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공과대학교일반대학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일: 2017년 9월 1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목 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대학원현황

제Ⅲ장 평가결과

1. 건학이념 및 설립배경························································································ 6

2. 주요 연혁 ······································································································ 7

3. 주요 현황

3.1 교육프로그램 ·························································································· 9

3.2 인력 ······································································································· 9

3.3 대학조직 ································································································ 10

3.4 시설 인프라 ···························································································· 12

3.5 재정 ······································································································· 13

1. 학사운영 및 관리

1.1 입학전형 ·································································································· 17

1.2 신입생 충원율 ··························································································· 18

1.3 학생 유지 현황 ·························································································· 19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2.1 교육과정 ·································································································· 21

2.2 교원강의 담당현황 ····················································································· 22

2.3 교수ㆍ학습 ······························································································· 23

2.4 성적관리 ·································································································· 28

2.5 교수ㆍ학습 지원과 개선 ············································································· 30

1. 자체진단평가의 목적 ······················································································ 3

2. 자체진단평가의 내용 ······················································································ 3

제Ⅰ장 서론 The First Research University in Korea



3. 학위수여체계

3.1 학위수여체계 ··························································································· 35

3.2 교수 논문지도 ·························································································· 36

4. 연구

4.1 연구 ········································································································ 38

4.2 연구성과 ································································································· 39

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5.1 장학금 수혜현황 ······················································································· 42

5.2 학생활동 ································································································· 43

5.3 학생지원 ································································································· 44

4 제Ⅰ장 서론 The First Research University in Korea



제Ⅰ장 서론

1. 자체진단평가의목적

2. 자체진단평가의내용





제Ⅰ장 서론

1. 자체진단평가의목적

▶ 본 자체진단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자체진단평가를 통하여 본 일반대학원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며, 학교가 구현 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충족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자체진단평가의내용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일반대학원의 자체진단평가는 아래와 같이 총 5개 영역 25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체진단평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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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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강의 담당현황

2.3 교수ㆍ학습

2.4 성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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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위수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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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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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5.1 장학금 수혜현황

5.2 학생활동

5.3 학생지원

5개 평가영역 25개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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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대학원현황

1. 건학이념 및설립배경

▶ 건학이념

포항공과대학(POSTECH)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소수의 영재를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산·학·연 협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과학과

공학 각 분야의 첨단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재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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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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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개(현재 4년제

대학 180여개)의 대학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 기능에만 치중하여 대학의 기본적인 기

능인 연구와 이를 통한 사회봉사에는 충실할 여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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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했다. 또한 POSTECH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POSCO는 세계 유수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경영다각화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협력해 나갈 국제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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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이 예상되는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함과 아울러 대학원 교육에

중점을 두어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POSTECH은 지방에 위치함으로써 산업화의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

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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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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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로운 개념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됐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POSTECH의

역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기록이며, 앞으로도 국가의 성장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계속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1
9

8
6

1989.03.01

생명과학과신설

1995.03.02

철강대학원개원

2001.08.24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POSTECH 이전

1990.02.07

제1회학위수여식
(석사 80명)

1996.10.23

교육부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선정

2001.11.19

생명공학연구센터착공

1991.02.20

제1회학사학위자배출
(학사 139명)

1997.06.22

기술투자주식회사개소

2002.08.17

교육개혁우수대학
7년연속선정

1986.12.03

개교
(이사장박태준, 학장김호길)

1992.09.24

정보통신연구소개소

1998.04.01

포항가속기연구소개소
10주년
LG 연구동및 LG 상남
관(上南館) 준공

2003.04.25

청암학술정보관개관

1987.03.05

제1회입학식
(학사 249명)

1994.03.01

대학명칭변경(포항공과
대학→포항공과대학교)

1998.05.15

아시아위크지
‘아시아과학기술대학
1위’ 선정

2004.08.01

나노기술집적센터설립

1987.11.09

대학원설립인가

1994.12.07

포항방사광가속기준공

2000.02.28

포항테크노파크설립
(포항시, 포스코와공동)

2004.10.01

리더십센터설립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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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철강전문대학원개원

2009.10.30

제1호해외사무소개소
(중국베이징)

2013.02.15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개소

2016.05.19

조정팀창단

2006.04.10

POSTECH 비전선포식

2010.03.02

Bilingual Campus 
선포

2013.05.09

4세대방사광가속기
기공식

2016.05.25

제1회 ‘Univer+City:
대학과도시의
상생발전포럼‘ 개회

2006.12.01

제1호명예박사학위수여
(Roderick MacKinnon
교수/노벨화학상(03))

2010.09.16

더타임즈(THE)
세계대학평가
세계 28위

2014.10.06

중앙일보대학평가
2년연속종합 1위

2016.06.20

하계사회경험프로그램
(SES) 실시

2007.05.30

나노기술집적센터
개소

2011.07.06

IT명품인재양성사업
(지식경제부) 선정

2015.01.30

C5(제1융합동) 준공

2007.08.14

POSCO 국제관개관식

2012.05.31

더타임즈(THE)
개교 50년이내
대학평가세계 1위

2015.09.01

김도연제7대총장취임

2008.02.29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운영

2012.12.04

톰슨로이터세계 100대
혁신기관선정

2015.10.20

중앙일보대학평가
공학/자연계열 1위

2010 2015

2016.09.29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준공(세계 3번째)

2016.12.02

개교 30주년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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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현황(2017.4.1 기준)

3.1 교육프로그램

3.2 인력

▶ 교원

▶ 직원

▶ 연구원 (단위: 명)

구분 Post-doc
선임,책임

연구원
연구원

(석사이하)
연구원
소계

행정원 기능원 총계

인원 173 40 238 451 118 42 611

(단위: 명)

구분 정규직 연봉계약직 상근계약직 임원 총계

인원 216 17 5 1 239

(단위: 명)

구분

전임 비전임

총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소계

인원 170 71 40 281 - 8 16 148 172 453

구분 학과

대학원
과정

일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시스템생

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 (11학과 5학부 2협동과정)

※ 2016.6.23부로 환경공학부(일반대학원 하부 단일학과) 신설 및 2016-2학기

부로 환경공학과정(일반대학원 하부 협동과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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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졸업생

3.3 대학조직

(단위: 명)

구분

대학원

총계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

2016.8 49 28 67 144

2017.2 101 32 115 248

전체 총원 6,361 2,062 1,302 9,725

* 2009.2 졸업: 2009.9.18일자학위취소자1명제외
* 2014.2 졸업: 2014.12.19일자학위취소자1명제외
* 2016.2졸업: 2016.12.8일자통합학위취소자1명제외

(단위: 명)

구분

대학원

총계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

재적생 260 271 1,147 1,678

재학생 256 258 1,130 1,644

*대학원생: 수료후연구생(383명) 제외

(1부총장/1단/7처/6부속기관/21팀)

10 제Ⅱ장 대학원 현황 The First Research Univers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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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및 연구소(독립채산기관) 22행정팀

▶ 부설연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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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설 인프라

▶ 건물 및 토지 현황

▶ 대학 숙소시설 현황

구분 면적(㎡) 비고

대학
건물

교육·연구
시설

185,970 ㎡

수리과학관,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제3공학관,

제4공학관, 제5공학관, 무은재기념관, 풍동동,

기계공작동, 기계실험동, 제1실험동, 제2실험동,

생명과학관, 화학관, 정보통신연구소, LG연구동,

환경공학동 , 생명공학연구센터 , 지곡연구동 ,

나노융합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첨단연구동,

철강대학원 전용연구동, 철강대학원 대형실험동,

C5(제1융합동)

주거시설 140,018 ㎡
일 반 생 활 관 24 개 동 , 대 학 원 APT 4 개 동 ,

포스빌 6개동, 교수APT 6개동, 총장공관

지원시설 94,160㎡

대학본관, 대강당, 지곡회관, 학생회관,

박태준학술정보관, 포스코국제관, 대학체육관,

포스플렉스, 통나무집, 평해연수원 등

소계 420,148㎡

토지 981,426㎡

가속기
건물 82,247㎡

선형가속기동, 4세대 가속기동 및 기술지원동,

저장링동, 연구 1, 2동, 행정동, 전망대, 가스저장

고, 변전실, 창고 등

토지 645,829㎡

총계
건물 502,395㎡

토지 1,627,255㎡

구분 대상 건물 수용능력 비고

일반
생활관

RC동 698명 1, 2학년 전원(남/여)

여 1~3동 412명 여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남 1~15,17,18,20동 1,688명 남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남/여 16동 144명 영어생활화동(DICE)

남 19동 160명 남자 대학원생(1인실)

소계 3,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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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연구원(120세대)
4동: 미혼 연구원(30세대, 90명 수용)
6동: 창의IT학생(29세대, 87명 수용)

총계 - 3,7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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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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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연구소 현황

3.5 재정 현황

▶ 2017학년도 대학예산(교비회계+산학협력단 회계)

구분 대상 건물 수용능력 비고

교수 APT 1~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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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초청 인사 및 학회참석자로 제한하고 일반
인 사용은 불가

구분 내용

법인승인연구소
(17개)

▪ 미래창조부(4): 포항가속기연구소, 우수연구센터(S/ERC)(1), 
미래IT융합연구원(1), 중점연구소(1)

▪ 산업통상자원부(1)
▪ 국방부(1)
▪ 산업체(5)
▪ 공동연구소(1) 
▪ 기타(5)

대학자체승인연구소
(56개)

▪미래창조과학부(22): 우수연구센터(S/ERC)(4), 창의적연구사업(9), 
전문연구센터(2), 중점연구지원(2),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사업(1), 학술∙금융 및 위험관리
연구센터(1), 원천기술개발사업(1), 기타(3)

▪ 산업통상자원부(1)
▪ 국방부(1)
▪ 해양수산부(2)
▪ 중소기업청(2)
▪ 산업체(3)
▪ 자체연구소(25)

*부설연구소상세현황대학조직도참조



1. 학사운영및 관리

2. 교육과정및 교수학습

3. 학위수여체제

4. 연구

5. 교육여건및 지원체계

제Ⅲ장 평가결과





1. 학사운영 및 관리



▌입학전형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

- 일반대학원은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학칙에 명기된 입학시기, 지원자격, 지원절차, 입학전형 ,

입학절차, 제출서류, 입학사정 등 규정을 기반으로 한 입학 관리가 이루어짐.

- 대학원 부정 입학이나 입시 관련 비윤리적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입시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는 한편, 공정한 입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

위원회를 두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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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가 합리

적으로 설계되고 준수되는지 여부를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 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 대조 검사를 시행하고, 외부 시험 성적의 경우 시행

기관에 전수 점검을 직접 의뢰하여 단 한 건의 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나. 위원회 규정 제17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평가부문 1.1 입학전형

근거자료 규정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칙
위원회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내부 규정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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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구성)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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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충원율

가. 신입생 충원율 현황

-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 현황은 50~60%대로 수치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충원율을

고려하여 정원을 채우기 보다,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여 소수정예로 양성하려는 학교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기반(교내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타 사립대 대비 낮은 등록금과 이에 대비 절반을 상회하는 장학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 오고 있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정보공시기준)

평가부문 1.2 신입생 충원율

근거자료 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소수의 영재를 선발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학 이념에 따라

정원을 충원하기 보다 소수 정예로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자를 길러내고자 노력하고 있

다.

연도 학위과정

입학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정원(A) 신입생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B) 정원외 충원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A)x100

2014

박사 390 115 47 10 50 8 64 33 10 18 3 11 

석사 345 249 150 44 42 13 67 46 10 9 2 16 

석박사통합 - 508 389 98 12 9 278 216 51 5 6 -

합계 735 872 586 152 104 30 409 295 71 32 11 50 

2015

박사 87 136 77 11 42 6 76 56 8 8 4 74 

석사 345 259 138 45 58 18 85 47 21 7 10 20 

석박사통합 303 499 375 97 25 2 276 219 52 4 1 89 

합계 735 894 590 153 125 26 437 322 81 19 15 55 

2016

박사 129 113 72 14 22 5 71 51 6 11 3 44 

석사 114 298 187 72 27 12 113 77 25 7 4 90 

석박사통합 492 591 472 101 16 2 292 239 47 4 2 58 

합계 735 1,002 731 187 65 19 476 367 78 22 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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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학생현황

가. 재학생 충원율

-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4년 기준 90.7%, 2015년 기준 78%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 편제의 변동에 따라 분모가 변경된 영향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재학생 충원 현황>

나. 재학생 중도탈락률

-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중도탈락률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9%, 2.5%, 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 대학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편으로 우리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관리가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중도탈락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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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한정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학사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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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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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생정

원
(A)

학생모집
정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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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780 37 1,581 181 227 1,058. 33 52 30 90.7 84.11

2015 2,077 27 1,600 180 232 1,081. 30 54 23 78 72.83

2016 2,078 0 1,642 206 220 1,104. 31 57 24 79 73.6

연도
재적

학생수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E/A

)x100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총계
(E)소계

(B)

미
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자퇴
소계
(C)

미
등록/
미복학

기타 자퇴
소계
(D)

미
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자퇴

2014 1,734 12 1 0 11 21 4 2 15 35 2 1 32 68 3.9 

2015 1,610 5 0 1 4 12 5 0 7 24 5 1 18 41 2.5 

2016 1,619 7 1 1 5 13 2 1 10 29 4 3 22 49 3.0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교수·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부문 2.1 교육과정

근거자료 첨부 대학요람 등 전공교육과정 현황 자료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이학 공학분야의

학과를 개설하고 각각의 분야에 맞는 과목들을 개발ㆍ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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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가. 학과 개설

- 일반대학원에는 2017년 4월 1일 기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

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

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및 학과간 협

동과정으로 시스템생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 총 11학과 5학부 2 협동과정이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

- 일반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있으며,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학년도 학과별 개설과목 현황*>

학과

개설과목

학과

개설과목

공통
전공 필수

선택

전공 연구
계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연구
계

필수 선택 과목 필수 선택 선택 과목

수학 22 11 33 창의 31 14 45

물리 6 2 15 17 40 환경 16 25 41

화학 1 6 13 22 42 시스템생명 1 2 11 25 39

생명 31 15 46 기술경영 1 1

신소재 19 19 38 풍력 2 2

기계 32 29 61 융합생명 2 24 17 43

산경 15 19 34 정보전자 8 8

전자 53 29 82 첨단재료 5 9 17 31

컴공 4** 18 27 45 원자력 2 12 24 38

화공 14 25 39 총계 5 22 4 331 346 708

*이수구분은 2016 대학원 요람 기준으로 집계
**컴공과 공통과목 4개는 전자과에서 개설되었으며, 전자과 전공 선택으로 중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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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원의 강

의 담당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일반대학원은 학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

임교원을 충원하여 향후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을 높이고 전임교원과 학생의 인원비율을 낮춰갈 예

정이며, 이를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교원강의담당 현황

가.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일반대학원의 강의담당현황을 살펴 보면 매년 약 천학점 정도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데, 이 중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70~80%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 일반대학원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학부 및 전문대학원 포함)은 2016년 4월 1일 기준 53.7%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정예 인재양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에 따라 교수 인인당 학생수를 7-8명 정도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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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04 816 73.9 0 0 0 0 0 0 77.5 7 77.5 7 

2015 1,021 804.2 78.8 0 0 0 0 0 0 62 6.1 62 6.1 

2016 1,053 797,8 75,8 0 0 0 0 0 0 75.8 7.2 75.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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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절차: 수강신청, 수업계획서입력, 성적처리등(2016학년도)

가.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절차

나. 수강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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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화하여 엄격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부 기준 한 개 학기에 대학원 포함 620여 과

목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대학에서는 최초로 1997학년도부터 강의평가를 시행하여 강의에 대한 학생

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수업의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설과목 학과 의뢰 협조전 발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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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및 정정원 출력[학생] ☞ 개강 후 3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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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말고사 및성적처리 절차

▌규정에따른 수업 관리: 분반, 폐강기준등(2016학년도)

가. 강의시간표 편성원칙

- 저녁 7시 이후 강의는 지양한다.

- 월~금 75분 수업에 15분 휴식, 오전/오후시간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하며, 특정요일이나 시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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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유지가

능하다.(담당교수 책임강의 시간 불인정)

▽

과목담당교수 승인 ☞ 수강정정 기간 내

▽

수강정정지도[지도/주임교수] ☞ 수강정정 기간 내

▽

수강정정과목 전산입력[학생] ☞ 수강정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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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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기간 준수 관련점검시스템 운영

- ‘강의-실험(실습)-학점’ 표기제도 운영

· 학점 표기 시, 강의시간과 실험(실습)시간을 동시에 표기(예) 3-1-3으로 표시된 경우, 강의 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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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포

함 총 16주) 수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함

▌수업평가대상과목, 평가내용및절차

-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1997년 이래 매 학기 전체 개설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강의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시행초기 개인별 조회에서 ‘06년 교수전체공개 → ’07년

학생 전체공개로 확대하였다.

- 특히 ‘09년 강의진단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수동적 강의평가가 아닌 피평가자 주도적인 자기수업

진단 및 교수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강의평가 결과

나. 강의평가 설문구성

- 공통설문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구성, 실험실습과목은 4문항 추가, 영어강의는 2문항 추가된다.

· 설문내용별 영역: 5개 영역(수업조직 및 계획/수업진행/동기부여 및 교수-학생 관계/시험과제

/학습결과 및 학생만족도)

· 주관식 문항은 과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영어강의관련문항(2개)은 강의평가점

수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강의평가 결과>

구분 평가과목수 수강인원 응답인원 응답률(%) 교수평균

2014
1학기 438개 9,768명 7,874 명 80.61% 4.46

2학기 457개 9,188명 7,273 명 79.16% 4.46

2015
1학기 451개 9,890명 8,328명 84.21% 4.52

2학기 458개 10,680명 8,646 명 80.96% 4.54

2016
1학기 477개 11,472명 9,297명 81.04% 4.53

2학기 467개 11,171명 8,964명 80.24% 4.52



▶ 강의평가 문항

다. 강의평가 절차

- 시험기간 2주 전부터 2주간 학교내부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 강의평가 미 참여시, 정해진 기간까지 성적 조회가 불가하다.

- 성적 완료 후, 강의평가 결과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하며,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전체 학과에 안내한다.

다음 문항들은 이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⑤ 매우 그렇다 / ④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I. 수업조직 및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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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교수학생 관계

6.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7. 교수님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IV. 시험/과제

8. 시험/과제등은 수업내용의 이해정도를 평가받는데 적절하였다.

V. 학습결과

9. 이 과목을 통해 지식습득 및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관련분야의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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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
니다.

IX. 영어 강의평가 ※ 2011-2학기부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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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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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운영상 강의평가결과 활용방법

- 강의평가결과의 교원업적평가 반영

· 2000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교원연봉제에 의거, 매년 연봉책정을 위해 교수업적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 그 중 개인 업적평가는 최근 3년간의 교수 개인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봉사, 연구수행, 강의 및 강의평가결과, 국제화 및 대학위상제고 실적 등이 있다.

· 그 방법 및 가중치는 학과마다 다르나, 총 17개 학과에서 교육업적 평가 시 강의평가결과를 활

용하고 있다.

· 학과별로 강의평가 내용 중 정성적 평가내용을 업적평가에 고려하거나, 강의평가 결과가 대학

상위 10%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업적평가에 활용한다.

- 학과별 강의평가결과 활용 사례

· 수학과: 우수기초강의(미적분학, 응용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등)에서 최우수 강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산점 2점 부여. 최종 수강인원 10인 이상 강의의 강의평가 4.5이상 취득 시

과목 당 가산점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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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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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대평가/상대평가 등의 일정 기준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성적평가 및 정정에 있어 성적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성격 및 학습목표에 따라 학점 부여 또

는 S/U로 성적부여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다.

▌성적관리규정에 따른성적평가실적: 최근 3년자료(2013.9~2016.8)

가. 성적 부여 관련 규정 및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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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

부 교과목의 경우 S/U 평가 허용한다.

나. 명확한 성적 부여 및 성적 정정절차

- 성적입력: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입력한다.

- 성적정정: 성적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교무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기타사항: 성적 입력 기간 미 준수 혹은 담당 교수의 실수로 성적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 교무처장

명의로 경고가 따른다.

제41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이상과 S를 학점취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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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계 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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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명확한 성적 부여 및 성적 정정절차

- 대학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성적부여 기준 운영

· 입학생들이 모두 국내 최고수준의 영재인 만큼, 모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철

학 하에 성적부여에 학점 별 비율제한은 없으며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영가능

· 이것은 학점 비율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및 지나친 경

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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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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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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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현황

- 교육혁신센터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교육개발센터＇와 ‘리더십센터’를 통합하여 교육혁신센터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 운영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연구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교수(Teaching)역량강화, 자기주도적 학습 및 연구역량강화, 우수교육 콘텐

츠의 MOOC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타인배려와 공동체 헌신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육성과 분석 및 정보 확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교수 · 학습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연구 · 개

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최선의 교육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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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2.5 교수ㆍ학습 지원과 개선

근거자료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 규정

<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전담조직 현황>



<최근 3년간 교수학습 지원/개선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구분 예산 편성 예산 집행액

2014 165,504,000 89,852,911

2015 197,154,000 147,928,152

2016 715,746,101 535,312,518

* 2014~2015 예산은 교육개발센터, 2016년 예산은 교육혁신센터의 예산 편성 및 집행액임
(외부사업비 포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인건비 제외): 최근 3년 자료(2014~2016 회계연도)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 자체 개발 현황: 최근 3년 자료(2014~2016)

가. 교수역량 강화

– 교수의 교수(teaching)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Flipped Learning 강

좌개발 확산을 위해 안내서 및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강의 컨설팅을 통한 수업의 질 관

리, 강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강의진단 및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관련한

강연 및 워크숍 개최, 학과 컨설턴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과 컨설턴트는 총장이

직접 임명한 교수들로 POSTECH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 컨설팅 및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수법 향상을 위해 제작된 수업방법 및 전략과 관련한 자료들은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ice.postech.ac.kr)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으며, 교수들의 교육능력 강화

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업적 평가에 교육과정 및 교육매체실적으로 반영

하였다.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 2014 2015 2016

Flipped Learning 적용 4과목 4과목 49과목

강의자가진단 활용 15건 9건 174건

강의 consulting 3건 10건 9건

능동적 학습유도 수업사례 4편 6편 23편

교수법 Workshop 2회 1회 3회

<최근 3년간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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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 및 연구력 향상 지원

–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연구력 향상을 위해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

고 효과적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과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등 연구수

행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의 시작＇과 ‘이공계 저널에의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숍

을 매 학기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조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매 학기 교육

조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전략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력 및 능동적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및연구력향상프로그램 2014 2015 2016

연구의 시작 workshop 3회 2회 2회

영어논문작성법 workshop 3회 2회 1회

대학원 교육조교 교육 5회 5회 5회

학습 경영 workshop 2회 1회 1회

<최근 3년간 학습 및 연구력 향상지원 프로그램 현황>

–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정보 및 교육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기 정보지인

‘POSTECH Edu’, 교수활동을 돕기 위한 ‘교수활동 안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안

내하는 ‘학습활동 안내서’, 교육조교의 활동을 안내하는 ‘대학원 교육조교 안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를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안내

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구분 연도 개발 및 운영 과목명 대표교수

K-MOOC

2015 연속체 역학과 유한요소해석 박성진 교수

2015 디지털통신시스템: 변복조와 전력스펙트럼 조준호 교수

2016 Big Data 첫 걸음 유환조 교수

2016 전자기학 입문 – 일반물리 II 정윤희 교수

2016 DNA로 살펴본 생물의 진화 김상욱 교수

SKP-MOOC

2016 재미있는 화학공학 강인석 교수 외 12명

2016 재료공학과 함께하는 세상구경 김도연 총장 외 1명

2016 Fun-MOOC: 기계는 영원하다(서울대주관) 도준상 교수 외 9명

2016 화학: 세상의 거의 모든 것(서울대주관) 박준원 교수 외 1명

2016 생명 과학의 세계(KAIST주관) 유주연 교수 외 8명

<최근 3년간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

다. MOOC 개발 및 운영 현황

– 우리 대학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의 선도대학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지식과

변화하는 세계 시장의 요구를 교육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 K-MOOC의 경우, 2015년에 2개, 2016년도에 3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유환

조 교수의 ‘빅데이터 첫 걸음’은 수강신청자가 천명을 넘었다(1,324명).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기초과목 온라인 강좌인 ‘SKP 과학기술 MOOC’를 서울대, KAIST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세계적

인 MOOC 공급자인 Coursera와 협정을 통해, 우리 대학에서 개발한 2개 MOOC를 세계 교육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 MOOC 활용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학생들의 MOOC 수강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MOOC 강좌를 대상으로 이수비용의 일부(강좌당 3만원씩)를 연간 최대 3과목까지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2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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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수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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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IT융합공학과 :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3. 학과간 협동과정,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및 첨단원자력공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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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대학원의 취득학점 인정,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

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 석ㆍ박사과정

은 각각 6월을 단축할 수 있음.

라.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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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를 의결하며, 이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평가부문 3.1 학위수여체계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석사, 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이학과 공학의 학위를 수여하

고 있다. 학위수여 절차는 학위논문심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부정한 방

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즉각 학위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Ⅰ장 서론 The First Research University in Korea 35



▌논문지도

가. 논문지도

- 일반대학원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1년 이내에 각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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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

의 승인을 받는다. 

-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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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의 전문인력을 대학원생의 연구지도교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업적의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공동지도교수(Co-Adviser)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일체의 논문심사료 등을 받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논문작성 및학위수여 절차가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부문 3.2 교수 논문지도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학생 개인에게 논문지도교수를 빠르게 배정하고, 공동지도교수제를 도

입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원 하에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체의 논문심사료

등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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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융합, ICT, 소재, 에너지, 헬스, 기초과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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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의 연구집단으로 World-leading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산학협력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등 시대에 맞는 연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구

가. 연구활동 및방향

- 일반대학원은 융합, ICT, 소재, 에너지, 헬스, 기초과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으로 21세기의 연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일반대학원은 대학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대표적 연구그룹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

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World-leading 연구그룹을 20개 정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그룹의 역량, 학문적 수월성, 창업 등과 연계된 사업성, 다학제간 연구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20개의 그룹을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그룹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우수학자 초빙이 필

요한 경우, 교무처의 우수교원 초빙사업과 연계하여 학과별 TO외 별도로 그룹당 2~3명의 교원

충원과 초기정착비를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다. S20 프로젝트 운영으로 향후 대학 및 대학원의

전략적 강점그룹 육성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조기확보, 그룹별 융복합연구를 통한 새로운 연구

문화 조성과 국가 및 산업체의 big projcet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부문 4.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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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단평가 요약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아시아 정상급의 우수한 학술 실적을 바탕으로 특허와 기술이전, 창업의

영역에서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고위험성 연구를 독려하고, Strong

20 Project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학 고유의 강점 연구분야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구성원 및 동

문 창업 기업 협의체인 APGC(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를 조직하여 교내 창업

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전반에 융합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학술연구성과는 전임교원 1인당 최근3년간 연구실적에서 △SCI급 논문에서 기준값을 크게 상회하여

충족하고 있다. △등재(후보)지 논문 △저역서 실적에서 기준을 불충족하나, 이는 이공계 연구중심 대

학이라는 기관의 특징과 대학의 연구성과가 국외 우수 학술지 논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부분 역시 기준값(10백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충

족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4.4억원의 연구비와 3.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구분 전임교원1인당
등재(후보)지논문

전임교원1인당
SCI급논문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

기준값 0.35건 0.05건 0.07건 10,000천원

대학값 0.38건 1.31건 0.04건 504,182천원

결과 불충족(FAIL) 충족(PASS) 불충족(FAIL) 충족(PASS)

<표5-1> 최근3년간전임교원1인당연구실적

구분 2014 2015 2016 3개년평균 기준값 결과

등재(후보) 논문실적 0.1183건 0.0835건 0.0501건 0.0840건 0.35건 불충족(FAIIL)

SCI급논문실적 1.3874건 1.3802건 1.1600건 1.3092건 0.05건 충족(PASS)

저역서실적 0.0403건 0.0549건 0.0332건 0.0428건 0.07건 불충족(FAIIL)

교외연구비실적 577,264천원 469,375천원 465,907천원 504,182천원 10,000천원 충족(PASS)

평가부문 4.2 연구성과

근거자료 공시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 학부 및 대학원 합계

▌전임교원 1인당연구실적

- 본교 전임교원 1인당 최근3년간 연구실적 관련하여, △SCI급 논문 △교외연구비 전 부문에서 기

준값을 충족하고 있으나, △등재(후보)지 논문 △저역서 실적 부분은 불충족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및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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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전임교원 1인당연구비수혜 실적

- 2015년에는 2013년 및 2014년에 비하여 일반대학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및 총 연구비 규모

가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신진 교원은 3명이 늘었으나, 연구비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연구투자 감소 추세로 인해 28,787백만원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연구비 투자 금액은 상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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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52 117 8,929 913 133,062 1,030 141,986 563

2014 251 83 6,588 820 108,000 903 114,588 457

2015 255 88 3,780 840 109,419 928 113,199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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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대학은 교육·연구·학생편의 시설을 갖추어 쾌적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담, 진로, 취업, 학생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학생 안전과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학금수혜현황

가. 장학금 수혜실적

- 2016년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336억원이다. 전문연구요원이 받은 교내외 장학금은 16

억원 정도이지만 수료로 분류되어 공시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포함하면 135억원 정도(약40%)를 장

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판단된다. 나머지 200억원 정도는 교내외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으며 국가과제가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체 과제, 내

부과제 순으로 높다. 이는 포항공대의 연구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글로벌박사양성사업(GPF)

- 한국장학재단의 인재양성사업인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은 2016년에 68명의 장학생이 수혜를 받

았다. 금액으로는 20억원에 이른다. 재단에서도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의 장학생으로서 포스텍 학생들의

우수한 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평가부문 5.1 장학금 수혜현황

근거자료 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자체진단평가 요약

대학원에서는 기존 장학금보다 확대된 개념을 도입하여 2014.3월 부터 대학원생 재정지원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대학원생이 수혜 받는 모든 재정적인 금액을 의미하는데 재학 중인 대학원생

에게는 외부장학금 외에 매월 조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우수한 학생이거나 어려운 환경의 대

학원생에게 교내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연구수행 및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시연도
수혜실인원

(A)

장학금(천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교외 교내 총계(B)

2015 1,141 8,118,154 4,587,427 12,705,581 11,136

2016 1,093 8,722,212 3,830,529 12,552,741 11,485

2017 1,084 8,601,172 3,307,840 11,909,012 10,986

* 공시연도는 전년도 장학금 수혜실적을 공시한 것을 의미함.

연도별 장학금 수혜 현황(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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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가. 대학원총학생회

- 일반대학원에서는 전문대학원(철강,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대학원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2011년 3월 1일 학부 총학생회와 별도로 대학원총학생회 회칙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5개 부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2월 9일 포항공과대학교 전

체 대학원생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POSTECH 대학원생 권리ㆍ의무장전’을

선포하였다.

나. 활동실적

- 2016년 대학원총학생회는 포스텍이 주도하고 카이스트, 서울대가 참여하여 POKAS-ON 소식지

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

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하계방학에

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취미생활 지원을 위해 실내 클라이밍 등 여러 갱의 강좌를 개설하여 좋

은 반응을 얻었으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홀할 수 있는 문화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버스

를 운영하였다. 6월에는 5회 대학원총학생회배 풋살대회를 개최하여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

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 조사를 위해 2016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

사를 하였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총학활동에 인적 및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평가부문 5.2 학생활동

근거자료 규정 대학원총학생회 회칙

자체진단평가 요약

포스텍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교생활과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원총학생회의 활동을 장려

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지원에 힘입어 2015년 12월 9일 ‘POSTECH 대학원생 권리ㆍ의무

장전’ 선포를 하였다.

포스텍대학원생권리및의무장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에서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知的) 공동체인 포스텍 대학원 내

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포스텍 대학원생이 함께 포스텍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 받는 평등한 지적(知的)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포스텍 대학원총

학생회는 2015년 12월 09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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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조직및 예산 편성·집행현황(2016.4.1)

가. 전문상담원 확보 현황

-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연구를 위해 센터장 1명 아래 상담 실

장을 포함한 전문 상담원 4명이 상시적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적응관련 연구, 특강

및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017년 8월 25일 기준)

<상담센터조직도>

나.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최근 3년자료(인건비 포함)

자체진단평가 요약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대학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기관이다. 생활, 성격 및 정서, 대인관계, 학업,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과 더불

어 전인적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분 배정예산 집행금액

2014 261,558,000원 204,357,450원

2015 267,645,000원 248,195,630원

2016 235,001,000원 184,419,222원

평가부문 5.3 학생지원

근거자료
공시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규정 소수집단학생 지원 관련 규정

김정기 교수(센터장)

업무기획 및 총괄

최승애 상담교수

(상담실장:연구부교수)

성윤희 상담원

(연구 조교수)

박은령 상담원

(석사급 연구원)

이보영 상담원

(석사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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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학생지원시설 및 체제(2017학년도)

가. 장애학생 지원

- 포스텍은 개교 이후 2017년 2월까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업무를 ‘학생생활위원회’에서

담당 하였다, 장애학생을 보다 효육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장애학생지원위

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체계]

.

- 현재 장애학생이 4명으로,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학습 상담과 졸업 후 진로지도에도 만전

을 기하고 있다.

- 학사관리팀에서는 수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강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강의실 배정 등에 고려

를 하며, 학과에서도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업의 경우 교과 담당 교수가 장애유형,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학습과 평가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학과마다 학사관리 전담직원과 시설 담당직원이 있어 언제든지 장애학

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 건물 간 연결, 강의실, 기숙사, 주차장, 출입문, 화장실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구비되

어 있다. 일부 건물들이 장애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시기에 건립된 것들이어서 장애학

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구조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건물 리모델링(건물 간

연결로,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최근 건립한 건물들은

관련 기준에 따라 건립되었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불편함은 없다. 2018년까지 주요 동선인 78

계단, 학생들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무은재기념관, 대학본관 승강기 설치 등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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