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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문/특수대학원 평가 개요

1.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을 주요 지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운영 현황 점검 

● 대학원별 비교 평가를 통한 신입생 충원율 향상 및 중도탈락률 감소, 우수 신입생 유치 

방안 제고

● 정보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특수대학원 경쟁력 비교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

● 진단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전문/특수대학원 진단의 합목적성을 지향

2. 대학원 정원조정 현황

일자 내용 주요사항

2014. 01.
특수대학원 위원회 개최 

및 현황보고회 실시
- 정원조정 (정보통신 -10명, 디자인대학원 +10명)

2018. 05. 대학원간 협의 

- 정원조정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6명,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8명)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정원 조정 시 4:3 비율 적용

3. 전문/특수대학원 발전계획 보고회 개최 
● 일시: 2018.10.24.(수) 14:00 ~ 18:00

● 장소: 행정관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총장, 특수대학원위원회 위원, 각 대학원장 및 실장

● 진행방식: 각 대학원별 주요현황, 발전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2018학년도 전문/특수대학원 평가결과 보고서
[전략기획팀 / 2019.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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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원별 보고 순서

연번 대학원명 시간 비고

1 건축전문대학원 14:00~14:20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2 경영전문대학원 14:20~14:40

3 행정대학원 14:40~15:00

4 교육대학원 15:00~15:20

5 산업대학원 15:20~15:40

휴식 15:40~16:00

6 농축대학원 16:00~16:20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7 언론홍보대학원 16:20~16:40

8 정보통신대학원 16:40~17:00

9 예술디자인대학원 17:00~17:20

10 부동산대학원 17: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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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특수대학원 지표 분석

1. 신입생 충원율 분석
● 개별 전문/특수대학원의 정원은 다른 전문/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정원으로도 활

용될 수 있으므로,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주요한 지표임 

● 본교 서울캠퍼스 전문/특수대학원의 연간 모집정원은 총 997명이며, 지난 3년간 연평
균 84.8%의 정원내 충원율을 기록하였음(정원 외 입학 포함 시 86.3%)

   ☞ 건축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함

대학원명 입학정원(명) 2016 2017 2018 평균

건축전문대학원 64 74.3% 62.9% 80.0% 72.4%

경영전문대학원 68 48.5% 42.6% 41.2% 44.1%

행정대학원 100 127.0% 82.0% 100.0% 103.0%

교육대학원 260 95.4% 82.3% 107.7% 95.1%

산업대학원 90 71.1% 91.1% 97.8% 86.7%

농축대학원 50 84.0% 112.0% 94.0% 96.7%

언론홍보대학원 35 102.9% 85.7% 100.0% 96.2%

정보통신대학원 70 70.0% 48.6% 47.1% 55.2%

예술디자인대학원 90 102.2% 110.0% 83.3% 98.5%

부동산대학원 170 101.2% 101.2% 99.4% 100.6%

평균 997 87.7% 81.8% 85.1% 84.8%

[표] 전문/특수대학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비교 (2016~2018, 정보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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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경쟁률 분석
● 전문/특수대학원의 사회적 수요 반영 여부는 입학경쟁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최근 

3년간 전체 평균 경쟁률 1.86:1)

    ☞ 교육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최근 3년간 평균 경쟁률이 2:1을 넘지 못한 대학원은 
건축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농축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임

● 본교 전문/특수대학원 별 최근 3년 간 입학경쟁률 추이는 아래와 같음

대학원명 2016 2017 2018 평균

건축전문대학원 1.08 0.97 1.19 1.08

경영전문대학원 1.07 1.29 1.04 1.14

행정대학원 1.74 1.36 1.39 1.50

교육대학원 3.29 3.20 3.25 3.25

산업대학원 1.37 1.79 1.59 1.58

농축대학원 1.00 1.48 1.38 1.29

언론홍보대학원 1.31 0.97 1.37 1.22

정보통신대학원 1.14 0.81 0.74 0.90

예술디자인대학원 3.16 2.62 2.21 2.66

부동산대학원 3.28 4.46 4.34 4.03

평균 1.85 1.90 1.85 1.86

[표] 전문/특수대학원 입학경쟁률 비교 (2016~2018, 정보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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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정원 대비 총 등록학생 수 비율 분석
● KU 전문/특수대학원의 최근 3년간 평균 학생정원 대비 총 등록학생 수 비율은 83.54% 

임

 

대학원명 총 등록 인원
(3년 합계)

평균 
등록인원(학기) 학생정원 비율

건축전문대학원 679 113.2 167 67.76%

경영전문대학원 337 56.2 136 41.30%

행정대학원 1,412 235.3 250 94.13%

교육대학원 3,482 580.3 650 89.28%

산업대학원 1089 181.5 225 80.67%

농축대학원 645 107.5 125 86.00%

언론홍보대학원 449 74.8 87.5 85.52%

정보통신대학원 710 118.3 175 67.62%

예술디자인대학원 1,142 190.3 225 84.59%

부동산대학원 2,413 402.2 425 94.63%

합계 12,358 2,059.7 2,465.5 83.54%

[표] 전문/특수대학원 학생정원 대비 등록학생 비율 (2015. 2학기~2018.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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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현황 분석(경쟁교 대비 분석)

● 본교 특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4,648,750원 임 (→연간 9,297,500원)

   ☞ KU 특수대학원 모두 주요 대학교 특수대학원 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표] 주요 대학교 특수대학원 학문계열별(중분류)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2018 기준)

대학명 행정
(사회과학)

교육
(교육)

산업
(산업.안전)

농축
(농림수산/생활

과학)

언론홍보
(사회과학)

정보통신
(전기.전자.

컴퓨터)

예술디자인
(미술)

부동산
(경영.경제)

건국대학교(서울) 4,022 4,426 5,633 4,737 3,948 4,737 5,526 4,161

경희대학교 5,212 5,197 ― ― 5,259 ― 5,584 5,511

고려대학교 5,928 5,928 6,563 6,563 5,928 6,563 ― 5,928

성균관대학교 5,074 5,047 ― ― 5,074 6,438 6,438 ―

아주대학교 4,500 4,980 5,250 ― ― 5,400 ― 5,850

연세대학교 6,083 6,014 7,374 6,607 6,083 ― ― 6,333

이화여자대학교 5,857 5,756 ― ― 5,857 ― 6,407 ―

중앙대학교 5,389 5,389 ― ― 5,389 ― 6,699 ―

한양대학교 5,306 5,306 6,236 ― 5,306 6,236 6,236 5,306

평균(KU값 제외) 5,418 5,456 6,356 6,585 5,557 6,159 6,272 5,786

(평균 대비 KU) (74.2%) (81.1%) (88.6%) (71.9%) (71.1%) (76.9%) (88.1%) (71.9%)

[표] 주요 대학교 전문대학원 학문계열별(중분류)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2018 기준) 

대학명 건축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서울) 7,137 8,191

고려대학교 8,515 13,955

성균관대학교 8,114 10,425

연세대학교 14,402

이화여자대학교 9,629

중앙대학교 9,377

한양대학교 6,361 9,052

평균(KU값 제외) 7,663 11,140

(평균 대비 KU) (93.1%) (73.5%)

※건축전문대학원은 타교에 동일한 명칭이 없어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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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문/특수대학원 분석결과 종합

1. 전문/특수대학원 분석결과 종합

● 전문/특수대학원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KU 전문/특수대학원별 주요 운영현황(최근 3년 기준)

대학원명 학과/전공
수

등록금 
수준

장학금 
현황

학생정원 대비
등록학생 수

입시
경쟁률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건축전문대학원
3학과 
0전공

93.1% 16.2% 67.76% 1.08 72.4% 5.30%

경영전문대학원
3프로
그램

73.5% 34.5% 41.30% 1.14 44.1% 10.00%

행정대학원
6학과 

15전공
74.2% 34.4% 94.13% 1.50 103.0% 10.78%

교육대학원
4학과 

21전공
81.1% 20.3% 89.28% 3.25 95.1% 3.52%

산업대학원
7학과 

13전공
88.6% 22.9% 80.67% 1.58 86.7% 6.37%

농축대학원
9학과 

10전공
71.9% 21.6% 86.00% 1.29 96.7% 5.67%

언론홍보대학원
3학과 
6전공

71.1% 60.7% 85.52% 1.22 96.7% 6.00%

정보통신대학원
2학과 
4전공

76.9% 27.7% 67.62% 0.90 55.2% 4.27%

예술디자인대학원
0학과 
8전공

88.1% 14.7% 84.59% 2.66 98.5% 7.09%

부동산대학원
0학과 
4전공

71.9% 8.1% 94.63% 4.03 100.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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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문/특수 대학원 종합 및 논의

1. 기본 방향

● 운영성과와 대학의 당면 필요에 따라 전문/특수대학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전문/특수대학원 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전문/특수대학원을 통괄하여 전문/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전문·특수대학원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하여 주기적으로 전문/특수대

학원에 대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함

2. 주요 개선 방향

● 전문/특수대학원 학사 구조 개편 검토

  - 분석결과가 낮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

  - 학과 신설 등의 사유로 입학정원 증원을 요청한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전체 

대학원 경쟁력 강화

  - 수업의 질 저하 및 개별 대학원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소학과 통합 또는 

폐과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