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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0. 29.(목) 배포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30일(금)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를 발표하였다.

◦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공시대상 총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0일(금) 06시부터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5개 대학(224개 대학, 146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2020년 10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

(67.8%)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 2 -

2019년 2학기(17.3%) 보다 4.0%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 전임교원이담당하는강의학점수 / 총개설강의학점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 

대학(63.2%)보다 4.6%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62.0%)보다 7.7%p 높았다.

2018~2020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2020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2020년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 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3%로 2019년 2학기(39.7%)보다 0.6%p 상승했다.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명 이상20명 이하
2020년 2학기(%) 40.3 62.8 25.4 10.6 1.2
2019년 2학기(%) 39.7 61.6 26.3 10.9 1.2

차이(%p) 0.6 1.2 △0.9 △0.3 -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2.0%로 국공립

대학(34.9%)보다 7.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9%로 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0.4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71.4%로 전년

(69.4%)보다 2.0%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3 -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 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9.3%로 전년(77.4%)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58.0%)보다 2.2%p 상승했다.

◦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2,971억원)

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50.5%)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53.6%)보다 2.2%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46.3%)보다 2.3%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2%)보다 0.2%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7%로 사립대학(21.0%)보다 5.7%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로 수도권대학(18.2%)보다 7.3%p 높았다.

◦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7개(18.4%),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7개(30.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7개(61.3%)였다.

* 256개기숙사대상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운영행복(공공)기숙사및글로벌교류센터)

※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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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20년 기숙사 수용률(%)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8,273개(93.5%)로 전년(35,813개)보다 2,460개 증가했다.

- 3등급은 2,644개(6.5%)로 전년(4,148개)보다 1,504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7개) 대비 전체 감소했다.

◦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

(225건)보다 10건(4.4%) 감소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 실습실 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사고에대하여보험또는공제에배상·보상금을청구하거나사고보고를한건수

과학기술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2019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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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2개교(98.0%)로 나타났다.

-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3개교(98.5%)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전년(58.7%)보다 6.7%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로 전년(37.8%)보다 5.2%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 100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ㅇ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무 
교육
대상

교·직원 ○ ○ ○ ○

학생 × × ○ ○

□ 전문대학 134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19년 2학기

(51.1%)보다 0.6%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9%로

2019년 2학기(18.0%) 보다 2.9%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 전임교원이담당하는강의학점수 / 총개설강의학점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7%로 국공립 

대학(39.5%)보다 11.2%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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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1.2%로 수도권 대학(49.6%)보다 1.6%p 높았다.

2018~2020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2020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2020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4.9%로 2019년

2학기(30.3%)보다 4.6%p 상승했다.

30명 이하 31~50명 51~100명 101명 이상20명 이하
2020년 2학기(%) 34.9 70.3 27.3 2.2 0.2
2019년 2학기(%) 30.3 63.7 33.9 2.2 0.2

차이(%p) 4.6 6.6 △6.6 0 0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

대학(34.5%)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34.0%)보다 2.1%p 높았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2.01조원)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

(84.9%)보다 2.5%p 하락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 에 규정된 기준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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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5.1%로 전년(75.8%)보다

0.7%p, 비수도권 대학은 89.5%로 전년(93.8%)보다 4.3%p 하락했다.

◦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207억원)

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17.1%)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4%로 전년(18.3%)보다 4.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9%로 전년(16.2%)보다 0.7%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전년(14.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사립대학(14.4%)보다 41.2%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수도권대학(6.8%)보다 14.9%p 높았다.

◦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5%),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5개(12.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01개(81.5%)였다.

* 124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 5개 기숙사(4.0%)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 8 -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20년 기숙사 수용률(%)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6,705개(97.4%)로 전년(6,534개)보다 171개 증가했다.

- 3등급은 177개(2.6%)로 전년(253개)보다 76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과 같았다.

◦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전년(73건)

보다 10건(13.7%) 증가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 실습실 사고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사고에대하여보험또는공제에배상·보상금을청구하거나사고보고를한건수

과학기술 분야 등급별 실험·실습실(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2019년 전문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32개교(9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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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34개교(100.0%)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5%로 전년(70.0%)보다 8.5%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2.8%로 전년(58.8%)보다 4.0%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 100

【붙임】1.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2.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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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1.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자료기준일: 2020.10월 (단위: 학점, %, %p)

구분

2020년 2학기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증감(A-B)

전임교원

담당 학점(A)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전임교원

담당 학점(B)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강사 강사

전체(196개교)
479,875 239,393 152,898 476,551 225,955 121,265

△1.1
66.7 33.3 21.3 67.8 32.2 17.3

설립

국공립

(40개교)

108,237 62,934 47,504 107,793 59,980 42,824
△1.0

63.2 36.8 27.8 64.2 35.8 25.5

사립

(156개교)

371,639 176,460 105,394 368,758 165,975 78,441
△1.2

67.8 32.2 19.2 69.0 31.0 14.7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73,383 106,403 64,019 171,439 101,864 50,696
△0.7

62.0 38.0 22.9 62.7 37.3 18.5

비수도권

(123개교)

306,493 132,991 88,879 305,112 124,091 70,569
△1.4

69.7 30.3 20.2 71.1 28.9 16.4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자료기준일: 2020.10월 (단위: 개(강좌), %, %p)

구분

2020년 2학기 2019년 2학기

30명 이하
31~50

명

51~100

명

101명

이상
합계

30명 이하
31~50

명

51~100

명

101명

이상
합계

20명

이하

20명

이하

전체(196개교)
123,334 192,041 77,566 32,546 3,677 

305,830 
116,160 180,346 76,869 32,071 3,487 

292,773 
40.3 62.8 25.4 10.6 1.2 39.7 61.6 26.3 10.9 1.2

설

립

국공립

(40개교)

24,960 44,534 20,065 6,044 845 
71,488 

23,055 41,151 18,996 5,769 761 
66,677 

34.9 62.3 28.1 8.5 1.2 34.6 61.7 28.5 8.7 1.1

사립

(156개교)

98,374 147,507 57,501 26,502 2,832 
234,342 

93,105 139,195 57,873 26,302 2,726 
226,096 

42.0 63.0 24.5 11.3 1.2 41.2 61.6 25.6 11.6 1.2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44,915 68,310 28,320 15,483 2,066 
114,179 

42,936 65,594 28,811 14,571 1,918 
110,894 

39.3 59.8 24.8 13.6 1.8 38.7 59.2 26.0 13.1 1.7

비수도권

(123개교)

78,419 123,731 49,246 17,063 1,611 
191,651 

73,224 114,752 48,058 17,500 1,569 
181,879 

40.9 64.6 25.7 8.9 0.8 40.3 63.1 26.4 9.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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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자료기준일 : 보유액(2020.4.1.), 기준액(2019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

1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

전체
(156개교)

2 94,113 131,728 71.4 89,888 129,614 69.4 2.0

수도권
(65개교) 61,358 77,348 79.3 58,791 75,979 77.4 1.9

비수도권
(91개교) 32,755 54,380 60.2 31,097 53,635 58.0 2.2

* 주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보유액 / 기준액

     2. 분교(5개교)는 본교에 통합

     3. 가톨릭관동대·인천가톨릭대, 인하대·한국항공대는 동일 법인으로 통합공시, 미결산대학(경주대, 서울기독대,  

        제주국제대, 한세대, 한국국제대) 제외

<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자료기준일 : 2019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19년 2018년 부담률 

증감

(A-B)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A)1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B)

전체
(156개교)

2 3,225 6,113 52.8 2,971 5,886 50.5 2.3

수도권
(65개교)

1,955 3,502 55.8 1,805 3,367 53.6 2.2

비수도권
(91개교)

1,270 2,610 48.6 1,165 2,519 46.3 2.3

* 주 1. 법정부담금 부담률 = 법정부담금 부담액 / 법정부담금 기준액

     2. 분교(5개교)는 본교에 통합, 미결산대학(경주대, 서울기독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세대) 및 미제출대학  

        (케이씨대) 제외

     3. 법정부담금 유형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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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현황

< 기숙사 수용 현황 >

자료기준일 : 2020.4.1. (단위: 명, %, %p)

구분

2020년 2019년 수용률

증감

(A-B)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

1 수용(가능)률
2

(A)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

수용(가능)률

(B)

전체(196개교) 354,749 1,583,677 22.4 354,167 1,595,436 22.2 0.2

설립

국공립
(40개교) 102,025 382,309 26.7 102,906 385,245 26.7 0.0

사립
(156개교) 252,724 1,201,368 21.0 251,261 1,210,191 20.8 0.2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22,099 672,055 18.2 119,940 676,479 17.7 0.5

비수도권
(123개교) 232,650 911,622 25.5 234,227 918,957 25.5 0.0

* 주 1. 학부(주간+야간) 및 대학원(주간) 재학생 수(4.1. 기준)

     2. 기숙사 수용률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100

< 기숙사비 납부제도 >

자료기준일: 2020.4.1. (단위: 개, %)

구분

카드납부 실시 현금분할납부 실시

직영 민자
공공

기숙사
합계

1
직영 민자

공공
기숙사

합계

전체(196개교)
2

27 20 - 47 43 25 9 77

(14.4) (40.8) - (18.4) (23.0) (51.0) (45.0) (30.1)

설립

국공립

(40교)

20 17 - 37 18 16 - 34

(52.6) (50.0) - (51.4) (47.4) (47.1) - (47.2)

사립

(156개교)

7 3 - 10 25 9 9 43

(4.7) (20.0) - (5.4) (16.8) (60.0) (45.0) (23.4)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3 2 - 5 16 8 4 28

(4.3) (11.8) - (5.2) (23.2) (47.1) (40.0) (29.2)

비수도권

(123개교)

24 18 - 42 27 17 5 49

(20.3) (56.3) - (26.3) (22.9) (53.1) (50.0) (30.6)

* 주 1. 총 기숙사 수 256개(직영 187개, 민자 49개, 행복 20개)

-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를 대상으로 조사

     2. 본교와 캠퍼스가 상이할 경우 본교 기준으로 산정

     3. 괄호 안의 비율은 유형별 기숙사 중 해당 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기숙사의 비율(예 : 직영 기숙사 187개 중 카드 납부를 

실시하는 기숙사는 27개로서, 전체 직영 기숙사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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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실험·실습실(연구실 등)1 안전등급 현황>

자료기준일: 2019학년도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18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전체(196개교)

15,875 22,398 2,644 - - 40,917 16,591 19,222 4,148 6 1 39,968

38.8 54.7 6.5 - - (100.0) 41.5 48.1 10.4 0.0 0.0 (100.0)

설

립

국공립

(40개교)

6,085 8,979 847 - - 15,911 6,331 7,368 1,530 - - 15,229

38.3 56.4 5.3 - - (100.0) 41.6 48.4 10.0 - - (100.0)

사립

(156개교)

9,790 13,419 1,797 - - 25,006 10,260 11,854 2,618 6 1 24,739

39.1 53.7 7.2 - - (100.0) 41.5 47.9 10.6 0.0 0.0 (100.0)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5,939 9,820 1,422 - - 17,181 6,513 7,882 2,117 6 1 16,519

34.6 57.1 8.3 - - (100.0) 39.5 47.7 12.8 0.0 0.0 (100.0)

비수도권

(123개교)

9,936 12,578 1,222 - - 23,736 10,078 11,340 2,031 - - 23,449

41.9 53.0 5.1 - - (100.0) 43.0 48.4 8.6 - - (100.0)

* 주 1. 실험·실습실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1>

자료기준일: 2019학년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전체(196개교) 206 9 215 210 15 225 △10

설립

국공립

(40개교)
78 4 82 81 10 91 △9

사립

(156개교)
128 5 133 129 5 134 △1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07 5 112 106 3 109 3

비수도권

(123개교)
99 4 103 104 12 116 △13

* 주 1. 과학기술분야 실헙·실습 활동 중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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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력예방교육 현황

<기관장1 교육 이수 현황>

자료기준일: 2019.1.1.∼12.31. (단위 : 개교)

구분

설립구분 소재지 기관장 이수

국공립

(40개교)

사립

(156개교)

수도권

(73개교)

비수도권

(123개교)
계(196개교)

교육 

유형별

성희롱 40 154 72 122 194

성매매 40 154 72 122 194

성폭력 40 155 72 123 195

가정폭력 40 155 72 123 195

* 주 1. 기관장은 교육 참석 여부를 조사하며, 분교 및 캠퍼스의 경우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참석 여부를 조사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자료기준일: 2019.1.1.∼12.31. (단위: %)

구분

국공립(40개교) 사립(156개교) 계(196개교)

재학생
1

재학생 재학생교원 직원 교직원 교원 직원 교직원 교원 직원 교직원

전체(196개교) 59.2 80.4 67.0 39.7 58.9 78.4 64.8 44.0 59.0 79.0 65.4 43.0

교육 

유형

별

성희롱 61.3 83.9 69.6 - 60.5 80.0 66.4 - 60.8 81.3 67.3 -

성매매 58.0 77.4 65.1 - 57.8 77.9 63.9 - 57.9 77.7 64.2 -

성폭력 60.4 82.0 68.3 44.2 59.0 78.2 64.8 47.2 59.4 79.4 65.8 46.5

가정폭력 57.3 78.3 64.9 35.3 58.1 77.5 64.0 40.8 57.9 77.7 64.2 39.5

* 주 1.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생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교육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의 이수율은 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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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1.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자료기준일: 2020.10월 (단위: 학점, %, %p)

구분

2020년 2학기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증감(A-B)

전임교원

담당 학점(A)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전임교원

담당 학점(B)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강사 강사

전체(134개교)
143,634 141,047 59,378 143,173 136,820 50,332

△0.6
50.5 49.5 20.9 51.1 48.9 18.0 

설립

국공립
(8개교)

2,353 3,599 2,173 2,571 3,553 2,093
△2.5

39.5 60.5 36.5 42.0 58.0 34.2 

사립
(126개교)

141,281 137,448 57,205 140,602 133,267 48,239
△0.6

50.7 49.3 20.5 51.3 48.7 17.6 

소재지

수도권
(43개교)

63,071 64,137 28,654 62,526 59,981 22,142
△1.4

49.6 50.4 22.5 51.0 49.0 18.1 

비수도권
(91개교)

80,563 76,910 30,725 80,648 76,839 28,190
0.0

51.2 48.8 19.5 51.2 48.8 17.9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자료기준일: 2020.10월 (단위: 개(강좌), %)

구분

2020년 2학기 2019년 2학기

30명 이하
31~50

명

51~100

명

101명

이상
합계

30명 이하
31~50

명

51~100

명

101명

이상
합계20명

이하

20명

이하

전체(134개교)
41,743 84,071 32,602 2,654 230 

119,557 
35,788 75,173 39,948 2,617 208 

117,946 
34.9 70.3 27.3 2.2 0.2 30.3 63.7 33.9 2.2 0.2

설
립

국공립
(8개교)

1,294 2,146 237 8 2 
2,393 

1,036 2,113 274 6 3 
2,396 

54.1 89.7 9.9 0.3 0.1 43.2 88.2 11.4 0.3 0.1

사립
(126개교)

40,449 81,925 32,365 2,646 228 
117,164 

34,752 73,060 39,674 2,611 205 
115,550 

34.5 69.9 27.6 2.3 0.2 30.1 63.2 34.3 2.3 0.2

소
재
지

수도권
(43개교)

18,828 38,699 12,592 733 91 
52,115 

14,978 31,758 17,516 663 94 
50,031 

36.1 74.3 24.2 1.4 0.2 29.9 63.5 35.0 1.3 0.2

비수도권
(91개교)

22,915 45,372 20,010 1,921 139 
67,442 

20,810 43,415 22,432 1,954 114 
67,915 

34.0 67.3 29.7 2.8 0.2 30.6 63.9 33.0 2.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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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자료기준일 : 보유액(2020.4.1.), 기준액(2019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
1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

전체

(99개교)2 19,779 24,002 82.4 20,107 23,690 84.9 △2.5

수도권

(36개교)
8,929 11,885 75.1 8,896 11,741 75.8 △0.7

비수도권

(63개교)
10,850 12,117 89.5 11,212 11,949 93.8 △4.3

* 주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보유액 / 기준액 × 100

     2. 동일 법인 통합공시, 미결산대학(광양보건대, 서라벌대, 서해대) 제외

<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자료기준일 : 2019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19년 2018년 부담률

증감

(A-B)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A)
1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B)

전체
(123개교)2

242 1,250 19.4 207 1,206 17.1 2.3

수도권
(42개교) 127 565 22.4 100 544 18.3 4.1

비수도권
(81개교) 116 685 16.9 107 662 16.2 0.7

* 주 1. 법정부담금 부담률 : 법정부담금 부담액 / 법정부담금 기준액⨯100 

     2. 미결산대학(광양보건대, 서라벌대, 서해대) 제외

     3. 법정부담금 유형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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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현황

< 기숙사 수용 현황 >

자료기준일 : 2020.4.1. (단위: 명, %, %p)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A-B)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수

수용(가능)률
1

(A)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수

수용(가능)률

(B)

전체(134개교) 64,415 426,713 15.1 63,563 433,230 14.7 0.4

설립

국공립
(8개교) 3,840 6,901 55.6 3,781 7,077 53.4 2.2

사립
(126개교)

60,575 419,812 14.4 59,782 426,153 14.0 0.4

소재지

수도권
(43개교) 12,971 189,844 6.8 12,589 189,746 6.6 0.2

비수도권
(91개교) 51,444 236,869 21.7 50,974 243,484 20.9 0.8

대학
유형

2년제
(67개교) 34,636 214,274 16.2 33,828 219,115 15.4 0.8

3년제
(63개교)

29,334 208,987 14.0 29,290 210,654 13.9 0.1

4년제
(4개교)

445 3,452 12.9 445 3,461 12.9 0.0

* 주 1. 기숙사 수용률 : 수용 가능 인원 / 재학생수 × 100

< 기숙사비 납부제도 >

자료기준일: 2020.4.1. (단위: 개, %)

구분

카드납부 실시 현금분할납부 실시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합계1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합계

전체(134개교)2

11 1 1 13 14 1 - 15

9.9 33.3 10.0 10.5 12.6 33.3 - 12.1

설립

국공립

(8개교)

1 - - 1 2 - - 2

12.5 - - 11.1 25.0 - - 22.2

사립

(126개교)

10 1 1 12 12 1 - 13

9.7 50.0 10.0 10.4 11.7 50.0 - 11.3

소재지

수도권

(43개교)

3 1 - 4 5 1 - 6

12.5 33.3 - 14.3 20.8 33.3 - 21.4

비수도권

(91개교)

8 0 1 9 9 - - 9

9.2 0.0 11.1 9.4 10.3 - - 9.4

* 주 1. 총 기숙사 수 124개(직영 111개, 민자 3개, 행복 10개)

       -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를 대상으로 조사

     2. 괄호 안의 비율은 유형별 기숙사 중 해당 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기숙사의 비율

       (예 : 직영 기숙사 111개 중 카드 납부를 실시하는 기숙사는 11개로서, 전체 직영 기숙사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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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실험·실습실(연구실 등)1 안전등급 현황>

자료기준일 : 2019학년도 (단위 : 개, %)

구분
2019년 2018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전체(134개교)
3,935 2,770 177 - - 6,882 3,681 2,853 253 - - 6,787 

57.2 40.2 2.6 - - (100.0) 54.2 42.0 3.7 - - (100.0)

설
립

국공립
(8개교)

112 140 13 - - 265 86 155 23 - - 264 

42.3 52.8 4.9 - - (100.0) 32.6 58.7 8.7 - - (100.0)

사립
(126개교)

3,823 2,630 164 - - 6,617 3,595 2,698 230 - - 6,523 

57.8 39.7 2.5 - - (100.0) 55.1 41.4 3.5 - - (100.0)

소
재
지

수도권
(43개교)

1,339 1,263 57 - - 2,659 1,283 1,140 64 - - 2,487 

50.4 47.5 2.1 - - (100.0) 51.6 45.8 2.6 - - (100.0)

비수도권
(91개교)

2,596 1,507 120 - - 4,223 2,398 1,713 189 - - 4,300 

61.5 35.7 2.8 - - (100.0) 55.8 39.8 4.4 - - (100.0)

대
학
유
형

2년제
(67개교)

1,920 1,433 111 - - 3,464 1,800 1,366 157 - - 3,323 

55.4 41.4 3.2 - - (100.0) 54.2 41.1 4.7 - - (100.0)

3년제
(63개교)

2,004 1,316 65 - - 3,385 1,867 1,471 95 - - 3,433 

59.2 38.9 1.9 - - (100.0) 54.4 42.8 2.8 - - (100.0)

4년제
(4개교)

11 21 1 - - 33 14 16 1 - - 31 

33.3 63.6 3.0 - - (100.0) 45.2 51.6 3.2 - - (100.0)

* 주 1. 실험·실습실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 예체능 및 기타 실험·실습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1>

자료기준일: 2019학년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전체(134개교) 82 1 83 73 0 73 10

설립

국공립
(8개교)

- - - - - - -

사립
(126개교) 82 1 83 73 0 73 10

소재지

수도권
(43개교)

25 1 26 11 0 11 15

비수도권
(91개교) 57 - 57 62 0 62 △5

* 주 1. 과학기술분야 실헙·실습 활동 중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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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력예방교육 현황

<기관장 교육 이수 현황>

자료기준일 : 2019.1.1.∼12.31. (단위 : 개교)

구분

설립구분 소재지 기관장 이수

국공립

(8개교)

사립

(126개교)

수도권

(43개교)

비수도권

(91개교)
계(134개교)

교육 
유형별

성희롱 8 126 43 91 134

성매매 8 126 43 91 134

성폭력 8 126 43 91 134

가정폭력 8 126 43 91 134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자료기준일 : 2019.1.1.∼ 12.31. (단위 : %)

구분

국공립(8개교) 사립(126개교) 계(134개교)

재학생
1

재학생 재학생
교원 직원

교직

원
교원 직원

교직

원
교원 직원

교직

원

전체(134개교) 65.8 80.9 72.0 58.7 76.2 84.5 78.7 62.8 76.0 84.4 78.5 62.8

교육 
유형
별

성희롱 68.6 83.5 74.8 - 76.4 85.0 78.9 - 76.2 84.9 78.8 -

성매매 67.7 85.7 75.2 - 76.0 84.7 78.6 - 75.8 84.7 78.5 -

성폭력 63.9 76.0 69.0 58.7 76.5 84.4 78.9 64.9 76.2 84.0 78.6 64.8

가정폭력 62.9 78.3 69.3 58.7 76.0 84.2 78.4 60.8 75.7 83.9 78.2 60.7

* 주 1. 대학생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필수 교육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율은 미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