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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교는 지난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교학부총장

을 위원장으로 분과별 처장을 중심으로 한 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

니다. 아울러, 충실하고 정확한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준거별 실무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자기점검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대학기관평가인증규칙」 제12조(인증 판정 후 활동) ①항에 의거, 본교 인증 획득 후

2년이 경과됨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대학의 평가결과 유지

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증대학 모니터링을 받게 되었으며, 1단계 서면평가 결과

를 통보받고, 2단계로 본 보고서(인증대학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준거별 실무부서장 및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자체진단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내용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사항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

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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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OSTECH의 비전과 발전전략계획 실행 원칙

■ 적극적인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추진

-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아이디어 공모,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구성원 전체 대상 비전과 발전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교내 게시판에 공유)

■ 학과별 발전전략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 대학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의거한 학과별

발전전략계획 수립, 본부차원의 review 및 승인

- 승인된 학과별 발전전략계획과 연계한

대학발전전략계획 수정보완

■ 이사회의 승인과 지원에 의해 추진

-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의한 전략추진 및

재정지원 확보

■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나.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

■ 조직 구성

- POSTECH의 대학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12월 15일 대학발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POSTECH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 달성을 위해 노력

- 필요시 학과별 소장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 연구/교육 등 분야별/주제별 소위원회, 실무TFT 구성 및 운영

- 학과별 발전전략계획 수립 추진 TF 구성 및 운영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대학의 발전성과와 대내외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건학이념과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과

가치/원칙, Action plan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지원-점검-Feedback함으로써 대학발전 추진업무를

체계적,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

■ 학과별 발전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

- 대학의 발전계획과 병행하여 대학발전을 현장에서 이끌 수 있는 ‘학과 발전전략계획’을 본부차원에서의

큰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각 학과별 수립 진행

- 계획수립절차: 학과별로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세계적인 위상과 위치를 객관적·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과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분야 선정·투자 계획 수립 → 본부

Review 및 수정보완 → External Review(해외 리더) → 학과발전계획 완성 및 본부 승인 → 추진

■ 학과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발전계획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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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제 Ⅰ 장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다. 대학발전위원회 6기 구성 (2013.3.1 ~ 2015.2.28)

- 위원장: 장태현(부총장/대학원장)

- 위원:  한성호(기획처장), 최윤성(교무처장), 조준호(입학학생처장), 하용이(대외협력처장)

박종문(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김대진(학술정보처장), 김영헌(행정처장), 

장병탁(법인본부장), 고정휴(인문), 권용훈(수학), 김윤호(물리), 최희철(화학), 조윤제(생명), 

한세관(신소재), 황운봉(기계), 서의호(산경), 김경태(전자), 이승용(컴공), 차형준(화공)   

- 간사: 오옥균(기획예산팀장)

- 실무 추진부서: 기획처 기획예산팀

 Top-down방식이 아닌 내부구성원으로 구성된 Bottom-up방식의 전략 수립 체제

라. POSTECH 발전방향

마. POSTECH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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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바. 추진 방향(Global Standard의 학풍 및 문화 조성

사. 분야별 실행과제(Action Plan) 

 중장기 대학발전전략계획에는 4개 분야별 14개 대과제, 31개 세부실행과제의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

9



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Rolling Plan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Feedback

- 성과분석과 연계한 목표 대비 달성률 측정

- 반기별 각 단위부서 및 학과의 개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 실시

- 총괄부서(기획예산팀) 주관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 총장 보고 및 경영층의 Feedback

■ 매년 Rolling Plan을 통한 과제 추가, 삭제, 목표치 조정

- 외부 환경 변화 확인 및 내부여건 점검으로 계획이 여전히 합당한지 검토, 근본적인 변화여부 확인

→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인 전략계획 재평가 후 업데이트 실시

- 중점추진과제 검토 및 분석

■ 대학 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대학 예산과 연계한 대학발전전략 추진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고, 매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주기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up-to-date한 전략과제 추진

나. 전략실행 및 평가∙피드백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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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가. 2013학년도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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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POSTECH은 대학의 주요 추진실적 및 지표를 관리하고자 자체적으로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

과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Ⅰ총론

Ⅱ. 2013년 주요성과

1. 교육 부문

우수 학생 유치 / 21세기 대학 교육정책 연구 / 영어교육 강화 / 창의력 배양 교육
강화 / 글로벌 리더십 교육강화 / 장학정책 / 졸업생 배출 및 취업·진로지도 / 대학
원생 필수소양 함양과 주도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Global POSTECH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화 활동

2. 교수 부문 우수 교수 유치 및 지원 / 교원 업적평가 제도

3. 연구 부문
정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연구기반 구축 / 산업체와 협력 강화 / 해외협
력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 / 특허의 질적향상 및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우수 연구
성과 및 실적 / 3세대 방사광가속기 운영사업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 행·재정 부문
도덕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대학 운영 / 대학 조직 변경 및 직제 조정 / 대학의 자율
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재무적 관점을 고려한 대학 운영 /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 대학내 혁신 활동 /교육·연구·주거 인프라 확충

5. 대외협력 및 평가
AP포럼 운영 / 주요 기관과의 대외협력 /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협력 강화
/ 대외평가

Ⅲ. 대학 주요현황

1. 주요현황 교육프로그램 / 인력현황 / 대학 조직도 / 시설인프라 현황 / 재정현황 / 법인현황

2. 주요지표(최근 5년간) 인력 운영 / 연구 실적 / 재정 부문

3. 주요연혁

Ⅳ. 부록: POSTECH 주요지표

1. 인력 교원 / 직원 / 학생

2. 재정 총 투자 / 발전기금 모금 / 

3.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 논문 게재 실적 /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4. 시설 대학건물 연면적 변화 추이

5. POSTECH의 대외평가



가. POSTECH이 지향하는 인재는 ‘창의력과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섬김의 지도력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임.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아래와 같은 세부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음.

나.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POSTECH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기초과학과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스스로

첨단의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과, 동시에 상기의 지적, 도덕적, 인성적인 면에서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하는 전인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튼튼한 기초교육: 이공학에서의 고급 전공지식은 전문 분야별로 약간의 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기초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은 수준별 학습 및 여러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튼튼한 기초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과정 마련.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배양: 글로벌 고급인재로 성장해갈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동적인 ‘자기주도성’을 기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결과를 합성하고 종합하여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능력을 필수적

으로 갖추도록 하는 교육.

■ 전인교육 실현: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다. 따라서 포항공대의 교육과정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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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 다양한 융합교육의 장려를 통해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성 계발.

■ Self-Learning Capability를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통하여 주도적인 자세와 능력 계발

■ Global and Service Leadership 배양.

■ 고급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여 학부에서부터 박사학위까지 일관된 전문교육체제의 구축

■ 융합적 사고력 배양과 공통기초과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 University Core 와 Science & Technology Core 설정

■ 인성교육을 위하여 체계화된 비 교과 Program을 졸업 필수과정에 포함.



라. 교육과정 체계도

마. 교과과정 세부 내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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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학점 비고

교양교육과정

교양필수 14학점

교양선택 15학점 이상

전공교육과정

기초필수(UC) 27학점

전공필수 31~46학점

전공선택 12~33학점

자유선택 0~24학점
0학점은 창의IT학과로 3년 졸업을

목표로 하여 자유선택이 없음.

정규 교과학점 총계 120~134학점 STC 이수 포함

실천교양교육 과정 7학점



가. 대학발전모델의 변화추세

■ 대학의 개념은 최근에 이르러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그 역할도 더 다양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대학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위와 같이 대학의 개념이 차츰 변화되고 있으며 MIT, CALTECH 등이 Multiversity 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대학은 다양한 학문 사이의 융합과 통섭을 통하여 발전하는 Interversity model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창의적 Global Leader’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형 인문사회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문, 사회, 예술학, 심화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글로벌

POSTECH에 부합하는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교양교육의 독자적인 모델로, 통합인문사회교육 프로그램 (IHSP : 

Integrate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rogram) 을 구현하고자 함.

나. 교양교육 교과과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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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University : 보편적 지식의 추구와 전인교육

 Multiversity :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학문의 분화와 독립적 발전

 Interversity : 다양한 학문 사이의 융합과 통섭

기존 개편

■ 교양필수: 20학점

- 기초필수: 글쓰기 2학점, 영어인증제 4학점, 

체육 2학점

- 통합필수:  HASS 12학점

■ 교양선택: 12학점

- HASS(인문, 사회, 예술학) 

- 타대학(해외대학 포함) 교류 학점 심의 후 학점 인정

■ 자유선택: 자율 학점 (졸업학점불인정)

- 기초선택: 일반교양, 제2외국어

■ 교양필수: 14학점

- 기초필수: 글쓰기 2학점, 영어인증제 4학점, 

체육 2학점

- 통합필수:  HASS 6학점

■ 교양선택: 15학점

- HASS(인문, 사회, 예술학) 

- 타대학(해외대학 포함) 교류 학점 심의 후 학점 인정

■ 자유선택: 자율 학점

- 제2외국어



다. 교양과목 세부분야별 체계

라. 교양과목 세부분야별 개설현황

■ 상기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본교는 학생들에게 교양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개설과목수는 2013-1학기, 2013-2학기에 각각 117 과목, 123과목으로써 전체 교과목 개설의 각 33.2%, 

34.1%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교양기초, 인문, 사회, 예술, 제2외국어 일반교양분야 등의 교과목을 제공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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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분야
학수번호 분류

분야 또는 교과목명
영문4자리 숫자3자리

교양필수

기초필수 GEDU 100(단위) 글쓰기, 영어인증제, 체육

통합 HASS 200(단위)
인문과 예술의 세계,

과학과 사회의 통합적 이해

교양선택

인문학 HUMN
300(단위)

문학, 철학. 역사, 과학기술학
400(단위)

사회과학 SOSC
300(단위)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커뮤니케이션, 법학400(단위)

예술학 ARTS
300(단위)

예술학
400(단위)

자유선택 기초선택 GEDU 100400(단위) 일반교양, 외국어

학년도/학기
교양과목 세부분야

총계 전체개설
교양

개설률(%)교양기초 인문 사회 예술 제2외국어 일반교양

2012-1학기 88 13 11 5 7 4 128 371 34.5

2012-2학기 88 14 10 3 7 6 128 341 37.5

2013-1학기 85 10 6 3 7 6 117 352 33.2

2013-2학기 88 9 12 4 6 4 123 361 34.1



마. 학점교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확대

■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제공을 위해 2013-2학기 부터 한동대 와의 학점교류를 통해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음. 

■ POSTECH-한동대 간 셔틀버스 제공을 통해 특정기간 동안 파견대학에 상주할 필요 없이, 우리대학 교과목

수강과 동시에 학생이 한동대에서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 

※ 2013-2학기 기준 한동대 제공 교과목

바. 실천교양교육 과정(Activity-based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 정의

- 전공 및 인문사회 교양 교육 이외의 교육과정으로써, 전공과 인문사회 교양에서 충족할 수 없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된 학생들의 능동적 활동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

■ 도입목적

- POSTECH 특성상 간과하기 쉬운 측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교육 실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Global Leadership 의 soft skill 등 학생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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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교양선택

성격심리학 3

사회복지개론 3

Themes in Poetry 3

소송법2 3

법철학 3

법과정치 3

경영학입문 3

경영경제통계 3

금융경제학 3

재정학 3

U.S.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3

전공선택

(창의IT)

색채학 및 산업색체 3

Computer Graphic Design 2 3

제품디자인기초 2 3

Web Design 3



※ 실천교양교육 과정(ABC) 세부분야 및 이수체계

■ 이러한 실천교양교육과정은 2011학번부터 도입 되었으며, 2011-1학기부터 개설되어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음.

■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4년간의 대학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체계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대학생활설계’와 전공 교과과목의 범주를 뛰어넘어 각 학과의 여러 교수들이 다양한 주제로 개설하는 ‘Freshman 

Seminar’가 있음,

■또한,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어 제공되고 있음.

※ 2013년 실천교양과정 개설교과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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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교과목)

실천필수

(3학점)

대학생활설계

Freshman Seminar

실천선택

(4학점)

인문/사회교양

문화/예술교양

체육

일반

중급

심화

리더십 계발

개설학기 교과목명

2013-1학기
문화콜로키움 / 배드민턴(고급) / 특강 / 사회봉사1 / 

나의 리더십스타일 /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등 6개 과목

2013-여름학기
사물놀이 / 수상스키 / 코어 트레이닝 / 국토 기행 / 사회봉사2 / 

리더십계발단체교육 / 인턴십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등 8개 과목

2013-2학기
문화콜로퀴움 / 볼링 / 탁구(고급) / 특강 / 지역융합탐방 / 

사회봉사1 / 과학기술글쓰기 / 진로교육 / 멘토십 프로그램 / 
팀워크 리더십 액티비티 / 신입생세미나 등 11개 과목

2013-겨울학기
난타 / 지휘 / 모던댄스 / 사회봉사2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등 5개 과목



가. 전공교육의 목표

- 미래의 잠재적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의 핵심적 교육 강화.

나. 전공교육과정 현황 및 특징

　■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전공과목 이수 체계

-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전공선택, 전공필수, 졸업이수요건)은 전공별 필요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음.

■ 수준별 강의 개설
- 수학/물리/생명과목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이더라도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미적분학입문/미적분학, 일반물리/일반물리(H)/일반물리개론, 일반생명/일반생명(H)

　■ Bilingual Campus 정책에 의거한 전공과목 영어강의

- Global 인재 양성을 위한 재학생의 영어를 사용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학부 전공과목의 81.0%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음.(2013-2학기 기준)

다.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 UC(University Core) 운영

- 이학과 공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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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분야 교과목 학점

수학

미적분학 + 연습 3 + 1

응용선형대수 3

미분방정식 3

물리

일반물리 I + 일반물리실험 I 3 + 1

일반물리 II + Design & Build 3 + 1

화학 일반화학 + 일반화학실험 4 + 2

생명 일반생명과학 3

Programming & Problem Solving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3

합계 30



라. STC(Science and Technology Core) 과목 운영

- 학생들의 융합적 Multi-path를 위하여 기초핵심과정(University Cores)과 더불어 이공학의 공통핵심과목

(Science and Technology Cores)들을 설정하고 필수 이수로 하여 핵심기초교육의 강화와 연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응용분야의 필수적인 수학과목 및 이학/공학의 핵심과목을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 학과별 STC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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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수학 과학
STC 이수요건

수학 과학

수학

- MATH200 응용복소함수론
- MATH230 확률 및 통계
(또는 MATH231 실험통계학
/IMEN272공학기초통계)

- MATH261 이산수학
- MATH211 해석학 I 

- 과학분야 최소 1과목 포함 택5

물리
- PHYS201 현대물리
- PHYS203 역학

물리과 과목 포함 택 5

화학
- CHEM221 유기화학 I
- CHEM243 화학분석

화학과 과목 포함 택 5

생명
- LIFE210 생화학 I 
- LIFE214 분자생물학

생명과 과목 포함 택 5

신소재
- AMSE201 신소재과학
- AMSE208 결정구조

택 1
신소재

과목포함 택 4

기계
- MECH240 고체역학 I
- MECH250 열역학

미분방정식포함
택 2

기계과 과목포함
택 3

산경
- IMEN261 최적화개론
- IMEN281 정보시스템기술

산경과 과목 포함 택 5

전자
- EECE231 회로이론
- EECE233 신호 및 시스템
- EECE261 전자기학개론

확률 및 통계, 
미분방정식

전자과 3과목

컴공
- CSED23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CSED233 데이터구조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컴공과 2 과목

미분방정식 혹은 과학분야 과목 택 1

화공
- CHEB201 화공물리화학 I
- CHEB208 화학생명공학

화공과 과목 포함 택 5

창의 - 모든 ST교과목 중 택 3



마.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부/복수전공 운영

　■ 부/복수전공 이수체계

- 복수전공 이수 기준

- 부전공 이수 기준

　■ 2012-2013 졸업생 중 부/복수전공 현황

바. 학생 중심의 전공학과 변경 제도

　■ 단일계열 학생에 대한 희망학과 선택 제도 운영

- 매년 총 70명의 학생을 단일계열로 선발하여 1년간 대학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 한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전공배정결과 92.6%의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한 학과에 배정되었고, 7.4%의 학생이 2지망 학과에 배정.

이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과의 경계 없이 1지망에서 10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자체 정원의

130%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결과임.

■ 학과 간, 벽이 없는 전공학과 변경 제도 운영

- 학과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학기~5학기 이내에 전과 가능

- 전과시기를 최소 3학기 이후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학과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본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전과할 경우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

-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체 신청인원의 98%의 전과가 승인되었으며, 전과기준 이수 후 2014-1학기에 재승인된

건을 포함하면 실제 승인률은 100%. 

사. 타 학과 교과목의 전공선택 지정을 통한 학습자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 학과별로 해당학과에 유용한 타 학과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해당학과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타 학과 교과목 또한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 학과별로 최소 7과목(생명)~타 학과 모든 전공과목(창의IT)까지 타 학과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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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업시기 졸업인원
부전공 복수전공 Total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
2월 226 8 3.5% 2 0.9% 10 4.4%

8월 97 7 7.2% 2 2.1% 9 9.3%

2013
2월 190 8 4.2% 3 1.6% 11 5.8%

8월 80 5 6.3% 4 5.0% 9 11.3%

Total 593 28 4.7% 11 1.9% 39 6.6%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가 35학점 이상인 경우: 전공필수 모두 이수

 35학점 미만인 경우: 전공필수를 모두이수하고 추가로 전공선택과목을 이수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전공학점과 복수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 허용

 학과별 부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전공학점과 부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이 허용되지 않음



가. 국내·외 학점교류 현황(정보공시 12-라. 외국대학과 교류현황, 4-바. 외국인학생 현황)

- 해외대학과의 학점교류는 24개 국가, 84개 대학과 이뤄지고 있음.

나. 판정기준 충족여부(4가지 점검사항 중 1개 이상 통과시 충족으로 판단)

 본교 국내외 학점교류현황은 4가지 점검사항 중 3가지 항목이 최소기본요건 기준값을 만족하므로 본 평가준거는

충족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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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준거명 판정기준
본교 실적 산출근거

(2013)
산식

2012 2013

학점교류
(국내 포함 시)

기준값
이상 충족

56명

(268명)

113명

(431명)

국외
파견인원 79명 +
유치인원 34명
=113명

파견인원+ 유치인원(명)

국내
파견인원 311명 +
유치인원 7명
=318명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 학생 비율

(국내 포함 시)

4.0%

(19.3%)

8.2%

(31.2%)
113명 / 1,382명

(파견인원+유치인원(명)) 

/ 학부정원내재학생수(명)

외국인 학생 수 17명 25명 - 외국인학생현황총계(명)

재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 1.2% 1.8% 25명 / 1,382명

외국인학생현황총계(명) 

/ 학부정원내재학생수(명)

구분
최소기본요건

기준값

본교실적 충족여부

2012 2013 2012 2013

국외 학점교류학생수

(국내 포함 시)
14명 이상

56명

(268명)

113명

(431명)
충족 충족

재학생 대비

국외 학점교류학생 비율

(국내 포함 시)

0.2% 이상
4.0%

(19.3%)

8.2%

(31.2%)
충족 충족

외국인 학생수 60명 이상 17명 25명 미충족 미충족

재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
1.0% 이상 1.2% 1.8% 충족 충족



가. 교육위원회 현황

■ 위원회 연혁

- POSTECH은 개교 때부터 교육과정과 관련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그 명칭은 ‘학사위원회’와 ‘교과과정

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로 변경되어 왔음.

■ 위원회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원장, 학생처장, 교육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그 외에

인문사회학부 및 각 학과 대표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함.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기능 → 교육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해 연구·심의 함

- 교육비전과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인증제 및 이학, 공학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주요사항

나. 교육정책위원회 운영 (2012.3월~2013.2월)

■ 위원회 목적

- 현재의 POSTECH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본교에 걸맞는 21세기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건학 이념(도전정신, 애국정신) 및 인재상(Global Leader)에 맞는 대학교육정책의 방향 및 방안 제시.

■ 위원회 구성

- 박성진(기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법인 부이사장, 교무처장, 교육개발센터장 및 학과별 추천 교수와

총학생회, 총동문회 회장 그리고 학사관리팀 직원으로 구성됨.

　■ 위원회 성과

- 대학구성원들과의 인터뷰 및 교육정책위원회 토론을 통해 21세기 대학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다. 위원회 운영 성과

■ 교육정책 기본 방향 마련

22

제 Ⅱ 장 - 교육 2.1 교육과정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주요사업 현황

구분 업무분야 주요 사업

대학 교육 연구

교육성과조사 연구

• 비판적 사고력 및 신입생 특성 조사

• 비판적 사고력 및 1년 후 경험 조사

• 비판적 사고력 및 졸업생 학부경험 조사

교육개선안 연구

• 능동적인 수업방법 개발

• 학습전략 및 학습법 연구

• Smart IT 활용 수업 연구

대학 교육 지원

교수 지원

• 강의 자가진단 Program (상시)

• 강의 Consulting (상시)

• 수업설계 컨설팅(상시)

• 교육모형다양화 지원

• 교수법 개선활동 지원 (매월, 상시)

• 신임교수 교육 Orientation (매년 1회)

•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사례 발굴(매년 1회)

대학원생 지원

• 대학원생 연구력 강화 Program (학기별)

• 예비교수 Workshop (매년 1회)

• 교육조교 훈련 Program (매년 1회)

학생 지원

• 학습 Consulting (상시)

• Student Mentoring Program (학기별)

• Learning EXPO (매년 1회)

• 학습윤리 캠페인 공모전 (매년 1회)

• 학습력향상 Program (학기별)

자료 발간

• 교육정보 확산을 위한 News Letter(POSTECH Edu.)

• 교수의 교수법 및 학생지도법 안내서

• 학생들의 학습법 및 대학원 조교업무 안내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u-Learning 지원

• Multimedia Contents 제작 지원 (상시)

• 지식나눔 학습 Community (상시)

• 지식나눔공모전 (매년 1회)

• 화상 강의실(Cyber lab) 지원 (상시)

IT활용수업 지원
• LMS기능향상 지원

• Mobile Smart 기기 활용 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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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POSTECH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교육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대학교육정책 연구사업

(research on education and learning outcome), △교수의 교수법 및 학생의 학습법 지원사업(teaching 

method & learning strategies),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지원 사업(Technology-Based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으로 구분됨.

또한, 교수들이 자신의 교수활동의 효과를 증대하고, 학생들이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가. 교수 지원사업

　■ 강의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 교수자신의 강의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학기 중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설문

item bank로 LMS 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system 구축.

- 매 학기초 활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청시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음.

■ 강의 컨설팅 운영

- 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교수자의 수업을 참관하고 강의촬영비디오를 통해 수업을 분석하여

강의 기술과 수업전략(teaching skills & instructional strategies)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2012년 5건, 2013년 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수업 설계 컨설팅

-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배정된 교과목을 설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수업방법 및 모형, 수업전략 등 교육학적인

도움을 제공함.

- 기존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설계하고자 할 때 최신 교수이론 및 모형,수업방법

등의 측면에서 도움 을 제공함.

■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사례 발굴 Workshop 개최

- 교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수자주도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사례를 발굴하고, Best Practice를 학내에 발표/공유를 통해 전파하고 있음.

- 우수 수업사례 실적 : 2012~13년간 총 8편의 우수교육 사례를 발굴.

- Workshop 개최 실적: 최근 2년간 5명의 연사에 의한 강연 및 사례 발표.

■ 교수법 개선활동 지원

- POSTECH의 교육문화 및 강의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매월 1회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2012년에 4회, 2013년에 6회로 최근 2년간 10회 모임을 개최.

　■ 교육모형 다양화 지원 (Flipped Learning 모형 개발 및 적용 확산)

- 지식정보화시대 도래에 부응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및 적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3학년도에는 Flipped Learning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

※ Flipped Learning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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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ped Learning 적용 절차

※ Flipped Learning 적용 실적

나. 대학원생 지원사업

　■ 대학원생 연구력 강화 Workshop

- 대학원학생들에게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논문 읽는 방법과 연구논문

이나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등 연구수행 지식과 기술에 대해 교육함.

- Workshop 개최실적: 매년 여름, 겨울방학에 개최, 2012년 72명, 2013년 310명이 workshop 에 참여.

■ 예비교수 Workshop

- 박사 및 통합과정 3년차 이상의 대학원생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와 훈련, 효과적인 교육방법 및

기법 등 전공지식 이외의 Soft Skill을 개발하고, 학생과 연구팀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음.

- Workshop 개최실적: 매년 6개 session 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42명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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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 과목명

창의IT융합공학과 서의수 경제학원론

인문사회학부 우정아 예술과 사회

컴퓨터공학과 박성우 프로그래밍언어

화학과 신승구 일반화학H

산업경영공학과 고영명 추계적 과정



다. 학부생 지원사업

　■ 학습진단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각종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 자신의 학습습관과 학습방법에 대해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체계적

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전략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Consult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Student Mentoring Program (SMP)

- 고학년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및 대학생활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Mentor 학생: 반복학습을 통한 기초실력 배양, teaching skill 습득, 가르침을 통한 전공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함.(1인당 월 25만원 장학금 지급)

- Mentee 학생: 기초실력 배양, 학습방법 습득, 학업흥미 증진, 자신감 획득, 전공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함.

■ Learning EXPO

- 학교 안팎에서 가진 교육경험을 학생 스스로 평가하여 자신의 역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습역량

을 향상시키고, 정보와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확산하는 기회로 삼는 프로그램.

- 교과목 활동, 프로젝트 수행,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생회 활동, 각종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배움이 컸던 내용을

기록하여 전시 및 발표함.

- 원고 제출자 중, 심사를 거쳐 5명만 발표에 참여.

- 참여 실적: 매년 1학기에 개최, 2012년 10명, 2013년 10명 참여 .

■ 학습윤리 캠페인 공모전

- 대학생활과 대학공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기품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학문을 탐구

하고 상아탑 진리를 깨우치는 대학생의 가치를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학습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고, 건전한 학습윤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스토리, 포스터, UCC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 참여실적: 2013년 첫 시행, 2013년 6명 참여.

■ 학습력 향상 Workshop

-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 계발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주어진 학업상황에서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Workshop 프로그램.

- 사고력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외부연사 특강, 학습관련 도구적 기술 개발을 위한 Workshop 등 기획/운영.

- 2012년 6회, 2013년 5회 시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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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업동기 자기주도적학습 학습 스타일 자아개념 TTCT 창의성 연도별 총계

2012 1 7 76 1 34 119

2013 - - 106 - - 106

구분
참여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4점 만점)

Mentor Mentee Mentor Mentee

2012-1학기 32 127 3.03 3.26

2012-2학기 50 157 3.06 3.44

2013-1학기 57 188 3.02 3.35

2013-2학기 73 185 3.19 3.51



라. 교수-학습 Contents 개발사업

■ POSTECH Edu.

- 포항공대의 교육, 학습활동 및 교육정보 확산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 실적: 매년 2회 발간

　■ 교수법 및 학생지도법 안내서

- 교수들의 교수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방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포함한 교수법 안내서와

학생지도법 안내서의 제작 및 배포.

　■ 학습안내서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대학원 조교 안내서

- 대학원중심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서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학부생을 지도하는 조교가 알아야 할 기본지식

과 바람직한 태도 등에 관해 안내.

마. U-Learning 지원사업

■ Online Learning Contents 개발 및 지원

-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online learning content 개발 및 교육지원.

- 기초필수과목 및 Remedial Course 동영상 제작

- 강의동영상 서비스 후 학생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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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담당교수 평균 조회수(차시별)

2012
미적분학 입문 유상범 외 2명 -

응용선형대수 김민형(수학과) 약 290회

2013
일반화학(H) 이영민(화학과) 약 215회

일반생명과학(H) 김상욱(생명공학과) 약 242회



■ U-learning project : 지식나눔공모전 운영

- POSTECH  U-Learning Project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POSTECH 학습경험 및 POSTECH 

대학생활 문화에 관한 동영상과 실험 동영상, 문제풀이 등 학습contents 제작.

■ NTD (Networked Tiled Display) 기반 cyber lab 운영

-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간 실시간으로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system을 구축, 교육 (화상강의)및 첨단연구, 화상

실험 교류를 실시간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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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분류 이름 학과 컨텐츠명

대상 정든솔 컴퓨터공학과 전자계산입문수업자료

금상 김승수 외 3명 화학과 토픽으로 이해하는 일반화학

은상 김병준 외 2명 전자전기공학과 학부생들의 학습동기부를 위한 진로 안내서

은상 김창회 외 2명 전자전기공학과
지식나눔 app & Q&A 어플을 통한

바로 묻고 바로 풀기

동상 이정호외 2명 전자전기공학과 포항공과대학교시간 관리

참가상 이원석 컴퓨터공학과 학교 내 시설에 대한 정보 검색 app

참가상 류태천 외 2명 화학과 포스테키안 여행의 정석

참가상 서동환 외 2명 기계공학과 1학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13

분류 이름 학과 컨텐츠명

대상 김한성 외 1명 산업경영공학과 기필과목 영-한단어사전 어플리케이션

금상 이수빈 외 1명 화학과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Mastering Basics"

금상 이길운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전공에 풍덩(신소재공학 소개)

은상 김준 생명과학과 일반생명과학을 더 쉽게외우기

동상 김성제 생명과학과 모바일기기의 학습보조도구로서의 활용법

장려상 하재효 화학과 효율적인 수강계획 프로그램

장려상 최창민 화학공학과 기초실험(일반화학, 물리) 해설 및 주의점교본

참가상 정석준 생명과학과 일반생명,일반화학 용어의 과학



가. 성적관리지침

■ 성적평가
- 각 교과목 별로 시험성적, 과제물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대부분의 교과목은 Letter Grade로 평가하며, 세미나/논문연구 등 정확한 등급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S/U로 평가함.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는 원성적은 성적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으며, 재수강 후 성적 취득상한은 B+

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취득한 성적의 삭제 및 이중 성적표는 불허하고 있음. 
-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¾이상 출석하여야 성적 인정

■ 성적제출 및 정정
-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성적채점표 및 출석부를 비롯한 성적 증빙 자료를 교내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성적제출기간 마감 후 성적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성적 제출 마감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적부여기준
- 입학생들이 모두 국내 상위1% 최고수준의 영재인 만큼, 모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철학 하에

성적부여에 학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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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적평가결과 분석

■ A학점 취득현황

.

　■ 성적분포
- 교양과목의 A학점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성적평가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공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은 5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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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성적관리

교과목 구분
2012 2013

A학점(명) 총 인원(명) A학점 비율(%) A학점(명) 총 인원(명) A학점 비율(%)

교양 1,961 3,590 54.6% 3,277 3,221 47.3%

전공 1,872 4,675 40.0% 6,432 6,250 49.8%

기타 3,026 6,069 49.9% 4,988 4,859 42.1%

합계 6,859 14,334 47.9% 14,697 14,330 46.6%

교양 A학점 비율 전공 A학점 비율



가. 강의평가결과 현황(2012-2013)

* 교수평균 : 5점 만점 기준
- 강의평가 제외 : 논문연구, 세미나 및 5명 미만 수강과목, 미응답 과목, 학과별 제외요청 과목

나. 강의평가 설문 구성

- 공통설문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실습 과목인 경우 4문항 추가, 영어강의일 경우 2문항 추가
* 설문내용별 영역 : 5개 영역(수업조직및계획/ 수업진행/ 동기부여및교수-학생관계/ 시험,과제/ 학습결과및학생만족도)

- 주관식 : 과목에 대한 의견 수렴
- 영어강의관련문항 2개: 강의평가점수 반영하지 않음

다. 강의평가 문항의 적절성

- 본교 강의평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교수에게 Feedback하여 다음학기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임교수는 학과 교수의 교육평가 및 승진/재임용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강의평가제도 및 문항 개선시 △ 총학생회의 의견 검토 (학생설문조사 등) △교육개발센터의 전문가 검토, 
△각 학과 의견 수렴, △각종 위원회 의견 수렴 및 안건상정/승인 등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제도 및 설문문항 정립에 힘쓰고 있음.

라. 대학운영상 강의평가결과 활용방법

■ 강의평가결과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 2000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교원연봉제에 의거 매년 연봉책정을 위해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 중 개인 업적평가는 최근 3년간의 교수 개인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으로는 봉사, 연구수행, 

강의 및 강의평가결과, 국제화 및 대학위상제고 실적 등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 방법 및 가중치는 학과마다 다르나, 총 17개 학과에서 교육업적 평가 시 강의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학과별로 강의평가 내용 중 정성적 평가내용을 업적평가에 고려하거나 , 강의평가 결과가 대학 상위 10%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업적 평가에 활용.

■ 학과별 강의평가결과 활용 사례
- 화학과: 매년 1회 우수강의상 선정에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상패 및 상금 500,000원 수여, 선정인원 1~2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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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업평가

본교는 1997년 이래 매 학기 전체 개설과목(학부/대학원)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시행초기 개인별 조회에서 ‘06년 교수전체공개 → ’07년 학생전체공개로 확대하였음.

특히 ‘09년 강의진단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수동적 강의평가가 아닌 피평가자 주도적인 자기수업진단 및 교수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평가과목수 수강인원(명) 응답인원(명) 응답률 (%) *교수평균(점)

2012
1학기 479 10,505 8,806 83.83 4.38

2학기 464 9,365 8,397 89.66 4.40

2013
1학기 504 10,454 9,341 89.35 4.42

2학기 504 9,256 8,757 94.61 4.45



가.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만족도 조사

- 학부 신입생 설문조사: 학부 1년간의 경험 및 변화, 물리적 환경 및 교육만족도 등에 대해 매년 조사.

- 학부 졸업생 설문조사: 학부교육을 통한 물리적 환경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학부교육 경험, 

학습성과, 미래계획 등에 대해 매년 조사(2013~ )

나. 조사결과 분석

■ 신입생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졸업생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졸업생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31

제 Ⅱ 장 - 교육 2.4 교육성과

2.4.2 교육만족도

POSTECH은 학부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학생들의 참여경험 및 대학교육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구체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해당년도 신입생 전체) 만족도 지수(5점 만점)

2012 2012. 11. 28 ~ 12. 20 301명 중 199명 (회수율 66.1%) 3.62

2013 2013. 11. 25 ~ 12. 13 307명 중 262명 (회수율 85.3%) 3.68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학부 졸업생 전체) 만족도 지수(5점 만점)

2013. 2 2013. 12. 05 ~ 2014. 01. 15 190명 중 182명 (회수율 95.8%) 3.82

2013. 8 2013. 06. 05. ~2014. 07. 12 79명 중 75명 참여 (회수율 94.9%) 3.75

교육만족도 영역 만족도 지수(5점 만점)

수업만족도

전공분야 수업의 질 3.80

기초필수분야 수업의 질 3.66

교양분야 수업의 질 3.68

교수만족도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의 3.52

강의시간 이외에 면담 기회 3.29

학생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 3.41

학생생활만족도

동료/선배 학생들과의 교류 3.85

동아리 활동 등 여가활동 3.49

학생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 3.08

학교이미지만족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 4.07

대학의 발전 가능성 3.87

진로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 3.41



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반영 실적

- POSTECH 학부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결과 보고서를 대학구성원

전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 교육개발센터에서는 매번 진행하고 있는 학부교육경험 및 성과 분석 결과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행정에 있어서 교육정책개발을 위한 제언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음.

-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성과 조사는 비판적 사고력 조사, 신입생 설문조사, 첫 1년 경험조사 등을

종단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로 축적하고 있으며, 2013년 4학년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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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임교원 임용절차

나.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제 Ⅲ 장 - 대학구성원 3.1 교수

3.1.2 교원임용의 절차와 방법

POSTECH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수준의 교수를 확보·유지하는 것임. 

POSTECH이 이런 짧은 기간에 국내 정상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개교 당시부터 우수한 젊은 학자들과 중진급 교수들을 전략적으로 초빙해왔기 때문이며, 특히 교수 임용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과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학과별 심사과정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또한 2014학년도 2학기부터는 임용대상 교원의 인품, 

윤리의식 및 성격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학과인사위원회 회의록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연구 역량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임.

구분 주요 내용

채용계획 수립 및 확정 채용분야 및 인원 : 학과/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근거

교수 초빙 공고 공고방법 : 일간지, 대학홈페이지, 전문학술지 등

지원서류 접수 외부추천서 최소 3부 이상 포함

1차 평가(서류 전형) 모집분야와 전공일치 여부, 학문적 우수성 평가

2차 평가(공개강의 및 면접) 세미나 또는 공개강의, 면담 등을 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인사발령 및 임명 보고

구분 인원 위원장 임기 비고

학과인사위원회 5~7명 주임교수 2년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 위원임명: 주임교수

교원인사위원회 9명 교무처장 1년
- 총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임명: 총장



가. 교원업적평가

- POSTECH은 개교초기부터 교수업적평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이러한 업적평가결과를

승진, 정년보장 및 연봉책정 등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 교원업적평가를 통해 대학은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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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구분 주요 평가 요소

교육

부문

■ 자기 주도적 학습체계 강화

■ POSTECH의 비전에 맞는 21세기 교육과정

- 새로운 강의교재, 교육매체, 교수법 개발

- 교육모델의 다양화 (Flipped-learning, MOOC 등), Multidisciplinary Course 개발 등

■ 열린 교육 강화 노력

■ 신임교수 강의평가 컨설팅, 영어강의비율, 외국인학생 유치 실적

■ 학생지도 (outside classroom activities, mentoring, advising, coaching) 실적

■우수 졸업생 배출 실적 등

연구

부문

■ Truly collaborative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 How well our students are being trained as independent scholars

■ 주요 연구 실적, 산업체에 크게 기여한 연구실적 또는 대표 업적

■ 교수들의 주요 기조 초청 강연 실적

■ 주요 세미나 개최실적 등

봉사

부문

■ Professional services and leadership

■ 저명 인사 초청 및 활용실적

■ 대외 주요활동 및 발전기금 유치 노력 및 활동

■ How much aligned to POSTECH's new academia-industry relationship

■ 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타 주요 봉사활동 (무보수 활동 중심)

■ 학생의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확대 노력 등

기타

부문

■ 평가기간 동안 새롭게 추진한 사업

■ 학과의 수월성을 demonstrate 할 수 있는 특이사항

■ 교원의 다양성, 학과의 well thought-out strategic plan, 학과의 교원업적평가기준 등



나. 교원정년보장제도

-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 하버드식 테뉴어 심사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2010년 3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2010년 개정된 제도는 교수 승진과 정년보장을 분리하고, 세계 Top 대학 해당분야 교수들과의 비교평가(Peer 

Review)를 통해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심사하게 되며, 조교수와 부교수는 부임 후 7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의무화함과 더불어 재임용 심사기준도 강화하였음.

-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업적평가결과 반영: 교원연봉제

- 대학은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책정을 통하여 교수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공서열적 성격의 호봉제

를 폐지하고 2000년 3월부터 교원연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13년부터는 기존에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으로 구분 책정하던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분하지 않는 통합 “연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연봉제 개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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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정년보장 심사기준

■ 교수승진과 정년보장 심사 분리
- 해당연구분야에서의 전문성
- 세계 20위권 대학 교수 수준으로 발전가능성

* 5건 이상의 외부평가,  세계 Top 대학교수들과 Peer Review (비교평가)

정년보장 심사절차
■ 학과정년보장심사위원회 심의 → 학과정년보장교원의 찬반투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필요시 정년보장특별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 제청 → 이사회 승인

정년보장 심사시기 ■ 부임 후 7년 이내 심사의무화 (임용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의무 1회 限)

정년보장 임용시기 ■ 년 2회 (매년 3월1일 / 9월1일 부)

재임용 심사기준 ■ 교수: 교수승진 심사기준 / 부교수: 정년보장 심사기준 / 조교수: 부교수승진 심사기준

직위별 최고 근무연한

■ 교수: 제한없음
■ 부교수: 신규임용 7년, 승진임용 4년
■ 조교수: 5년
■ 전임강사: 4년

* 연한 내에 승진 또는 정년보장탈락 교원은 재임용 불가

구분 주요 내용

개별교수 업적평가 ■ 주임교수가 100% 평가 (기존 총장의 개별교수 업적평가는 폐지)

총장의 학과평가

■ 학과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평가
- 서면 보고서는 학과의 수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식

으로 작성
- 평가요소는 교육, 연구, 봉사, 기타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육부문의 비중이 강화

되도록 운영
- 평가항목별 배점 계량화 및 평가결과 학과별 등급 구분을 하지 않음

연봉 책정 방법
■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구분 없이 ‘연봉’으로 통합하여 운영
■ 총장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로 인상재원 배분 후 주임교수 재량으로

평가 및 차등 인상



가. 신임교원 초기정착비 지원

■ POSTECH은 신규 부임한 전임교원이 조기에 연구실을 구축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자재 및 연구비

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신규부임교원 1인당 평균 기자재 및 연구비 지원 현황

나. 해외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 대학은 미국 하버드식 테뉴어 심사방식의 정년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교원인사규정 및 정년보장 운영세칙을

2010년 3월 1일부로 개정하면서 조교수 대상의 지원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음.

■ 조교수의 국제적 인지도 및 인적 Network 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은 조교수 1인당 년간 6백만원 내외의

해외학회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2013학년도 지원인원 및 금액

다. 교원 연구년제도 운영

■ 본교는 전임교원이 전문성을 증진 및 변화하는 학문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년 제도를 19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연구년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지만, 교원이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 저술 등 연구년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내에서의 활동도 인정할 수 있도록 연구년제 운영세칙을 2004년

개정하기도 하였음.

■ 최근 7년간 연구년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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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구분 2011 2012 2013

교원 1인당 평균 기자재 및 연구지 지원액 3.3억원 1.7억원 2.4억원

대학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기정착비 지원, 해외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연구년제 실시, 

신임교원워크숍 개최 및 다양한 교수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20명 101,340천원 1인당 평균 5,067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연구년 실시 인원(명) 21 24 27 21 13 26 22 154



가. 채용제도

- 종전 계약직 근무 2년 후 정규직 전환 제도를 일반직원은 6개월, 전문직은 1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입직원 채용 프로세스 강화로 역량이 높은 직원을 채용하고, 선발된 신입직원 중 업무성과가 낮거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을 탈락시켜 정규직 전환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도모하고, 총장. 실무 면접 등 채용 및

신분전환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음.

- 행정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외협력처장 공개 채용, 경력직 및 전문직 채용, 외국인 등 다양한 외부

인력을 채용함. 

나. 평가제도

- 종전 우수 성과자에 대한 보상(승진, 업적급 지급) 목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피드백 및 코칭 통한 직무 역량 강화와

업무 실행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제도를 개선함.

- 기존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s)와 역량평가를 통합하고, 직책보임자에 대한 3차 평가권을 신설하였

으며, 2014년도부터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 년 2회(7월: 중간면담, 익년 1월: 종합평가) 평가를 실시하며, 

다면평가제도(팀원: 동료평가, 팀장/처장/부총장: 상향평가)를 도입 하였음.

다. 승진제도

- 종전 승진 정책을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고근속자(연공서열) 및 직무 역량 우수자를 고려하여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Excellence(수월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직원 승진제도는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승진 전형 요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전형은 최소 자격 요건(최소 직급 근속년수, 2년간 평가결과 평균 B 이상)

통과자 중 △근속년수, 평가 결과, TOEIC, 논술, 교육 이수실적 등 기본자격 평가와 △경영층이 평가하는 경영

평가(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위원 면접, 총장 면접 도입) 결과를 종합 점수화하여 승진인사를 운영하고 있음.

라. 보상제도

- 성과주의 인사 실현을 위해 2000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업적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개인별 연봉 총액의 15%를 업적급 비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적급 재원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과 A등급은 추가로 50%, 25%를 지급하고, C등급과 D등급은 -25%, -50%를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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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POSTECH은 2000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World-leading University 수준의 직원역량 확보를

위한 각종 직원 인사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 직원 전문성 개발

■ 핵심가치의 내재화 교육

- 2012년에 ‘핵심가치 교육’의 중점이 구성원들이 ‘Culture of Excellence’ 문화를 공유하고 사전적 의미를 이해

하는데 있었다면, 2013년에는 핵심가치의 내재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짐. 이에 따라 Integrity(윤리) 핵심가치를

주제로 부서단위별 COI(Conflict of Interest)토론이 활성화 되었고, 윤리경영팀의 활동으로 윤리 가치가 제도

화 됨.

- Collaboration(협업) 핵심가치를 주제로 사전 독서교육과 본 집합교육(하계연수)이 Blended 진행되어 독서, 

토론, activity 등을 통해 협업가치의 내재화 교육이 이루어 짐. 

■ 혁신교육 도입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자 QSS 5S(기본교육) 및 과제수행 교육이 최초로 도입되어

QSS 활동을 통한 실험실 안전사고예방과 행정업무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옴.

■ 리더십 역량 강화

-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POSCO인재창조원 토요학습에 전체 팀장급 직원 참석 신입직원 입문교육 강화 및

멘토링 교육 도입으로 고역량 신입직원들의 조기 전력화와 대학문화에의 적응 및 포항 현지생활의 정착을 도움.

■ 직무 역량 강화

-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전문화 위탁교육 △내부 직무교육 △초보 행정인을 위한 행정실무

기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율적으로 학습조직을 형성하여 워크샵 및 스터디 그룹 등 실무자

중심의 교내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스터디그룹 운영으로 인한 1인당 연간 교육이수시간 증대) 

　

※ 최근 3년간 직원의 교내·외 연수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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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직원의 전문성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역량중심의 교육체계 수립을 통하여 요구역량별, 단계별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원과 교육 Needs를 충족하고 있음.

또한,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 정밀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연수원 운영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분
국내 프로그램 참가실적 해외 프로그램 참가실적 1인당 연간

교육이수시간교내(명) 교외(명) 교내(명) 교외(명)

2011 2,891 148 5 15 192시간

2012 2,616 124 - 6 193시간

2013 3,117 447 5 20 851시간



나. 직원 후생복지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직원(2009. 1. 1 이전 입사자)에게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2,000만원, 임차 시 700만원을 최고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음

■ 자녀장학금 지급

- 교직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의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2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

■ 교직원 정밀건강진단 경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 교직원과 만 40세 이상 교직원 배우자에게 매년 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정밀건강진단 경비를 지원하여

교직원 및 배우자를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연구와 행정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직원의 각종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연수원 운영

-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과 MT, 교육·연구 관련 각종 학술 및 세미나 개최, 교직원 가족의 휴가 등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평해연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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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OSTECH 입학사정관제 특징

- 신입생 전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 평가과정에서 점수화를 배제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한 정성평가 수행

- POSTECH의 건학 이념을 반영한 인재상 및 평가기준 정립, 반영

- 반복 학습의 지양 및 지적인 도전정신, 창의적인 학업 자세 추구

- 학생의 인성 및 잠재 역량을 평가요소에 적극 반영, 입학 후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

나. 입학전형 프로세스

■ 1단계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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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본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 성적 등 점수에 의한 서열화를 하지 않고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POSTECH 인재상: 수학/과학에 대한 재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장차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꿈과 열정, 그리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종 증빙자료

입학사정관 평가
입학위원회

[1단계 합격자 결정]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구분 주요내용

평가항목

■ 지원자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 학문에 대한 열정, 학업태도, 대학 공동체 기여 의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도전정신, 인성 등

평가방법

■ 다수, 다단계 평가 실시

1) 전임사정관 2인 1조로 구성, 학과별 Blind 평가 실시

2) 전임사정관 간 평가결과 차이 많이 날 경우 제3의 사정관이 조정평가 실시

3) 전임사정관 평가 내용을 참고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해당학과 교수 및

입학위원(내부위촉사정관)이 지원자 평가

■ 평가 결과는 입학위원회의 최종 자료로 활용, 입학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전형 진행 과정 Review, 공정성을 검증



■ 2단계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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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평가항목

■ 수학/과학 구술면접 및 전공적합성 면접, 잠재력평가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1단계 합격자 전원은 잠재력 평가 면접 및 전공적합성 면접 실시

■ 서류평가 우수자는 입학위원회 심의 후 수학/과학면접 면제

면접전형

평가방법

■ 모든 면접의 면접위원은 2인 1조로 구성

■ 수학/과학 구술면접을 통해 POSTECH에서 수학할 수 있는 최소 학업능력 검증

■ 잠재력평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잠재력 서류평가 내용 검증

■ 전공적합성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 관련 탐구 역량 확인

■ 면접시간

- 수학/과학 구술면접: 15분 준비, 15분 면접

- 잠재력평가면접: 15분 면접

- 전공적합성 면접: 15분 준비, 15분 면접

잠재력평가 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전공적합성 면접

입학위원회
[최종합격자결정]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최종합격자승인]



가. 상담센터 조직도

나. 상담센터 주요 운영사업

■ 심리상담실: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 개인상담 영역: 성격 및 정서(우울, 긴장, 불안, 자기이해), 대인관계(교우관계, 선후배관계, 의사소통), 

학업관련(학습능력, 공부습관), 진로관련(적성, 학과선택, 진로선택) 

- 심리검사: 정서 및 적응검사(MMPI), 성격검사(MBTI, 표준화성격진단검사), 진로검사(Holland적성탐색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및 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 U&I 학습유형검사)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자기성장, 미술치료, 스트레스관리 등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상담

- 위기상담: 정서적인 고통이 크거나 자살사고 및 자살의도를 가진 학생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활동,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 위기상담 전화운영: 054-279-9191, 1588-9191

■ 학사경고자 지원상담

- 매 학기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개인상담(2회 의무)을 통해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성희롱성폭력상담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지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접수 및 처리 등

■ 조사 및 연구활동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등

다. 연도별 개인상담실적 : 연평균 406명(1853회) 가량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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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POSTECH은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진로 탐색 및 추천채용 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상담센터장

상담실장 1인

(상담교수)
상담교수1인 전임상담원 2인

(홈페이지 : http://counsel.postech.ac.kr/)

구분 2011 2012 2013 연평균

총 상담횟수 2,052회 2,082회 1,425회 1,853회

이용인원 534명 422명 261명 약 406명



 본교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은 1.96㎡로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본요건인 1.2㎡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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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강의실 확보율

구분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일반 강의실 16 1,750

3,263

멀티미디어 강의실 56 4,645

합계 72 6,395 3,263 1.96



가. 2013년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학부생+대학원생) 

* 통계기준일 : 2013년 4월 기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수

 본교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2.01㎡로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최소기본요건인 2.5㎡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본교의 경우 실험실습실은 학부생의 실험 및 실기과목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경우 소속 LAB의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생 1인당 실험실습실 확보현황을 별도로 산출하였음.

나. 2013년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 (학부생만 산정) 

* 통계기준일 : 2013년 4월 기준, 학부 재학생수

 학부생 기준으로 본교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을 산출한 결과 4.13㎡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최소기본요건인 2.5㎡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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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계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인문사회 - - - -

자연과학 30 2,179 782 2.79

공학 57 3,080 2,481 1.24

의학 - - - -

예체능 - - - -

합계 87 5,258 3,263

평균 평균산출식 = (2.79+1.24)/2 2.01

계열 실수 면적(㎡) (A) 재학생수 (B) 재학생 1인당 면적(㎡) (A/B)

인문사회 - - - -

자연과학 30 2,179 425 5.13

공학 57 3,080 985 3.13

의학 - - - -

예체능 - - - -

합계 87 5,258 1,410

평균 평균산출식 = (5.13+3.13)/2 4.13



다. 실습 중심의 학부실험실습실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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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환경의 실험실습실토론환경의 실험실습실시연강의실 (Demo Lecture Hall)시연강의실 (Demo Lecture Hall)

- 이론위주의 판서강의가 아닌 실험 시연강의

- 계단경사도 24도 확보, 실내 실험대, 2단 칠판

- 최첨단 영상, 음향 및 제어설비 구축

- 20명 규모의 소수정예 실험교육환경

- 토론을 통한 자기주도적 실험실습 유도

화학 실험실습실화학 실험실습실

- QSS 사업과 연계한 실험실 리모델링(‘13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학부생 전용 실험실습실 제공

생명 실험실습실생명 실험실습실

- QSS 사업과 연계한 실험실 리모델링(‘12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학부생 전용 실험실습실 제공



가.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정도(학부+대학원)

※ POSTECH의 경우,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해 인문학, 사회과학, 어학, 예체능, 기본교양 등의 강좌를 제공.

나.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산출

※ POSTECH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없는 관계로 자연과학계열의 연간등록금 평균만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전체학과의 등록금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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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정도

계열
금액(천원) 재학생수(명) 재학생 1인당

구입비(천원)
(A/B)2011 2012 2013 계(A) 2011 2012 2013 계(B)

공통 780,091 4,198,264 922,148 5,900,503 0 0 0 0 -

자연과학 6,115,473 4,513,778 4,810,818 15,440,069 1,142 1,147 1,141 3,430 4,501

공학 12,263,587 15,563,373 16,407,200 44,234,160 2,029 2,137 2,121 6,287 7,036

합계 19,159,151 24,275,415 22,140,166 65,574,732 3,171 3,284 3,262 9,717 6,748

인문사회 19,085 0 2,970 22,055 0 0 0 0 -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 X 0.15
인문사회계열(A) 자연과학계열(B)

- 5,580천원 5,580천원 837천원



가. 본교 장애학생 현황(2012~2013)

나. 관련 규정 현황

- 학칙 제70조 1항: 장애학생 법적기구(특별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학생생활위원회가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시설 현황

- 학부에 재학 중인 1급 지체/뇌병변장애 학생에 대한 기숙사 편의시설 완비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법적요건에 충족하는 기숙사 시설 제공) 

 기숙사 1실(6.5평) : 전동침대, 장애시설용 욕실, 청각장애용 비상램프, 시각장애용 비상벨 등

라. 201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수행 및 보고서 제작

- 주요 내용:  선발 /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영역 158페이지 분량

- 제출기관: 국립특수교육원 (용역기관: 전남대학교 이태수 교수)

- 제출일: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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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장애학생 지원

본교는 소수자인 장애학생들의 경우도 동등한 교육기회 및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불편함이 없이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면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일정 수

준 이상 되도록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와 연구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수용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구분 1급 5급 6급 총계

학부 지체장애 2명 - - 2명

대학원 - - 시각장애 1명 1명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기숙사 편의시설>



가. 내부 감사제도

■ POSTECH은 감사규정을 마련하여 내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내부 감사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① 2012년 7월,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인 옴부즈만을 도입하여 상시 운영

※ 옴부즈만 운영: 구성원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 기존 고충처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상의 부조리 개선 목적

② 2012년 11월, 감사전담 부서인 윤리경영팀을 신설

③ 2013년 12월,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경력직 1명 채용

나. 외부 감사제도

■ 외부 감사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① 사립학교법상 명시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나, 대학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의 회계감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음.

② 2012년 12월, 대학법인 주관으로 대학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포스코 정도경영실)의 지원을 받아, 종합감사를 실시 하였음

※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 실시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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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감사제도

구분 일반감사 특별감사
연구비 감사

일상감사 종료감사

수행부서
윤리경영팀

(팀 신설시 전담인력 3명)
연구관리부서 및
자금집행부서

연구기획팀

시기 년 1회 총장 특별지시 상시 과제 종료 후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POSTECH을 향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윤리의식 함양과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내부 감사 1 5 3

외부 감사 - - - 교과부, 감사원, 미래부등



가. 2012년 감사결과 활용

■ 대학 내 법규준수 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시 모니터링(소액구매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 기여함. 

■ 구매전반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매혁신TFT 가 ’12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업무 개선이 이루어졌음.

■ 출장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비 지급 기준을 사전 정액지급에서 사후 실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나. 2013년 감사결과 활용

■ 부서운영비 집행기준을 보완하여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 대학의 주요계약 부분의 기준을 재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윤리적 구매문화 정착에

기여함.

■ 기존 산학협력단 회계에 국한되어 있던 클린카드 제도를 교비회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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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감사결과 활용

감사결과에 의거 도출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감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에도 일익을 도모하고 있음. 감사결과를 자체적으로 대학운영에

반영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가. POSTECH의 사회봉사 기본방침

■ POSTECH은 개교초기부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며 봉사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특히 포항

지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개교한 POSTECH에 대해 지역사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으며, 대학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많은 교수들이 학회는 물론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수립 및

자문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실험과 이벤트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

의 학업에 대한 흥미유발 및 학습의욕 고취,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정부 등 사회로부터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POSTECH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21세기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분야를 짊어질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음.

※ ‘POSTECH 봉사단’ 창단

- 2006년 4월 10일 대학의 비전 선포식과 함께 POSTECH 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였으며, 대학 전 구성원의

‘1인 1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 복지시설 지원 활동,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지원활동, 농어촌 봉사활동

등을 비롯하여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음.

나. 주요 사회봉사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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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사회봉사 정책



가. 대학내 교육 인프라(인력,장비)를 이용한 봉사프로그램 운영

■ 교수, 연구원, 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재미있는 물리실험팀”을 결성하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실험교실 운영

　■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에 방문실험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포항지역 중등과학교사와 연합하여 주기적으로 과학실험교실 운영하여 지역과학대중화

나. 주요 사회봉사활동 현황(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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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사회봉사 활동 지원

구분 주요내용

2012. 3 교육기부박람회(일산 KINTEX) 참가

2012. 5 한동대학교 국제학교 학생 대상 교육

2012. 7 경주 산내면 산내중학교 학생 대상 교육

2013. 7 2013 대한민국 행복 교육기부박람회(일산 KINTEX) 참가



나.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헌혈행사 매년 운영

■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하여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매년 실시

다. 대학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지역민 돕기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동아리별 개별 활동 지원 및 학생 봉사프로그램 운영　

■ 직원 봉사단체(‘하마’/’아바타’)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방문 및 인근지역 방문봉사 진행

라. 교원의 활동유형별 봉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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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계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위원회 380 301 289 970

정부관련 위원회 160 157 119 436

국제기구/기관활동 84 83 88 255

국가고시활동 1 1 - 2

합계 625 542 496 1,663



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신입생 전체와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갈릴리마을 외 14개 기관)을 진행하며, 학기 중 소록도 봉사활동 등 필요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음.

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RC(Residential College, 기숙대학)란,

- 교수(Master)와 3,4학년 선배(Residential Advisor)의 지도로 학부 1,2학년의 대학생활 조기적응과 면학열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겸 주거공간임.

■ 포항무지개지역아동센터, 포항빛살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식봉사활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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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계

실시 횟수 24회 23회 47회

<경북매일신문 보도자료, 2013년 2월>

구분 2012 2013 계

실시 횟수 24회 23회 47회

<지역아동센터 체험교육> <지역아동센터 교과교육>



사.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한국장학재단과 공동 진행)

■ 2011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과교육과

진로상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학기 중 주말에 실시되는 교과교육지도(연 20회)와 방학 기간 3박 4일간 실시되는 과학캠프

(연 2회)으로 구성됨.

아.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 우리미래나눔(We Share The Future) 프로젝트란,

- 우리은행의 후원을 통해 2012년 동기 방학부터 시행됨.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과 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과학페스티벌, 미술, 체육, 음악과 같은

예체능 교육 등의 교육 봉사 및 울타리 건설, 농구장 건설, 우수저장장치 건설 등 현지 기관이 요청하는 노력봉사

와 적정기술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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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1 2013. 7

파견인원 29회 17회

파견기관 에티오피아베라스쿨및데베소초등학교 에티오피아 아둘라라 꼬체학교

<지역아동센터 체험교육> <지역아동센터 교과교육>

구분 2012 2013

실시 횟수 일일 교육(20회) / 캠프(2회) 일일교육(20회) / 캠프(2회)

참여자 85명 (재학생: 25명 / 청소년: 60명) 106명 (재학생: 26명 / 청소년: 80명)

<2013. 1 교육봉사> <2013. 1 노력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