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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체평가보고서

( 2022. 11. )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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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 부서명 : 경영대학원

[ 평가결과 총괄표 ]

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구분 단위 가중치 실적치 평가결과

1. 

경영

1.1 경영목표 1.1.1 당해연도 실천계획 및 전략 정성 10

1.2 학생 및 평가

1.2.1 모집정원 충원율 정량-구간별점수 % 5 5

1.2.2 학생만족도
정량-구간별 

점수
5 4

1.3 재정 공헌도
1.3.1 간접비 부담 실적 정량-함수적용

금액

(천원)
15

1.3.2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 정량-구간별점수 % 10 2

1.4 대학발전 

기여도
1.4.1 교내 타 부서 발전에 기여한 실적

정량-구간별 

점수
5 4

1.5 대외이미지 

기여도
1.5.1 대학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실적 정성 5 

소    계 55

2. 

재무

2.1 성장성 2.1.1 운영수입 증가율 정량-함수적용 % 10

2.2 효율성

2.2.1 운영비율 정량-함수적용 % 10 

2.2.2 예산편성 정확도
정량-구간별 

점수
5 3

2.3 운영수지 

관리의 

적절성

2.3.1 당해연도 운영수익금 정량-함수적용 
금액

(천원)
10 

2.3.2 운영수익금 증가율 정량-함수적용 %p 10 

소    계 4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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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55점)

1.1 경영목표

1.1.1 당해연도 실천계획 및 전략(10점, 정성평가)

❍ 평가기준
- 기 제출한 2021학년도 실천계획 및 전략에 근거하여 2021학년도 실적을 평가

❍ 평가 방법

- 2020학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2021학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

중점과제
2021학년도 실천계획 및

전략
2020학년도 실적 2021학년도 실적 가중치

대학원

경영목표

발전방향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
면 학사운영 강화

·온라인과목의 중간/기말고사 안
정된 비대면 시스템 마련
·입학식/학위수여식 행사 온라인
진행 등
- 정원외 학생 충원 제고

-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온

라인 과목의 온라인 시험 진행을

위한 신속한 시스템 마련

- 입학식 및 입시설명회 온라인 진

행

-신입생 충원률 95%

-전년대비 운영경비:-414,054천원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과

목의 중간/기말고사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입학식/학위수여식 행사 온/오프라인

병행진행

- 2021학년도 정원외 학생 2020학년도

대비 14명 증가

-신입생 충원률 100%

-전년대비운영수입: +388,555천원

2

학사운영

및 관리

- 온라인과목 콘텐츠 7개 이상
신규 제작
- 방역을 위한 자체노력 제고
·오프라인 수업시 방역전담인력(2
명이상) 상시 배치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자에게
표시증 배부하여 방역지침 준
수여부 식별 확인 가능

- 전년대비 재학생 50명 증가
- 학기별 2회 수업평가 실시

- 5개 온라인과목 콘텐츠 신규 제
작

- 방역을 위한 자체노력 제고
·오프라인 수업시 방역전담인력(2명
이상) 상시 배치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자에게
표시증 배부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 식별 확인 가능

- 재학생수(2020.10.1.) : 503명

- 온라인과목 콘텐츠 7개 이상 신
규 제작
- 방역을 위한 자체노력 제고
·오프라인 수업시 방역전담인력(2명
이상) 상시 배치함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자에게
표시증 배부하여 방역지침 준수여
부 식별 확인 가능
- 재학생수(2021.10.1.) : 550명

- 전년대비 재학생 47명 증가
- 학기별 2회 수업평가 실시

3.5

교육여건

- 전임교원 강의 비율 : 65% 이상

-장학금 연간 12억원 이상
- 사회적 약자, 탈북민/북향민, 중
소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장학
금 지급 연 2.5억 이상

-전임교원강의비율:66%

- 장학금 총액:12.6억

- 사회적 약자 장학금:2.49억

- 전임교원 강의 비율 : 67.9%

- 장학금 총액: 13.9억

- 사회적 약자, 탈북민/북향민 장
학,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연 2.75억

2

연구역량 -전임교원 연구비 : 1.2억 이상
- 전임교원 연구비: 1.03억
-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0.3억

- 전임교원 연구비: 2.19억(본예산
기준)
-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0.1억(본예
산기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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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의견
1. 대학원 경영목표 발전방향

- 2021년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되었으나, 경영대학원은 이미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었고, 중간/기말고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IP 확인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

방 및 수업의 질을 유지함.

- 2021년에는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통한 신입생 유치 노력으로 신입생 충원률 100% 및

정원외 학생 14명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재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던 2020년

대비 운영수입이 3.9억 증가하였음.

2. 학사운영 및 관리

- 2021년에는 기존 대비 더 많은 7개의 온라인 과목콘텐츠를 신규제작하여 재학생들에게

최신 그리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였음.

- 오프라인 수업시 코로나-19방역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수강인원 대비 충분히 넓은 강의실을 배정함.

-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 및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

공으로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음.

3. 교육여건

-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높였고 이에 따라 강의평가는

평균 4.3이상을 유지 하였음.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2.5억원 이상 배정하고 있음.

중점과제
2021학년도 실천계획 및

전략
2020학년도 실적 2021학년도 실적 가중치

기타

- 기부금 유치 활동 강화 : 연간

1억 이상

-매월 동문 재교육을 위한 아경

지식포럼 진행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동문회 활

성화를 위한 경대원 보직자의

동문 모임 참석 연간 10회 이

상

-온라인 입시 설명회 학기당 1회

개최

-경영대학원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경영대학원 동문회/아경장학재단

과 네트워킹을 통한 대학발전

에 기여할수 있는 토대 마련

- 기부금 유치 : 1.35억

- 아경지식포럼 진행

* 그밖의 학교 주관 행사는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음.

-기부금 유치 : 1.67억

-매월 동문 재교육을 위한 아경지

식포럼 진행함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동문회 활성

화를 위한 경대원 보직자의 동문

모임 10회 이상 참석

-온라인 입시 설명회 학기당 1회

개최

-경영대학원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2

합 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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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역량

- 교원의 연구역량 향상은 경영대학원의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한 중요한 선행 단계이고, 또

한 본교의 대외지표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바, 본대학원은 경영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지원금으로 활용되게 하고 있음.

5. 기타

-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아경장학재단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통해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

티를 활성화함. 이로써 본교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기부금 활성화로 이어지게

노력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광고 홍보를 강화하여 본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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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 및 평가 (10)

평가
기준

부서는 모집정원의 충원율을 높여야 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1.2.1 모집정원 충원율 [정량/구간별점수] : 모집정원의 충원율은 높은가? (5)

평가
방법

2021학년도의 모집정원 대비 충원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모집정원 대비 충원율(%) = (충원인원 ÷ 모집정원) × 100

충원율
98%이상~
100%

96%이상~
98%미만

94%이상~
96%미만

92%이상~
94%미만

92%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자체평가결과】

충원율(%)
98%이상~
100%

96%이상~
98%미만

94%이상~
96%미만

92%이상~
94%미만

92% 미만

평가결과 O

<표1>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정원(명) 275 275 275

충원인원(명) 275 261 275

충원율(%) 100% 95% 100%

* 충원인원은 입학정원 내 충원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체평가의견】

- 본 대학원 MBA 입학정원이 275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입학정원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의 강점

인 온라인 수업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전문 업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층을

타켓화한 결과 2021학년도 100%의 입학정원을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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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학생만족도 [정량/구간별점수] : 수강한 학생들의 강의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는 높은가? (5)

평가
방법

2021학년도 1, 2학기에 실시된 과목별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가함.

▶ 강의평가 평균점수 = 과목별 평균점수의 합 ÷ 과목 수

【자체평가결과】
(단위: 점, 이상～미만)

점 수
(강의평가 평균점수)

5
(4.5～)

4
(4.0～4.5)

3
(3.5～4.0)

2
(3.0～3.5)

1
(～3.0)

평가결과 O

<표2> 최근 3년간 강의평가 평균점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개설과목 수(개) 128 136 136

평균점수(점) 4.23 4.22 4.31

* 매 학기별로 실시되는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자체평가의견】
- 학생만족도 평가결과, 최근 3년 동안 5점 만점 기준으로 4.2 이상을 유지하는 매우 우수한

강의평가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 과목을 신설하고, 높은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유지하는 등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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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정 공헌도 (25)

1.3.1 간접비 부담실적[정량-함수적용] : 순 간접비 부담 규모는 우수한가? (15)

평가방법 2021학년도의 순 간접비 상환실적 산출함

【자체평가결과】
<표3> 학교납부금액

구 분 번호 학교납부금액 산출기준
2021학년도

결산기준액(천원)

학위과정 1
오프라인 : 등록금 수입의 40% 810,778

온라인 : 등록금 수입의 30% 1,065,756

비학위과정 2 등록금 수입의 30% 36,000

기타과정

(위탁교육과정 등)
3 총 교육경비수입의 30% -

학교납부금액 총합계 (A)=1+2+3 1,912,534

* 교직원인건비(100%)정산은 실제 사용한 자원에 대한 정산액이므로 제외함

【자체평가의견】
-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입생 모집을 통하여, 매년 18억 이상의 간접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

히 신입생 모집 증대로 인한 운영수입 증가와 2018학년도부터 인상된 간접비 비율로 인하

여 19억 이상의 간접비를 부담하여. 본교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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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정량-구간별점수] : 순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은 우수
한가? (10)

평가
방법

▶ 3개년도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 가중평균 산출

3개년도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 가중평균 = (직전 학년도 대비 순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0.7+(재작년 학년도 대비 직전 학년도 순 간접비 부담액

증가율)*0.3

세부내역 10
(매우우수)

8
(우수)

6
(보통)

4
(미흡)

2
(매우미흡)

증가율 10%이상 7%이상∼
10%미만

4%이상∼
7%미만

1%이상∼
4%미만 1%미만

【자체평가결과】

<표4> 순 간접비 부담액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천원, %)

구 분
학년도

2019 2020 2021

순 간접비 부담액 2,038,389 1,802,545 1,912,534

전 학년도 대비 증가율 -11.6 6.1

3개년도 가중평균 - - 0.8

【자체평가의견】
-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입생 수 감소 및 재학생 휴학인원 증가로 등록금 수

입이 감소하였으나, 2021학년도에는 다양한 입시홍보 활동을 통해 신입생을 100% 충원하

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 납부 총액이 19억원을 초과함.

세부내역 10
(매우우수)

8
(우수)

6
(보통)

4
(미흡)

2
(매우미흡)

증가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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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발전 기여도 (5)

1.4.1 교내 타부서의 발전에 기여한 실적[정량/구간별점수] : 교내 타 부서의 발전을
위해 유동자산, 현물, 환경개선 등을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가? (5)

평가
방법

▶ 운영수입대비지원금액및지원비율 / 현물지원, 환경개선등

세부내역 5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운영수입대비
지원금액비율(A)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

A 점수 ○

지원금액(B) 1억 이상 5천만이상 3천만이상 1천만이상 없음

B 점수 ○
평균(C)=(A+B)/2 ○

【자체평가결과】

점 수 5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평균 (C)
5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2미만

○

<표5> 타부서 지원 현황

【자체평가 의견】
-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하여 경영대학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부 전임교

원 강의율 및 전임교원 충원율 등의 지표 상승에 기여하였음

지원 부서 지원 내역 금액 비고

경영대학 교원 연구비/장학금 등 402,640천원

합 계 402,6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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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외 이미지 기여도(5)

1.5.1 대학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실적(5점, 정성평가)

❍ 평가기준
- 대학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하여야 함

❍ 평가 방법

구분 내용 배점기준

언론보도 신문(중앙지,지방지), 방송(전국,지역), 기타언론

종합하여 5분척도로
절대평가

대내외활동 학회개최(국제,국내), 세미나(국제,국내,지역)

교수활동 언론활동(전국,지방,지역), 자문활동(중앙,지방,지역)

봉사 교내외봉사(단체, 개인, 타 보직등)

❍ 자체평가의견 –2021 책임운영부서 실천계획 및 전략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
1. 언론 보도 홍보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 경영대학원은 온라인 언론홍보(주요홍보 현황 2-다)를 통해 학교 및 대학원 관련 기사를

노출하는 등 주요 신문사 광고 및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온·오프라인 상의 언론홍보를

통해 우리 대학 이미지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대학 본부(홍보실)가 직접 시행하는 우리 대학의 언론사 광고 외에는, 본 경영대학원 언

론 광고 시행이 규모 및 영향력 면에서 타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으로 대외

적으로 본교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2.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아주대학

교 경영대학원 여론형성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

- 유튜브 채널 개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포털 지식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신규 관심인원 유입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함.

3. 경영대학 대외지표 기여를 통한 언론 홍보(중앙일보, 고등교육통계 등)

- 경영대학원은 연간 약 5억의 연구비, 장학금, 교수 인건비 등을 경영대학에 지원함으로써 경

영대학의 대외지표 향상에 기여하여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통한 본 대학교 이미지 제고, 및

평가지표 활용한 각종 평가에 기여함

4. 지역사회 기여

   - 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음

가. 사회적 약자인 북향민 교육지원

· 2016학년도부터 사회적 약자인 북향민에게 입학 기회(정원외, 100% 장학 혜택)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북향민 23명이 재학 중이며, 46명이 졸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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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핵심인재양성장학 지급

·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회사와 학교가 매칭펀드 방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첫 학기 50% 장학, 두 번째 학기부터 20% 장학)

다. 나눔장학 지급

·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매학기 2명 이상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학생당 1,000천원 ~ 2,000천원 지급)

※ 2021학년도 주요홍보 현황

1. 오프라인광고

가.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광고

· 신분당선 판교역 내부 스크린도어와 전동철 내부 광고 게시를 통해 강남역, 판교역부터

아주대까지 직통으로 통학편의성을 강조하여, 경영대학원뿐 아니라 학교 홍보에도 기여

나. 광역버스 외부광고

· 강남역 등 수도권 및 인근 지역 경유 광역버스 20대에 외부 전면 광고 진행

신분당선 열차 내 편성광고 

(2번 차량)

신분당선 판교역 스크린도어 PSD 광고

(22번 위치 상행, 3번 위치 상행)

 경기 광역버스 외부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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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남 빌딩 전광판

 강남역 사거리 몬테소리 빌딩 디지털 전광판(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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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수막 광고

· 수원/화성/성남/용인/안양시 지정 게시대 20곳에 아주대 경영대학원 현수막 게재

수원시 지정 게시대

성남시 지정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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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검색 광고 및 바이럴 마케팅, 언론 홍보

가. 네이버 키워드 및 파워컨텐츠, 카카오 모먼트 광고  

· 아주대 경영대학원 관련 30개 브랜드 연관 키워드 등록, 연관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포털 사이트 PC, 모바일 통합검색 메인광고

나.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상위노출 

네이버 키워드 파워링크 검색광고 PC 카카오톡 및 카카오 제휴 지면 배너광고

네이버 바이럴 카페/블로그/모바일 VIEW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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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언론홍보(보도자료)

네이버 및 다음 뉴스 영역(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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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공식 채널 운영 광고

4. 홍보 콘텐츠 제작 - SNS 와 홍보영상 및 자료로 활용함

가. 45초 광고영상 및 에필로그 영상과 광고 포스터 제작

공식채널-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 영상 및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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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입시설명회 및 원우 인터뷰 영상 제작

5. 그 외 설문 조사 시행, 디지털 광고 제작, 이벤트 프로모션 등

신입생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입시설명회/ 재학생 원우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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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으로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안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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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원 연간 홍보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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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무(45점)

2.1 성장성 (10)

2.1.1 운영수입금 증가율 [정량/함수적용] : 운영수입금의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10)

평가
방법

▶ 3개년도 운영수입금 증가율 가중평균 산출

3개년도 운영수입금 증가율 가중평균 = (직전 학년도 대비 운영수입금

증가율)*0.7+(재작년 학년도 대비 직전 학년도 운영수입금 증가율)*0.3

【자체평가결과】

<표6> 운영수입금의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천원, %)

구 분
학년도

2019 2020 2021

운영수입금 7,072,337 6,196,751 6,585,306

전 학년도 대비 증가율 -12.4 6.3

3개년도 가중 평균 - - 0.7

【자체평가의견】
-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홍보 및 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여 운영수입 증대의 성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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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율성 (15)

2.2.1 운영비율[정량/함수적용]: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는가? (10)

평가
방법

2021학년도의 운영수입 대비 운영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함
▶운영비율(%) = (운영지출 ÷ 운영수입) × 100

▶ 운영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측 성과가 높은 것임

【자체평가결과】
<표7> 운영비율

(단위: 천원, %)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운영지출

자체운영지출 : A 4,061,599 3,647,545 3,916,909

교직원인건비정산액
(100%기준) : B 208,794 220,813 168,304

소 계: C=A+B 4,270,393 3,868,358 4,085,213

운영수입 : D 7,072,337 6,196,751 6,585,306

운영비율: C÷D×100 60.4 62.4 62.0

* 자체운영지출 : 운영수지분석표 내역상의 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의 합

【자체평가의견】
- 2021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운영수입의 증대를 이룸. 이를 통해 타부서(본부 및 경

영대학) 지원금을 증액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함.

- 이는 경영대학원 또한 본부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써 본 대

원의 본부 및 타부서(경영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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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예산편성 정확도 [정량-구간별 점수] :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여 결산 집행

율을 예산대비 95%이상 달성하였는가? (5)

평가
방법

점 수 5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표8> 각 항목
별로예결산 집
행율이 95% 이
상 달성되었는
가

5가지 이상
항목

4가지 이상
항목

3가지이상
항목

2가지이상
항목 1가지 이하

O

<표8> 계정별 구분 및 예산대비 결산 집행율

(단위: 천원, %)

구분

지출

보수
(1)

관리운영비
(2)

연구·학생경비
및 교육외비용

(3)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 지출

(4)

기금적립 및
차기이월
(5)

본예산액 1,164,100 200,000 2,885,600 27,500 -

증가감액
(신규 및 추경액) 26,846 -51,410 -152,256 3,000 50,000

총 예산액(A) 1,190,946 148,590 2,733,344 30,500 50,000

결산액(B) 1,159,474 118,065 2,639,370 19,818 280,441

차액
(C)=A-B 31,472 30,525 93,974 10,682 -230,441

집행율
(D)=B/A 97.4% 79.5% 96.6% 65.0% 560.9%

집행율 95%
이상 달성 여부 O X O X O

【자체평가의견】
- 예산대비 결산 집행률이 95% 이상인 항목이 3개로써 평균 이상의 예산 편성 정확성으

로 판단됨

- 더불어, 2차 추경 시점(11월 말)과 학기말(차년도 2월)의 시점 차이가 적지 않아 최종 예

산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타이트한 예산을 배정할 경우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

기 쉽고, 이는 경대원 및 본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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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수지 관리의 적절성(20)

2.3.1 당해연도 운영수익금 [정량/함수적용] : 기금적립 및 운영수지 차액(교육운영

경비 이월금) 규모는 우수한가? (10)

평가
방법

2021학년도의운영수익금규모를산출하여평가함.

▶ 당해연도 운영수익금 = 특정목적 기금 적립 금액+교육운영경비 이월금

【자체평가결과】

<표9> 당해연도 운영수익금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특정목적 기금 적립 금액 (A) - - -

교육운영경비 이월금액 (B) -119,619 115,350 165,101

운영수익금 합계 (C=A+B) -119,619 115,350 165,101

* 교육운영경비 이월금액(B) = [(당해연도수입-전기이월수입-기금인출수입)] - [(당해연도지출–기금인

출재원지출액–기금적립액)]

【자체평가의견】
- 2021학년도 등록금 수입의 증가 및 적극적인 긴축 재정을 통해 운영지출을 최소화하고 재

정 건정성을 높였음.

- 차기로 이월되는 교육운영경비는 2021년에 다소 부족했던, 학생 행사 및 환경 개선 등

에 집행하여 학생 만족도 및 교육환경을 높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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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운영수익금 증가율 [정량-함수적용] : 기금 적립 및 교육운영경비 이월금 증

가율은 우수한가? (10)

【자체평가결과】
<표10> 운영수익금 증가율

(단위: 천원, %)

구 분
학년도

2019 2020 2021

운영수입 (A) 7,072,337 6,196,751 6,585,306

특정목적 기금 적립 금액 (B) 0 0 0

교육운영경비 이월금액 (C) -119,619 115,350 165,101

운영수익금 합계 (D=B+C) -119,619 115,350 165,101

운영수익금 비율 (D÷A)x100 -1.7 1.9 2.5

전 학년도 대비 운영수익금 비율
증가율(%p) 3.6 0.6

3개년도 운영수익금 증가율
가중평균 - 1.5

 

【자체평가의견】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하되어 재학생 및 신입생 수가 감소하였

으나 2021년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운영수입을 증대시킴.

- 운영수입의 증가에 따라, 1.65억 정도의 운영경비를 차기로 이월할수 있었음.

- 이 금액은 2021학년도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집행하여 학생 만족 및 교육환경을 개선

할 예정임.

평가
방법

▶ 3개년도 운영수익금 증가율 가중평균 산출

3개년도 운영수익금 증가율 가중평균 = (직전 학년도 대비 운영수익금

증가율)*0.7+(재작년 학년도 대비 직전 학년도 운영수익금 증가율)*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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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2021 책임운영부서 실천계획 및 전략과 연계하여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제안사항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재정운영]

- 경영대학원은 대외적인 전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실천계획 및 전략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수입증대, 지출감소)를 통하여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

였음

- 학생의 수요가 적고 외부업체(SAP)에 대한 고비용이 발생하는 ERP 전공을 폐지하여, 해

당 전공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는 운영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노력으로 2018학년도부터 인상된 O/H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고, 타부서 지원으로

연간 약 5억원의 금액을 지원하였고, 최종 약 1.65억원의 금액을 차기 운영비로 이월

하였음.

(단위 : 천원)

* 타부서 지원금은 교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학사행정]

- 2021년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학사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왔던 온라인과목의 중간/기말고사까지 온라인으

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IP 확

인 시스템 마련)을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함.

- 기존 대비 더 많은 7개의 온라인 과목콘텐츠를 신규제작하여 재학생들에게 최신 그리

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제공함.

- 또한 오프라인 수업시 코로나-19방역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수강인원 대비 충분히 넓은 강의실을 배정함.

◯[내부 커뮤니티 및 대외이미지]

- 연 15회 이상의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의 지원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

고 있음. 내부 커뮤니티의 강화는 향후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기부금 활

성화(매년 1.7억 정도)로 이어지고 있음.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운영수입 6,196,751 6,585,306 388,555▲
간접비 1,802,544 1,912,534 109,990▲

타부서 지원금
(본부 지원금)

495,287
(교원인건비 95,287)

450,944
(교원인건비 48,304)

44,343▼

자체 운영지출 3,647,545 3,916,909 269,364▲



- 27 -

- 경영대학원은 2021학년도에 주요 신문사 광고 및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온·오프라인

상의 언론홍보를 통해 우리 대학 이미지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대학 본부(커뮤니케

이션팀)가 직접 시행하는 언론사 광고 외에는, 본 경영대학원의 언론 광고 시행이 규

모 및 영향력 면에서 타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으로, 대외적으로 본교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기타]

- 경영대학원은 교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우수논문 및

학술대회, 인증 및 사업 연구비로 등으로 총 4억원을 경영대학의 연구력 강화에 지원

하였으며, 이는 대외 지표에 반영되어, 본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

- 경영대학원은 연간 14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탈

북민/북향민,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장학금을 연 3억 가량 지급하여 대학의 사

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참고】

삼각함수 적용하여 평가 시 평가점수 산출 방법

 max  

  
∙     

   

∙min max
 

S : 평가점수
Pmax : 최대 실적치
Pmin : 최소 실적치
P : 부서별 실적치
P o : 원점
W : 가중치

※ 최대 실적치와 최소 실적치는 전년도 최대치 및 최소치 값을 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