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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본 자체진단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 조직
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자체진단평가를 통하여 본 일반대학원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연구 등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교가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충족여
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일반대학원의 자체진단평가는 아래와 같이 총 5개 영역 15개 평가항목으
로 구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영역 평가준거

1. 학사운영 및 관리

1.1 입학전형
1.2 신입생 충원율
1.3 학생 유지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2.1 교육과정
2.2 교원강의담당현황
2.3 교수ㆍ학습
2.4 성적관리
2.5 교수ㆍ학습지원과 개선

3. 학위수여체계
3.1 학위수여체계
3.2 교수 논문지도

4. 연구
4.1 연구
4.2 연구성과

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5.1 장학금 수혜현황
5.2 학생활동
5.3 학생지원

5개 평가영역 15개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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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학이념 및 설립배경

▶ 건학이념

POSTECH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소수의 영재를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산·학·연 협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포항공과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과학과 공학 각 분야의 

첨단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재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한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진취적 기상을 지닌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전인교

육을 강조하며, 인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산학협동의 폭을 세계의 전 산업체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 설립배경

대학의 3대 기능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로 대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개교 당시 100여개의 

대학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 기능에만 치중하여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연구와 이를 

통한 사회봉사에는 충실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의 연구를 통해서 산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력 있는 대학이 있

어야 했다. 또한 POSTECH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POSCO는 세계 유수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하

였지만,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경영다각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협력해 나갈 국제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POSTECH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급 부

족이 예상되는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함과 아울러 대학원 교육에 중

점을 두어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POSTECH은 지방에 위치함으로써 산업화의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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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POSTECH은 우리나라에서
는 처음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의 이공계 리더를 양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
운 개념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POSTECH의 역
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기록이며, 앞으로도 국가의 성장과 인류의 발전을 위
해 계속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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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현황(2019.4.1 기준)

3.1 교육 프로그램

구분 학과

학사과정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화학공학과(11학과)
※ 학부에는 교양교육을 위해 설치한 인문사회학부(1학부)

대학원
과정

일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
(11학과 5학부 2협동과정)

전문 철강대학원

특수 정보통신대학원

  

3.2. 인력현황

가. 교원

구분

전임 비전임

합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기타
교원

시간
강사

소계

인원(명) 165 61 56 282 - 8 156 2 166 448

※ 총장 미포함

나. 직원 및 연구원

구분

직원 연구원

합계
정규직

연봉
(상근)
계약직

소계 박사급 석사이하
행정원
기능원

소계

인원(명) 201 52 253 209 296 158 663 916

※ 임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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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학생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계

석사 박사 통합 소계 석사 박사 통합 소계

인원(명) 1,432 300 300 1,436 2,036 58 43 14 115 2,151 3,583

 ※ 전문대학원(철강대학원), 특수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 수료후 연구생 407명 포함

라. 졸업생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계

석사 박사 통합 소계 석사 박사 통합 소계

인원(명) 7,731 6,707 2,165 1,660 10,532 1,246 131 2 1,379 11,911 19,642

3.3 대학 조직도(2019.4.1 기준): 1부총장 / 1단 / 7처 / 6부속기관 / 1실 / 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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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및 연구소(독립채산기관): 23행정팀

▶ 부설연구소 현황(2019.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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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설 인프라 현황

가. 건물 및 토지 현황

구분 면적(㎡) 비고

대학
건물

교육․연구
시설

186,004

수리과학관, 제1∼5공학동, 무은재기념관, 풍동동, 기계공작동,
기계실험동, 제1실험동, 제2실험동, 생명과학관, 화학관, 정보
통신연구소, LG연구동, 환경공학동, 생명공학연구센터, 지곡연
구동, 나노융합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첨단연구동,
철강대학원전용연구동, 철강대학원대형실험동, C5(제1 융합동)

주거시설 140,018
일반 생활관 24개동, 대학원 APT 4개동,
포스빌 6개동, 교수 APT 6개동, 총장공관

지원시설 94,180
대학본부, 대강당, 지곡회관, 학생회관, 박태준학술정보관, 포
스코국제관, 대학체육관, 포스플렉스, 통나무집, 평해연수원 등

계 420,202 　

토지 981,426 　

가속기
건물 91,998

선형가속기동, 4세대 가속기동 및 기술지원동, 저장링동, 연구
1, 2동, 행정동, 전망대, 가스저장고, 변전실, 창고 등(82,227㎡
정부 기부채납완료, 9,771㎡ 2019년 지자체 기부채납 추진중)

토지 645,829 가속기 지상권 설정 면적 포함(247,420㎡)

합계
건물 512,200 　

토지 1,627,255 　

※ 등기기준

   - 토지는 정보공시기준인 구외 및 사용만료 토지 제외하고 산정(구외: 48,432㎡)

   - 건물은 구외건물(총장공관, 평해연수원: 1,552㎡) 포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제외

   - 대학정보공시 기준 교사(건물) 보유면적: 322,691㎡

나. 대학 숙소시설 현황

구분 대상 건물 수용능력 비고

일반
생활관

RC동(20, 21동) 698명 1, 2학년 전원 (남/여)

 여 1~3동 412명 여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남 1~15, 17, 18,20동 1,662명 남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

16동(남/여) 144명 국제화동(DICE)

 남 19동 160명 대학원생

소계 3,076명

대학원
APT

1~4동(15평형)
375명

(300세대)
2~4동: 기혼 대학원생(225세대)
1동: 미혼 대학원생(75세대, 150명 수용)

포스빌 1~6동(24평형)
297명

(179세대)

1, 2, 3, 5동: 기혼연구원(120세대)
4동: 미혼 연구원(30세대, 90명 수용)
6동: 창의IT학생(29세대, 87명 수용)

계 - 3,7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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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태준학술정보관 현황
▶ 보유 도서 현황(2019년 2월말 기준) 

단행본 인쇄저널 전자저널 전자책 학술DB

358,538 권 2,851종 23,285종 527,110종 12종

▶ 시설 현황 

구  분 2층 3층 4층 5층 6층 계

면적　
m² 4,318 3,867 3,867 4,034 932 17,018

평 1,306 1,170 1,170 1,220 282 5,148

열
람
석　

일반 84 110 94 182 12 482

그룹
스터디룸

- 102 90 116 - 308

계 84 212 184 298 12 790

주요 시설
및 장비

▪참고자료
▪학위논문
▪추천도서
▪신착도서
▪국내신착
교양지
▪원청이영희
기증자료실
▪DVD전용무인
대출반납기

▪DVD
▪월간어학자료
▪신문
▪PC 및
미디어열람석

▪사무실
▪서비스데스크
▪DID

▪단행본
▪무은재기념
자료실
▪그룹스터디룸
▪도서무인대출
반납기
▪도서소독기

▪연속간행물
▪그룹스터디룸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세미나실
▪프린트복사실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그룹스터디룸
▪도서무인대출
반납기
▪개인사물함
▪라온 도서관
자치위원회
▪안내데스크
▪DID

▪청암위비
카페(매점)
▪휴게 및
취식 공간
▪자동판매기
▪옥상정원

▪이용자
PC(69대)

구분 대상 건물 수용능력 비고

교수
APT

4~9동 363세대 교수, RIST 및 가속기 연구원 일부

Guest용
숙소

포스코국제관

Single(7평): 30실
Twin(7평): 20실
Junior Suite(14평): 8실
Suite(25평): 2실

이용대상자를 대학 구성원 및 가족,
대학초청 인사 및 학회참석자로
제한하고 일반인 사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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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설연구소 현황

구분 내용

법인승인연구소
(18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 포항가속기연구소, 항공재료연구센터(S/ERC), 미래IT융합연구원
▪ 교육부(1)
▪ 산업통상자원부(1)
▪ 국방부(1)
▪ 산업체(5)
▪ 공동연구소(1)
▪ 기타(6)

대학승인연구소
(74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 S/ERC(4), 창의사업단(9), ITRC(2), 전문연구센터(2), 기타(10)
▪ 국방부(1)
▪ 중소벤처기업부(1)
▪ 해양수산부(2)
▪ 문화체육관광부(1)
▪ 산업체(5)
▪ 자체연구소(37)

계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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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정현황

가. 2019학년도 대학예산
▶ 2019학년도 대학예산(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2018학년도 대학결산(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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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기금 현황
▶ 기금별 발전기금 모금액 vs. 집행잔액(개교 이래~2018학년도)

(2019.2.28 기준, 단위: 억원)

※ 기금일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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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1 입학전형

근거자료 규정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칙
위원회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내부 규정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
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입학전형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 일반대학원은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에 명기된 입학시기, 지원자격, 지원절차, 입학

전형, 입학절차, 제출서류, 입학사정 등 규정을 기반으로 한 입학 관리가 이루어짐.
    - 대학원 부정 입학이나 입시 관련 비윤리적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원 입학전형

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입시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는 한편, 공정한 입시 진행
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노력을기울이고 있음. 세부 실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학과별 전형 절차, 전형 과목,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모집요강에 상세히 공개
    - 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에 대한 학과별 회피 및 제척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입시 프로

세스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준수되는지 여부를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
로 점검.

   - 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 대조 검사를 시행하고, 외부 시험 성적의 경
우 시행기관에 전수 점검을 직접 의뢰하여 단 한 건의 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나. 위원회 규정 제17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제51조(구성)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대책 수립
2.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 ․ 중간 ․ 사후 자체감사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5. 기타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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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2 신입생 충원율

근거자료 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위원회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소수의 영재를 선발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학 이
념에 따라 정원을충원하기 보다 소수 정예로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자를 길러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가. 신입생 충원율현황
     -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현황은 55~60%대로 수치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

는 충원율을 고려하여 정원을 채우기 보다,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여 소수정예로 양
성하려는 학교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기반(교내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제
공하고, 타 사립대 대비 낮은 등록금과 이에 대비 절반을 상회하는장학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확
보해 오고 있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정보공시기준)

연도 학위과정
입학
정원
(A)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B) 정원외 충원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A)x100

2016
박사 79 113 72 14 22 5 71 51 6 11 3 72.2 
석사 345 298 187 72 27 12 113 77 25 7 4 29.6 

석박사통합 311 591 472 101 16 2 292 239 47 4 2 92 
합계 735 1,002  731  187  65  19  476  367  78  22  9  60.5  

2017
박사 65 102  55 9 29 9 60  40 6 10 4 70.8  
석사 370 367 239 77 35 16 110 73 22 7 8 25.7 

석박사통합 335 650 494 127 27 2 290 214 70 5 1 84.8 
합계 770 1,119  788  213  91  27  460  327  98  22  13  55.2  

2018
박사 63 96  63 9 14 10 65  49 6 5 5 87.3  
석사 370 305 203 63 23 16 123 88 28 2 5 31.4 

석박사통합 337 558 418 117 12 11 294 223 66 3 2 85.8 
합계 770 959  684  189  49  37  482  360  100  10  1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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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1.3 학생 유지 현황

근거자료 공시 4-라. 학생 충원 현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학원 차원에서도 충원율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한정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학사
조직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중도탈락학생 현황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재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탈락학생 현황
  가. 재학생 충원율
    -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6년 기준 79%, 2017년 기준 78.5%로 감소하고 있

다. 이는 대학원 편제의 변동에 따라 분모가 변경된 영향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재학생 충원 현황>

나. 재학생 중도탈락률
    -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중도탈락률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0%, 2.8%, 3.8%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타 대학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편으로 우리 일반대학원
의 재학생 관리가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중도탈락 학생 현황>

연도
학생
정원
(A)

학생모
집

정지인
원(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C/(A-B)

}X100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D/(A-B

)}X100
계(C)

정원내(D) 정원외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2016 2,078 0 1,642 206 220 1,104. 31 57 24 79 73.6
2017 2,111 0 1,659 269 248 1,142. 26 53 24 78.5 77.9
2018 2,151 0 1,637 300 253 1,084. 24 43 21 76.1 77.1

연도
재적
학생

수(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
락학생
비율

(%)(E/
A)x100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총
계
(E)

소
계
(B)

미
등록/미

복학

학사
경고
/기
타

자
퇴

소계
(C)

미
등록/미

복학

학사
경고
/기
타

자
퇴

소계
(D)

미
등록/미

복학
학사
경고/
기타

자
퇴

2016 1,619 7 1 1 5 13 2 1 10 29 4 3 22 49 3.0 
2017 1,671 9 1 1 7 14 4 1 9 24 2 22 47 2.8 
2018 1,678 10 2 1 7 15 4 11 39 4 5 30 6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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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1 교육과정

근거자료 첨부 대학요람 등 전공교육과정 현황 자료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이학 공
학분야의 학과를 개설하고 각각의 분야에 맞는 과목들을 개발ㆍ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가. 학과 개설
    - 일반대학원에는 2019년 4월 1일 기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

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
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및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시스템생명공학과정 총 11학과 5학부 1 협동과정
이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
    - 일반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

으며,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
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또한 2019학년도 부터는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포스텍-삼성전자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전자), 스포츠AIX 대학원(전자), POSTECH 산업AI 교육프로그램(산경)을 개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뿐만 아니라, 각 학과별 학부 교과목 수강 인정 범위를 새롭게 정리하여, 전공외 다양
한 분야의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2018학년도 학과별 개설과목 현황>
구분 공통 전공필수 필수선택 전공선택 연구과목 총합계

수학과 　 　 　 22 15 37
물리학과 　 6 2 17 14 39
화학과 2 6 　 7 15 30

생명과학과 　 　 　 26 13 39
신소재공학과 　 　 　 14 21 35
기계공학과 　 　 　 26 24 50

산업경영공학과 　 　 　 15 25 40
전자전기공학과 　 　 　 48 33 81
컴퓨터공학과 　 　 　 8 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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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구분은 2018학년도 교과과정 안내자료 기준으로 작성
 

화학공학과 　 　 　 16 25 41
창의IT융합공학과 　 　 　 32 13 45

환경공학부 　 　 　 14 19 33
정보전자융합공학부 　 　 　 　 4 4

첨단재료과학부 　 6 　 6 15 27
융합생명공학부 　 1 　 16 18 35

첨단원자력공학부 　 1 　 11 25 37
시스템생명공학부 　 1 6 6 26 39

총합계 2 21 8 284 328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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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2 교원강의 담당현황

근거자료 공시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전체 교원 대비 높은 전임교원 비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연
계하여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을 충원하여 향후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고 전임교원
과 학생의 인원비율을 낮춰갈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원 강의 담당 현황
  가.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일반대학원의 강의담당현황을 살펴 보면 매년 약 800학점 정도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

데, 이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2017학년도부터 9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일반대학원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학부 및 전문대학원 포함)은 2019년 4월 1일 
기준 52.7%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정예 인재양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에 따라 교
수 1인당 학생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7년도 정보공시부터 총 개설 강의학점 작성 기준 변경

기준
년도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2016 1,053 797,8 75.8 0 0 0 0 0 0 75.8 7.2 75.8 7.2
2017 788.2 719.7 91.3 0 0 0 0 0 0 68.5 8.7 68.5 8.7 
2018 761.3 696.5 91.5 0 0 0 0 0 0 64.8 8.5 64.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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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3 교수·학습

근거자료 규정 수업 관련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질 높은 교육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를 위해 교과목 신규 
개설과 수정 절차를 요건화 하여 엄격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부 기준 한 개 학기
에 대학원 포함 620여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1997학년도부터 강
의평가를 시행하여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수업의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업운영 절차: 수강신청, 수업계획서 입력, 성적처리 등(2018학년도)
  가.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절차

  나. 수강정정절차

개설과목 학과 의뢰 협조전발송[학사관리팀] ☞ 개강 후 5주 째
▽

개설과목 작성 및 시스템입력[학과] ☞ 개강 후 7주 째
▽

교양․기초․공통과목 시간표 작성 후 전공시간표 작성 의뢰[학사관리팀] ☞ 개강 후 8주 째
▽

교양[학사관리팀]/전공시간표[학과] 전산입력 ☞ 개강 후 9주~10주 이내
▽

강의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담당교수, 학과] ☞ 개강 후 9주~12주 이내
▽

전체개설과목 및 강의시간표 확인[학과, 학사관리팀] ☞ 개강 후 11주 째
▽

수강신청 지도 및 수강신청 ☞ 개강 후 14주 째

개설과목 및 강의시간 변경사항 공지[학과,학사관리팀] ☞ 개강 1 주 전
▽

수강신청 정정 필요 사항 확인 [학생] ☞ 개강 후 3일~10일
▽

과목담당교수 승인 ☞ 수강정정 기간 내
▽

수강정정지도[지도/주임교수] ☞ 수강정정 기간 내
▽

수강정정과목 전산입력[학생] ☞ 수강정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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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말고사 및 성적처리절차

▌규정에 따른 수업 관리: 분반, 폐강기준 등(2018학년도)
  가. 강의시간표 편성 원칙
    - 저녁 7시 이후 강의는 지양한다.
    - 월~금 75분 수업에 15분 휴식, 오전/오후 시간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하며, 특정요일

이나 시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2일 연속 강의, 연속 3시간 강의는 불허한다.(세미나 제외) 
    - 개설과목변경: 강의시간표 확정 후 강좌추가개설, 폐강, 강의시간, 강의실 및 담당교수 

변경 등 사유발생 시에는 “개설강좌변경신청서” 제출한다.
    - 폐강 기준: 5명 미만인 경우 폐강 대상이며, 유지청원을 통해 교무처장 승인을 받을 경

우 유지가능하다.(담당교수 책임강의 시간 불인정)

  나. 수업기간 준수 관련 점검시스템 운영
    - ‘강의-실험(실습)-학점’ 표기제도 운영
      · 학점 표기 시, 강의시간과 실험(실습)시간을 동시에 표기(예) 3-1-3으로 표시된 경

우, 강의 3시간, 실험 1시간, 학점 3학점을 의미함
      · 모든 수업시간은 표기된 ‘강의-실험(실습)-학점’에 따라 구성
      · 이를 통해, 학점에 따른 수업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관적 파악이 가능

    - 수업계획에 따른 수업 진행
      · 수업기간 및 시간의 준수를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 작성 시, 주차별(중간

/기말포함 총 16주) 수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함

교양‧기초‧공통과목 시간표 작성[학사관리팀] ☞ 시험 3 주 전(개강 5주/13주 째)
▽

시험시간표 공고[학사관리팀] ☞ 시험 2 주 전(개강 6주/14주 째)
▽

시험실시[담당교수] ☞ 시험 기간(개강 8주/16주 째)
▽

성적 제출 마감 ☞ 기말고사 종료 후 1주
▽

성적 정정 마감 ☞ 기말고사 종료 후 2주
▽

성적처리 결과 보고(대학 및 대학원 평점평균, 학사경고자 등 각 현황 보고) ☞ 성적 정정 마감 직후
▽

개인별 성적 발송 (대학원:학과, 학부:가정)[학사관리팀] ☞ 1학기: 7월말/2학기: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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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평가 대상과목, 평가내용 및 절차
    -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1997년 이래 매 학기 전체 개설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시행 초기 개인별 조회에서 ‘06년 교수
전체공개 → ’07년 학생전체공개로 확대하였다.

    - 특히 ‘09년 강의진단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수동적 강의평가가 아닌 피평가자 주도적인 
자기수업 진단 및 교수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10학년도부터는 영어 강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더욱 의미 있는 영어 강의기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2017학년도부터는 Office Hour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수강
생들에게 강의실 외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 강의평가 결과

*학부 및 대학원 전체

  나. 강의평가 설문구성
    - 공통설문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험실습과목에 대한 4문항(실험 및 

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일 경우), 영어강의 2문항, Office Hour 운영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설문내용별 영역: 6개 영역(수업조직 및 계획/수업진행/동기부여 및 교수-학생 관계/
시험과제/학습결과 및 학생만족도)

      · 주관식 문항은 과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영어강의관련 문항(2개)과 
Office Hour 운영 관련 문항(1개)은 강의평가점수 반영되지 않는다.

  다. 강의평가 절차
       - 시험기간 2주 전부터 2주간 학교 내부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 강의평가 미 참여시, 정해진 기간까지 성적 조회가 불가하다.
       - 성적 완료 후, 강의평가 결과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하며, 강의평가 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학과에 안내한다.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
구분 평가과목수 수강인원 응답인원 응답률 (%) 교수평균

2016 1학기 477개 11,472명 9,297명 81.04% 4.53
2학기 467개 11,171명 8,964명 80.24% 4.52

2017 1학기 452개 11,419명 9,005명 78.86% 4.56
2학기 441개 10,888명 8,240명 75.68% 4.55

2018 1학기 462개 11,659명 9,223명 79.11% 4.58
2학기 459개 10,423명 7,962명 76.39%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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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평가 문항
다음 문항들은 이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
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⑤ 매우 그렇다 / ④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I. 수업조직 및 계획
  1.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진행 되었다. 
  2. 교수님의 수업준비는 충실 하였다. 
  3. 교수님은 수업시간을 (휴강에 대한 보강포함) 충실하게 진행하여 수업결손이 없었다. 
  
II. 수업진행
  4. 교수님의 강의와 설명은 명료하였고 이해가 잘되었다.
  5. 교과내용이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부합하였다. 
   
III. 동기부여 및 교수학생 관계
  6.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7. 교수님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IV. 시험/과제
  8. 시험/과제등은수업내용의 이해정도를평가받는데적절하였다. 
  
V. 학습결과
  9. 이 과목을 통해 지식습득 및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관련분야의 이해에도 크게 도
움이 
    되었다.
  
VI. 학생만족도
  10. 이 과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VII. (실험/실습과목인 경우 추가로 응답)
  11.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는 충분하였고 준비도 잘되어 있었다. 
  12. 실험/실습의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13. 실험/실습을 통해 교과의 주제나 원리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 실험조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었고,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VIII. 강의평가 추가언급사항 (주관식)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수업개선에 큰 도움이 되
겠습니다.
  
IX. 영어 강의평가 ※2011-2학기부터 추가, 강의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1. 수업이 어느 정도 영어로 진행되었습니까? (0~10점 척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영어강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0, 100% 영어강의를 했을 경우:10 으로 표기
  2. 전반적으로 교수님의 영어강의 부문이 만족스러웠다.
    

X. 영어 강의평가 ※2017-2학기부터 추가, 강의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1. 교수님은 Office Hour 등의 면담과 지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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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학운영상 강의평가결과 활용방법
    - 강의평가결과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 2000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교원연봉제에 의거, 매년 연봉책정을 위해 교수업적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 그 중 개인 업적평가는 최근 3년간의 교수 개인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항

목으로는 봉사, 연구수행, 강의 및 강의평가 결과, 국제화 및 대학위상제고 실적 등이 
있다.

      · 그 방법 및 가중치는 학과마다 다르나, 총 17개 학과에서 교육업적 평가 시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학과별로 강의평가 내용 중 정성적 평가내용을 업적평가에 고려하거나, 강의평가 결과
가 대학 상위 10%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업
적평가에 활용한다.

    - 학과별 강의평가결과 활용 사례
      · 수학과: 우수기초강의(미적분학, 응용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등)에서 최우수 강의평가를 

받은자에게 가산점2점 부여. 최종 수강인원 10인 이상 강의의 강의평가 4.5이
상 취득시 과목당 가산점 2점 부여

      · 물리학과: 강의 평가의 조교평가 항목을 활용하여, 우수조교상 시상(대학원생 TA 대
상)

      · 화학과: 매년 1회 우수강의상 선정에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 활용(상패 및 상금 
500천원 수여, 선정인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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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4 성적관리

근거자료 규정 성적 관련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들인 재학생의 특성을 고려, 성적관리에 
있어 절대평가/상대평가 등의 일정 기준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성적평가 및 정정에 있어 성
적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성격 및 
학습목표에 따라 학점 부여 또는 S/U로 성적부여방식을 결정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
도록 하였다. 

 ▌성적관리 규정에 따른 성적평가 실적: 최근 3년 자료(2016.9~2019.8)
  가. 성적 부여 관련 규정 및 지침

    - 교과목 개설 시, 교과목 정보에 성적부여방식을 함께 표기한다.
    - 성적부여방식은 G(Letter Grade)와 S/U(Pass or Fail)로 구분한다.
    - 기본적으로 Letter Grade로 평가하나, 세미나/논문연구/과제 등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

려운 일부 교과목의 경우 S/U 평가 허용한다.

  나. 성적 정정 절차
    - 성적입력: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입력한다.
    - 성적정정: 성적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기타사항: 성적 입력 기간 미 준수 혹은 담당 교수의 실수로 성적정정을 해야 하는 경

우 교무처장 명의로 경고가 따른다.

제41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이상과 S를 학점취득으로 한
다.

등급 A+ A˚ A- B+ B˚ B- C+ C˚ C- D+  D˚ D- F S(급) U(
낙)

W
(포기)

I
(미완)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불계 불
계 불계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여부만 구분하여 S(급) 또는 U(낙제)로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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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여 및 정정 절차>

     

  다. 명확한 성적 부여 
    - 대학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성적부여 기준 운영
       · 입학생들이 모두 국내 최고수준의 영재인 만큼, 모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철학 하에 성적부여에 학점 별 비율제한은 없으며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영
가능

       · 이것은 학점 비율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및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임

    - 강의계획서를 통한 성적평가 세부기준 공지
       ·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성적평가 세부기준을 학생들에게 공지
          (예) 성적평가 세부요소: 시험 및 출석 과제 등
    - 성적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성적 추이 분석 및 평점 관리
       · 매 학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점평균, 성적우수자, 학사경고자 추이 등을 내부적

으로 공유
    -  학기말 성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엄격한 성적관리
       · 엄격한 성적관리를 위해, 2014-1학기부터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입력 시에 

성적채점표 등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도록 시스템 구현
       ·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업 및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매 학기

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특강을 통해 학업수행의 어려
움을 탐색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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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5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근거자료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교육혁신센터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할수 있는 포스테키안 양성을 위해 교수
들의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Flipped learning 도입, MOOC 개발, POSTECHx 기반의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다양한 사
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적 수업방법 도입과 EduTech를 적극 활용한 Smartlearning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다만, 그동안의 정부 대학교육정책이 학부 교육력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차후 대학원생 교육력 강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담 조직 현황  
 - 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육혁신센터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혁신

적인 교육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교육콘텐츠의 MOOC 개발 및 국내외 공개, 혁신적인 교수-학습방

법 지원, 비교과 및 봉사활동 지원, 교육성과 분석, 대학교육 연구, 각종 자료집 발간을 통
한 교육성과의 대내외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 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센터의 전반적인 주요 사항들을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 운영은 해당 분야 전문인력들이 담당하고 있
다.(연구교수 1, 책임연구원1, 선임연구원 2, 연구원 6)

 < 교육혁신센터 조직 및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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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인건비 제외): 최근 3년 자료(2016~2018 회계연도)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 자체 개발 현황: 최근 3년 자료(2016~2018)

  가. Flipped learning, MOOC 등 혁신적 교수-학습 모형 도입
   –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 참여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통해 창의성, 고차원적 사고력, 협업

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혁신적 수업방법으로 
flipped learning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능동적 학습유도 수업사례를 선정
하여 시상하였다. Flipped learning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플립러닝 강좌개발 전략, 적
용사례,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법 등에 관한 워크샵 및 자료집 제작을 통해 교수들의 적극
적 참여를 지원하였다. 

   – POSTECH의 우수한 수업콘텐츠를 MOOC로 개발하여 교내외에 개방하는 교육기부를 통
해 사회적 책무성 이행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들에게는 국내대학 최초로 
MOOC 학점인정 및 이수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2016년). 국내·외에 개방되는 
MOOC 제작과정을 통해 참여교수들은 자연스럽게 우수한 교육방법 등을 모색해볼 기회
가 되었으며, 개발된 MOOC는 flipped learning을 위한 선행 학습자료로 활용되었다. 

   - 교수 개인의 티칭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강의자가진단 프로그램 제
공, 학과 Teaching consultant를 통한 전문적인 자문 및 상담활동을 제공하였다. 

<최근 3년간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최근 3년간 교수학습 지원/개선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구분 예산 편성 예산 집행액
2016 715,746,101 535,312,518
2017 945,083,235 813,734,472
2018 826,775,000 573,582,625

 * 예산은 mooc 제작을 위한 국고 지원금 포함(교육부, 과학기술부등)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6 2017 2018
Flipped Learning 교과목 49과목 50과목 25과목
능동적 학습유도 수업사례 23건 16건 -

강의 consulting 9건 9건 -
강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활용 50건 60건 4건

교수법 Workshop 2회 4회 3회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1회 1회 1회

MOOC 개발 8건 12건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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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연구력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연구력

강화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
성하여 주요 저널에 기고하는 방법 등 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 MOOC 개발이 확대되고, 2018년부터는 POSTECHx기반의 플립러닝이 도입됨에 따라 
MOOC 개발과 운영, 플립러닝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교육조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저작도구 및 플랫폼 활용, 저작권 등에 관한 교육조교 교육이 실시되었다. 

<최근 3년간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력향상 지원프로그램 현황>

다. 자체 자료 개발 현황   
   –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정보 및 교육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기 정보

지인 ‘POSTECH Edu’, 교육조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
학원 교육조교안내서’ 연구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연구력 강화 Workshop 자료집’을 제
작·배포하였다. 

<최근 3년간 자체 자료 개발 현황>

학습및 연구력향상프로그램 2016 2017 2018
대학원생 연구력 강화 특강-어떻게 연구를 실시할 것인가-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이공계 주요 저널에의 영어논문 작성법

2회- 여름 특강: 120명- 겨울 특강: 140명

1회- 여름 특강: 149명 -

대학원 교육조교 교육 2회 12회

연도 자료집 발간 현황(교수/대학원생 지원 관련 자료집)

2016년

POSTECH EDU Vol.8 No.1
POSTECH EDU Vol.8 No.2
강의자가진단 가이드북
강의 컨설팅 가이드
대학원 조교 안내서
대학원 연구력 강화 Workshop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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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1 학위수여체계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석사, 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이학과 공학의 학위
를 수여하고 있다. 학위수여 절차는 학위논문심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
어지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즉각 학위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위수여체계
  가. 학위 종류
     -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별 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물리학, 화학 및 생명과학과 : 이학석사와 이학박사
        2.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과, 창의IT

융합공학과: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3. 학과간 협동과정,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및 첨단원

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 이학 또는 공학 석사와 박사

 나. 학위수여 요건
     - 평점평균 3.0 이상 (4.3 만점)
     - 졸업기준 학점: 석사 28 / 박사 32 / 통합 60학점 이상
     - 추가로 박사 학위수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지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한 자
            다만,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조기졸업
    - 학점의 조기취득, 과정간의 학점이월, 타대학원의취득학점 인정,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 석ㆍ박사
과정은 각각 6월을 단축할 수 있음.

 라. 학위수여
     -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

위수여 여부를 의결하며, 이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엄격한 학위취득 절차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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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체계적인 심사위원 관리
     - 학생의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은 학과와 대학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대학 소속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 위촉 승인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대학 차원에서 관리
     - 심사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박사자격시험 실시
     -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박사학위과정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학과에서 

정한 박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4학기 이내에 반드시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2회 불합격 시에는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제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수월성 추구를 위하여 학과별 박사자격시험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할 계획임.

  다. 연구계획서 심사
     -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선정된 5인의 심사위원에게 

연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운영.
     -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다. 논문심사 및 종합심사
     - 종합심사 및 논문 심사 과정
       · 위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학위취득의 최종 단계로 학과에서 정한 논문 

심사를 포함하여 종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심사의 세부과정은 각 학과별로 
자율성을 둘 수 있도록 함.

       · 박사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 심사 15일전에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각 학과에서 승인한 SCI급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증빙을 제출하도록 함.

       · 논문심사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청구논문 심사 요청서’ 
제출절차를 운영.

       · 심사의 자세한 과정은 각 학과별로 자율성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체계적인 SCI 목록 관리
     - 학과별 SCI 목록은 학과의 회의체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목록은 ERP 

학사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등록되지 않은 학술지는 심사결과보고서에 등재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게재 승인 또는 게재된 학술지 사본의 제출을 통하여 제1저자 등재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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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운영
     - 또한, 국제 학술대회의 논문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공학 분야의 학술대회 

목록을 졸업논문요건에 반영하여 인정하여, 연구 분야별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소개함하도록 함. 이를 통해 학계 영향력 제고 및 선도적인 
연구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대학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논문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학과별 SCI 목록 관리 
및 학술대회 목록을 철저히 하는데 대학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마. 엄격한 학위관리
     -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과 규정을 

마련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대학 내부적으로는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팀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위취소 사례(3건): 2009년 1명, 2014년 1명, 2016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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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3.2 교수 논문지도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학생 개인에게 논문지도교수를 빠르게 배정하고, 공동지도교수
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원하에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 
활성화 및 우수논문 발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체의 논문심사료 등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문지도
  가. 논문지도
    - 일반대학원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1년 이내에 각 학생의 논문지도교

수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입학 후 2년 이내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3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대학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5명중 최소한 1명은 과외에서 선정해야 
하며, 본대학 교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된다. 
 
   나. 공동지도교수제 (Co-Adviser)
    -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효율성 제고 및 학제간의 다양한 연구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학원생의 연구지도교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업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공동지도교수(Co-Adviser)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일체의 논문심사료 등을 받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논문작성 및 학위수

여 절차가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 활성화 및 우수 논문발표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가. ‘최우수 논문상’ 선정
     - 박사학위 대상자들의 우수한 연구와 학문적 수월성을 위하여 대학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학, 공학 분야 ‘최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각각 순금 
10돈 + 현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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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학과에서는 지난 1년간 우수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분야별 
위원회에서 이학 1명, 공학 1명을 선정하여 학위수여식에서 시상

     - 수상 실적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관리
     - 선정되지 못한 학과별 추천 대학원생에게도 학적부에 ‘우수 논문상’ 시상 실적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학위논문의 다양한 템플릿 지원
     - 2016년도부터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한글과 MS-Word 양식만 지원하였으나, 특성

상 특수기호 및 서식 작성이 편리한 Latex을 지원

  다.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 박태준 학술정보관에서는 학위논문 작성 및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임

  라. 논문심사정보 공유 게시판 운영 (2014년 6월부터)
     - 대학 내 융복합연구 활성화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 발표시 관련 내용

을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논문심사정보 공유” 게시판을 신설
     - 교내 구성원 누구나 관심있는 논문심사 발표에 참석하여 융복합 연구활성화와 새로운 

연구의 set-up을 위한 경험자의 Know-how를 공유하며, 타전공 관련 연구수행의 정
보공유를 위한 게시판임

     - 연구 전공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논문을 쓰거나 연구에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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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4.1 연구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융합, ICT, 소재, 에너지, 헬스, 기초과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으로 21세기의 연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
다. 또한 아시아 최고수준의 연구집단으로 World-leading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산학
협력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대에 맞는 연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구
  가. 연구활동 및 방향
    - 일반대학원은 융합, ICT, 소재, 에너지, 헬스, 기초과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으로 21세기의 연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일반대학원은 대학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대표적 연구그룹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
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World-leading 연구그룹을 20개 정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룹의 역량, 학문적 수월성, 창업 등과 연계된 사업성, 다
학제간연구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20개의 그룹을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그룹의 수
월성 확보를 위해 우수학자초빙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의 우수교원 초빙사업과 연계하
여 학과별 TO외 별도로 그룹당 2~3명의 교원충원과 초기정착비를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다. S20 프로젝트 운영으로 향후 대학 및 대학원의 전략적 강점그룹육성을 통한 세
계적 경쟁력 조기확보, 그룹별 융복합연구를 통한 새로운 연구문화 조성과 국가 및 산
업체의 big projcet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44

평가부문 4.2 연구성과

근거자료 공시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아시아 정상급의 우수한 학술실적을 바탕으로 특허와 기술이
전, 창업의 영역에서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고위험성 연구를 
독려하고, Strong 20 Project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학 고유의 강점 연구분야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 및 포스텍기업협의체인 APGC(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를 조직하여 교내 창업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를 높
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전반에 융합 연구문
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학술연구성과는 전임교원 1인당 최근 3년간 연구실적에서 △SCI급 논문에서 기준값을 크게 
상회하여 충족하고 있다. △등재(후보)지 논문 △저역서 실적에서 기준을 불충족하나, 이는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기관의 특징과 대학의 연구성과가 국외 우수 학술지 논문에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부분 역시 기준값(10백
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4.7억원의 연
구비와 4.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전임교원 1인당SCI급 논문 전임교원 1인당저역서 전임교원 1인당교외연구비
기준값 0.35건 0.05건 0.07건    10,000천원
대학값 0.0604건 1.197건 0.259건 472,372천원
결과 불충족(FAIL) 충족(PASS) 불충족(FAIL) 충족(PASS)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 학술연구성과는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이 1.197건으로 기준값을 크게 상회하

고 있다. 과학기술중심의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상, 등재 논문 실적과 저역서 실적은 기
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SCI급 논문 실적으로 상쇄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부분 역시 기준값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4.7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해 왔다. 

<최근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구분 2016 2017 2018 3개년 평균 기준값 결과

등재(후보) 논문 실적 0.0501건 0.0757건 0.0533건 0.0604건 0.35건 불충족(FAIIL)
SCI급 논문 실적 1.16건 1.1761건 1.2549건 1.1970건 0.05건 충족(PASS)

저역서실적 0.0332건 0.0205건 0.039건 0.0259건 0.07건 불충족(FAIIL)
교외연구비 실적 418,489원 494,791천원 503,837천원 472,372천원 10,000천원 충족(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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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
   -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및 총 연구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교원의 수는 변동이 없고, 총 연구비의 규모가 증가하여,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단위: 명, 백만원)> 

기준
년도

전임
교원
수

연구비 지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 교외 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2016 270 147 6,690 851 106,302 998 112,992 418,489
2017 270 190 9,586 1,019 124,007 1,209 133,593 494,791
2018 270 178 8,898 1,122 127,137 1,300 136,036 5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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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1 장학금 수혜현황

근거자료 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스텍 대학원에서는 개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석사, 박사의 조교수당 가이드금액을 정
하여 대학원생들이 최소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포스텍 대학
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4.3월에는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재정지원 정책을 통
해 능력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수혜를 허용 했으며, 개
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한도를 폐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학원 경쟁력 향상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텍의 조교수당 제도는 최근 국내 과학기
술대학교의 STIPEND 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 이공계 대학원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재정지원 지급현황
  가. 재정지원 수혜실적
    - 재정지원은 대학원생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하는데 포스텍 

대학원에서는 2016년은 약336억원, 2017년은 약335원, 2018년은 343억원을 대학원생
들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은 정보공시에서 제외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연구요원
(수료)으로 분류되어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정부과제, 산업체(포스코 포함), 내부
과제와 같은 연구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규모의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 최상위권이라고 판단된다.

   나. 내외부 장학금 수혜현황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2016년은 17명, 2017년은 14명, 2018년은 18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은 등록금 전액지원과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존 선발된 
장학생을 포함하여 2016~2018년에 재단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대략 60억원에 이른다.  
재단에서도 포스텍 학생들의 우수한 실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교육조교 장학금: 대학에서는 교육조교 예산을 매년 약 12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교육

조교 예산은 기초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에 초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학과별 
교육조교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2018년 교육조교 배정
방법을 개선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의 배정
비율을 8:2로 정하여 당초 취지인 기초과목 운영 학과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
였다.

    - 경제곤란자장학금: 포항미르치과, 신세계치과, 천신일 세중나모 기금을 마련하여 경제적
으로 곤란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지장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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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장학금: PHDs, Ruth L. Satter, 관정이종환장학금, 돈암장학금, 배정장학금, 사랑의
열매장학금, 현대차정몽구장학금, 반도체장학금, 한국전력공사장학금과 각 학과에서 학
과의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한국장학재단 정보공시 기준)

표1. <연도별 장학금 수혜 현황(공시기준)>

* 공시금액은 순수한 재학생만 포함한 것으로 전문연구요원(수료)은 공시에서 제외한 수치임

공시연도 수혜실인원
(A)

장학금(천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교외 교내 총계(B)
2017 1,084 8,601,172 3,307,840 11,909,012 10,986
2018 1,032 7,977,869 3,054,708 11,032,577 10,690
2019 1,030 8,167,896 2,462,721 10,630,617 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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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2 학생활동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총학생회 회칙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스텍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교생활과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원총학생회의 활동
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원생들에 대
한 인권과 권익 향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포스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
하여 총장 및 대학관계자와 제4대 대학원총학생회가 참석하여 2015년 12월 9일 ‘POSTECH 
대학원생 권리ㆍ의무장전’ 선포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권 및 권익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생활동
   가. 대학원총학생회
    - 일반대학원에서는 전문대학원(철강,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대학원총학생회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2011년 3월 1일 학부 총학생회와 별도로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5개 부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2
월 9일 포항공과대학교 전체 대학원생의 기본권리와의 무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POSTECH 대학원생 권리ㆍ의무장전’을 선포하였다.

  나. 활동실적
    - 2016.11.02 교육부의 대학원생 권익보호 관련 현황 제출 요청 관련하여 인권센터가 설

치된 것으로 통보함. 포스텍에서는 별도 조직으로 인권센터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상담
센터에서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2017.04.03 대학에서는 포스텍 어린이집을 개설하였으며, 전용면적은 377.10㎡의 공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6명의 대학원생의 자녀가 배
정되었음. 법령에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만 해당이 되지만, 복지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자
녀도 배정을 한다. 

    - 2017.11월에 교육부의 대학원생 출산 육아휴학 학칙 반영 권고에 따라 2018.2월에 포
항공과대학교 대학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최대 4개 학

포스텍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등에서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知的) 공동체인 포스텍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포스텍대학원생
이 함께 포스텍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적(知的)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
여 포스텍대학원총학생회는 2015년 12월 09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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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학칙 제23조, 대학원 학칙 제12조). 2019.8월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 4명의 대학원생이 6건의 휴학을 한 성과가 있다.

    - 2013년 이전에는 각 학과 단위에서 운영하던 대학원 신입생 입문교육을 2013년부터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입문교육에서는 대학
원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원총학생회 활동 소
개 등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입문교육은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 시행한다.

    - 2018년부터 대학원총학생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한 번 정기적으로 간담회
를 가지고 있음. 간담회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 추진방향 및 의견교환을 나
누고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총학 및 대학원생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 
주고 대학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포스텍에는 78계단(78개의 계단으로 폭풍의 언덕으로 불림)이라는 명물이 있는데 장애
학생은 다니기가 불가했음. 이에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와 구성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동78타워”사업을 완료했음. 해동78타워는 건축면적 장27㎡(8평), 지상
2층 규모로, 높이는 21.8M임.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용 승강기 2대(17인승), 높이 15m, 
길이 51m의 브릿지로 구성되어 있음. 동문의 길은 폭 2.4M, 길이 140M이며, 휴식 공
간 2개소를 구축하였음. 총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17.9월 설계를 시작으로 
2019.7월에 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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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5.3 학생지원

근거자료
공시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규정  소수집단학생 지원 관련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대학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기관이다. 생활, 성격 및 정서, 대인관계, 학업,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과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 조직 및 예산 편성·집행 현황(2019.10.1)
   가. 전문상담원 확보 현황
   -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연구를 위해 센터장 1명 아래 

상담 실장을 포함한 전문 상담원 4명이 상시적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적응
관련연구, 특강 및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상담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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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최근 3년 자료(인건비 포함)

 ▌소수집단학생 지원 시설 및 체제(2019학년도)

장애학생 지원센터 조직도

구분 배정예산 집행금액
2016 235,001,000원 184,419,222원
2017 159,361,000원 158,242,627원
2018 149,834,000원 143,492,6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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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장애학생 지원센터 업무 분담

구분 내용 인원 (겸직부서)

센터장 입학학생처장 장애학생 지원위원회 위원장

전담 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업무 전담 2명 (학생지원팀, 팀장 포함)

겸직

교수학습지원 : 선발, 학사 지원 2명 (입학팀, 학사관리팀)

생활복지지원 : 생활관, 도서관 운영 2명 (생활관운영팀, 학술정보팀)

시설설비지원 : 시설설비, 안전관리 2명 (시설운영팀, 총무안전팀)

상담 및 진로 지원 2명 (상담센터, 학생지원팀)

<표 133>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소속 성명 관련업무경력 역할 자격사항

학생지원팀 장○○ 3년 일반상담 상담심리사 2급

상담센터
성○○ 16년 상담심리 미국 임상심리전문가

박○○ 5년 임상심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장애학생지원 규정
· ‘학칙 제57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 편의를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상기 학칙에 준하여 2017년 3월 1일부로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

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나.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 포항공과대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에게는 학업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학생 전용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편리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 주차장 확보, 집회(강당) 편의시설, 전용화장실 설치, 건물 
자동 출입문 및 승강기 설치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시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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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내용

종류 내용

이동‧접근‧
경사로

- 교내 보도 및 접근로는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보도블록 재질은 소형 고압블록으로 장애인의
통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보도 석재 경계석은 전체구간에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으로 단차 없이 시공
- 장애학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2016년에 본관에서부터 공학관과 학생회관까지 경사로를 설치하였
으며, 건물별로 별도의 경사로가 설치

주차시설
- 주차장 총 2,496면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63면으로, 법정요건 50면 대비 126% 확보
- 주차장의 유도, 안내표시 및 안전통로는 식별성이 있게 매우 잘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춰 2020년까지 개선할 예정

기숙사 - 기숙사 3개동 11개실, 총 20명의 중증장애학생(장애등급 1~3급) 수용

강당
집회시설

- 장애인 전용 지정석(법정기준 2% 이상) 운영

장애인
전용화장실

- 교사시설 14개동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 가능

출입문
- 교사시설 20개동 주출입문은 전․후의 활동공간이 확보
- 유효폭, 단차, 전면유효거리, 손잡이, 경고블록 설치가 양호
- 중증장애인이 출입하는 건물 출입문과 실험실․연구실에 자동출입 문이 설치

승강기
- 교사시설 20개동 중 승강기가 19개동(설치율 95%)에, 리프트 시설이 1개동에 설치
- 2018년에 기숙사와 교사시설 간 78계단이 있는 곳에 장애학생 이동이 원활하도록 승강기 설치공사
를 진행하고 있음. 이어 강의가 집중된 무은재기념관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 예정

기타
- 중증장애학생이 입학하거나 신규 발생할 경우 강의실․컴퓨터실․연구실 등 동선에 따라 학업에 지
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 (긴급특별지원)

다. 장애학생 지원 체계

 - 장애학생지원 규정
· ‘학칙 제57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에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 편의를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상기 학칙에 준하여 2017년 3월 1일부로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

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장애학생 지원 체계의 특징
· 입학전형에서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잠재력과 수학능력 위주로 선발하되, 장애를 극복하는 과

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입학전형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에 “지원자의 신

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이 예상될 경우 전형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소규모대학의 특성상 장애학생의 지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맞춤형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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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소규모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상 특정 유형의 중증 장애학생이 수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

어서 종합대학에 비해 장애학생의 수가 극소수이며, 2019년 3월 기준으로 5명(학부 2명, 대학원 3명)이 

재학, 1명(대학원)이 휴학 중이다.

· 장애학생이 입학할 경우 장애유형과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1급 지체부자유 장애

학생(대학원)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미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재학 중 장애가 되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초기 건물의 경우 당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학생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후 건설하

는 건물은 모두 관련 법령을 최우선하여 건설하고 있다. 초기 건물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동선을 고려

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다. 

· 교사지역의 모든 건물 간에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설치, 학생회관 승강기 설치, 주요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을 최근 3년에 완료하였다. 기숙사와 주요 강의시설을 연결하는 동선(78계단)에 엘리베이

터를 설치하였으며, 강의시설에도 엘리베이터 확장을 추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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