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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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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배정예산 집행액 집행률(%)

기초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14,500 14,500

100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3,830 3,830

리더십향상교육 4,000 4,000

학습법 특강 650 650

글쓰기 기초 교육 - -

전공기초어학프로그램 1,000 1,000

청암독서경진대회 2,400 2,400

학습유형검사 - -

외국어 학습지원프로그램 12,276 12,276

전공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직업기초능력향상교육 1,958 1,958

러닝 플래너 경진대회 3,000 3,000

공모전 2,000 2,000

캡스톤디자인 4,616 4,616

학습동아리 8,429 8,429

인성함양프로그램 2,020 2,020

인성캠페인 - -

인성캠프 8,100 8,100

현장연계전공동아리운영 32,858 32,858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원격수업역량강화기초교육 - -

디지털학습역량강화온라인
콘텐츠 지원

73,419 73,419

이러닝학습환경지원 53,137 53,137

총 계 233,193 233,193

(단위 : 천원, %)프로그램예산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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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19년 2020년

기초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1,670 1,408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790 733

리더십향상교육 51 40

학습법 특강 155 61

글쓰기 기초 교육 125

전공기초어학프로그램 231 22

청암독서경진대회 90 20

학습유형검사 192 144

외국어 학습지원프로그램 396 62

전공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직업기초능력향상교육 257 308

러닝 플래너 경진대회 1,692 224

공모전 26 18

캡스톤디자인 99 31

학습동아리 105 75

인성함양프로그램 675 660

인성캠페인 68 221

인성캠프 10 27

현장연계전공동아리운영 606 542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원격수업역량강화기초교육 - 37

디지털학습역량강화
온라인콘텐츠 지원

- 325

이러닝학습환경지원 - 335

총 계 7,113 5,418

(단위 : 명)프로그램참여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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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만족도 (단위 :  5점 Likert척도)

프로그램 만족도 기타

기초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4.13

리더십향상교육 4.53

학습법 특강 4.14* 2회 실시

글쓰기 기초 교육 4.52

전공기초어학프로그램 4.46

청암독서경진대회 -

학습유형검사 -

외국어 학습지원프로그램 4.20

전공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직업기초능력향상교육 4.66* 4회 실시

러닝 플래너 경진대회 -

공모전 -

캡스톤디자인 3.99* 뷰티미용,유아

학습동아리 4.86

인성함양프로그램 4.34* 3회 실시

인성캠페인 4.46

인성캠프 4.72

현장연계전공동아리운영 4.40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원격수업역량강화기초교육 4.32

디지털학습역량강화
온라인콘텐츠 지원

3.84

이러닝학습환경지원 -

만족도 평균 4.31

*  프로그램평균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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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초학습능력

*

* (2020), 청암대학교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보고서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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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청암대학교 기초학습능력진단 결과보고서 한국능률협회 9



2020년직업기초능력

-영역별로평균분석결과, 사전진단에비해사후진단시총평균이 19.3점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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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학업성취도분석

향상도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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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교육만족도

*

12년도 청암대학교 교육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0 , MEGAresearch

*

- 조사대상 :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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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청암대학교 교육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0 , MEGAresearch



2020년핵심역량진단

*

* (2020), 청암대학교핵심역량진단평가결과보고서 한국능률협회

• 핵심역량분석기준(100점환산), 우수(82.0초과 ~ 100.0 이하), 양호(69.4 초과 ~ 82.0 이하),
보통(59.6 초과 ~ 69.4 이하), 미흡(59.6 이하)
• 규준집단. 2018 ~2020년도대학생 2.7만명의평균핵심역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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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S(Learning Support System)을통한접근성/편의성제공

기초교육후학생들의소감

- 서술형시험시들여쓰기나문단나누기는자주했지만서론본론결론은잘나

눠서작성하지못했던것같다. 이부분을보완해야할것같다.

- 시험답안쓰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객관식시험이나, 단답형의경우에는문제

가요구하는답안을명확하게선택하거나기술할수있지만서술형이나논술형

의문제는글쓰기의양식을적용하여작성하는것이좋다는점이저에게유용하

게느껴졌습니다. 또한, 시험을준비하는것에서가장중요한것은그과목에대

한강의내용을충분히공부하고여러비판적인사고로다방면에서내용을이해

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

- 문단이없는글을보게되면가독성이떨어지고본인의의도와점점멀어지는듯

한기분이들때가있었습니다. '시험답안또한본인의생각을적는칸이기에문

단을나눠적게되면보는이가편하겠구나.' 라는생각을갖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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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후학생들의소감

- 원고지작성요령이매우유용했다.

- 내용의좋고나쁨을떠나서노트를필기하는것처럼정리하거나, 문단을나누지

않는것은곤란하다는것과문장과문단을혼동하여각문장을전부문단으로분

리하는경우도잘못된방법이란것을알았다.

- 보고서가갖추어야할특성들이보고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기도해서이부

분이나에게가장유용한것같다. (객관성, 목적성, 치밀성, 정확성)

- 보고서의목적이주제에대한생의견해를읽고학습정도를확인하거나평가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또한과제부여의의도도파악해야하며,  참고문헌

의경우는이를통해학생의성실도와적극성을확인할수있는장점을지녔다. 

- 시간계획세우기

- 보고서는대부분보조적인평가수단에서활용할수있으며시험못지않은비중

을차지하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보고서를통해학생들은자기주장이나견

해를체계적, 논리적으로전개하는능력을키울수있고, 다른면에서는좀더발

전하는면모를보여주고있습니다. 보고서의평가요인을자세히보게되면 4가

지의특성으로나눠살펴볼수있는데이점에서간결하게작성하고문서자체로

완결성을가져야한다는점이인상깊게느껴졌습니다. 

- 보고서를어떻게작성하는지에대해확실하게알게된것같고, 보고서를평가하

는요인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알게되었다.

- 보고서를통해자기주장이나견해를체계적, 논리적으로전개하는능력을키울

수있다. 보고서가갖추어야할특성은객관성, 목적성, 치밀성, 정확성

- 구체적이고작은주제를선정하고자료의수집과정리를충실히한후보고서를

작성하면짜임새있는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 객관성, 정확성, 목적성, 치밀성을갖추어목차, 서론-본론-결론, 참고문헌등으

로구분하여각형식에알맞는내용을첨부해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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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학 과 성 명

대 상 간호학과 박예진

우수상

사회복지과 김보경

간호학과 유예진

간호학과 김하연

간호학과 조은혜

간호학과 서영서

장려상

간호학과 강송이

간호학과 김민영

간호학과 오선아

간호학과 김민경

간호학과 김현주

사회복지과 김혜정

간호학과 오인욱

간호학과 장경서

간호학과 김유경

간호학과 선가연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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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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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노하우공모전 전공 UCC 공모전
수상 학과명 이름 수상 학과명 이름

최우수상 간호학과 강인경 최우수상 바밤바 이소현

우수상 간호학과 양현서 우수상 예진이네 김예진

물리치료과 최태영 장려상 기억해조 오선아

장려상 간호학과 박은정
*스노우공모전 : 총 9명신청자중 6명수상
*UCC공모전 : 총 6팀신청팀중 3팀수상간호학과 유예진

간호학과 이소현

스노우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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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우수상

27



28



29



스노우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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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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