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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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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 이재혁, 전문원 박세희 (☎ 02-6919-3885)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실험·실습실 약 90%가 안전 상태인 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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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

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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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

(65.6%)보다 3.7%p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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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

(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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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보유 면적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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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

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다.

전체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교지 확보율(%) 217.6 283.3 195.6 182.7 240.9

교사시설 확보율(%) 148.4 174.3 139.8 156.4 143.1

< 2019년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 255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19년 기숙사 수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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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22.5개 → (2016년) 22.6개 → (2017년) 22.6개 → (2018년) 22.7개

→ (2019년) 22.6개

30명 이하 31~50명 51명 이상20명 이하 101명 이상
2019년 2학기(%) 39.9 62.0 26.4 11.6 0.8
2018년 2학기(%) 41.2 62.5 26.3 11.2 0.8

차이(%p) △1.3 △0.5 0.1 0.4 0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

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9%p)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62.0%로, 2018년 2학기(62.5%)보다 0.5%p 하락

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2%p)에 비해 하락폭은 완화

-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하여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

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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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및 20명 이하 강좌 비율(%)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

(65.3%)보다 2.5%p 상승했다.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 전임교원이담당하는강의학점수 / 총개설강의학점수

-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2019년 2학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2019.4.30. 공시)과 

‘전임교원 수’(2019.8.31. 공시)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7.4학점 → (2016년) 7.5학점 → (2017년) 7.4학점 → (2018년) 7.3학점

→ (2019년) 7.4학점

◦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0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5점

- 또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21년 진단강사관련지표) 강의규모의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

(1.5점, 신규), 비전임교원전체담당학점대비강사담당비율(1.5점 신규) ⇒총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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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5,816개(89.6%)로 전년(3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했다.

◦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

(191건)보다 34건(17.8%) 증가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2년간 등급별 실험·실습실(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등급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1 실험·실습실안전환경에문제가없고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실험·실습실안전환경및연구시설에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으며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개선이필요한상태

4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사용에제한을가하여야하는상태

5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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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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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

(9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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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로 전년(50.8%)보다 7.8%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전년

(32.7%)보다 5.1%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학생·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목) 12시부터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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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1.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자료기준일 : 보유액(’19.4.1.), 기준액(’18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1 보유액 기준액 확보율

전체
(156개교)2 90,326 130,298 69.3 84,341 128,625 65.6 3.7

수도권
(65개교)

59,659 77,140 77.3 55,776 75,136 74.2 3.1

비수도권
(91개교)

30,667 53,158 57.7 28,566 53,490 53.4 4.3

* 주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보유액 / 기준액

     2. 분교(5개교)는 본교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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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자료기준일 : ’18 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18년 2017년 부담률 

증감

(A-B)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A)1

법정부담금

부담액

법정부담금

기준액

법정부담금

부담률(B)

전체
(156개교)2 2,983 5,926 50.3 2,954 5,581 52.9 △2.6

수도권
(65개교)

1,818 3,387 53.7 1,797 3,210 56.0 △2.3

비수도권
(91개교)

1,165 2,539 45.9 1,157 2,371 48.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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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교(5개교)는 본교에 통합, 미결산 대학(경주대) 제외

     3. 법정부담금 유형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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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지 확보율

자료기준일: ’19.4.1. (단위: ㎡, %, %p)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보유면적1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2
보유면적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
보유면적

교지확보율

(입학정원기준)

전체(196개교) 99,830,889 217.6 99,373,626 217.1 457,263 0.5

설

립

국․공립

(40개교)
32,647,286 283.3 31,860,929 277.6 786,357 5.7

사립

(156개교)
67,183,603 195.6 67,512,697 196.9 △329,094 △1.3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33,523,424 182.7 33,765,603 184.4 △242,179 △1.7

비수도권

(123개교)
66,307,465 240.9 65,608,023 238.9 699,442 2.0

* 주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의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교지경계선 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km 이내에 위치한 용지

     2.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교지 확보율 = 보유면적(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 기준면적

4. 교사시설 확보율

자료기준일: ’19.4.1. (단위: ㎡, %, %p)

구분

2019년 2018년 증감

보유면적1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기준)2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기준)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기준)

전체(196개교) 34,394,207 148.4 33,939,676 146.6 454,531 1.8

설

립

국․공립

(40개교)
10,079,946 174.3 9,866,388 171.3 213,558 3.0

사립

(156개교)
24,314,261 139.8 24,073,288 138.4 240,973 1.4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14,409,326 156.4 14,196,559 154.5 212,767 1.9

비수도권

(123개교)
19,984,881 143.1 19,743,117 141.4 241,764 1.7

* 주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3항에 의한 교지경계선 내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합계 면적. 

학생기숙사의 경우, 2km이내 교사 인정요건(건축물대장 주거 용도 및 실제 학생 이용 여부) 충족 시 포함

     2.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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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수용 현황

자료기준일 : ’19.4.1. (단위: 명, %, %p)

구분

2019년 2018년 수용률

증감

(A-B)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1 수용(가능)률

(A)2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

수용(가능)률

(B)

전체(196개교) 353,086 1,596,300 22.1 348,643 1,609,139 21.7 0.4

설립

국․공립
(40개교)

102,381 385,451 26.6 99,206 390,557 25.4 1.2

사립
(156개교) 250,705 1,210,849 20.7 249,437 1,218,582 20.5 0.2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19,939 676,777 17.7 117,175 677,232 17.3 0.4

비수도권
(123개교)

233,147 919,523 25.4 231,468 931,907 24.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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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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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숙사비 납부제도

자료기준일: ’19.4.1. (단위: 개, %)

구분

카드납부 실시 현금분할납부 실시

직영 민자
공공

기숙사
합계1 직영 민자

공공
기숙사

합계

전체(196개교)2
25 18 0 43 41 23 9 73

(13.4) (36.7) (0.0) (16.9) (22.0) (46.9) (45.0) (28.6)

설립

국․공립

(40교)

18 15 0 33 17 15 0 32

(47.4) (44.1) (0.0) (45.8) (44.7) (44.1) (0.0) (44.4)

사립

(156개교)

7 3 0 10 24 8 9 41

(4.7) (20.0) (0.0) (5.5) (16.2) (53.3) (45.0) (22.4)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3 2 0 5 16 6 4 26

(4.4) (11.8) (0.0) (5.3) (23.5) (35.3) (40.0) (27.4)

비수도권

(123개교)

22 16 0 38 25 17 5 47

(18.6) (50.0) (0.0) (23.8) (21.2) (53.1) (50.0) (29.4)

* 주 1. 총 기숙사 수 255개(직영 186개, 민자 49개, 행복 20개)

-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행복(공공)기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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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개 중 카드 

납부를 실시하는 기숙사는 25개로서, 전체 직영 기숙사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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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자료기준일: ’19.10월 (단위: 개(강좌), %, %p)

구분

2019년 2학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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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14 179,714 76,614 31,385 2,358

290,071
121,758 184,844 77,860 30,950 2,232

295,886
39.9 62.0 26.4 10.8 0.8 41.2 62.5 26.3 10.5 0.8

설

립

국․공립

(40개교)

22,971 41,074 18,955 5,793 588
66,410

23,927 41,227 19,225 5,909 568
66,929

34.6 61.8 28.5 8.7 0.9 35.7 61.6 28.7 8.8 0.8

사립

(156개교)

92,643 138,640 57,659 25,592 1,770
223,661

97,831 143,617 58,635 25,041 1,664
228,957

41.4 62.0 25.8 11.4 0.8 42.7 62.7 25.6 10.9 0.7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42,818 65,440 28,703 14,334 1,464
109,941

45,869 68,015 29,251 13,962 1,339
112,567

38.9 59.5 26.1 13.0 1.3 40.7 60.4 26.0 12.4 1.2

비수도권

(123개교)

72,796 114,274 47,911 17,051 894
180,130

75,889 116,829 48,609 16,988 893
183,319

40.4 63.4 26.6 9.5 0.5 41.4 63.7 26.5 9.3 0.5

8.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자료기준일: ’19.10월 (단위: 학점, %, %p)

구분

2019년 2학기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증감(A-B)

전임교원

담당 학점(A)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전임교원

담당 학점(B)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전체(196개교)
475,419 225,762 464,735 247,255

2.5
67.8 32.2 65.3 34.7

설립

국․공립

(40개교)

107,793 59,980 103,827 64,370
2.5

64.2 35.8 61.7 38.3

사립

(156개교)

367,625 165,782 360,908 182,885
2.5

68.9 31.1 66.4 33.6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71,439 101,864 168,351 108,271
1.8

62.7 37.3 60.9 39.1

비수도권

(123개교)

303,980 123,898 296,385 138,985
2.9

71.0 29.0 68.1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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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실험·실습실(연구실 등)1 안전등급 현황>

자료기준일: ’18학년도 (단위: 개, %)

구분

2018년 2017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1

전체(196개교)

16,588 19,228 4,148 6 1 39,971 13,327 20,245 4,550 2 0 38,124

41.5 48.1 10.4 0.0 0.0 (100.0) 35.0 53.1 11.9 0.0 0.0 (100.0)

설

립

국․공립

(40개교)

6,353 7,373 1,530 0 0 15,256 4,907 8,342 1,850 0 0 15,099

41.6 48.3 10.0 0.0 0.0 (100.0) 32.5 55.2 12.3 0.0 0.0 (100.0)

사립

(156개교)

10,235 11,855 2,618 6 1 24,715 8,420 11,903 2,700 2 0 23,025

41.4 48.0 10.6 0.0 0.0 (100.0) 36.6 51.7 11.7 0.0 0.0 (100.0)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6,513 7,882 2,117 6 1 16,519 5,164 7,891 2,269 0 0 15,324

39.4 47.7 12.8 0.0 0.0 (100.0) 33.7 51.5 14.8 0.0 0.0 (100.0)

비수도권

(123개교)

10,075 11,346 2,031 0 0 23,452 8,163 12,354 2,281 2 0 22,800

43.0 48.4 8.7 0.0 0.0 (100.0) 35.8 54.2 10.0 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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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

자료기준일: ’18학년도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7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전체

(196개교)
15,267 17,956 3,881 6 1 37,111 12,085 18,912 4,223 0 0 35,220

설

립

국․공립

(40개교)
6,178 7,125 1,465 0 0 14,768 4,695 7,956 1,774 0 0 14,425

사립

(156개교)
9,089 10,831 2,416 6 1 22,343 7,390 10,956 2,449 0 0 20,795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5,883 7,135 1,936 6 1 14,961 4,661 7,249 2,047 0 0 13,957

비수도권

(123개교)
9,384 10,821 1,945 0 0 22,150 7,424 11,663 2,176 0 0 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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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및 기타분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 현황>

자료기준일: ’18학년도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7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전체

(196개교)
1,321 1,272 267 0 0 2,860 1,242 1,333 327 2 0 2,904

설

립

국․공립

(40개교)
175 248 65 0 0 488 212 386 76 0 0 674

사립

(156개교)
1,146 1,024 202 0 0 2,372 1,030 947 251 2 0 2,230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630 747 181 0 0 1,558 503 642 222 0 0 1,367

비수도권

(123개교)
691 525 86 0 0 1,302 739 691 105 2 0 1,537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1>

자료기준일: ’18학년도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7 전년

대비

증감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인적피해 물적피해 계

전체(196개교) 210 15 225 179 12 191 34

설립

국․공립

(40개교)
81 10 91 61 8 69 22

사립

(156개교)
129 5 134 118 4 122 12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106 3 109 89 2 91 18

비수도권

(123개교)
104 12 116 90 10 1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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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1 교육 이수 현황>

자료기준일: ’18.1.1.∼12.31. (단위 : 개교)

구분

설립구분 소재지 기관장 이수

국·공립

(40개교)

사립

(156개교)

수도권

(73개교)

비수도권

(123개교)
계(196개교)

교육 

유형별

성희롱 39 149 69 119 188

성매매 38 148 68 118 186

성폭력 39 149 68 120 188

가정폭력 38 148 67 11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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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자료기준일: ’18.1.1.∼12.31. (단위: %)

구분

국·공립(40개교) 사립(156개교) 계(196개교)

재학생1 재학생 재학생교원 직원 교직원 교원 직원 교직원 교원 직원 교직원

전체(196개교) 53.9 69.8 59.5 34.4 52.4 72.4 58.3 38.9 52.8 71.6 58.6 37.8

교육 

유형

별

성희롱 56.2 72.9 62.1 - 54.9 74.4 60.7 - 55.3 73.9 61.1 -

성매매 52.9 68.2 58.3 - 50.5 71.4 56.7 - 51.1 70.4 57.2 -

성폭력 54.1 70.1 59.7 37.9 53.4 72.4 59.1 42.6 53.6 71.7 59.2 41.4

가정폭력 52.3 68.0 57.9 30.9 50.6 71.5 56.8 35.3 51.0 70.4 57.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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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이수율을 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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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생정원 100명 당 강좌 수 및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 학생정원 100명 당 강좌 수(2학기)

자료기준일: 당해연도 10월 (단위: 개(강좌), 명)

년도
총 강좌 수

(A)

학생 정원

(B) 

학생정원 100명 당 총 강좌 수 

[(A÷B)x100]

2019 290,071 1,285,872 22.6 

2018 295,886 1,300,861 22.7 

2017 301,275 1,331,841 22.6 

2016 306,176 1,355,273 22.6 

2015 310,139 1,376,936 22.5 

□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1학기)

자료기준일: 당해연도 4월 (단위: 학점, 명)

구분
전임교원 담당학점

(A)

전임 교원 수

(B)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

(A÷B)

2019 484,763 65,867 7.4 

2018 488,777 66,847 7.3 

2017 495,998 66,782 7.4 

2016 490,206 65,316 7.5 

2015 482,711 65,465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