의 대학생활적응, 학업지도, 진로지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산 상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  

 인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생진로 상담의 체계

       ⁃ 학생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상담거리에 대해 대학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외부협력 기관의 협조와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등  

 상호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함. 

       ⁃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의 체계는 <그림 3-2-1-2>와 같음



대구예술대학교                                           평가결과 3. 학생지원

31

<그림 3-2-1-1> 학생상담 ONE-STOP 시스템

<그림 3-2-1-2> 학생 진로상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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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련 규정 운영, 자원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수립여부

     • 관련 규정 및 지침

       ⁃ 아래 <표 3-2-1-2>와 같음

관 련 규 정 항  목 간 략 내 용 비 고

학칙
제10장 (학생활동)

제49조 - 54조

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 학생

지도 내용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연구소 운영규정 제4조 (사업)
개인 및 집단상담, 교육, 연구 

조사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에 관한 사항

장애지원센터 운영지침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등 

예술치료센터규정 예술치료센터 운영, 사업등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 평가내용 학생지도 열의(학생상담 등)

<표 3-2-1-2>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

     • 전임교원 계약 의무사항

       ⁃ 계약서에 학생상담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3.2.3.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 행정구조의 변경

       ⁃ 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학사행정지원센터로 부서를 통합하는   

 ONE-STOP 행정실로 구조적 변경 실시함.

     • 본부 부처 개편

       ⁃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처 신설 추진(2010년 신설)

       ⁃ 교학처 분리 -> 교무처, 학생처

       ⁃ 창업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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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행정 전산화 추진

       ⁃ 학생 면담시스템 전산화 완료

       ⁃ 전공 지도교수 1:1 학생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의 기반

         ※ 2011이후 대학의 학사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산화 작업(수기->전산  

             화)으로 교수별, 학생별, 학기별 등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있음.

3.2.4. 환류시스템(성과 분석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환류 시스템의 내용과 절차

     • 상담지도교수 순환

       ⁃ 대학의 상담체계가 지도교수별 개인 상담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각 주  

 기별로 지도교수 변경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지도교수와의 신뢰가 형성된 경우, 상담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진로지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상담 체계의 다각화 모색

       ⁃ 현재 대학은 개인별 상담시스템 체계를 통하여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 상담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전문상담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 전통적 상담시스템의 한계

       ⁃ 개인별 상담이라는 전통적 상담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환류시스템을  

 통한 개선은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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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3. 학생 지원
지표 : 3.3. 장학금 지원

3.3.1. 장학금 지급률

결산
연도

장학금

등록금
수입총액
(학부)

교외 교내

총계
소계 국가

지방자치

단체

사설  및 

기타
소계

2018 2,730,882 2,691,238 0 39,644 1,789,518 4,520,400 9,701,929

2019 2,514,045 2,480,825 27.610 5.610 1.603.191 4,117,236 8,707,869

2020 2,360,480 2,331,840 28,640 0 1,342,681 3,703,161 7,63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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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3. 학생 지원
지표 : 3.4. 취·창업 지원

3.4.1.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내용

     • 취․창업 전문 컨설팅 회사의 활용

       ⁃ ·창업 전문 컨설팅 회사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참가 신청  

 조사를 받아 수요 충족 여부를 확인 함.

       ⁃ 수요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행사항은 <표 3-4-1>과 같음

     • 창업·취업지원센터의 활용

       ⁃ 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여 의견 수합을 실시함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가 반영된 내용

     • 사전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선택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 대학의 특수성 고려

       ⁃ 우리 대학은 예체능 계열 대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대학에서 시행하는 산업  

 체 및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분석 검토하는 방향이 실효성 크지 않아    

 취·창업 전문 컨설팅 회사에 우리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을 논의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수요 선택을 취하게 함. 

       ⁃ 만약 프로그램의 학생들 참가 신청이 부족하면 진행을 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  

 램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다시 수요 선택을 취하게 함.

       ⁃ 또한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포함)를 통해 향후 대학이 학생들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

     • 교수 추천의 전통적 방식 활용

       ⁃ 디자인,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계열 전공 학생들의 취업 방식은 대부분 교  

 수 추천과 기타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교수들의 학생 취업 독려  

 를 통해 취업을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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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추전으로 인한 취업연계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점수로 반영

     • MOU를 통한 취업연계

       ⁃ ,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계열 전공 학생들을 원하는 전문 기업체, 비  

 영리단체 등과 MOU체결을 통해 현장 실습 연계, 프로젝트, 각종 공모전 등으로  

 졸업 후 평가하여 취업을 연계 방식.

     • 일반적 취업프로그램의 병행

       ⁃ 일반 대학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여러 선정하여 우리 대학 1, 2학년 학생들  

 에게 취업 지원을 하여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수준에 우리 대학   

 학생들의 특수성까지 감안하여 졸업 후 취업하는데 경쟁력 및 취업 범위를 넓혀  

 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식.

<그림 3-4-1-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

3.4.2.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수립 여부

     • [규정] 창업취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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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은 2010년부터 창업취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재학생들의 효  

 율적인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창․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업무) ①본 센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효율적인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창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2. 진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3.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업무

    4. 진로·취업 상담 관련 업무

    5. 여대생커리어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6. 기타 진로 및 취업 관련 업무

     • [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 예체능의 전통적인 취업 과정에 따라 교수추천 취업을 장려함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

     • 창업ㆍ취업지원센터 조직

       ⁃ 창·취업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항  

 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산학협력처 산·학·관 연계 및 학생처  

 학생지도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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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처 창취업지원센터 학생처

<그림 3-4-1-2> 취창업지원센터 조직도

     • 창업ㆍ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

       ⁃ 창업·취업센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창․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창업지원 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진로취업지원 사업의 기획 및 조정

    3. 진로취업지원 정책의 논의

    4.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여대생커리어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 지원인력의 한계

       ⁃ 우리대학은 입학정원이 430명의 소규모 대학으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처  

 와 창업취업지원센터를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및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3.4.3.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

     • 취업캠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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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014년 취업 캠프를 개최하여 학생 31명,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교육 만족도 조사는 평균 4.41/5점 및 4.37/5점으로 다소 높게 형성됨

     • 개별 상담 강화

       ⁃ 우리 대학은 예체능 계열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 취업 루트를 통한 취업  

 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각 교수별 상담체계를 장려하고 있음.

     • 진로가이드 책자 발간

       ⁃ 학기 초 재학생들에게 진로가이드 책자를 제작하여 1,500부 배포

     • 취, 창업관련 특강 실시

       ⁃ 취·창업 관련 특강을 통하여 취·창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

  -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우수사례 등 정성적 실적

     • 스포츠산업잡페어 참가를 통한 취업지도 사례

       ⁃ 사회체육 전공은 졸업 시 논문대체요건으로 자격증 5개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학 중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격증 다수, 행정인턴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 당시 50여명 지원하여 3명 선발되었는데 나머지 두 학생은 수도권 유수대  

 학 출신의 학생(이화여대, 고려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례가 있음

3.4.4. 환류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환류 시스템의 내용과 절차

     • 취업캠프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취업캠프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재학생들의 결  

 과보고서를 보면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향후 취·창업 프로그램 선정 시 상  

 당 부분의 반영

  -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 취업캠프의 정례화

       ⁃ 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어려운 점과 예체능 계열 특수  

 성으로 인한 취·창업 전문 컨설팅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그리고 비용  

 의 문제점이 있으나 취업캠프의 만족도 결과가 우수하므로 이를 정례화하여 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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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학생정원 학생
모집
정지
인원

재학생수

정원내
정원
외 계

주간 주간 계절제
과정

원격
학과 야간 소계

2019 1,786 0 1,080 0 0 0 1,080 22 1,102

2020 1,753 0 934 0 0 0 934 14 948

2021 1,677 0 767 0 0 0 767 15 782

항목 : 4. 교육성과
지표 : 4.1. 학생 충원율 

4.1.1. 신입생 충원율

학
년
도

모집인원 입학자수

정원내
정원
외 계

정원내
정원
외 계

주간 야간 소계 주간 야간 소계

2019 430 0 430 21 451 320 0 320 5 325

2020 430 0 430 20 450 232 0 232 4 236

2021 387 0 387 19 406 123 0 123 0 123

4.1.2. 재학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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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4. 교육성과
지표 : 4.2. 졸업생 취업률 

4.2.1. 졸업생 취업율

□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졸업생 취업율

조사시기
졸업자

취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

자
프리랜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9.12.3
1.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10
2

16
6 34 62 0 0 0 0 0 0 7 4 9 14

2018.12.3
1.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11
2

17
1 49 49 0 0 0 0 0 0 6 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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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교내 
취3업자 5진학자 입

대
자

취업 
불가능

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
험직장
가입

제외대
상자

기타 미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9.12.3
1.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1 3 1 6 5 0 0 0 0 1 4 45 76 0 0

2018.12.3
1.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2 10 4 0 0 0 0 3 2 29 54 11 39

□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졸업생 취업률

조사시기
1차 유지취업률 2차  유지취업률

남 여 남 여

2019.6.1. 기준 
건보가입취업

자의 2차  
유지취업률(12.

31)

79.4 77.4 70.6 71.0

2018.6.1. 기준 
건보가입취업

자의 2차 
유지취업률(12.

31)

87.8 81.6 79.6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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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4. 교육성과
지표 : 4.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4.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의 운영

  - 대학 전체 및 단과대학 차원의 주기적, 체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육 수요  

    자 만족도 조사의 운영 내용

     • 교육만족도 조사의 시행

       ⁃ 우리 대학은 2013년 1학기, 2학기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2013학년도부터 교육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확정․시행하고 있음

     • 조사의 개요

       ⁃ 조사의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 조사기간: 매학기 말 강의평가와 별개로 시행

       ⁃ 조사대상: 강의평가에 참가하는 학생 전원

     •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의 결과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문항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학년도 학기 대상인원 참여인원 참여비율 긍정비율 부정비율

2019
1 1,075명 909명 84.5% 44.1% 15.3%

2 978명 821명 83.9% 45.3% 11.2%

2020
1 915명 809명 88.4% 45.5% 13.2%

2 750명 621명 82.8% 44.3% 12.6%

<표 4-3-1-1> 2019-20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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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현황

     • 각주 1: 조사방법

       ⁃ 표본: 재학생 중 강의평가에 참여한 전원(표본의 크기는 위 <표 4-3-1-1>  

 참조 

       ⁃ 조사방법: 온라인 학사프로그램상에서 강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족도 조사를 선행하도록 하였으며, 강의평가와 차별적인 문항의 구성을  

 통해 설문조사 후 통계 처리함.

<표 4-3-1>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현황

학기 대상 조사방법1 조사내용 또는 
조사영역

주요 결과
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

2019

1 온라인 교과과정 구성
긍정44.1%
부정15.3%

2 재학생 온라인 교과과정 구성
긍정45.3%
부정11.2%

2020

1 재학생 온라인 교과과정 구성
긍정45.5%
부정13.2%

2 재학생 온라인 교과과정 구성
긍정44.3%
부정12.6%

4.3.3.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요약

     • 조사결과의 분석

       ⁃ 통계처리 :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

     • 조사 결과의 해석

       ⁃ 교육만족도 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초 시작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인프라 개선과 교  

 수의 수업 충실도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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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기 긍정평가비율(%) 부정평가비율(%)

2019
1 44.1 15.3

2 45.3 11.2

2020
1 45.5 13.2

2 44.3 12.6

< 표 4-3-1-2 > 연도·학기별 주요 결과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유․무형의 교육서비스 개선 노력 및 효과

    

     •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개편을 통한 개선 노력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편에 적용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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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5. 중장기 발전계획
지표 : 5.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 중장기 발전계획의 개요

  - 우리 대학은 2013년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경북  

  지역 선도 예술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 국내 정상급 예술대학으로의 도약, 그  

  리고 동북아 선도 예술대학으로의 비상을 목표로 4대 전략 핵심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 4대 특성과제로는 특성화를 통한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 교육환경 인프라  

 개선 및 확충, 행정조직 및 조직문화 혁신, 그리고 재정 확충 및 합리적 집행을  

 제시함

특성화를통한
교육,연구수월성

교육환경인프라
개선/확충

행정조직 / 
조직문화혁신

재정확충 /
합리화

4대핵심
전략과제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

전략목표

동북아선도예술대학

飛上 2025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프로젝트

특성화를통한
교육,연구수월성

교육환경인프라
개선/확충

행정조직 / 
조직문화혁신

재정확충 /
합리화

4대핵심
전략과제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2025년이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202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2015년

전략목표

동북아선도예술대학

飛上 2025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프로젝트

<그림 5-1-1-1> 대구예술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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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이념(인재상)과의 연계성

     • 대학의 건학이념 및 교육 목표

       · 우리 대학은 예술적 창조활동을 통한 인간성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국민  

       정서의 순화와 함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에 기여  

       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예지와 창의를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 대  

       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창의력과 진취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고 예술을 통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공헌할 전문예술인 양성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설정된 교육목표는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위한   

       예술, 실기교육 강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전략 및 창의적 예술교육  

       을 위한 취미로 즐기는 예술, 공연지원 프로그램 강화 전략을 통하여 대  

       학의 발전계획이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이념에 부합되도록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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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의 합리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과정

       ⁃ 우리 대학은 2009년 12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후 2010년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현황을 분석한 바 있음

       ⁃ 2009년 정이사체제로 전환 당시 ‘(신)재단의 발전계획서’를 토대로 구성

원 내부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가 있었으며, 2010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제안된 컨설팅 보고서는 외부의 의견을 수합하는 기회가 됨

       ⁃ 이를 토대로 대학발전을 도모해 온 대학은 2013년에 이르러 이를 구체화 

한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학 내부의 의견과 

외부의 의견, 그리고 자구적 노력을 통해 현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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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법

       ⁃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은 (신)재단 발전계획서와 사립대학 경영컨

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

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 기획처의 초

안구상과 구성원 의견수렴, 교무위원회, 대학발전기획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음 

       ⁃ 중장기 발전계획의 큰 틀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훈, 그리고 교육목표에 

맞게 4대 핵심 전략과제로 제안되어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

음. 이러한 발전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실행의지 제고와 공유를 위해 교직원

을 대상으로 교원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책자로 제작되어 

배포되었음.

5.1.3.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의 개요

       ⁃ 경영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될 수 있

도록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림 5-1-1-4>와 같이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대구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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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 과제를 설정하였음.

<그림 5-1-1-4> 4대 핵심 전략 과제

     • 4대 핵심전략과제별 세부계획

       ⁃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의 4대 핵심전략과제는 4개의 과제, 9개의 정

책, 그리고 35대 사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특성화 과제

       ⁃ 2대 정책 - 전문적 실기교육, 창의적 예술교육

<그림 5-1-1-5>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의 과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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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대 사업과제: 연구역량 혁신, 혁신적 연구지원 방안 도입, 우수학생 유

치, 교육기본기설 개선, 확충 및 현대화, 교양과정 개편, 국제교류 강화, 산

학연계 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의 학제 개편, 전략적 학생모집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성장 동력 특성화 전공 신설 등

  

     • 인프라 개선 과제

       ⁃ 2대 정책 - 시설 투자, 기자재 투자

       ⁃ 11대 사업과제: 캠퍼스 미관 및 기능개선 사업, Green Campus 조성, 야경

특화사업 및 대학정문 미관 조성, 유비쿼터스 디지털 환경 조성, 통합적 자

원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확장, 예술대로서 특색있는 학생자치 문화 공간 

마련 및 지원, 도서관 환경개선 및 예술전문도서관으로서의 특성 단계적 강

화, 기숙사 시설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 학생식당 및 매점의 운영과 시설개

선 및 학생편의시설개선 및 학생 편의 증진 시설확충, 학교통학버스 운영 

개선, 편의시설 유치 등

     • 조직혁신 과제

       ⁃ 2대 정책 - 성과평가 및 급여체계 정비, 우수교원 확보

       ⁃ 6대 사업과제: 인적 자원 관리체계의 쇄신 및 조정, 고객만족 행정문화의 

정착, 고효율 고성과 조직화, 성과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 구성원들의 단결도모로 역량 결집 등

     • 재정 합리화 과제

       ⁃ 3대 정책: 자체 재정 다각화, 발전기금 강화, 회계시스템 개선

       ⁃ 4대 사업과제: 재정운영 및 관리시스템의 합리화, 재정효율화 및 체계화, 

발전기금 및 지원금 모금운동 강화, 자체 재정확충 다각화 노력 등

  - 연도별 계획의 실행

     •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 기본계획

       ⁃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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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연계

우선순위 선정

재정 고려

의견 수렴

투자 실행기본 계획

<그림 5-1-1-6> 투자 기본 절차

 

필수 공통 기자재

파악

전공별 필요

기자재 파악

타 대학 유사학과

기자재확보현황 파악

전공별 투자

우선순위 고려

실기·실습비

투자 계획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규모

냉·난방시설 공사

(4개 예술관)

냉방시설공사

(기숙사)

필수 공통 기자재 투자

전공별 필요 기자재 투자

실기·실습비 투자

6억원

(각 1.5억원)

1억원

1억원

(매년 0.5억원)

2.5억원

(매년 0.5억원)

2.5억원

(매년 0.5억원)

2015년까지 총 13억원 소요

· 연도별 기자재 투자계획

필수 공통 기자재

파악

전공별 필요

기자재 파악

타 대학 유사학과

기자재확보현황 파악

전공별 투자

우선순위 고려

실기·실습비

투자 계획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규모

냉·난방시설 공사

(4개 예술관)

냉방시설공사

(기숙사)

필수 공통 기자재 투자

전공별 필요 기자재 투자

실기·실습비 투자

6억원

(각 1.5억원)

1억원

1억원

(매년 0.5억원)

2.5억원

(매년 0.5억원)

2.5억원

(매년 0.5억원)

2015년까지 총 13억원 소요

· 연도별 기자재 투자계획

   - 연도별 기자재 및 시설 투자 계획

     • 발전계획에 수립된 연도별 시설 및 기자재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음

<그림 5-1-1-7> 연도별 기자재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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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계획에 따른

투자 계획 수립

기존 시설 활용현황

파악 및 재배치

리모델링 및 공간 활용

극대화 방안 수립

시설투자

우선순위 고려

재무추정안과 연계된

투자규모 확정

연도별 투자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생문화센터 건립

기숙사 신축 및 증축

야외공연장 건립

학내 시설 개선 및 보안

13.5억원

15억원

16.4억원

5억원

5억원

(매년 1억원)

2015년까지 총 54.9억원 소요

· 연도별 시설 투자계획

학교 발전계획에 따른

투자 계획 수립

기존 시설 활용현황

파악 및 재배치

리모델링 및 공간 활용

극대화 방안 수립

시설투자

우선순위 고려

재무추정안과 연계된

투자규모 확정

연도별 투자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학생문화센터 건립

기숙사 신축 및 증축

야외공연장 건립

학내 시설 개선 및 보안

13.5억원

15억원

16.4억원

5억원

5억원

(매년 1억원)

2015년까지 총 54.9억원 소요

· 연도별 시설 투자계획

<그림 5-1-1-8> 연도별 시설 투자계획

  - 연도별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

     • 재정확충 합리화

       ⁃ 우리 대학은 재정확충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였음

<그림 5-1-1-9> 재정확충 합리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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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0> 조직혁신 모형

   

   - 연도별 기자재 투자 현황

     • <표 5-1-1-1>과 같이 기본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음

구  분 2019 2020 비  고

기계기구 263,339 132,171

집기비품 30,798 6,299

실험실습비 47,147 22,509

<표 5-1-1-1> 연도별 기자재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시설투자 실적

       ⁃ <표 5-1-1-2>와 같이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

음. 단, 학생문화센터 건립은 다년간 건축기금 조성을 준비하는 관계로 사

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으며, 야외공연장 건립은 2019년에 시작하여 2021년

에 완공함.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건축물관리비 243,471 191,192 94,832 529,495

조경관리비 32,888 12,226 9,448 54,562

<표 5-1-1-2> 연도별 시설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 조직혁신 실행 현황

     • 조직혁신 과제

       ⁃ <그림 5-1-1-8> 와 같이 조직혁신 모형을 

개발하여 조직현식을 꾀하고 있음. 대학교육

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정

이사체제로의 전환 후 2011-2012년 2개년에 

걸쳐 교원을 신규 충원하여 2016년 정보공

시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이 65.3%였으나, 이

후 전공의 통·폐합 및 재학생인원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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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8년 정보공시 기준 교원확보율이 71.7%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발

생하였음.

공시연도

재학생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9 45.56% 43.56

2020 40.91% 48.69

2021 40.48% 49.32

<표 5-1-1-3> 전임교원 현황

     • 교원의 승진 및 전환임용

       ⁃ 교원업적평가를 통한 교원의 승진 및 전환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

봉제 교원의 2명 승진,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1명의 전환임용을 통하여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연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전환임용

2019 - - -

2020 3명 - -

2021 - - -

<표 5-1-1-4> 교원 승진 및 전환임용 현황

     • 행정직원의 정규직화

       ⁃ 행정직원 운영에 있어서 최초 계약직원 또는 행정조교 형태로 임용된 직

원은 과거 관선이사체제 및 대학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9년 12월 정이

사체제로의 전환 후 근무 연수 및 근무평가 등을 통하여 다년간 정규직으로

의 전환을 유도하여 계약직원 비율을 감소시킴. 특히 2013년에는 기존의 계

약직원 중 다수 인력에 대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임용이 단행되었음. 이후 

근무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연도 정규직 전환 비  고

2019 -

2020 1명

2021 -

<표 5-1-1-5> 행정직원 정규직 전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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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합리화 과제

       ⁃ 재정합리화 과제는 재정확충 합리화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

상화, 발전기금 및 지원금 모금운동 강화, 자체 재정확충 다각화 노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개발기간을 거쳐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

한 회계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인사, 급여, 회계, 시설, 비품) 및 

학사(학적, 수업, 등록, 장학, 졸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 종료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과정을 거쳐 재정운영 및 학사관리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유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지정기부금 특히 장학기부금 유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지정기부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대학재정 중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발전기금 및 지원금 모금운동 활

성화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연  도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2019 40,000 52,416 -

2020 40,000 34,057 -

<표 5-1-1-6> 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 실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환류장치의 내용

     • 평가시스템 도입 및 운영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4대 실행 과제에 근거한 선순환적 평가시스

템 구축을 통해 차기연도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

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1단계 - 4대 실행과제와 그 세부 정책과제 및 사업과제에 대한 실행

     • 2단계 - 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시행(대학자체평가보고서)

     • 3단계 - 대학지표관리에 따른 계획의 수정에 반영, 각 부처별 평가를 통한  

             업무재배치, 각 교수별 평가를 통한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

     • 4단계 - 전체적인 대학 발전목표에 부합여부 결정

     • 5단계 - 환류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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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1> 실행계획의 점검 및 환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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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21 2020 2019

아트&이노베이션 25 24 20

서양화 20

사진영상미디어 28 28

시각디자인 35 34 34

영상/만화 애니메이션 40 34 26

패션코스메틱디자인 28 26 26

건축실내디자인 25 24 24

게임웹툰 40 34 27

뷰티예술

피아노

공연융합예술 28 24 24

실용음악 37 37 37

건반음악 28 28

교회실용음악 24

실용무용 24 24

사회체육 28 28 28

경호보안 24 24

<표 5-2-1-2> 학년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항목 : 5. 중장기 발전계획
지표 : 5.2.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

5.2.1. 학부(과) 및 정원 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 논리적 연계성

 

  - 정원조정의 추이

     • 대학의 정원 변동 현황

       ⁃ 우리대학은 2009년 12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후 2010년 사립대학 경영컨

설팅을 시행하여 대학의 현황을 분석하고 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한 바 있음

       ⁃ 학과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표 5-2-1-2>과 같이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 

430명에서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 387명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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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21 2020 2019

예술심리치료 28 26 26

자율전공 20 10 10

디지털융합디자인 28 25

창작융합예술 25

합    계 387 430 430

    

       ⁃ 그러나 2013학년도부터 전공별 경쟁력 및 적정 입학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전공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적정 입학정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조

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를 참고하여 학과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2016

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부터 유사전공으로 분석되는 피아노전공과 피아노교

수학전공을 통합하였으며 총 입학정원의 변동은 없는 상황임.

       ⁃ 대학자체 정원조정과 별개로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제외대학으로 분류됨

에 따라 현재 입학정원 총 387명에서 2022학년도 입학정원 총 330명으로 감

축이 계획되어 있음

  - 정원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

     • 정원의 조정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도 하지  

    만 자발적인 조정을 통해 대학의 4대 핵심과제인 특성화과제, 재정합리화과  

    제와도 연계성을 갖고 있음.

     • 특성화 과제와 정원조정의 연계 사업과제

       ⁃ 우수학생 유치

       ⁃ 수요자 중심의 학제 개편

       ⁃ 전략적 학생모집 시스템 도임 및 운영

       ⁃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신성장동력 특성화 전공 신설

     • 재정합리화 과제와 정원조정의 연계 사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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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효율화 및 체계화

       ⁃ 자체 재정확충 다각화

   

  - 대구예술대학교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본 전략과의 연계

     • 학과 구조조정 계획

       - 교육역량/ 자금수지 분석

         ⁃ 전공별 교육역량/ 자금수지 분석

         ⁃ 학과 구조조정 기준 수립

         ⁃ 전공별 평가 수행 및 진단

       - 전공별 조정방안 마련

         ⁃ 적정 입학정원 규모 산정

         ⁃ 전공별 조정방안 마련

         ⁃ 교원 보상체계 수립

         ⁃ 입학정원 규모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추정 수행

       

       - 학과 구조조정 목표 수립

         ⁃ 적정정원 유지로 재정 및 교육지표 개선

         ⁃ 경영정상화를 통한 재도약

         ⁃ 작지만 강한 예술특성화 대학지향

         ⁃ 대구경북 지역선도 예술대학으로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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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정원조정의 절차

<그림 5-2-1-2> 학과 구조(정원)조정 절차

5.2.2.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정원 조정 방안 마련 과정의 합리성

  - 의견수렴의 절차

     • 구성원 의견수렴의 절차

       ⁃ 우리대학은 교육편제단위 및 정원의 조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그림      

  5-2-1-0>과 같이 대상전공으로부터 발전계획 및 소명자료 등의 의견을 수  

  렴하게 되고, 대학본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 통·폐합, 정원 조정  

  에 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하게 된다. 이후 공청회, 간담회, 전공주임교수  

  회의,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법인이사회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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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정원조정 기준

     • 우리 대학은 교육편제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적용하고 있음. 

항목 : 6. 특성화
지표 : 6.1.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 특성화 계획의 개요

  -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될 수 있고 예술대학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크게 전문적 실기교육을  

    위한 특성화 전략과 창의적 예술교육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설정하였음. 

     • 전문적 실기교육

       ⁃ 취업을 위한 예술

       ⁃ 실기교육 강화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창의적 예술교육

       ⁃ 취미로 즐기는 예술

       ⁃ 교육관 활용

       ⁃ 공연지원 프로그램 강화



대구예술대학교                                           평가결과 4. 교육성과

63

<그림 6-1-1-1> 특성화 전략

   -  각 부문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는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

표에 맞게 <그림 6-1-1-2>와 <그림 6-1-1-3>과 같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중장기 전략과제인“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의 

비전을 공유함은 물론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9대 정책과제와 35대 사업과제와

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림 6-1-1-2> 전문적 실기교육을 위한 특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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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3> 창의적 예술교육을 위한 특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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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특성화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사회분위기와 교  

    육이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술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음

<그림 6-1-1-4> 대학의 특성화 개념

     • 대내외 여건 분석

       ⁃ 내부적 여건 분석: 대학의 특성화 과제 수립을 위한 내부적 여건 분석은 

2009년 제출된 (신)재단의 대학발전계획의 작성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를 토대로 특성화의 기본계획이 수립됨

       ⁃ 외부적 여건 분석: 2010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통해 내부적 환경 및 외

부적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특성화계획의 기반으로 삼음

     • 여건 분석의 강화

       ⁃ 2013년 수립된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존의 여건분석을 통

해 분석된 내용을 통해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현황 재분석이 이루어졌으

며, 대학평가기획팀을 중심으로 작성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위한 준비 자

료를 통해 대학의 현황을 분석한 바 있음.

     • 특성화 선정 분야

       ⁃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필연적으로 대학의 정체성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예체능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발전으로 도모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대구예술대학교                                           평가결과 4. 교육성과

66

       ⁃ 타 대학의 예체능 전공들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 대학은 전문적 예술교육

과 창의적 예술교육을 모토로 하여 취업을 위한 예술, 실기교육 강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취미로 즐기는 예술, 교육관 활용, 공연지원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하여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특성화 계획의 목표

       ⁃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상승, 잠재적인 예술인 

발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특성화 계획의 목표인 특성화 전략에 따른 전문 프로그램 개

발로 대학 경쟁력 강화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동북아 예술중심대학으로의 성

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특성화 세부계획

       ⁃ 연구 역량 혁신 -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특별기금 및 외부발전기금 확충

       ⁃ 혁신적 연구지원 방안 도입 - 연구 지원강화를 위해 교내외 연구비 재원 

확보

       ⁃ 우수학생 유치 - 수요자중심 대학경영 정착과 우수학생자원 유치

       ⁃ 교육기본시설개선, 확충 및 현대화 - 교육기본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 및 

확충

       ⁃ 교양과정 개편 - 학생선호에 맞추어 전공별로 담당교원들이 검토 및 재조

정

       ⁃ 국제교류 강화 - 해외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상호 학점교환 활동 강화

       ⁃ 산학연계 활동 강화 - 산업 현장과의 연계학습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학제 개편 - 부전공, 복수전공, 조기졸업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재학생의 교육선택권 강화

       ⁃ 전략적 학생모집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 - 학생자원 데이터베이스로 과거

추세 및 그룹별 특성을 분석하여 홍보 및 마케팅의 Master Plan을 체계적으

로 도출

       ⁃ 취업 및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 취업전담 부서 인력 및 조직의 강화, 창

업지원 Workshop 개최

       ⁃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대학편제의 조정 및 구조

조정으로 유사학과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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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5> 대학의 특성화 체계와 달성

       ⁃ 신성장 동력 특성화 전공 신설 - 국가전략산업 선정 및 산업수요 전망, 지

역산업, 구조, 지역 예술계 동향 등을 파악하여 특성화된 전공 신설

6.1.2. 특성화 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에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의 첫 번  

    째 과제로 특성화의 과제를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음. 

     • 특성화의 2대 정책과제

       ⁃ 전문적 예술교육

       ⁃ 창의적 예술교육

     • 14대 사업과제 : 연구역량 혁신, 혁신적 연구지원 방안 도입, 우수학생 유치,  

    교육기본기설 개선, 확충 및 현대화, 교양과정 개편, 국제교류 강화,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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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의 학제 개편, 전략적 학생모집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경쟁  

    력 제고, 신성장 동력 특성화 전공 신설 등

6.1.3. 특성화 추진 성과 

  - 전문적 실기교육 추진 성과

     • 취업을 위한 예술

       ⁃ 이론강좌 대비 실기강좌의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여 졸업 후 현장 적응

력을 높이기 위해 실기교육을 강화

     • 실기교육 강화

       ⁃ 실기 교과목의 대부분은 학점 대비 평균 1.5시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질

적인 실기교육이 강화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표 6-1-1-1>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표 6-1-1-2>

학년도

/학기
계열 구  분

합  계

교양
전공

이론 실기 통합 소계

2019-2 예체능
강좌수 30 110 518 78 706

수강인원 1,589 1,350 3,566 951 5,867

2019-1 예체능
강좌수 30 114 517 89 720

수강인원 1,617 1,576 4,321 1,050 6,947

2020-2 예체능
강좌수 27 115 459 81 655

수강인원 1,319 1,377 3,290 889 5,556

2020-1 예체능
강좌수 26 107 468 86 661

수강인원 1,352 1,326 3,356 929 5,611

<표 6-1-1-1> 주당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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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교과목
수강인원

계열별 전공
2019 2020 2021

공통

문화예술교육개론 72 70 74

공통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29 72 65

미술

미술교육론 5 14 21

아트&이노베이션전공
서양화전공미술교수학습방법 5 8 0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 5 16 14

음악

음악교육론 71 23 26
건반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교회실용음악전공
음악교수학습방법 68 47 28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41 49 23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교육론 32 35 19

영상/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만화/애니메이션교수학습방법 28 21 31

만화/애니메이션교육프로그램

개발
15 25 21

사진

사진교육론 8 0 0

사진영상미디어전공사진교수학습방법 8 4 0

사진교육프로그램 개발 7 8 3

디자인

디자인교육론 26 27 13
시각디자인전공

디지털융합디자인
전공

디자인교수학습방법 26 27 11

디자인교육프로그램 개발 23 17 34

<표 6-1-1-2>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현황

       ⁃ 우리 대학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

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으로 2014년부터 지정되어 우리대학 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재학생들은 졸업시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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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적 실기교육 추진 성과

     • 교육기부기관 선정

       ⁃ 우리 대학은 창의적인 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기부활동을 

펼쳐온 결과 2011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3년

간의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아 2014년 지정기관 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활발

한 교육기부활동을 이어 오고 있음. 

       ⁃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지역주민들에게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술 활동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잠재적인 예술 수요 인력을 개발할 수 있

는 기회로 삼고 있다.

연  도 수여기관 지정서 발급일 유효기간
2011 교육부 2012.01.04 3년
2014 교육부 2015.02.05. 3년

<표 6-1-1-3> 교육기부기관 지정 현황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환학생 파견

       ⁃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대련외국어대학, 심양 체육대

학 등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교환학생을 선발․파견하고 있으며, 외

국 대학으로부터 본교로의 교환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교 재학생에게는 외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파견 

국가의 언어 교육 및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해서

는 한국어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건강한 유학생활을 영

위하기 위해 보험가입 지원 및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행사

를 지원하고 있음.

학년도 우리대학->타대학 타대학->우리대학 비 고

2019 1 0

2020 0 0

<표  6-1-1-4> 교환학생 교류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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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 예술 강좌 개설

       ⁃ 대구교육관을 활용한 평생교육 체계 확립을 통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대

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 시니어아카데미 운영

       ⁃ 장년층의 취미로 즐기는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있음

     • 직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대학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 우리대학은 예술대학의 특성을 살려 취미로 즐기는 예술, 공연지원 프로그

램 강화 특성화 전략에 맞춰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교육의 사회 환원에 기여

       ⁃ 칠곡군 주최 “칠곡세계인형음악극 축제”는 2012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

로 2015년까지 4년간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경상북도 이동예술대학은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예술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

할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군위 어린이날 큰잔치는 군위군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어

린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에게 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실크로드 경주 2015 프로그램은 대학 MOU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단 

경주엑스포와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들과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행사 진행 외에도 우리 대학 자체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행사로 도심 속의 예술축제, 찾아가는 예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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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 예술제 등을 들 수 있음

    • 소결

       ⁃ 우리 대학은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직·

간접적인 공연, 전시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성취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또

한 예술인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

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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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7. 교육과정
지표 : 7.1.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7.1.1. 핵심역량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대학의 인재상, 산업수요, 사회적 흐름 등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

     •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4대 핵심 전략과제 중 하나인 특성

화 정책에 따라 교육목표(실천적 교양인, 창의적 예술인, 개방적 세계인)를 

핵심역량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전문예술인으로서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전문소양을 완성하기 위해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전문소양과 인성강화를 

위한 강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학생요구분석

       ⁃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관련 교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였

음.

  - 분석결과를 반영한 핵심역량 설정의 절차 및 방법

     • 여건 분석결과와 핵심교양의 범주화 과정

⁃  창의적 예술인 교육: 민주적 인성교육, 도덕적 생활교육

⁃  실천적 교양인 교육: 전문적 실기교육, 창의적 예술교육

⁃  개방적 전문인 교육: 실용적 외국어 교육, 첨단 정보화 교육

       ⁃ 위의 교육 기본 방향은 글로벌 역량 강화, 인성교육, 특성화 교육, 정보화 

역량, 취업역량, 일반교양으로 적용되고, 이는 교양과정 편성의 주요 지침으

로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는 교육과정개편위원회에서 의견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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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아래의 범주에 맞게 개설하고 있음

<그림 7-1-1-1> 핵심역량 설정을 위한 절차

  - 위 절차에 따라 도출된 핵심역량의 내용

     • 핵심역량 연계 교양 교과목

□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 강좌 개설 및 운영의 절차, 방법

  -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강좌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조직 포함)

     • 교양 교육과정 목표와 구성 원칙

       ⁃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는 인성을 중시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양교육

을 강화하고 핵심역량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교양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

성의 제고

     • 교양강좌의 개설 절차

       ⁃ 교무처에서 총학생회 및 전공별 교양 강좌 개설 요청을 접수 및 검토

       ⁃ 교무처 교양강좌 개설(안) 및 그 외 요청 개설(안) 작성

       ⁃ 작성(안)을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 상정

       ⁃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교양 강좌 개설(안)을 검토

         - 검토 시 대학 핵심역량관련 여부 검토 

       ⁃ 개설 확정 또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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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개설 요청
교무처 개설(안)

교과과정개편위원회
검토 및 수정

교과과정 개편 확정

원 요청 구성원에게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수정(안) 배부·수정

<그림 7-1-1-2> 교양강좌 개설 진행도

     •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조직과 운영

       ⁃ 우리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예술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당연직: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 교수: 3인

       ⁃ 직원: 간사(수업담당)

     • 학내 구성원 대상 신설 교양교과목 공모 내역

       ⁃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교양 교과의 운영

       ⁃ 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

         <표 7-1-1-1> 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학칙]

이수구분 이수 학점 졸업학점

교양

15학점이상 반드시 이수

130학점- 교양필수 : 2021학년도부터 폐지
- 교양선택 : 선택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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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과목 운영 현황

       ⁃ 교양 구분별 이수현황

         <표 7-1-1-3> 교양구분별 이수현황

학년도/학기 구분 수강인원 구분별선택비율(%)

2019/1
교양필수 359 19.54

교양선택 1,478 80.46

2019/2
교양필수 193 11.58

교양선택 1,473 88.42

2020/1
교양필수 167 12.35

교양선택 1,185 87.65

2020/2
교양필수 63 4.78

교양선택 1,256 95.22

2021/1
교양필수 0 0

교양선택 1,731 100

2021/2
교양필수 0 0

교양선택 1,672 100



대구예술대학교                                           평가결과 7. 교육과정

77

역량
관련 교양 강좌명

핵심역량과 교양강좌 
간 연계성

학점
운영 강좌 수

2019 2020 2021

실천적

교양인

봉사활동 민주적 인성교육 1 2 2 2

사회봉사활동1 민주적 인성교육 2 1 1 1

사회봉사활동2 민주적 인성교육 2 1 1 1

정신건강론 도덕적 생활교육 2 1 1 1

세계화속의 인성개발 민주적 인성교육 2 1 1 1

현대인의 생활예절 도덕적 생활교육 2 1 1 1

개방적

세계인

영어회화 실용적 외국어교육 2 6 5 0

실용영어 실용적 외국어교육 2 3 2 0

컴퓨터활용(엑셀) 정보화교육 2 2 2 3

컴퓨터활용(파워포인트) 정보화교육 2 2 2 2

창의적

예술인

멀티미디어시대 조명문화 산업 창의적 예술교육 3 1 0 1

디지털카메라의 이해 창의적 예술교육 3 0 2 1

7.1.2. 핵심역량과 교양 강좌 간 연계성 및 운영 실적

     • 핵심역량과 교양 강좌간의 연계성 및 운영실적

<표 7-1-1> 핵심역량과 교양 강좌 간 연계성 및 운영 실적



대구예술대학교                                           평가결과 7. 교육과정

78

항목 : 7. 교육과정
지표 : 7.2. 전공 역량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7.2.1. 전공 역량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대학의 인재상, 지역사회, 지역산업, 국가산업 등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 학문 

변화 분석, 학생 요구 분석 등의 내용

     • 대학의 인재상과 전공교과의 연계성

       ⁃ 우리 대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4대 핵심 전략과제 중 하나인 특성화 정책에 따라 교육목표(실천적 교

양인, 창의적 예술인, 개방적 세계인)를 핵심역량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구성

하고 있다.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소양과 인성함양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개설·운영됨

     • 지역사회 및 지역, 국가산업과의 연계성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술대학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는 각 전공의 교육목표와도 부합됨

특성화를통한
교육,연구수월성

교육환경인프라
개선/확충

행정조직 / 
조직문화혁신

재정확충 /
합리화

4대핵심
전략과제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

전략목표

동북아선도예술대학

飛上 2025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프로젝트

특성화를통한
교육,연구수월성

교육환경인프라
개선/확충

행정조직 / 
조직문화혁신

재정확충 /
합리화

4대핵심
전략과제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 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동북아선도예술대학으로의비상2025년이후2025년이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 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국내정상급예술대학으로의도약2025년202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 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대구경북지역선도예술대학으로의위상정립2015년2015년

전략목표

동북아선도예술대학

飛上 2025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프로젝트

<그림 7-2-1-1> 대구예술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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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2> 전공 핵심역량 도출 과정

전 공 핵심역량

사진영상미디어 차세대 이미지산업을 이끌고 갈 창의적 인재 양성

아트&이노베이션 미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전문예술가 양성

서양화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진취적인 작가 육성

시각디자인 실무중심의 인재육성, 무화 창조자 및 해석자로서의 자질 배양

     •  학문변화 및 학생요구 분석

       ⁃ “飛上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내외적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심역량은 아래와 같이 집약됨

       ⁃ 실기능력과 창의성 핵심 도출

       ⁃ 실용적 외국어와 첨단 정보화 교육

       ⁃ 민주적 인성교육과 도덕적 생활교육

  - 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전공 역량 설정의 절차 및 방법

     •  전공 역량의 설정 절차 및 방법

       ⁃ 대학의 설립취지와 대학의 교육목표는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이에 따라 각 

분야별 교육과정이 설정되고 이는 예체능 특성화 전공역량으로 드러남 

- 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출된 전공 역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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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핵심역량

영상/만화애니메

이션
현대 디지털 영상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패션코스메틱디자

인
창의력과 다양성을 겸비하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

건축실내디자인 현대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건반음악 전문 피아노 연주가와 전문 피아노지도자 양성

공연융합예술 전문지식을 쌓고 경험을 통한 연주‧무용 자질 배양

실용음악 실용음악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한 다양한 대중음악예술인 양성

교회실용음악
실용·대중적인 음악과 기독교 음악의 접목을 통해 전문적인 교회음악

가 양성

실용무용 기본 인격 양성과 폭넓고 품격 높은 춤 전문가 및 공연예술 스텝 개발

예술심리치료 예술과 치료를 통합하는 예술치료전문가 양성

뷰티예술
과학적이고 전문 예술성과 학문적 정립을 갖춘 현장실무형 매니저 양

성

사회체육 실천적, 창의적, 개방적 사회체육 전문가 양성

경호보안 인격 양성과 긍정적 사고를 배양한 보안전문가 양성

     • 각 전공 핵심역량의 집적화

       ⁃ 모든 전공의 핵심역량은 대학의 목표에 부합하며, 이는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에 집중되는 과정을 통해 전략목표로 제안된 2025년 이후 동북아 선도

예술대학으로 비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림 7-2-1-3> 전공 핵심역량의 집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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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분야별 역량과 연계된 전공 강좌 개설 및 운영의 절차, 방법

     • 전공 역량의 취합과정

       ⁃ 각 전공에서 대내·외적인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후 학생의 취학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안)을 마련하고 본부 

부처에서 이를 취합함

       ⁃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제3장 ‘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과 부합하는지 확인 후 정규 

편성 및 재편성 결정. 

       ⁃ 재편성 결정이 난 전공은 위의 절차를 통해 재편성함.

교과과정개편위원회
검토 및 수정

교과과정 개편안 확정

전공별 수정안 검토 및 
재제출

전공별 교과과정개편(안) 제출

교무처 수합 ⟶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상정

<그림 7-2-1-4> 전공 강좌 개설 절차

     •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

       ⁃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 전공의 연구 및 실천은 실기능력 향상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그리고 인성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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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분반

       ⁃ 정규 편성된 교과과정은 전공별 운영 역량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해 개설과

목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반 처리 후 개설함.

     • 개인 및 소수 강좌의 확대

       ⁃ 우리 대학의 가장 특성화된 형태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예술인 양성을 

위한 개인레슨 및 분반 등 소규모 강좌의 개설은 대학의 비용보다는 교육의 

질을 고려한 조치로 대학의 자랑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대학은 아래 표와 같이 전국 대학 대비하여 월등한 소규모 강좌를 

운영하여 맞춤식 교육과 심도 있는 전공능력 배양을 위해 전공강좌를 운영

       ⁃ 학생 규모별 강좌수(대학정보공시자료)

기준

년도

학

기

학생 규모별 강좌수 소규모 강좌비율(%)

20명 
이하

21~
50명

51~
100명

101~
200명

201명 
이상

50명 이하
기준

20명 이하
기준

2019

1 639 81 18 1 0 97.4% 86.5%

2 660 49 14 3 0 97.7% 90.9%

<표 7-2-1-2> 학생 규모별 강좌수 현황

기준

년도

학

기

학생 규모별 강좌수 소규모 강좌비율(%)

20명 
이하

21~
50명

51~
100명

101
~200명

201명  
이상

50명 이하
기준

20명 이하
기준

2020

1 633 65 11 1 0 98.3% 89.2%

2 586 72 7 1 0 98.8% 88.0%

기준

년도

학

기

학생 규모별 강좌수 소규모 강좌비율(%)

20명 
이하

21~
50명

51~
100명

101
~200명

201명  
이상

50명 이하
기준

20명 이하
기준

2021

1 522 48 25 0 0 95.8% 87.7%

2 538 39 7 0 0 98.8%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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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7. 교육과정
지표 : 7.3.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7.3.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

  -  교육과정 개편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여부, 규정의 내용

     •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규정 수립

       ⁃ 우리 대학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과정의 개

편, 개정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증빙자료]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통한 개편 실적

       ⁃ 각 학기별 1회 정도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 추가로 실시함

2019 2020 2021
개편 횟수 1 1 1

<표 7-3-1-1> 최근 3년간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운영 실적

     •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및 보완 절차

       ⁃ 대학의 교과과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을 기본으로 교양 교과과정은 대학 내 총학생회, 각 전공, 교무처에서 안

을 편성하고, 전공 교과과정은 각 전공에서 안을 제출받아 교과과정개편위원

회에서 본교 규정과 교육목표에 부합한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편성하게 됨. 

       ⁃ 이 과정에서 각 전공에서는 해마다 현재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학문적 연계

성을 반영하며, 학생들의 전공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취학을 감안하여 교과과

정을 편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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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개편위원회
검토 및 수정

교과과정 개편안 확정

전공·교양별 제안자
 수정안 검토 및 재제출

 교양 : 교내 구성원 및 교무처 안건 제출
 전공 : 전공별 교과과정개편(안) 제출

교무처 수합·검토 ⟶
교과과정개편위원회 상정

<그림 7-3-1-1> 교과과정 편성 및 환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