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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의 개황

1. 대학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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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1950년대

1954. 12.06  학교법인 혜화학원 설립인가, 정상구 이사장 취임

1960년대 

1968. 12.14  

1969. 03.15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인가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개교, 정남이 초대교장 취임

1970년대

1970. 12.16  

1971. 02.23  

1972. 02.28  

1973. 02.22  

      12.19  

1974. 02.25  

      11.22  

1975. 02.28  

      12.31  

1976. 02.26  

      12.30  

1977. 02.25  

      12.28  

1978. 02.25  

1979. 01.01  

      02.24  

      04.06  

      09.20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제1회 졸업식 (졸업자 : 53명)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제2회 졸업식 (졸업자 : 57명)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제3회 졸업식 (졸업자 : 47명)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제4회 졸업식 (졸업자 : 74명)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 폐지인가 , 부산여자전문학교 설립인가  

부산여자전문학교 제5회 졸업식 (졸업자 : 105명)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학교 제6회 졸업식 (졸업자 : 127명)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학교 제7회 졸업식 (졸업자 : 204명)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학교 제8회 졸업식 (졸업자 : 235명) 

부산여자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  

부산여자전문학교 제9회 졸업식 (졸업자 : 552명)  

부산여자전문대학 개편, 정남이 초대학장 취임 

학칙변경인가 

1980년대

1980. 02.25 

      09.13 

1981. 01.19 

      10.16  

1982. 02.13  

      02.27  

      10.08  

1983. 02.05

      07.16 

      10.16 

1984. 01.28 

      11.12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0회 졸업식 (졸업자 : 468명)

학칙변경인가  

특별과정 설치인가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2회 졸업식 (졸업자 : 922명)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3회 졸업식 (졸업자 : 1,108명)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4회 졸업식 (졸업자 : 1,318명)

학칙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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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2.23 

      11.15 

1986. 02.01 

      02.20 

1987. 02.07 

      02.16

      10.19 

      12.30 

1988. 02.06 

      12.17 

      12.30 

1989. 12.04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6회 졸업식 (졸업자 : 1,317명)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7회 졸업식 (졸업자 : 1,345명)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특별과정 운영규정 및 설치승인

부산여자전문대학 제18회 졸업식 (졸업자 : 1,391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특별과정 운영규정 변경승인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1990년대

1990. 02.01 

      11.13 

1991. 02.01 

      12.20 

1992. 01.31 

      10.06 

1993. 02.02  

      08.09

1994. 10.18  

1995. 02.03  

      11.30  

1996. 02.01  

      08.09 

      11.09  

      12.16  

1997. 01.22 

      02.01 

      07.03  

      11.25  

1998. 02.21  

      02.24  

      03.11 

      05.01  

      11.19  

1999. 02.27  

      11.15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0회 졸업식 (졸업자 : 1,402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1회 졸업식 (졸업자 : 1,407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2회 졸업식 (졸업자 : 1,407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사무자동화과 1,2부 신설)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3회 졸업식 (졸업자 : 1,547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문헌정보과 1부 신설)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5회 졸업식 (졸업자 : 1,862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피부미용과 1부, 사회복지과 1부 신설)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6회 졸업식 (졸업자 : 1,997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응용미술과 1,2부 신설)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사회교육원 설치인가 (교육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7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191명)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산사서교육원 설치인가 (문화관광부)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제28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241명)

부산여자전문대학 학칙변경인가  

부산여자전문대학 부설 관광교육원 설치지정 (문화관광부) 

부산여자대학으로 교명변경  

부산여자대학 학칙변경인가 (안경광학과 1부, 관광외식경영과 1,2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29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400명)

부산여자대학 학칙변경인가 (노인복지전공 1,2부, 호텔카지노전공 1부,

관광영어통역전공 1부, 제과제빵전공 1,2부, 아동미술전공 1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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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00. 02.19  

      11.02  

2001. 02.17  

2001. 10.29  

2002. 02.16  

2002. 10.10  

2003. 02.15  

2003. 10.01  

2004. 02.14 

2004. 10.    

2005. 02.04  

2005. 10.    

2006. 02.10  

2006. 10.    

2007. 02.09  

2007. 10.   

2008. 02.15  

2008. 10.    

2009. 02.13  

부산여자대학 제30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438명) 

부산여자대학 학칙변경인가 (다문화과 1부, 아동스포츠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1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433명)

부산여자대학 학칙 변경 인가 (아동음악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2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574명)

부산여자대학 학칙 변경 인가 (관광중국어통역과 1부, 비서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3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679명)

부산여자대학 학칙 변경 인가 (유아특수재활과 1부, 아동놀이지도과 1부,

아동보육학습지도과 1부,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1부, 부동산재테크과 1부,

보석감정&딜러과 1부, 애완동물관리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4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662명)

(사회복지상담과 1부, 웨딩&이벤트코디네이션과 1부, 보건행정과 1부,

경찰행정과 1부, 여성공무원양성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5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372명)

(콜마케팅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6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2,004명)

(관광경영과 2부, 사회복지재활과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7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777명)

(치위생과(3년제)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 제38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779명)

(호텔커피바리스타과 1부 신설), (안경광학과 1부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변경)

부산여자대학 제39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711명)

2010년대

2010. 02. 18  

2010. 02. 18  

2010. 02. 26  

2011. 02. 10  

2011. 02. 28  

2011. 10  

2012. 01. 01  

2012. 02. 10  

2012. 02. 29  

2013. 02. 14  

2013. 02. 28  

2013. 06.    

 

2014. 02. 14  

2014. 02. 28  

부산여자대학 제40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619명)

부산여자대학 제1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수여식 (졸업자 : 14명)

2010학년도 입학식

부산여자대학 제41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405명)

2011학년도 입학식

부산여자대학 학칙변경 인가 (이가자헤어비스과 1부, 간호과 3년제  1부 신설)

부산여자대학교 교명변경 인가

부산여자대학교 제42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483명)

2012학년도 입학식

2012학년도 제43회 학위수여식 (졸업자 : 1,553명)

2013학년도 입학식

2014학년도 학과신설 및 학제변경 학칙개정 (신설 : 금융․고객서비스과, 학제변

경 : 유아교육과, 아동미술보육과, 아동음악과, 유아영어지도과, 항공운항과)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자 : 1,390명)

2014학년도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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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2. 20 

2014. 03. 20

2014. 03. 28 

2014. 06. 27 

2014. 09. 11 

2015. 02. 05 

2015. 03. 01 

2016. 05. 12 

2016. 12. 12 

2016. 12. 13

2017. 03. 01

2017. 03. 01 

2017. 03. 21 

2017. 04. 11

2017. 12.   

2018. 02. 09 

2018. 02.    

2018. 02. 09 

2018. 02. 21 

2018. 04.    

2018. 06.    

2018. 12.   

2019. 01. 

2019. 01. 15 

2019. 02. 08 

2019. 02. 25

2019. 03. 01

2019. 04. 07

고용노동부‘대학취업지원관사업’선정

‘2014년 여성벤처창업 영남권 거점대학’선정

             (중소기업청·(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산광역시‘대학생 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선정

교육부‘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선정(5년)

교육부 4년제 간호과 설치 대학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고용노동부‘대학취업지원관지원사업’선정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부산광역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기관 선정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5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업’유공기관 수상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우선협상대학’선정(5년)

제6대 정영우 총장 취임

부산광역시‘부산전략산업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선정(웰니스 건강분야)

‘LINC+(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사업’선정(5년)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획득(2018)

제48회 학위수여식(졸업자 1,036명)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휴먼케어서비스 특성화 부문) 선정

제48회 학위수여식(졸업생 978명, 누계 66,141명)

제50회 입학식

부산광역시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 사업 선정(2018 ~ 2019)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2019 ~ 2021)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획득(2019 ~ 2022)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휴먼케어서비스 특성화 부문) 연속 선정

부산광역시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 사업 선정(2019 ~ 2020)

제49회 학위수여식(졸업생 959명, 누계 67,117명)

제51회 입학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2019 ~ 2021)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운영(2019 ~ 2020)

2020년대

2020. 02. 14

2020. 02. 24

2020. 07 .01

2020. 08. 03

2020. 09. 14

2020. 10. 16

2020. 11. 17

2020. 10. 22

2020. 12. 18

2021. 02. 19

제50회 학위수여식(졸업생 927명)

2020학년도 입학

경성대학교 국제학생 상호교류 협약 체결(2020 ~ )

부산광역시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학교 선정(2020)

부산권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참여학교 선정(2020)

동경가정학원대학 문화교류 협약 체결(2020 ~ 2025)

부산광역시 청년취업 정장DAY사업 참여학교 선정(2020)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선정(2020. 10 ~ 2021. 02)

YT 유학원 교육사업 협약 체결(2020 ~ 2022)

제51회 학위수여식(졸업생 9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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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22

2021. 03. 01

2021. 06. 11

2021. 09. 03

2022. 02. 04

2022. 02. 15

2022. 02. 21

2021학년도 입학식

제7대 정영우 총장 취임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 ~ 2026)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선정(2022 ~ 2024)

제52회 학위수여식(졸업생 878명)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통과(B등급) 

2022학년도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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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

[그림 4] 대학의 행정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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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추진경과 및 실적

 □ 부산여자대학교 발전계획 VISION 2025에서는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

성 대학」을 비전으로 삼고 Busan NO.1 Korea Top 20 by 2025을 비전목표로 하였음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체계 혁신, 학생지원 및 지도 혁신, 수요맞춤형 산학협

력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획립의 4대 전략방향과 16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함

[그림 5]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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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SION 2025의 핵심지표(대학 경영목표) 달성결과로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산학협력수

익율은 제외한 지표에서 90%이상 달성함

핵심지표 

및 자율지표

2019 2020 2021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목표값 달성값 달성률

신입생충원율(%) 93.0 93.2 100.2 94.0 81.3 84.5 95.0 80.9 85.2

재학생충원율(%) 90.0 86.3 95.6 91.0 83.9 92.2 92.0 80.8 87.8

취업률(%) 68.5 68.3 99.7 70.0 67.2 97.4 72.0 64.2 89.2

전임교원확보율(%) 55.0 54.5 99.1 56.0 56.9 101.6 58.0 59.2 102.1

교육비환원율(%) 172.00 179.33 104.3 174.00 172.18 99.0 175.00 176.87 101.1

교육혁신지수 52 53.4 102.7 76 79.0 103.9 100 107.1 107.1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 50 60.5 121.0 75 80.9 107.9 100 103.8 103.8

고객만족도 지수 70 69.9 99.9 72 73.4 101.9 73 73.8 101.1

인성교과목 
개설비율 26 27.8 106.9 26 22.5 86.5 26 22.8 87.7

[표 1] 핵심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달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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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전략 방향별 주요 성과

전략방향 전략과제 추진내용


교육체계
혁신


혁신적

학사운영제도
활성화

◦진로탐색학기제
  -진로탐색프로그램(직업선호도검사 등) + 전공탐색프로그램(전공자랑퍼포

먼스 등)
  -복학생 적응프로그램 : 전공제대로 알기, 또래컨퍼런스 등
  -학부모공동체프로그램 : 학부모와 함께하는 톡톡!, 전공교수와의 만남 등
◦BWC핵심역량인증제
  -기존 BWC인성인증제(정규 + 비정규교과)→BWC핵심역량인증제(정규 + 

비정규교과 + 전공핵심역량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과별 전공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BWC핵심역량인증제 성과확산포럼 개최(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운영)

  -NCS관리시스템 및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합한 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
템 재구축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 개발 및 개편 연구, 개발(개편)매뉴얼 제

작, 우수대학벤치마킹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 워크숍, 핵심역량기반 티칭포트폴리오 제

작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평가 : 평가도구 개발, 교육과정 CQI, 자체평가


미래수요 기반

전공교육 과정운영 
혁신

◦BWC-BTS(Best Teacher's Study)
  -효과적인 교수법 공유, 우수연구회 운영 대학 벤치마킹, BTS간행물 발간, 

교수법 경진대회 참가 지원


창의적 교육방법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강화

◦창의융합 교수법 운영
  -창의융합교수법(PBL, 하브루타 등), 창의융합교수법 개발(전공, 교양), 크
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교수 아카데미 지원
  -SS(Self-Strengthening) 프로그램 : 다양한 교수법 연수 지원, 학과별 자체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수 집체연수 실시 : 연차별 단계별 계획 수립과 운영
  -맞춤형 강의 컨설팅 : 강의평가 낮은 전임교수 대상 강의 컨설팅 실시
◦통합기초능력평가체제 (IBATS : Integrated Basic Ability Test System)
  -기초학습능력 및 기초전공능력 진단 → 보완프로그램 운영(학과별)
  -기초전공능력 진단문항 보완 및 개발
  -에세이방법을 적용한 학습지침서 개발
◦통합교육품질관리체계(Triple Plus CQI)
  -교과목, 학과, 대학차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운
영

  -학생모니터링단 신설 및 운영 : 학과별 1개팀 구성, 교육품질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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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전략과제 추진내용

  -교육만족도조사 :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연1회)

  -통합교육품질관리 자체보고회 실시(연1회 / 전체교직원 대상)


학생지원 

및 
지도혁신


진로개발지원 강화

◦평생지도교수제
  -입학시(두드림) : 진로탐색학기 운영 및 지도교수와의 진로 로드맵 설정
  -재학중(디딤돌) : 학생 적성 및 진로설계에 따른 교과목, 취업연계프로젝
트

  -졸업후(어울림) : 취업후 추수지도, 학생-교수 멘토링 실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ToGetAll(투게더) 지원 프로그램
  -취업동아리(챌린저 취업동아리) 지원, 직업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CAP+), 

실무자격증 프로그램, 기업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인성 캠프
  -취업준비 캠프 : 생애설계 및 자아개발, 산업체 전문가 특강, 취업선배 

멘토링,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등
  -리더십 캠프 : CEO 및 전문가 초청, 인성아카데미 등 진행
◦취업실전 캠프
  -전체학과 대상 1:1코칭스킬,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업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보능력향상프로그램, 민간자격증취득프로그램, 현장실무자 초청 특강 

및 간담회, 학과별 맞춤 취업 컨설팅(학과별 입사지원서 작성 등)
◦미취업비전공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체학과 대상 취업 컨설턴트 배정 1:1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창업동아리‘청바지(청춘을 바꾸는 지혜)’활동 지원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담인력과의 간담회, 경진대회 참가 지원, 창업

컨설팅 지원, 운영비 지원 
◦창업역량 UP 프로그램
  -창업아이디어캠프 : 창업마인드, 셀프리더십, 아이디어 발굴 등
  -창업특강, 기업가정신교육 특강, 창업인큐베이팅 특강
  -창업성공현장투어 : 청년사업가의 사업현장 방문 및 벤치마킹


학생상담서비스 강화

◦교수상담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수상담기법 집체 연수 : 학생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교수상담기법 개별 연수 : MBTI 전문자격, 심리상담 관련 연수과정 실시
◦학생상담지원 프로그램
  -심리검사 특강 : 신입생 대상 심리검사 실시, 검사 결과 해석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 신입생 특강(MBTI 성격검사), The Hows(기숙사생 적

응향상 심리상담, ,Go Together(유학생 적응 향상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캠페인 :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사업 실시, 찾아가는 

전화상담, Help Call 위기상담 등 
  -또래상담 멘토링 : (멘토) 2~3학년 재학생 중 선발, (멘티) 1학년 신입생, 

재학생 중 학교 부적응 대상
  -심리검사 Day : 학사경고자 포함 학과관심학생 소그룹 심리검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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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전략과제 추진내용


학생 복지서비스 확대

◦사랑과 희망나눔 봉사프로그램
  -학과전공(핵심역량)에 맞은 융복합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핵심역량 기반 봉사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혁신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학생역량 UP 프로그램
  -멘토링, 튜터링, 사제동행프로르램, 대내외 경진대회, 전공동아리 운영,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실습재료비 지원, 교양 및 전공 Day(특
강), 현장체험활동 등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지원 : 학과별 현장실습운영 계획을 토대로 현장실습활동 지원
  -현장실습 교육 질 관리 : 현장실습 실시→만족도조사→자체평가 및 환류


취창업 연계

산학협력 역량 강화

◦산학협력 체결 및 질 관리
  -가족회사 발굴 및 협약 체결 : Top-down & Bottom-up 가입방식을 통한 

협약 체결
  -협약체결 추가 발굴 : 학과별 산업체 추가 발굴 및 협약 체결
  -산학협력활동 질 관리 : 산학협력활동 계획에 근거한 운영, 평가 및 환류
◦산학협력협의회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산학협력페스티발 개최 : 전체산학협력협의회 등
◦교원 산업체 연수
  -전공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 산업체 현장에서 교수 직무연수 실시
  -직무연수 실시후 연수결과 보고 및 사례 발표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실무회화(전화영어), 해외취업 컨설팅 및 인턴십, 해외취업지 발굴 등
  -일본취업반 어학강좌 : 일본취업을 위한 학생대상 맞춤형 어학강좌
◦외국어특강 프로그램
  -외국어특강 : 공인어학 시험 대비 어학강좌 운영(TOEIC, JPT, HSK)


평생직업 교육체계 

확립

◦사회환원형 비지니스 모델
  -Human Care Service + UP핵심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환원형 교육사업 운

영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계 
혁신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교육환경 개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 가상강좌 제작, 학생과제 및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조성, 1인 콘텐츠 제작실 조성, 인터넷
카페 조성

  -교육시설 개선 : 강의실 및 실습실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실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기자재 확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기자재 지원 :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 등
  -나눔교육형 강의실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속적 학과구조조정 

및 특성화

◦학과 구조조정 시행
 - 2019~2022년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자체구조조정을 통해 3개 학과(아동미술과, 호켈카지노전공, 웨딩

플래너전공)를 줄이는 등 정원 29.6%, 총 388명 감축함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모집단위(학과수) 20개 20개 18개 17개
정원내 모집인원 1,140 1,090명 901명 8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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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1. 발전계획의 수립 단계

제1의 창학 발전기반 조성 단계(1954~2010년)

◦1954년 학교법인 혜화학원은 충효정신과 예의범절의 근본인 

다도(茶道)정신을 기초로 고등교육실시

◦창의, 성실, 예절을 교훈으로 여성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지

역사회 발전에 초석을 다짐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분야로의 계속 교육을 통한 학

사학위취득기회를 제공하여, 2010년 2월 「제1회 학사학위전

공심화과정」학위수여

제2의 창학 특성화 단계(2011~2018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2011년)’, 

노동부‘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2012년)’, ‘청년직장체험 프

로그램(2012년)’및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2014

년)’ 선정 등으로 3개 분야(아동, 보건복지, 관광) 특성화를 

통하여 입학과 취업의 양적, 질적 제고

◦부산MICE산업 등 사회변화의 수용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

제3의 창학 도약의 단계(2019년 ~ 현 재)

◦2019년 창학 6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인재상 도출을 통해 

대학 혁신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선도 대학 

추구

◦미래 세대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전공분야의 깊은 이해 추구

◦대학의 비전 및 인재상을 현대사회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재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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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계획의 수립 방향과 과정

 □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증요법적 정책으로는 이 시대의 교육정책

적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환경적 변화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급변, 교

육정책의 요구사항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 혁신을 통한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 필요

 □ 대학의 새로운 비전과 인재상을 선포하면서 대학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비전과 

추진전략을 재정비함으로써,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대학의 비전과 이념,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정

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반영함

 □ 코로나19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부처별 실행과제 수정 및 보완으로 VISION 

2030으로 재정립함

[그림 9]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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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환경분석 

1) 외부환경분석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분석내용 시사점

대내외 
여건 
분석

거시
환경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 및 평가결과로 
단계적 조치 추진

◦산업수요 중심의 대학체질 개선유도 및 사회맞춤형 인재 양
성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분야 증가 예상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체제 심화

정부정책연계 중장기 
발전 전략 재정립 필
요
미래성장산업 중심 
인력양성 방향 마련
학령인구 감소 대비 
대학학사구조 개선

산업
환경

◦정부는 지능화인프라, 융합서비스 등 13대 분야 성장동력산
업 선정

◦부산2030발전전략을 통해 MICE산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시행

융복합 및 지역산업
을 반영 선제적 운영
전략 수립

벤치
마킹

◦타 대학별 발전전략 검토
◦타 대학별 중장기 발전 전략체계 검토 및 주요이슈 도출

본 대학의 비전 및 
전략체계 도출, 적용

[표 2] 외부환경 분석결과 및 시사점 요약

 (1) 거시환경 주요 내용

 □ 고등교육 정책 Paradigm 변화

 ◦ 이전 고등교육 정책방향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고등교육체제 구축, 창조경제를 선도

하는 연구역량 강화 등을  설정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1)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 2)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등으

로 제시함

[그림 10] 시대별 고등교육 정책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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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건강한 시민 양성’ 비전 달성을 위해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 등의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중임

[그림 11] 정부 고등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

 □ 학령인구의 감소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예

상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의 경우 전국 최고의 -44% 수준까지 감소가 전망되어 입

학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그림 12] 학령인구 감소 및 권역별 정원 대비 고교 졸업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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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학의 입학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부산권 여학생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되어 학생자원의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함

구분
1997년생~2005년생 1997년생~2006년생

합계(명) 남자 여자 합계(명) 남자 여자
전국 -5.25% -5.27% -5.23% -4.37% -4.40% -4.34%

서울특별시 -5.54% -5.52% -5.56% -4.54% -4.51% -4.58%
부산광역시 -7.10% -7.28% -6.90% -6.25% -6.47% -6.02%
대구광역시 -6.37% -6.40% -6.33% -5.91% -6.00% -5.81%
인천광역시 -6.10% -6.12% -6.09% -5.13% -5.15% -5.11%
광주광역시 -5.90% -5.75% -6.07% -4.99% -4.84% -5.15%
대전광역시 -4.69% -4.62% -4.76% -3.77% -3.59% -3.97%
울산광역시 -6.73% -6.70% -6.76% -5.73% -5.78% -5.69%
경기도 -3.28% -3.34% -3.21% -2.38% -2.42% -2.34%
강원도 -5.45% -5.37% -5.54% -5.03% -4.88% -5.19%
충청북도 -5.73% -5.61% -5.85% -4.95% -4.99% -4.90%
충청남도 -4.13% -4.20% -4.05% -3.02% -3.02% -3.02%
전라북도 -6.20% -6.01% -6.40% -5.65% -5.72% -5.57%
전라남도 -6.92% -6.96% -6.88% -6.12% -6.15% -6.09%
경상북도 -6.15% -6.25% -6.04% -5.38% -5.47% -5.28%
경상남도 -5.33% -5.43% -5.23% -4.37% -4.51% -4.22%

제주특별자치도 -4.86% -4.64% -5.12% -4.12% -4.05% -4.19%

[표 3] 전국 시도 지자체별 학령인구 변화(＇97 ~ ＇06년생)

※ Source : 통계청, 인구통계(생년별/성별) 현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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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부산 및 동남권 학령인구는 전체 학령인구 중 고교 비 졸업률이 동남권 평균 

12.0%(부산 평균 17.4%), 대학진학률이 동남권 평균 76.5%(부산 평균 73.8%), 및 전문대

학 진학률이 동남권 평균 27.0%(부산 평균 22.3%) 등으로 파악됨. 동남권은 대학과 전

문대학 진학자와 신입생이 거의 일치하나, 부산시는 신입생수의 약 ½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동남권과 부산권에서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는 반면, 전문대학 진학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학령
인구 졸업자 비졸업자 비졸업률 대학

진학자
대학
진학률

전문대학
진학자

전문대학
진학률

비고
(신입생수)

동
남
권

2016년  108,695 94,422 14,273 13.1% 72,224 76.5% 20,445 28.3% 71,835/
23,598

2017년  102,324 90,257 12,067 11.8% 68,132 75.5% 18,010 26.4% 69,010/
21,637

2018년    98,161 86,773 11,388 11.6% 67,319 77.6% 17,682 26.3% 68,144/
20,868

부
산
시

2016년    46,284 37,901   8,383 18.1% 27,852 73.5% 6,568 23.6% 44,037/
13,144

2017년    43,200 35,823   7,377 17.1% 26,126 72.9% 5,653 21.6% 42,321/
11,888

2018년    41,237 34,168   7,069 17.1% 25,575 74.9% 5,566 21.8% 41,899/
11,395

[표 4] 최근 3년간 동남권/부산권 진학률 추이 

※ Source : 통계청, 인구통계(생년별/성별) 현황; 대학알리미, 고등학교 졸업 후 신입생충원율 현황

 ◦ 중장기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동남권 지역 여학생들의 변동은 지속적으로 감소

가 예상되며, 특히, ＇20~＇21년도간 여학생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시홍보전략이 요구됨

[그림 14] 동남권, 부산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여학생 추이

 



- 19 -

◦ 입학자원의 감소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권으로 구분하였을 때 모집인원 

대비 입학인원이 수도권과 4년제 대학의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

역 전문대학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음

 ※ Source : 대학알리미. 2021 정보공시 신입생충원율(직업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2) 산업환경 주요 내용

 □ 인력수급전망

 ◦ ＇19~＇29년까지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순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19~＇29년까지 산업 중분류별 취업자 증감 전망분석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주점업 등의 증가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자동차제조업, 소매업 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Source :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

< 취업자 증가 상위 10대 산업(중분류) > < 취업자 감소 상위 10대 산업(중분류) >

구분
　전체　 　일반 전문대

모집
인원

입학
인원 미충원 모집

인원
입학
인원 미충원 모집

인원
입학
인원 미충원

전국 581,761 
502,184

(86.3)
79,577 361,129 

336,161

(93.1) 
24,968 220,632 

166,023

(75.3) 
54,609 

수도권

(서울,경기)
220,192 

195,660

(88.9) 
24,532 129,142 

126,602

(98.0) 
2,540 91,050 

69,058

(75.9) 
21,992 

비수도권 361,569 
306,524

(84.8) 
55,045 231,987 

209,559

(90.3) 
22,428 129,582 

96,965

(74.8) 
32,617 

부산권 49,552 
40,663

(82.0) 
8,889 33,952 

30,992

(91.3) 
2,960 15,600 

9,671

(62.0)
5,929 

[표 5] 모집인원 대비 입학인원의 감소 추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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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전망

 ◦ 중장기 보건업 수 전망에 따르면, 2019~2029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2.4% 수준으

로 총 296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5년 단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절반정도 떨어져 1.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Source: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02

[그림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가율 전망

 □ 보건복지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 보건복지학부 중 인력수급전망측면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직종은 사

회복지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종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

담전문가로 전망됨

　직종명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19 2024 2029 2019 2024 2029 `19~`24 `24~`29 `19~`29 

사회복지관련관리자 11 11 11 1 0 1 1.1 0.7 0.9

사회복지사 101 117 123 16 5 22 3.0 0.9 2.0

미용사 186 201 204 16 3 19 1.6 0.3 1.0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107 121 127 14 7 20 2.5 1.1 1.8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17 20 21 3 1 4 3.1 1.2 2.2

간호사 259 306 337 48 31 79 3.4 2.0 2.7

간호조무사 207 244 269 37 25 62 3.4 2.0 2.7

치과위생사 51 58 61 7 3 10 2.6 0.9 1.8

안경사 21 23 24 2 1 3 1.9 0.9 1.4

직업상담사 11 13 13 2 0 2 3.2 0.6 1.9

상담전문가 4. 51. 53 7 2 9 3.1 0.9 2.0

[표 7] 보건복지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단위: 천명, %)

※ Source: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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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 아동학부 중 인력수급전망측면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직종은 예능강

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종명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19 2024 2029 2019 2024 2029 `19~`24 `24~`29 `19~`29 

보육교사 259 253 241 -6 -12 -18 -0.5 -1.0 -0.7

유치원교사 56 56 55 0 -1 -1 0.0 -0.3 -0.2

예능강사 190 195 198 5 3 8 0.5 0.3 0.4

[표 8] 아동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단위: 천명, %)

 

※ Source: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02

 □ 관광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 관광학부 중 인력수급전망측면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직종은 음료조

리사, 양식조리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원, 행사기획

자 등의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ource: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02

　직종명
취업자 수 기간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19 2024 2029 2019 2024 2029 `19~`24 `24~`29 `19~`29 

제빵 및 제과원 56 57 57 1 0 1 0.2 0.1 0.1

김치 및 밑반찬제조종사원 18 18 19 1 0 1 0.7 0.5 0.6

항공기객실승무원 11 11 11 0 0 0 0.0 0.0 0.0

여가 및 관광 서비스원 26 26 26 0 0 0 -0.1 0.0 0.0

숙박시설 서비스원 56 57 57 1 0 1 0.2 0.0 0.1

오락시설 서비스원 125 125 125 0 0 0 0.0 0.0 0.0

한식 조리사 555 548 547 -7 -1 -9 -0.3 0.0 -0.2

중식 조리사 40 40 41 1 0 1 0.4 0.2 0.3

양식 조리사 30 32 33 2 1 3 1.2 0.5 0.9

일식 조리사 24 25 26 1 0 2 1.0 0.3 0.7

음료 조리사 185 199 206 13 7 21 1.4 0.7 1.1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669 649 648 -20 -1 -21 -0.6 0.0 -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44 153 157 10 4 14 1.3 0.5 0.9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128 125 123 -4 -1 -5 -0.6 -0.2 -0.4

여행 사무원 33 32 32 0 0 0 0.1 0.0 0.1

행사기획자 13 14 13 1 -1 0 1.3 -1.5 -0.1

[표 9] 관광학부 대표직업 인력수급전망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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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별 인력수급 전망 종합

 ◦ 『2021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향후 10년간(2019~2029년) 해당 직업의 일자리 규

모에 대한 전망과 변화 요인을 5개 구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여대 학과별 직업

전망을 적용하면 전부 유지이상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전망　 직업명 관련학과

증가

(연평균 고용증감률

2% 초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반려동물과

사회복지계열

다소 증가

(연평균 고용증감률 

1% 이상 ~ 2% 이하)

미용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음료조리사

미용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바리스타과,호텔경영과

유지

(연평균 고용증감률 

-1%초과 ~ 1% 미만)

사회복지관련관리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예능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항공기객실승무원,

여가 및 관광 서비스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여행 사무원, 행사기획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제빵 및 제과원,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김치 및 밑반찬제조종사원

사회복지계열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항공서비스과

관광학부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조리과

[표 10] 학과별, 직업별 인력수급전망 

※ Source: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0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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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역량분석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분석내용 시사점

대학 
현황 
분석

주요 
사업 
운영 
현황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선정(2017~2021)
  -4대 추진전략 : 교육과정개발운영 학생직무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구축 효율적 사업운영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2019~2021)
  -3대 추진전략 : 핵심역량기반 교육체계 혁신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혁신 지역사회․글로벌 역량 혁신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선정(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2019~2022)
◦2018, 2021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연속선정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 수행(19년 약49억→20년 약56억
→21년 약57억)

산학연 기반 산
학협력생태계구
축 필요
학령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구
조조정 필요

교육
학생
현황

◦학과구성 및 학생현황(2021. 4. 1. 기준)
  -1개 계열(사회복지), 15개 학과
  -입학정원 901명, 편제정원내 2,150명, 정원외 284명으로 총 2,434명
   (아동학부 423명, 관광학부 512명, 보건복지학부 1,499명)
◦코로나19로 원격, 온라인 강좌 교육수요증가 따른 교육지원체계 구
축(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규정 재정)

◦취업창업지원프로그램-대학인재상 연계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해외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흡

낮은 국제화 역
량 및 인프라
코로나19로 원
격수업 교육질
관리필요
취창업지원프로
그램의 지속적 
환류체계를 통
한 개선 필요

산학
협력
현황

◦최근 3년간 학과별 가족회사 81개 업체 수준
◦최근 3년간 외부연구비 수혜실적 낮음

가족회사 추가 
발굴 및 협약

교원
직원
현황

◦2021학년도 전임교원 확보율 59.17% 수준(교원수 71명)
  -직급별 비중 : 교수(45.1%), 부교수(23.9%), 조교수(31.0%)
◦전체직원 102명(정규직원 22명, 계약직원 80명)

전임교원 확보
율 관리

[표 11] 내부역량 분석결과 및 시사점 요약

[그림 18] 내부역량분석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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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대학 연혁

 ◦ 1950년대에 학교 법인이 설립된 이래, 2000년대까지 대학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제반사

항을 구축하고 각종 교육원을 설치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이후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2018년, 2021년 2년 연속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각광받고 있음

 □ 중장기 전략체계

 ◦ 부산여자대학교는 2019년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대학”으로 

VISION 2025을 설정하여 VISION 2030에도 유지함. 현재 시점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혁신과제 발굴 및 지속적인 실행 체계 수립 필요

 □ 교육체계

 ◦ “충효정신과 예의범절의 근본인 다도정신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 실시”라는 설립

이념과 교훈(校訓)을 설정하고, “창의적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을 제시하고 혁신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행정조직 현황

 ◦ 총장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단위 조직과 부속/부설기관을 관련 통합

운영하고 있어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함

[그림 19] 부산여자대학교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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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원은 22명 계약직원은 80명으로 전체 102명이며 정규직 비율은 23.5%, 직원 1인

당 학생 수는 정규직 기준 101.4명, 전체 기준 23.9명으로, 비교대학 대비 직원 1인당 

학생 수 규모가 정규직은 평균 수준이고 전체 직원 수 평균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으

나 업무의 전문성과 관리를 위한 정규직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
직원현황 재학생 직원 1인당

학생수

일반직기술직기능직 고용직 무기
계약직계약직 기타 총계 계 정원내 정원외 정규직 전체

부산여자대학교 22 0 0 0 2 78 0 102 2,434 2,150 284 101.4 23.9

부산과학기술대학교 37 0 0 0 20 67 0 124 3,230 2,465 765 56.7 26.0

동주대학교 26 0 2 1 2 42 0 73 2,748 2,381 367 88.6 37.6

동의과학대학교 59 0 6 3 32 66 0 166 4,333 3,390 943 43.3 26.1

경남정보대학교 61 0 10 0 0 27 11 109 6,030 4,554 1,476 84.9 55.3

영남이공대학교 29 0 2 0 14 134 0 179 5,911 4,817 1094 131.4 33.0

한양여자대학교 28 8 6 0 2 49 0 93 6,680 5,846 834 151.8 71.8

안산대학교 37 1 0 0 3 49 1 91 4,213 3,533 680 102.8 46.3

[표 12] 부산여자대학교 행정조직(타 대학비교)

(단위: 명)

※ Source: 대학알리미. 2021년 정보공시 기준

 □ 학사조직

 ◦ 학사조직은 3개 학부, 15개 학과, 1계열(3개 전공)로 2019년 이후 자체적인 대학 구조

개선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유사/중복학과, 신입생 미충원 학과, 대외 경쟁력이 낮은 

학과가 존재함

[그림 20] 부산여자대학교 학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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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학과구조조정 및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2021년 입학정

원 1,140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대응을 위해 상대적 경쟁력

이 낮은 소규모 학과의 구조개선이 필요함 

학 과
수업
연한

`19 `20 `21 `22 비고 구분

계 1,140 1,090 901 802
유아교육과(3년제) 3 106 106 80 33

아동학부

아동보육과 3 40 30 30 28
아동문화계열(3년제) 3 100  `20년 모집정지
 - 아동미술전공  `20년 모집정지
 - 아동음약전공  `20년 모집정지
 - 아동체육무용전공  `20년 모집정지
 - 아동문헌정보전공  `20년 모집정지

 아동미술과 3 30
 `20년 학과로 분리
 `21년 모집정지

 아동체육무용과 3 50 40 40
 `20년 학과로 분리
 `21년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

항공운항과(3년제) 3 150 140 85 45  `22년 항공서비스과

관광학부

호텔관광계열 2 150 130  `21년 모집정지
 - 호텔리어전공  `21년 모집정지
 - 카지노딜러전공  `21년 모집정지
 - 바리스타전공  `21년 모집정지
 - 웨딩플래너전공  `21년 모집정지
호텔경영과 2 30 27  `21년 학과로 분리
바리스타과 2 30 30  `21년 학과로 분리
호텔외식조리과 2 55 55 30 30
호텔제과제빵과 2 70 60 56 48
간호과(4년제) 4 134 134 150 150  `21년 16명 증원

보건복지학부

안경광학과 2 40 40 30 28
치위생과(3년제) 3 65 65 65 57
보건행정과 2 70 40 30 28
미용과 2 90 90 90 90
사회복지계열 2 70 60 75 80
 - 사회복지상담전공
 - 사회복지행정실천전공  `21년 청소년가족복지전공
 - 사회복지경영전공(야)  `21년 신설
문헌정보과(야) 2 30 30 33  `20년 학과로 분리 
반려동물과 2 30 50 30  `21년 신설
반려동물과(야) 2 25  `22년 신설

[표 13] 부산여자대학교 학사조직 내 학생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Source: 대학 내부자료



- 27 -

 □ 대외 평가 및 사업 현황

 ◦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발전계획의 성

과,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학생지원, 교육 성과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진단됨 

항목 진단지표 미흡한 부분

발전 계획의 
성과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발전 계획 추진의 적절성

교육여건 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수 보수수준

대학운영의 
책무성

법인의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기조 및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 
․ 운영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산학협력 활동 운영 내용 및 성과

환류체계(성과분석 등)을 통한 산학협력 활동 개선 실적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재학생 당 총 강좌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담당 학점 비율

강사 보수수준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학생지원 취․창업지원 환류체계(성과분석 등)을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성과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유지취업률

[표 14]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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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학 사회맞춤형사업(LINC+) 사업운영 결과 요약(2017~2021년)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운영 결과 요약(2019~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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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학생 현황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강좌수 및 교과목수 분석결과, 전임교원 1인당 강좌수는 5

개를 상회하며, 전임교원 1인당 교과목 수는 3개 내외로 편성됨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강좌수 831 826 769 814 729 738
전체 교과목수 418 420 377 419 398 411
전임 강좌수 404 408 398 397 361 360
전임 교과목수 188 194 186 192 183 185

재학생수 2,820 2,692 2,677 2,579 2,434 2,350
전임교원수 73 72 74 72 71 7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38.63 37.39 36.18 35.82 34.28 33.57
학생 1인당 강좌수 0.14 0.15 0.15 0.15 0.15 0.15
학생 1인당 교과목수 0.06 0.07 0.07 0.07 0.08 0.08
전임교원 1인당 강좌수 5.53 5.67 5.38 5.51 5.08 5.14
전임교원 1인당 교과목수 2.58 2.69 2.51 2.67 2.58 2.64

[표 15] 전임교원 강좌수 및 교과목 수
(단위: 과목, 명)

※ Source: 대학 내부자료

 □ 강의 평가

 ◦ 학기별 학과별 강의평가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이 4.46점, 2학기보다는 1학기에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23] 학과별 강의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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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혜실적

 ◦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은 2020년 교내연구비가 12,180천원으로 교내연구비는 부

산지역 타 전문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나 교외연구비는 실적이 없어 전체적인 연구실

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

　대학
2020년 2019년

전임교원수 교내 교외 전임교원수 교내 교외

부산여자대학교 71 12,180 0 74 35,000 0

경남정보대학교 179 0 237,069 181 0 376,928

대동대학교 44 0 23,820 42 0 25,000

동의과학대학교 134 0 430,636 147 0 201,575

동주대학교 91 2,000 79,000 94 2,000 79,000

부산경상대학교 85 4,850 10,000 84 3,950 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15 0 66,643 115 0 114,055

[표 16] 연구비 수혜 실적
(단위: 명, 천원)

※ Source: 대학알리미, 2020~2021년 정보공시 기준

 □ 국제화 현황

 ◦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교류실적이 없으나 코로나19 종식 후 활

발한 교류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

2020년 2019년

파견인원
(자대학교→
타대학교)

유치인원
(타대학교→
자대학교)

파견인원
(자대학교→
타대학교)

유치인원
(타대학교→
자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0 0 12 0

경남정보대학교 0 0 0 0

동의과학대학교 0 0 24 0

동주대학교 0 0 4 0

부산경상대학교 0 0 6 0

[표 17]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단위: 명)

※ Source: 대학알리미, 2020~2021년 정보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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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역량

 ◦ 사회봉사 역량(수강학생수, 이수학생수)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외활동의 제한으로 각 대학별로 감소 추세를 보임

학교
2020년 2019년 2018년

수강학생수 이수학생수 수강학생수 이수학생수 수강학생수 이수학생수

부산여자대학교 1,150 943 1,324 1,053 1,315 1,037

경남정보대학교 679 612 3,152 3,065 2,274 2,185

대동대학교 86 86 812 812 500 500

동의과학대학교 1,148 48 1,590 189 1,773 147

동주대학교 560 559 1,186 1,161 2,186 2,146

부산경상대학교 14 14 285 285 159 159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16 129 320 320 129 129

[표 18] 사회봉사 역량
(단위: 명)

※ Source: 대학알리미, 2019~2021년 정보공시 기준

 □ 입시경쟁률

 ◦ 2021년도 부산여자대학교에서는 정원내 모집인원 901명대비 6,258명이 지원하여 6.9대 

1의 입시 경쟁률을 보이며, 보건복지학부의 지원율은 높으나 아동학부 및 관광학부의 

지원율이 낮음

※ Source: 대학내부자료

[그림 24] 최근 3년간 입시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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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충원율

 ◦ 2021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에서는 정원내 모집인원 901명 대비 입학자는 729명으로 신

입생충원율은 80.9%로 매년 하락추세에 있음(93.2%(＇19)→81.3%(＇20) →80.9%(＇21))

 □ 신입생 특성

◦ 최근 3년간 부산여자대학교 지원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경남권이 약 83.8%, 

경북권 3.5%, 수도권 4.1%임. 관련 고교 및 지역 내 홍보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임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기타

2019학년도 622 104 215 45 44 12 33 17 51

2020학년도 524 80 189 35 38 10 28 17 49

2021학년도 543 50 132 24 37 11 17 6 2

합 계 1,689 234 536 104 119 33 78 40 102

평 균 563 78 178.7 34.7 39.7 11 26 13.3 34

비 율 57.5 8.0 18.3 3.5 4.1 1.1 2.7 1.4 3.5

[표 19] 지원자 분포 및 신입생 특성
(단위: 명, %)

※ Source: 대학 내부자료

※ Source: 대학 내부자료

[그림 25]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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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원·직원 현황

 □ 교원현황

 ◦ 부산여자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전임교원이 71명, 비전임교원이 188명으로 이중 교

수 비중은 45.1%, 부교수의 비중이 23.9%, 조교수의 비중이 31.0%로 교수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아 교원 인건비 비중에 대한 고려와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차원의 제고방안

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구분 직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구성비

전임
교원

교수 30 31 32 45.1

부교수 16 15 17 23.9

조교수 27 27 22 31.0

소계 73 73 71 -

비전임
교원

겸임교원 111 123 125 66.5

초빙교원 12 0 0 0

시간강사 56 0 0 0.0

강사 0 61 62 33.0

기타교원 2 1 1 0.5

소계 181 185 188 -

합계 254 258 259 -

[표 20] 교원현황
(단위: 명, %)

※ Source: 대학알리미, 2019~2021년 정보공시 기준. 2022 재정리

 □ 직원현황

 ◦ 2021년 기준 직원규모는 정규직 22명, 계약직 80명으로 총 102명이고, 정규직원의 직

급 별 규모는 4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11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행정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함

※ Source: 대학 내부자료, 대학알리미. 2019~2021년 정보공시 기준

[그림 26]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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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역량 분석 및 시사점

[표 21] 내부역량분석 As-Was vs. To-Be(VISION 2025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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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OT분석

 □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hreat)을,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강점요인(Strength)과 약점요인(Weakness)을 도출함

강점
(Strength)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 다도에 특화된 인성교육 체계

· 오랜 역사적 전통 및 지리적 접근성 용이성

· 취·창업 교과 운영 및 현장실습 확대

· 지속적 학과구조조정을 통한 학과경쟁력 제고

·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약점
(Weakness)

· 상대적 낮은 신입생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 인문사회 분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연계 어려움

· 낮은 국제화 역량 및 인프라

· 외부연구비 수혜실적 미흡

· 성과평가 및 보상연계체계, 환류 체계 미흡

· 교·직원 고령화

· 상위직 교수 비중 증가에 따른 정책 추진동력 약화

· 대학 핵심 기능 추진 역량 미흡

기회
(Opportunity)

· 보건, 사회복지 등 고용 확대 예상

· 산업 컨버전스 확장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한국형 나노디그리 사업 운영

· 부산시/경남도의 학과 연계 사업 지속 추진

· 학사제도 혁신(모듈식 수업, 집중이수제, 트랙제를 통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학생주도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

위협
(Threat)

· 대학 학사제도 변화 요구

· 고졸 취업 지원 전방위 확대 정책 시행

· 국내 경제성장 정체 지속

· 부산·경남지역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 유사 특성화 분야 대학 多

[표 22] 주요 이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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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발굴하고 SWOT Matrix 를 통해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그림 27] SWOT 분석결과에 따른 전략적 대안

 □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에 따른 1) 교육, 2) 학생, 3) 산학협력, 4) 경

영관점에서의 전략방향 도출

[그림 28] 전략적 대안에 따른 전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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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와 비교하면 3대 전략방향 9개 

전략과제(VISION 2020)에서 4대 전략방향 16개 전략과제(VISION 2030)로 재배치

되면서 혁신의 방향성, 학생지원 확대 등의 개선 포함

[그림 29] VISION 2030의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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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체계

1. 비전 및 사명

 □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비전

[그림 30]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비전 

 □ 대학의 교육목표와 사명

[그림 31] 대학의 교육복표와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사명

 

2. 인재상 및 핵심역량

 □ 인재상

[그림 32]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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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역량

[그림 33] 인재상 및 역량 체계도

3. 교육체계

 □ 교육체계

[그림 34] 교육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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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전략 체계

 □ 전략체계는 비전인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양성 대학”을 달성하

기 위한 4대 전략방향 “교육체계 혁신”, “학생지원 및 지도 혁신”, “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과 16개 전략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그림 35]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30 발전전략 체계 

5. 경영목표 설정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Frame은 전략 연계형을 적용함

[그림 36] 경영목표 설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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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목표는 교육목표 및 비전 달성과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성적 목표 

및 정량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성 목표는 비전인 혁신인재양성대학의 주요 

영역별 세부 지향점이며, 정량 목표는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대표적인 산출 및 

결과(Outcome)중심 지표로 설정함

[그림 37] 정량적, 정성적 경영목표 설정

 □ 교육목적(목표)와 경영목표의 연계

 ◦ BWC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정성 및 정량적

인 경영목표 설정하여 대학의 성장측면과 성과측면을 동시에 반영함

[그림 38] 교육목적(목표)와 경영목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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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방향별 전략과제와 세부실행과제 

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주관부서

Ⅰ.
교육
체계
혁신

1.1
혁신적 학사운영제도 

활성화

1.1.1 집중수업제 운영 학사지원처

1.1.2 원격수업 운영 원격교육지원센터

1.1.3 학습경험인증제 도입 학사지원처

1.2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

1.2.1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학사지원처/
교육품질혁신센터

1.2.2 BWC 핵심역량인증제 운영 학사지원처

1.3
미래수요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혁신

1.3.1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교육품질혁신센터

1.3.2 미래수요 맞춤형 융복합교육과정 운영
학사지원처/
교육품질혁신센터

1.3.2 미래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교육품질혁신센터/원격
교육지원센터/ 사무처

1.4
창의적 교육방법 확대 및 

질 관리 체계 강화

1.4.1 창의융합 교육방법 확대
교육품질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양교육센터

1.4.2 창의실천인성교육 확대
학사지원처
/교육품질혁신센터

1.4.3 교수학습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교육품질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양교육센터

1.4.4 교육품질체제 구축 및 운영

학사원처/
교육품질혁신센터/
교양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종합정보센터

Ⅱ.
학생
지원
및
지도 
혁신

2.1 진로개발지원 강화

2.1.1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확대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2.1.2 학과별 경력개발 프로그램 강화
각 학과/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2.1.3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운영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학사지원처

2.2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2.2.1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2.2.2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2.3 학생 상담 서비스  강화
2.3.1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학생처/학생생활상담소

2.3.2 교직원상담역량 강화 학생처/학생생활상담소

2.4 학생 복지서비스 확대

2.4.1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학생처

2.4.2 장학제도 확대 학생처

2.4.3 학생복지환경 및 시설 개선(도서관)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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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주관부서

Ⅲ.
수요맞춤

형
산학협력
강화

3.1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3.1.1 산업체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처

3.1.2 현장중심 교육과정 강화 산학협력처

3.1.3 현장실습 강화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2
취·창업 연계 산학협력 

역량 강화

3.2.1 취업 성과 지향적 역량 강화 산학협력처

3.2.2 가족중점회사 발굴 및 산학 결연 강화 산학협력처

3.3 글로벌 역량 강화

3.3.1 해외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국제교류센터/기획실

3.3.2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3.3.3 해외취업 역량 강화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

3.4 평생직업교육체계 확립
3.4.1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임상시뮬레이션센터

3.4.2 평생교육원 관리체계 강화 평생교육원

Ⅳ.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

4.1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계 혁신

4.1.1 성과중심 교직원 평가제도 운영 사무처/기획처

4.1.2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편람 관리 강화) 기획실/전 부서

4.1.3 대학시설여건 개선 학사지원처/사무처

4.1.4 사업(과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획실

4.1.5 IT인프라 강화 종합정보센터

4.2 안정적 재정운영방안 확보
4.2.1 재정수입의 다변화 기획실

4.2.2 재정운영의 효율화 기획실/사무처

4.3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 강화
4.3.1 신입생모집을위한 입시운영 효율화 입학홍보처

4.4
지속적 학과구조조정 및 

특성화

4.4.1 학과평가제도 운영 기획실

4.4.2 특성화연계 지속적 학과 구조조정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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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실행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림 39] 전략실행과제 우선순위화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실행과제 목록

[그림 40] 전략실행과제 우선순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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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략방향별 재정운영 계획

 □ 전략방향별 전략과제에 따른 재정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음

전략 
방향

전략과제 (16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Ⅰ.
교육
체계
혁신

혁신적 
학사운영제도 

활성화

교비 - - - - - 

국비 0.9  71.0  20.0  20.0  40.0 

소계 0.9  71.0  20.0  20.0  40.0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혁신

교비 - - - - - 

국비  29.5  57.6  57.6  57.6  57.6 

소계  29.5  57.6  57.6  57.6  57.6 

미래수요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혁신

교비 - - - - - 

국비 - 532.0 534.0 648.0 650.0 

소계 - 532.0 534.0 648.0 650.0 

창의적 교육방법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강화

교비  59.0  59.0  59.0  59.0  59.0 

국비  96.0 400.6 234.0 235.0 439.0 

소계 155.0 459.6 293.0 294.0 498.0 

Ⅱ.
학생
지원 
및 
지도
혁신

진로개발지원 
강화

교비 - - - - - 

국비 202.5 202.5 202.5 202.5 202.5 

소계 202.5 202.5 202.5 202.5 202.5 

취·창업지원프로
그램 확대

교비 -  29.5  29.5  29.5  29.5 

국비 271.0 313.0 313.0 313.0 313.0 

소계 271.0 342.5 342.5 342.5 342.5 

학생상담서비스 
강화

교비  27.5 0.6 0.6 0.6 0.6 
국비  34.7  36.8  38.7  39.3  40.2 
소계  62.2  37.4  39.3  39.9  40.8 

학생복지서비스 
확대

교비 2,138.0 2,040.0 1,947.0 1,896.0 1,851.0 
국비  33.0  30.0  30.0  30.0  30.0 
소계 2,171.0 2,070.0 1,977.0 1,926.0 1,881.0 

Ⅲ.
수요 
맞춤
형
산학
협력
강화

지역산업연계 
맞춤형인재양성 

확대

교비 174.0 179.0 179.0 188.6 185.0 

국비 878.3 889.5 949.5 941.9 945.5 

소계 1,052.3 1,068.5 1,128.5 1,130.5 1,130.5 

취·창업연계 
산학협력역량 

강화

교비  16.0  15.0  15.0 1.0 1.0 
국비  40.5  34.5  34.5  36.5  36.5 
소계  56.5  49.5  49.5  37.5  37.5 

글로벌 역량 강화

교비  12.0  12.0  17.0  17.0  17.0 
국비 180.0 130.0 130.0 130.0 130.0 
소계 192.0 142.0 147.0 147.0 147.0 

평생교육체계 
확립

교비 4.1 4.8 5.0 5.2 5.4 
국비  50.0  65.0  65.0  65.0  55.0 
소계  54.1  69.8  70.0  70.2  60.4 

[표 24] 전략방항별 재정운영 계획(2021~2025년)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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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전략과제 (16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Ⅳ.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

계 혁신

교비 292.3 649.3 657.3 649.3 704.3 

국비 590.0 1,030.0 1,030.0 1,030.0 830.0 

소계 882.3 1,679.3 1,687.3 1,679.3 1,534.3 

안정적 
재정운영방안 

확보

교비 - - - - - 

국비 - - - - - 

소계 - - - - -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강화

교비 415.0 356.0 346.0 336.0 326.0 

국비 - - - - - 

소계 415.0 356.0 346.0 336.0 326.0 

지속적 
학과구조조정 및 

특성화

교비 - - - - - 

국비 - - - - - 

소계 - - - - - 

총 계

교비계  3,137.8  3,345.2  3,255.4  3,182.2  3,178.8 

국비계  2,406.4  3,792.5  3,638.8  3,748.8  3,769.3 

총계  5,544.2  7,137.7  6,894.2  6,931.0  6,948.1 

전략 
방향

전략과제 (16개)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Ⅰ.
교육
체계
혁신

혁신적 
학사운영제도 

활성화

교비 - - - - - 

국비 20.0 20.0 20.0 40.0 20.0 

소계 20.0 20.0 20.0 40.0 20.0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혁신

교비 - - - - - 

국비 57.6 57.6 57.6 57.6 57.6 

소계 57.6 57.6 57.6 57.6 57.6 

미래수요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혁신

교비 - - 6.0 6.0 6.0 

국비  650.0  650.0 - - - 

소계  650.0  650.0 6.0 6.0 6.0 

창의적 교육방법 
확대 및

질 관리체계 강화

교비 59.0 59.0 59.0 59.0 59.0 

국비  254.0  267.0  272.0  269.0  269.0 

소계  313.0  326.0  331.0  328.0  328.0 

Ⅱ.
학생
지원 
및 
지도
혁신

진로개발지원 
강화

교비 - - - - - 

국비  202.5  202.5  202.5  202.5  202.5 

소계  202.5  202.5  202.5  202.5  202.5 

취·창업지원프로
그램 확대

교비 29.5 29.5 29.5 29.5 29.5 

국비  313.0  313.0  313.0  313.0  313.0 

소계  342.5  342.5  342.5  342.5  342.5 

학생상담서비스 교비 0.8 0.8 0.8 0.8 0.8 

[표 25] 전략방항별 재정운영 계획(2025~2030년)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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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전략과제 (16개)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강화
국비 41.4 42.1 42.4 42.8 43.1 

소계 42.2 42.9 43.2 43.6 43.9 

학생복지서비스 
확대

교비 1,802.0 1,752.0 1,701.0 1,652.0 1,602.0 

국비 30.0 30.0 30.0 30.0 30.0 

소계 1,832.0 1,782.0 1,731.0 1,682.0 1,632.0 

Ⅲ.
수요 
맞춤
형
산학
협력
강화

지역산업연계 
맞춤형인재양성 

확대

교비  186.0  189.0  189.0  191.0  191.0 

국비  984.5  984.5  984.5 1,004.5 1,004.5 

소계 1,170.5 1,173.5 1,173.5 1,195.5 1,195.5 

취·창업연계 
산학협력역량 

강화

교비 1.0 1.0 1.0 1.0 1.0 

국비 37.5 37.5 38.5 38.5 38.5 

소계 38.5 38.5 39.5 39.5 39.5 

글로벌 역량 강화

교비 17.0 22.0 22.0 22.0 22.0 

국비  130.0  130.0  130.0  130.0  130.0 

소계  147.0  152.0  152.0  152.0  152.0 

평생교육체계 
확립

교비 5.6 5.8 5.8 6.0 6.0 
국비 55.0 55.0 55.0 55.0 55.0 
소계 60.6 60.8 60.8 61.0 61.0 

Ⅳ.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

계 혁신

교비  644.3  644.3  644.3  644.3  644.3 

국비  830.0  830.0  830.0  830.0  830.0 

소계 1,474.3 1,474.3 1,474.3 1,474.3 1,474.3 

안정적 
재정운영방안 

확보

교비 - - - - - 
국비 - - - - - 
소계 - - - - -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강화

교비  316.0  306.0  296.0  286.0  285.0 

국비 - - - - - 

소계  316.0  306.0  296.0  286.0  285.0 

지속적 
학과구조조정 및 

특성화

교비 - - - - - 

국비 - - - - - 

소계 - - - - - 

총 계

교비계 3,061.2 3,009.4 2,954.4 2,897.6 2,846.6 

국비계 3,605.5 3,619.2 2,975.5 3,012.9 2,993.2 

총계 6,666.7 6,628.6 5,929.9 5,910.5 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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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혁신사업과의 연계성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 실행을 통하여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양성」

이라는 우리 대학의 비전 달성의 추진동력으로 활용

[그림 41] 부산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전략 체계도 



- 49 -

□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30) 전략과제별 혁신지원사업 추진내용

전략방향 전략과제 혁신지원사업의 추진내용


교육체계
혁신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

◦통합교육품질관리체계(Triple Plus CQI)
  -교과목, 학과, 대학차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품질관리체계 운영 및 개선
  -BWC학생모니터링단 운영 : 교육품질 개선 활동
  -교육만족도조사 :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만족도조

사 실시(연1회)
  -통합교육품질관리 통합 성과포럼 실시(연1회 / 전체교직원 대상)◦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개편: 개편(보완) 연구, 매뉴얼 제작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 워크숍, 핵심역량기반 티칭포트폴리오 제작
  -핵심역량기반 교육 평가 : 핵심역량 진단평가 실시, 교육과정 CQI, 자체평가◦BWC핵심역량인증제
  -BWC핵심역량인증제 정착 및 개선 환류 시행
  -전 학과 전공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및 실무자 간담회


미래수요 기반   

전공교육 과정운영 
혁신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
  -교양인성교육 개발 : 교양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메

타버스기반 교양교과개발 지원◦BWC-BTS(Best Teacher's Study)
  -효과적인 교수법 공유, 우수연구회 운영, 대학 벤치마킹, BTS간행물 발간, 교수법 경

진대회 참가 지원


창의적 교육방법 및 
질 관리체계 강화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 연구 및 운영
  -창의융합 교수법을 적용한 핵심역량기반 전공 및 교양 교과 개발 및 운영
  -창의융합 온라인콘텐츠 개발◦교수 아카데미 지원
  -SS(Self-Strengthening) 프로그램 : 교수학습의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교수 

개인/학과/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강의 컨설팅 : 강의평가 낮은 전임교수 대상 강의 컨설팅 실시◦통합기초능력평가체제 (IBATS : Integrated Basic Ability Test System)
  -IBATS 확대 운영 및 환류체계 운영 : 기초학습능력 및 기초전공능력 진단 → 보완

프로그램 운영(학과별) → 기초학습 및 기초전공 진단 문항 개발
  -핵심역량기반 기초학습능력향상도 평가 및 분석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습에세이 방법,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지원 

및 
지도혁신


진로개발지원 강화

◦평생지도교수제
  -입학시(두드림) : 진로탐색학기 운영 및 지도교수와의 진로 로드맵 설정
  -재학중(디딤돌) : 학생 적성 및 진로설계에 따른 교과목, 취업연계프로젝트
  -졸업후(어울림) : 취업후 추수지도, 학생-교수 멘토링 실시


취창업지원프로그램 

확대

◦ToGetAll(투게더) 동아리 지원
  -취업동아리(챌린저 취업동아리) 지원, 직업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CAP+), 취업준비캠

프, 기업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실전취업코칭 운영◦취업인성 캠프
  -취업준비 캠프 : 여성CEO 및 전문가 초청, 인성아카데미 등 진행◦취업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능력향상프로그램, 민간자격증취득프로그램, 취업특강 온라인 컨텐츠 제작, 취업

주간행사, 현장실무자 초청 특강 및 간담회, 학과별 맞춤 취업특강, 미취업비전공 
취업지원프로그램◦창업역량 UP 프로그램

  -창업동아리‘청바지(청춘을 바꾸는 지혜)’활동 지원 
  -창업아이디어캠프 : 창업마인드, 셀프리더십, 아이디어 발굴 등
  -창업아카데미 : 기업가 정신, 창업성공현장투어, 창업컨설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및 대학ㆍ지자체 연합창업캠프 공동 운영◦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Job카페 취업정보검색대(기자재) 설치 및 Job카페 환경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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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전략과제 혁신지원사업의 추진내용


학생상담서비스 강화

◦보듬이(교수상담) 역량 강화 
  -교수상담기법 집체 연수 : 학생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교수상담기법 개별 연수 : MBTI 전문자격, 심리상담 관련 연수과정 실시◦끌림이(학생상담) 지원 
  -예비교사양성학과 인적성 검사
  -신입생 실태조사 개선 및 운영
  -신입생 심리검사 특강(BFI성격 5요인검사), 또래상담 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 

The Hows(기숙사 생활적응 향상 프로그램), 정신건강캠페인, Help call·상담소 홈페
이지 온라인 상담, Youbuntu Me(유분투 미), Go Together,  학과별 맞춤형 심리검사 
프로그램, 복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시


학생 복지서비스 

확대

◦사랑과 희망 나눔 봉사활동
  -핵심역량기반 봉사활동 운영: 학과 맞춤형 봉사, 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 외국인 학

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혁신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미래인재역량 UP 플러스
  -동반성장 튜터링, 멘토링, 사제동행 프로그램, FM(First Mapping) 프로그램, 대내ㆍ외 

경진대회, 전공동아리 운영,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교양 및 전공 Day(특
강), 현장체험학습 등◦현장실습 지원

  -표준현장실습 지원 : 학과별 현장실습운영계획을 토대로 현장실습활동 지원
  -현장실습 교육 질 관리 : 현장실습 실시→만족도조사→자체평가 및 환류


취창업 연계    

산학협력 역량 강화

◦산학협력 체결 및 질 관리
  -산학연협력 운영체계: 산학협력 One-Stop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족회사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시스템 구축
  -산학협력활동 질 관리 : 산학협력활동 계획에 근거한 운영, 평가 및 환류◦산학협력협의회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지·산·학 공유·협업플랫폼 구축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산학협력페스티발 개최 : 전체 산학협력협의회◦교원 산업체 연수
  -전공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 산업체 현장에서 교수 직무연수 실시
  -직무연수 실시 후 연수결과 보고 및 사례 발표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취업 대비 어학심화과정 : 해외 취업 대비와 글로벌역량 강화
  -외국어 특강 : 공인어학 시험 대비 어학강좌 운영(TOEIC, JPT, HSK)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취업역량 강화 


평생직업 교육체계 

확립

◦사회환원 응급처치 교육
  -핵심인재양성을 통한 교내 대상자(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

치 교육 운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계 
혁신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행경(행복한 경영을 위한) 컨퍼런스 기획 및 운영으로 대학 운영절차 개선 및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사회적 가치 실현
  -융복합 봉사,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크린캠퍼스 활동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발휘


안정적 재정운영방안 

모색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ESG 경영기반 구축, 행경 컨퍼런스 기획 및 운영(캠페인 활동)◦대학 간 공유·협력
  -공동 교과 운영, 공동 교과 개발 및 확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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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과의 연계성 

 □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LINC 3.0 사업과 연계 실행을 통하여 「전문성

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양성」이라는 우리 대학의 비전 달성 및 산학협력 활동

의 추진동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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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선도모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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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선도 모델 추진 내용

선도모델 중점추진과제 추진계획

❶
FIT Bridge 
pathway
Model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BWC-BRIDGE (Bio Revival Industry Digital Governance Entrepreneurship)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운영 : 주문식교육과정, 현장실습, 캡스

톤디자인, 창업교육
·Hi-BRIDGE pathway Model 개발 및 운영 : 혁신적 산학연계 교수법 개발 및 

운영, 혁신적 교육방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신산업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신산업 기반 융ㆍ복합형 교육과정 운영 : 집중수업제 융합전공모듈 운

영, 융ㆍ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디지털 관련 지역사회 등 연계

친환경 기반
취업창업교육

·취업프로그램 : 인성캠프, 취업캠프, 취업컨설팅, 취업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 : 기초창업역량교육, 실전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 네트워크창업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반 
글로벌 교육

·비대면/글로벌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 : 디지털기반 플랫폼 구축, 비대면 교
육콘텐츠 개발, 비대면/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❷
FIT Eco 
Operating 
Model

산학연일체형 
운영체계

·기업협업센터 및 공용장비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ICC 분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ICC 가족회사 발굴 및 확대

산학연일체형 
기업지원

·기업협업센터 : 기술지도/자문 및 기술이전, 상품화/사업화 등 지원
·공용장비활용센터 : 공용장비 활용 지원 및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운영 

ICC분야 
교육프로그램

·ICC 현장실습, ICC 캡스톤디자인, ICC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❸
FIT 

Ecosystem 
Model

산학연협력 
운영체계

·산학협력 One-Stop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산학협력 조직의 인력 전문
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친화형
제도

·교원업적평가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
·교원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강화(인센티브, 포상 등)

특화분야
인프라

·특화분야 산학연협력협의회 운영 확대, 산학연 교육환경의 현장화를 위한 전
문인력 투입 및 시설/기자재 확충, 산학협력단 자립화 등

❹
FIT Agile 
Operating 
Model

기업연계 
공유 및 협업

·산업체 재직자교육과정 : 특화분야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직자
교육환경(강의실 등) 구축, 학과별 미러형실습실 활용 등

·가족회사통합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가족회사 발굴 및 확대 등
지산학 연계
공유 및 협업

·지산학공유ㆍ협업플랫폼 구축 및 정착 : 지산학협력협의체 구성(대학간협
의체, 지자체+대학간협의체, 사업미참여대학간 협의체 등)

성과창출 및 
확산활동

·ICC 특화분야의 인력양성별 성과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축제 등 운영
·성과관리체계 정착 및 강화, 공유ㆍ협업을 통한 성과포럼, 성과관리워크

숍, 세미나 등 체계적 운영 및 강화, 대내외 홍보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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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전계획 성과지표 관리

1. 핵심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그림 44]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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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충원율

◦ 비전 2025 신입생 충원율 목표 100%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부정적 환경변화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인 충원노력을 통해 2030년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100%로 설정함

 현재 학령인구 감소, 학과 구조조정 및 적정화 계획 등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입시홍보 강화, 각 학과별 학생 모집 활동 확대 등을 목표 설정

에 반영하여 2030년 신입생 충원율 목표를 100%로 설정함

[그림 45] 중장기 목표 - 신입생 충원율 

지표명 신입생 충원율

지표선정이유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입생 충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한 상황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입학정원 : 당해 연도 신입생 입학정원, 입학자 : 당해 연도 3월학기 신입생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년 신입생 충원율
∙검사방법
 - 매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신입생 충원율 80.9 기준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시홍보 강화 필요. 각 학과별 학생 모집 활동 확대 등 적극적 

활동으로 신입생 충원율 지속 상승

달성계획 및 
전략

∙대학홍보 운영 강화,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운영 효율화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부산여자대학교 위상 제고 및 재정 수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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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 충원율

◦ 비전 2025 재학생 충원율 목표 100%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30년 재학생 충원율 목표를 100%로 설정함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

며, 2020년~2021년 학령인구 절벽시기 도래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학사관리 강화, 재학생 상담 프로그램 확대, 학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2030 재학

생 충원율을 100%로 목표 설정함

[그림 46] 중장기 목표 - 재학생 충원율

지표명 재학생 충원율

지표선정이유
학생관리, 상담, 학생복지환경 및 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학생관리를 통해 학생이탈을 
방지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학생정원 - 학생 모집정지 인원)] × 
100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2021년 재학 생충원율
∙검사방법
 - 매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재학생 충원율 80.8 기준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2030년 재학생 충원율 100% 달성을 목표로 매년 도전적 목표 설정

달성계획 및 
전략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장학제도 활성화, 학생복지환경 및 시설 개선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부산여자대학교 위상 제고 및 재정 수입 확충
∙재학생 만족도 제고

 



- 57 -

□ 취업률

◦ 비전 2025 취업률 목표 80%에서 경제성장 정체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30년 

취업률 목표를 80.0%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경제성장 정체 심화에 따라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연계성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가 필요함

 취업관련 전공, 교양,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확대,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취업률 목표를 80.0%로 설정함

[그림 47] 중장기 목표 - 취업률

지표명 취업률

지표선정이유
∙비전인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대학”을 달성하고 실무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체 맞춤형 취업 인력 확대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 100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검사방법
 - 매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취업률 64.2 기준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2030년까지 Busan No.1 달성을 위해 매년 상향 또는 유지로 설정

달성계획 및 
전략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확대, 학과별 경력개발 프로그램 강화, 학생이력관리체계 확립,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부산여자대학교 위상 제고 및 신입생 충원 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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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원 확보율

◦ 비전 2025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 65%에서 2030년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를 65.0%로 유지 설정

함

 전임교원 충원율은 타 대학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으로, 우수한 적정인력의 교원의 지

속적인 충원이 필요함

 교원 정년퇴임 등에 따른 신규 교원 임용을 통해 2030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를 

65%로 설정함

 전임교원 확보율 65.0% 목표는 부산권 전문대학 No.1 목표보다 다소 낮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란 정원축소, 신규 교원채용에 대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함

[그림 48] 중장기 목표 -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명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선정이유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 법정정원) × 100
∙대학정보공시 기준 적용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전임교원 수
∙검사방법
 - 매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전임교원확보율 54.48기준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2030년까지 Busan No.1 목표인 65.0% 달성을 위해 매년 약 2%씩 상향 설정

달성계획 및 
전략

∙교수학습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교원 정년퇴임에 따른 신규 교원 채용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교육품질 제고 및 학사운영제도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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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환원율

◦ 비전 2025 교육비 환원율 목표 175.00%에서 2030년 교육비 환원율 목표를 175.00%로 유지 설

정함

 2025년 교육비 환원율 목표 175%를 2019년에 초과달성 하였으나 교육시설여건 개선, 장

학금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교육비 환원율 목표를 175.0%로 유지 설정함

[그림 49] 중장기 목표 - 교육비 환원율 

지표명 교육비 환원율

지표선정이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교육비환원율 :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당해연도 교육비, 등록금 수입
∙검사방법
 - 매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교육비 환원율 176.87 기준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30년까지 교육비 환원

율 175.00% 달성을 위해 매년 유지로 설정

달성계획 및 
전략

∙학생복지환경 및 시설 개선, 장학제도 다양화, 재정수입의 다변화, 재정운영의 효율
화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재학생 만족도 및 재학생 충원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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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혁신지수

◦ 비전 2025 교육혁신지수 목표값 100.0%에서 2021년에 49.3%를 달성하였으며, 2030년 교육혁

신지수 목표를 100.0%로 유지 설정함

 교육혁신지수는 핵심역량 평가결과 평균점수 + 교수 1인당 교수법 연수 시간 + 집중수

업 교과목수 + 창의적 교수법 개발 건수에 대해 연차별 목표값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설

정함

 집중수업제 활성화, 학습자 주도 창의융합 교육방법 확대, 핵심역량 기반 교육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교육혁신지수 목표를 100%로 설정함

[그림 50] 중장기 목표 - 교육혁신지수

지표명 교육혁신지수

지표선정이유
∙ 핵심역량 평가를 통한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설정
∙ 교수 연수 및 창의융합 교수법 활용을 통해 학생역량 성취도 향상에 기여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 (A1 × 0.3) + (A2 × 0.3) + (A3 × 0.2) + (A4 × 0.2)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함

세부산출내용

∙ 기준값
 - A1 : 핵심역량 평가결과 평균점수
 - A2 : 2021년 교수 1인당 교수법 연수 시간
 - A3 : 2019년-2021년(3개년) 평균 집중수업 교과목 수
 - A4 : 2019년-2021년(3개년) 평균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 건수 
∙ 측정방법
 - A1 : 핵심역량 평가결과 평균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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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 : 교수별 교수법 연수시간의 총합 산출(기간:3월~차년도 2월)
 - A3 : 개설된 집중수업 수 총합 산출(1, 2학기)
 - A4 :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보고서 건수 산출(1, 2학기)

목표설정근거

∙ 현재값
 - A1 : 2021년 핵심역량 평가결과 평균점수 66.2점을 현재값으로 설정
 - A2 : 2021년 교수 1인당 교수법 연수 시간 16.6시간을 현재값으로 설정
 - A3 : 2019년-2021년(3개년) 평균 집중수업 교과목 수 65개를 현재값으로 설정
 - A4 : 2019년-2021년(3개년) 평균 창의적 교수법 개발 건수 4건을 현재값으로 설정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A1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목표값 71점 달성을 목표로 평균 2.4%p수준 향상
 - A2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51시간 달성을 목표로 매년 33.3%p수준인 17

시간 이상 증가
 - A3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210개 달성을 목표로 매년 6.6%p수준인 65개 

이상 증가
 - A4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15건 달성을 목표로 매년 4건 이상 증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값 목표값 목표값 목표값

A1 66.2점 70.0점 70.5점 71.0점
A2 16.6시간 17시간 34시간 51시간
A3 65개 65개 135개 210개
A4 4건 4건 9건 15건

달성계획 및 
전략

∙ 추진 전략 :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평가, 교수 아카데미 지원, 
BWC-BTS(Best Teacher’s Study),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 연구 및 운영의 홍보 강화를 통
한 교수 연수 및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에 교수 참여 촉진 
∙ 추진 방법 : 교수 연수, 창의융합 교수법 연수지원을 통한 교수역량의 질적 향상 및 다
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지원
∙ 추진 내용 : 부서 및 센터를 통한 사업 및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 운영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 단기 : 다양한 교수법 활용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전공 및 교양과목의 수업만족도 제
고, 강의평가 향상
∙ 중장기 : 대학의 교육만족도 향상, 재학생의 학업적응력 향상을 통한 재학생 충원율과 
중도탈락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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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

◦ 비전 2025 교육혁신지수 목표값 100.0%에서 2021년에 51.4%를 달성하였으며, 2030년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를  100%로 유지 설정함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는 신규지표로서, 진로심리 상담 참여자수 + 취업프로그램 참

여자수 +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수 + 국제교류 학생 수 에 대해 연차별 목표값을 달성하

는 방식으로 설정함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확대,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

영, 해외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 목표를 100%로 설정함  

[그림 52] 중장기 목표 -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 

지표명 맞춤형 학생지원 혁신지수

지표선정이유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진로심리 상담 및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하는 실무인재 
양성
∙ 평생지도교수제와 학생상담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 B1 × 0.3) + (B2 × 0.3) + (B3 × 0.2) + (B4 × 0.2)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함

※ 재학생 수: 2021년 4월 1일 기준, 10월 1일 기준의 평균값

세부산출내용

∙ 기준값
 - B1 : 2021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자수 대비 취득율 
 - B2 : 2021년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율
 - B3 : 2021년 취업 프로그램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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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 : 2021년 창업 프로그램 참여율
∙ 측정방법
 - B1 : 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전체
 - B2 : 교수상담, 또래상담,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참여자 수
 - B3 : 취업동아리 외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 B4 : 창업동아리 외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목표설정근거

∙ 현재값
 - B1 : 2021학년도 자격증 취득율 89.2%을 현재값으로 설정
 - B2 : 2021학년도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율 5.6건을 현재값으로 설정
 - B3 : 2021학년도 취업 프로그램 참여율 1.5건을 현재값으로 설정
 - B4 : 2021학년도 창업 프로그램 참여율 0.1건을 현재값으로 설정
∙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B1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목표값 91% 달성을 목표로 매년 0.5%p 이상 증가
 - B2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17.4건 달성을 목표로 매년 5.8건 이상 증가
 - B3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5.4건 달성을 목표로 매년 1.8건 이상 증가
 - B4 : 현재값 대비 3차년도 누적 목표값 0.3건 달성을 목표로 매년 0.1건 이상 증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2030년
현재값 목표값 목표값 목표값 ... 목표값

B1 89.2% 90.0% 90.5% 91.0% ...
B2 5.6건 5.8건 11.6건 17.4건 ...
B3 1.5건 1.8건 3.6건 5.4건 ...
B4 0.1건 0.1건 0.2건 0.3건 ...

달성계획 및 
전략

∙ 추진 전략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끌림이(학생상담)지원, 보듬이(교수상담) 역량 강화, 
평생지도교수제,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학생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률 제고 

∙ 추진 방법 : 자격과정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 학생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의 상담역량 강화

∙ 추진 내용 : 부서 및 센터의 체계적 성과관리 및 만족도 관리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 단기 : 교수 상담역량 강화로 재학생의 중도탈락률 감소 및 교육만족도 향상,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유지취업률 향상, 취업‧창업 마인드 고취  

∙ 중장기 : 산업체 및 졸업생 만족도 향상,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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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만족도 지수

◦ 고객만족도 지수는 재학생 만족도, 산업체만족도, 교직원만족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비

전 2030 고객만족도 지수 목표를 80점 이상으로 설정함

 고객만족도 지수는 는 재학생만족도×0.3 + 산업체만족도×0.4 + 교직원만족도×0.3임

 외부고객인 재학생, 산업체와 내부고객인 교직원의 만족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고

객만족도 지수 80점 이상으로 목표로 설정함

[그림 54] 중장기 목표 - 고객만족도 지수 

지표명 고객만족도 지수

지표선정이유
∙재학생, 산업체,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합적 인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로 설정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C1 × 0.3) + (C2 × 0.4) + (C3 × 0.3) 
 - C1 : 재학생 만족도 
 - C2 : 산업체 만족도 
 - C3 : 교직원 만족도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C1 : 2021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매년) 
 - C2 : 2021년 산업체 만족도 조사(매년) 
 - C3 : 2021년 교직원 만족도 조사(매년)
∙검사방법 
 - C1 : 재학생 만족도 조사 활용 
 - C2 : 산업체 만족도 조사 활용 
 - C3 : 교직원 만족도 조사 활용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C1 : 2021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66.3점을 시작기준으로 설정 
 - C2 : 2021학년도 산업체 만족도 81.4점을 시작기준으로 설정 
 - C3 : 2021학년도 교직원 만족도 71.3점을 시작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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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C1 : 2030년 중장기 목표인 재학생 만족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연차 별 평균 

2.11%p 상승값 적용 
 - C2 : 2030년 중장기 목표인 산업체 만족도 80점 이상 유지
 - C3 : 2030년 중장기 목표인 교직원 만족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연차 별 평균 

1.29%p 상승값 적용 

달성계획 및 
전략

∙재학생 취업 및 학생복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와의 지 속적인 
정보교류 및 우수 학생 현장실습 등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핵심성과지표 연계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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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교육 교과목개설 비율

◦ 비전 2030의 인성교육 교과목개설 비율은 30%로 설정함

 인성교과목 강좌비율은 전체 교과목 중 인성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핵심역량에 

기반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함

 인재상 연계 실천인성교육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인성교육 교과목개설 비율 목표를 

30%로 설정함

[그림 55] 중장기 목표 - 인성교육 교과목개설 비율

지표명 인성교육 교과목개설 비율

지표선정이유
∙비전인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대학”을 추구하고 교육이념인 
충효정신과 예의범절의 근본인 다도정신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재상 실현

평가방법 정량평가(계량지표)

평가산출식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 비율 : (인성교육 개설과목 수 / 교양 개설과목 수) × 100

세부산출내용

∙기준값
 - 학과별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과목 수(다도, 예절과목 포함)
∙검사방법
 - 학사지원처 매년(1,2학기) 학과별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과목 수

목표설정근거

∙현재값
 - 2021년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 22.8%를 현재값으로 설정
∙목표값 설정근거의 구체성 및 적극성
 - 2030년까지 인재상 연계 실천인성교육 확대를 통해 인성교과목 강좌 비율은 30%

까지 달성

달성계획 및 
전략

∙인재상 연계 실천인성교육 확대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부산여자대학교 인재상 실현 및 비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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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과제별 KPI 

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KPI

Ⅰ.
교육
체계
혁신

1.1
혁신적 학사운영제도 

활성화

1.1.1 집중수업제 운영 집중수업비율

1.1.2 원격수업운영 원격수업비율

1.1.3 학습경험인증제 도입
학습경험인증학점인증
제 운영

1.2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

1.2.1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건 수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고도화

1.2.2 BWC 핵심역량인증제 운영
BWC핵심역량인증 
학생수

1.3
미래수요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 혁신

1.3.1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 (개편)건 수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1.3.2 미래수요 맞춤형 융복합교육과정 운영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개편) 건 수

융복합 연계 교육과정 
운영

1.3.3 미래수요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산학연 연계 중심 
교육환경 시설 구축 
및  활용

1.4
창의적 교육방법 확대 
및 질 관리 체계 강화

1.4.1 창의융합 교육방법 확대

창의교수법 
개발(개편)및 운영 
건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건수

1.4.2 창의실천인성교육 확대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비율

1.4.3 교수학습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교수법 연수 시간
교원 산업체 연수 시
간

1.4.4 교육품질체제 구축 및 운영

BWC통합시스템 구축

통합교육품질체계운영

통합교육품질체계운영

재학생 교육과정 
전반적 만족도

[표 29] 교육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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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KPI

Ⅱ.
학생
지원
및
지도 
혁신

2.1 진로개발지원 강화

2.1.1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확대 교직원연수 참여율

2.1.2 학과별 경력개발 프로그램 강화 자격증 취득율

2.1.3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운영 학생상담 응대율

2.2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2.2.1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2.2.2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자격증 취득율

취업률

2.3
학생 상담 서비스  

강화

2.3.1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학생 1인당 
평균 상담 횟수

2.3.2 교직원상담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석률

2.4 학생 복지서비스 확대

2.4.1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학생자치활동 건수

2.4.2 장학제도 다양화
장학금 비율 (교내장
학금+사설 및 기타)

2.4.3 학생복지환경 및 시설 개선(도서관) 복지환경개선 실적

[표 30] 학생지원 및 지도 혁신 실행과제 KPI 

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KPI

Ⅲ.
수요
맞춤형
산학
협력
강화

3.1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3.1.1 산업체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인사특강 횟수

3.1.2 현장중심 교육과정 강화 산락협력 만족도

3.1.3 현장실습 강화 현장실습 이수율

3.2
취·창업 연계 산학협력 

역량 강화

3.2.1 취업 성과 지향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3.2.2  가족(중점)회사 발굴 및 산학 결연 강화

산업체 만족도

가족중점회사 발굴 
및 협약

3.3 글로벌 역량 강화

3.3.1 해외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국제교류 학생 수

3.3.2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만족
도, 

3.3.3 해외취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만족
도, 

3.4 평생직업교육체계 확립
3.4.1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육만족도

3.4.2 평생교육원 관리체계 강화 강의만족도

[표 31] 수요맞춤형 산학협력 강화 실행과제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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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번호 전략과제 번호 실행과제 KPI

Ⅳ.
지속
가능 
경영
체계 
확립

4.1
성과중심 

대학경영·행정체계 
혁신

4.1.1 성과중심 교직원 평가제도 운영

교수업적평가관련 개
선 건수

교수업적평가 평균점
수

교원평가제도 만족도

직원평가제도 만족도

4.1.2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편람 관리 강화) 업무편람 활용만족도

4.1.3 대학시설여건 개선
시설개선 집행률

기자재 확보율

4.1.4 사업(과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분석오차율

4.1.5 IT인프라 강화 시스템관리지수

4.2
안정적 재정운영방안 

확보

4.2.1 재정수입의 다변화 발전기금모금액

4.2.2 법인의 책무성 확보

법인(알반회계)재정 규
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법정 부담금 부담률

4.3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홍보 강화
4.3.1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운영 효율화 신입생충원율

4.4
지속적 학과구조조정 및 

특성화

4.4.1 학과평가제도 운영 학과평가종합점수

4.4.2 특성화연계 지속적 학과 구조조정 신입생충원율

[표 32]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실행과제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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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및 전략 추진성과 평가체계

 □ 추진 개요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전략방향 – 전략과제 - 세부실행과제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기설정된 성과지표 및 목표값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하고

자 함

◦ 성과평가를 통해 대학의 대내·외 대학평가에 대비하며,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공유하여 추진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함

 □ 추진조직과 주요 역할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획실이 주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발

전계획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실무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선순환적인 성과

관리 체계로 운영함

   



- 71 -

□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실행과제를 연차별로 평가·환류하기 위해 핵심성과

지표, 자율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평가, 분석, 심의, 개선하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음

◦ 환류절차에 따라 발전계획의 성과는 사업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대학운영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과정도를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개선·환류사항을 사업계획서

에 반영함

 □ 성과관리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되는 매년 3월에 시작하여 정보공시 및 정량지표(핵심성

과/자율성과/주요 KPI)의 도출시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가 수시로 

중간시점 또는, 익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지향함

◦ 시기별로는 계획(1월∼2월) - 실행(3월∼12월) - 평가(12월∼익년 2월) - 개선계획(3월)로 연결

되는 주기적인 성과평가체제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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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성과관리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