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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정책대학원 현황

1.� 공공정책대학원 설립목적 및 연혁

 1.1 설립목적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공공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 

배출을 목표로 1996년에 설립하였음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공인력의 양성’이라는 대학원 설립목적에 따라 공

공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실천적 학습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각종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헌을 

실현 하고 있음 

[그림 1]� 공공정책대학원 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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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혁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1996년 설립 이래 정규 석사 학위과정, 비학위 

특별과정 및 위탁교육 과정을 내실있게 운영중임

 ◯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무경계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143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공정책대학원 주요 연혁

[그림 2]� 공공정책대학원 조직도

· 1996.3   공공정책대학원 개원(정원 16명)
  · 1998.8   공공정책대학원 1회 석사학위 수여(1명)
  · 2004.3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고위과정 신설
  · 2005.3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온라인 과정 신설 및 정원 50명 증원(정원 101명)   
  · 2011.9   공공정책대학원 경기발전최고위과정 신설
  · 2012.8   공공정책대학원 정원 18명 증원 등 총 정원 143명
  · 2015.2   공공정책대학원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1기 신설(30명)
  · 2016.2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수여자 1,257명, 부동산최고위과정 264명,
             경기발전최고위정책과정 45명, 노동정책 및 병원관리특별과정 275명
  · 2016.3   NEXT경기리더양성학과 신설(경기도 계약학과 20명)
             공공정책대학원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2기 운영(30명)
             공공정책대학원 개원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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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정책대학원 발전계획

 2.1 발전계획 추진 체계도

2.2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

발전전략 세부 전략 단기 중․장기

1.교육여건

우수 교수진 확보 ◎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수준 유지 ◎
세부전공 분야의 전문가 충원 ◎
대·내외 프로그램 참가 유도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상향 ○
맞춤형 장학지원 제도 구축 ○

2.� 연구역량
우수논문 지원제도 강화 ○
지속적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 협력활성화 ○
우수 연구원 유인을 위한 제도 신설 ○

3.� 지역사회공헌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 ◎

한마음장학회 운영 활성화 ◎

4.� 학사구조�
원활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한 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 커리큘럼 구축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

5.� 행정지원

학사행정지원 전문인력 확충 ○
원내·외 홍보 활동 강화 ◎

대학원생 복지 및 지원 확대 ○
재정운영 흐름분석 및 집행 효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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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평가 추진 개요

1.� 자체평가 기본 방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2016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원 발전계

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정부는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원 자체평가’를 대

학정보공시 항목으로 신설하였음

   ◯ 이에 의무공시와 더불어, 우리 대학원 설립 20주년이 되는 2016년에 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대학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

출하고자 함

 ◯ 본 자체평가의 목적은 우리 대학 내 타 특수대학원, 서울·수도권 내 경쟁대학

원을 비교 분석하여 본 대학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음

 - 자체평가 비교 대학원 현황

  • 우리 대학 내 타 특수대학원(4개)

  ※ 본교 특수대학원 중 입학정원 90명 이상 대학원(대학정보공시 2016.4.1.기준)

  • 서울·수도권 내 경쟁대학원(5개)

  ※ 본 대학원 근교 특수대학원 중 동일 분야 특수대학원(대학정보공시 2016.4.1.기준)

2.� 자체평가 추진 방향

대학원명 계열 입학정원 재학생수

공공정책대학원 인문사회 143명 350명

경영대학원 인문사회 275명 648명

교육대학원 인문사회/이학 268명 635명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190명 430명

공학대학원 공학 96명 174명

대학원명 계열 입학정원 재학생수

경기대학교행정사회복지대학원(경기) 인문사회 90명 94명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서울) 인문사회 94명 148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서울) 인문사회 106명 211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서울) 인문사회 100명 238명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서울) 인문사회 113명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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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주요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고, 정량 평가 위주로 진

행함

  ◯  1단계는 우리 대학 내 타 특수대학원을 비교 분석하고, 2단계는 우리 대학원 

주변 경쟁대학을 비교 분석함(자체평가 판단 기준은 주변 경쟁대학원으로 함)

   - 자체 평가 영역 및 항목

   

   - 자체 평가 판단 기준

    
     우수 : 경쟁대학원 평균값 대비 100% 이상 달성

     보통 : 경쟁대학원 평균값 대비 90~100% 달성

     미흡 : 경쟁대학원 평균값 대비 90% 미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방법 분석방법

대학원 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정성 절대평가

학생 신입생 충원 현황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 재학생 충원 현황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중도 탈락 현황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교육여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 장학금 수혜현황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학생 복지지원 현황 정성 자체분석

학생 공간지원 현황 정성 자체분석

수업평가 현황 정성 자체분석

재정여건 등록금의존및연간수익금현황 정성 자체분석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연계사업실적 정성 자체분석

평가영역 평가사항 평가판정

대학원 목표 및 발전계획 경쟁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학생,� 교육여건

경쟁대학원 평균 값 대비

본 대학원 자체분석

재정여건 본 대학원 재정여건 자체분석

지역사회 공헌 본 대학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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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평가 현황

 1. 평가영역 : 대학원 목표 및 발전 계획

  

 ■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본 대학원, 타 특수대학원 및 경쟁대학원 모두 2016년 대학정보공시의 공시항

목인‘대학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음

   ◌ 본 대학원을 비롯한 타 특수대학원 및 경쟁대학원 발전계획은 각 대학원의 

특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비전과 세부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었고, SWOT분석

을 통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계획으로 기술되어 있음

    

 2. 평가영역 : 학생

 ■ 신입생 충원 현황                               [2015,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 2개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117.5%, 타 특수대학원 평균 

103.3%, 경쟁대학원 평균 85%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공공정책대학원만의 타겟 마케팅 등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

한 결과임

   ◌ 공공정책대학원은 경쟁대학원 평균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 ‘우수’로 판정함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방법 분석방법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여부 정성 절대평가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 특수대학원 경쟁대학원 판정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 ◯ ◯ 우수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특수대학원평균 경쟁대학원 평균 판정

신입생 충원율 � 117.5% 103.3% 85% �우수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방법 분석방법

신입생 충원 현황 신입생 충원율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재학생 충원 현황 재학생 충원율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중도 탈락 현황 중도 탈락률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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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 충원 현황                               [2015,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 2개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116.6%, 타 특수대학원 평균 

113.3%, 경쟁대학원 평균 79.9%를 나타내고 있음    

   ◌ 공공정책대학원은 경쟁대학원 평균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 ‘우수’로 판정함  

 ■ 중도 탈락 현황                                 [2015,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 2개년 평균 중도 탈락률은 4.8%, 타 특수대학원 평균 5.7%, 

경쟁대학원 평균 7.7%를 나타내고 있음    

   ◌ 공공정책대학원은 경쟁대학원 평균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 ‘우수’로 판정함  

  

 3. 평가영역 : 교육여건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15,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 2개년 평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56.2%, 타 특수대학원 

평균 62.1%, 경쟁대학원 평균 31.7%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타 특수대학원 평균값 보다는 낮은 수치이므로 향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공정책대학원은 경쟁대학원 평균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우수’로 판정함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특수대학원평균 경쟁대학원 평균 판정

재학생 충원율 � 116.6% 113.3% 79.9% 우수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특수대학원평균 경쟁대학원 평균 판정

중도 탈락률 � 4.8% 5.7% 7.7% �우수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특수대학원평균 경쟁대학원 평균 판정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56.2% 62.1% 31.7% 우수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방법 분석방법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현황 정량 경쟁대학원 비교

학생 복지지원 현황 학생 1인당 복지 지원액 정성 자체분석

학생 공간지원 현황 학생 1인당 공간 현황 정성 자체분석

수업평가 현황 수업평가 결과 정성 자체분석



             

- 8 -

 ■ 장학금 수혜 현황                               [2015, 2016 대학정보공시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 2개년 평균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2,819천원, 타 특수

대학원 평균 2,346천원, 경쟁대학원 평균 2,517천원을 나타내고 있음  

   ◌ 공공정책대학원은 경쟁대학원 평균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 ‘우수’로 판정함  

  

 ■ 학생 복지 지원 현황                                   [2015 자체 결산 기준]

    
   ◌ 우리 대학원은 재학생을 위한 실험실습비, 학생행사비 등 학생지원 규모의 적

절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또한 병원감액 혜택 부여, 원우회 행사 지원 등 비교과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학생 공간 지원 현황                                   [2015 자체 결산 기준]

    
   ◌ 우리 대학원은 본 대학 종합관 내 전용공간(10층 전체)을 확보하여 쾌적한 학

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휴게실, 원우회실, 강사휴게실 등 교육 수요

자 및 교원에 대해서도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수업평가 현황                                   [2016 책임운영부서 평가 기준]

    
   ◌ 우리 대학원은 온·오프라인 과목을 운영하여 학생 수요에 맞는 교과목 커리

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학습을 최우선으

로 하는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매 학기별 수업평가를 통해 이를 다음 학기 과목 개설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

여 수업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항목 공공정책대학원 타특수대학원평균 경쟁대학원 평균 판정

장학금 수혜 현황 2,819천원 2,346천원 2,517천원 우수

평가항목 재학생수(A) 지원금액(B) 학생1인당지원액

(C=B/A) � 판정

학생 복지 지원 현황 317명 376,169천원 1,187천원 �우수

평가항목 재학생수(A) 전용공간(B) 학생 1인당 면적
(C=B/A) � 판정

학생 공간 지원 현황 317명 2,164㎡ 682㎡ �우수

평가항목 개설과목수 강의평가 평균 �판정

수업평가 현황 75개 4.63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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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영역 : 재정여건

 ■ 재정여건                                        [2016 책임운영부서 평가 기준]

    
  ※ 수익금 : 총 운영수입 - 총 비용(자체집행비용+간접비납부+타부서지원+인건비부담)
  
   ◌ 우리 대학원은 등록금 수입 외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 사업 진행을 통해 

재정수입 원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자체 수익금을 창출하여 대학원 교육개선 투자를 위한 seed money

를 확보하고 있음

5. 평가영역 :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 공헌                                   [2016 책임운영부서 평가 기준]

  

   ◌ 공공정책대학원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원에 걸맞게 수원시, 경기도 등 지

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수원시와는 2015년부터‘수원시핵심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 간부공무원 SNS교육’,‘수원시공직자기자학교’등 지역유관기관 

과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수원시 휴먼몽골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몽골 수원시민의 숲 식목행

사’에 참가 하여 글로벌 해외 봉사를 실천하고 있음 

   ◌ 아울러 경기도와는 2015년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

년부터 2년 과정의‘NEXT경기리더양성학과’를 신설·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AFTER YOU’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연수 기회에 제한적이었던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사회적 계층 이동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  

평가항목 �등록금 수입 등록금 외 수입 수익금* � 판정

등록금 의존 및 수익금 2,546(82%) 586(18%) 279백만원 우수

평가항목 사업명 사업기간 �판정

지역사회 공헌

수원시핵심리더양성과정 2015부터 매년

우수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 식목행사 2015부터 매년

수원시간부공무원SNS교육 2015

수원시공직자기자학교 2016

전국고교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2016

경기도 계약학과 2016~2018

한마음장학-AFTER� YOU�프로그램 2015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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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평가영역 평가항목 판정결과 개선계획

대학원 목표 및

발전계획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우수

- 대학원 발전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 � 실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학생 신입생 충원 현황 우수

- 전공별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 �현재와같이타겟마케팅을적극적으로

� � 실시함

� 재학생 충원 현황 우수
- 재학생 충원율 및 중도탈락률을 제고

� � 하기 위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 �유지하고,�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 �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도 탈락 현황 우수

교육여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우수

- 전임교원 신규 채용 및 기존 전임

� � 교원 강의 확대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70%까지 향상시킬

� � 수 있도록 노력함

� 장학금 수혜현황 우수

- 우수인력 유치를위한 현 장학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맞춤형 장학제도를

�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학생 복지지원 현황 우수 -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비교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휴게공간 보장 등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함학생 공간지원 현황 우수

수업평가 현황 우수

- 교육의질제고를위해수업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고,�교과목 운영의 효율을

� � 도모함

재정여건
등록금 의존 및 수익금

현황
우수

- 등록금외위탁교육과정,�최고위과정등

� �비학위과정을 활성화하고,�교육비

� �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여

� � 재정 건정성을 확보함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연계사업현황 우수

- 수원시,�경기도와의전략적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사업 규모 확장을

� � 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