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항목 재학생 충원률재학생 충원률재학생 충원률재학생 충원률5-3.5-3.5-3.5-3.

항목정의 평가년도의 재학생 충원률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평가방법 정량 상대 전북지역 전문대학 상대평가( ) :

평가기준
년 월 일 기준 재학생 충원률의 대학간 비교2010 4 1

년 대학정보공시 자료기준 활용2010

산출식 재학생 수 편제정원 월 일기준/ (4 1 )

등 급 별

구간기준
평가등급 순위기준에 의함

담당부서 교무팀

등급별구간

및

평가결과

등 급 A B C D E

등급별 구간 위1 위2,3 위4,5,6 위7,8 위9

원광

보건

대학

목표 ☑
실적 위2

결과 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40 * ( 80 )% ( B ) = 3240 * ( 80 )% ( B ) = 3240 * ( 80 )% ( B ) = 3240 * ( 80 )% ( B ) = 32

평가자료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률▣

학 교 이 름 유 형 설 립 지 역
재학생 충원률

편제정원 재학생 충원률(%)

군산간호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720 847 117.6

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 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3 )(3 )(3 )(3 ) 사립사립사립사립 전북전북전북전북 4,3604,3604,3604,360 4,2594,2594,2594,259 97.797.797.797.7

백제예술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2,080 1,848 88.8

전북과학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2,060 1,823 88.5

서해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2,732 2,333 85.4

전주비전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2,970 2,462 82.9

군장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2,780 2,228 80.1

전주기전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2,181 1,714 78.6

벽성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2,000 1,320 66.0

평 균평 균평 균평 균 2,4312,4312,4312,431 2,0932,0932,0932,093 87.387.387.387.3

분석 및

개선방향

비교대학중 상위권을 유지중이나 중도탈락학생방지와 신입생 충원확보가 결과가 재학생 충원비교대학중 상위권을 유지중이나 중도탈락학생방지와 신입생 충원확보가 결과가 재학생 충원비교대학중 상위권을 유지중이나 중도탈락학생방지와 신입생 충원확보가 결과가 재학생 충원비교대학중 상위권을 유지중이나 중도탈락학생방지와 신입생 충원확보가 결과가 재학생 충원----

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 이상 두 요소가 가장 핵심 요인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 이상 두 요소가 가장 핵심 요인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 이상 두 요소가 가장 핵심 요인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 이상 두 요소가 가장 핵심 요인.( ).( ).( ).(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는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만을 반영하는 경향 있으므로 정원내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는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만을 반영하는 경향 있으므로 정원내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는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만을 반영하는 경향 있으므로 정원내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는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만을 반영하는 경향 있으므로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향상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노력 필요재학생 충원률 향상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노력 필요재학생 충원률 향상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노력 필요재학생 충원률 향상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노력 필요

담당부서와 학과 차원의 중도탈락 방지 정책수립과 적용 신입생충원을 위한 총체적 대학차원담당부서와 학과 차원의 중도탈락 방지 정책수립과 적용 신입생충원을 위한 총체적 대학차원담당부서와 학과 차원의 중도탈락 방지 정책수립과 적용 신입생충원을 위한 총체적 대학차원담당부서와 학과 차원의 중도탈락 방지 정책수립과 적용 신입생충원을 위한 총체적 대학차원- ,- ,- ,- ,

의 노력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함의 노력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함의 노력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함의 노력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