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항목 학점관리 지수학점관리 지수학점관리 지수학점관리 지수4-1.4-1.4-1.4-1.

항목정의
� 수강강좌당 학점 부여 분포를 적정하게 조정(A, B, C, D, F)

� 학점 인플레이현상을 방지하고 학생들에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평가방법 정량 상대 전북지역 전문대학 상대평가( ) :

평가기준
학년도 성적평가 결과2009

년 대학정보공시 자료기준 활용2010

산출식 학점 취득학생비율 학점 취득학생비율 학점 취득학생비율1-[0.4*A + 0.4*B + 0.2*C ]

등 급 별

구간기준
평가등급 순위기준에 의함

담당부서 교무팀

등급별구간

및

평가결과

등 급 A B C D E

등급별 구간 위1 위2,3 위4,5,6 위7,8 위9

원광

보건

대학

목표 ☑
실적 위2

결과 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배점 등급 점20 * (80)% (B ) = 1620 * (80)% (B ) = 1620 * (80)% (B ) = 1620 * (80)% (B ) = 16

평가자료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학점관리지수▣

학 교 이 름학 교 이 름학 교 이 름학 교 이 름 유 형유 형유 형유 형 설립설립설립설립 지역지역지역지역
성적인정성적인정성적인정성적인정

학생총수학생총수학생총수학생총수

학점학점학점학점AAAA

학생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

학점학점학점학점BBBB

학생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

학점학점학점학점CCCC

학생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
학점관리지수학점관리지수학점관리지수학점관리지수

백제예술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30,506 10,240 9,670 5,441 0.703264931

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원광보건대학 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전문대학 년제(3 )(3 )(3 )(3 ) 사립사립사립사립 전북전북전북전북 73,86973,86973,86973,869 36,84336,84336,84336,843 21,19721,19721,19721,197 9,7729,7729,7729,772 0.6592562510.6592562510.6592562510.659256251

전주비전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7,969 3,654 2,707 1,092 0.653306563

군산간호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20,251 9,649 7,036 2,684 0.643928695

전주기전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39,615 27,441 7,060 2,642 0.638298624

전북과학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37,941 17,086 16,694 2,420 0.631111463

군장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43,169 27,422 11,590 2,738 0.625833353

서해대학 전문대학 년제(3 ) 사립 전북 23,156 15,022 6,285 1,504 0.618949732

벽성대학 전문대학 년제(2 ) 사립 전북 24,032 15,439 6,859 1,303 0.618017643

평 균평 균평 균평 균 0.6435519170.6435519170.6435519170.643551917

분석 및

개선방향

대학의 학점 과다 부여를 제제하기위해 도입한 대학 평가 제도 지표 임대학의 학점 과다 부여를 제제하기위해 도입한 대학 평가 제도 지표 임대학의 학점 과다 부여를 제제하기위해 도입한 대학 평가 제도 지표 임대학의 학점 과다 부여를 제제하기위해 도입한 대학 평가 제도 지표 임----

우리대학은 비교대학중 상대적으로 학점을 낮게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위권 대학우리대학은 비교대학중 상대적으로 학점을 낮게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위권 대학우리대학은 비교대학중 상대적으로 학점을 낮게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위권 대학우리대학은 비교대학중 상대적으로 학점을 낮게 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위권 대학- ,- ,- ,- ,

보다 하위권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부여하는 경향 있음보다 하위권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부여하는 경향 있음보다 하위권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부여하는 경향 있음보다 하위권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부여하는 경향 있음

절절한 학점 부여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방지 필요하고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조사의 목적절절한 학점 부여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방지 필요하고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조사의 목적절절한 학점 부여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방지 필요하고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조사의 목적절절한 학점 부여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방지 필요하고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조사의 목적- ,- ,- ,- ,

을 공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따르고 우리대학의 외부 평가에서도 상대적 이득을 얻도록 할 필을 공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따르고 우리대학의 외부 평가에서도 상대적 이득을 얻도록 할 필을 공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따르고 우리대학의 외부 평가에서도 상대적 이득을 얻도록 할 필을 공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따르고 우리대학의 외부 평가에서도 상대적 이득을 얻도록 할 필

요성 있음요성 있음요성 있음요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