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 관계자 대상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추가 공지 사항 (2018년 2월 02일 배포)
************************************ [ 2018년 2월 02일 공지 ] ***********************************
10. 전임교원 보수수준 작성 관련 교원동의서 양식 hwp 파일
9. 자체진단보고서 양식 (2018.1.26. 공지) 중 일부 수정 사항 안내
1) 통권보고서 hwp 파일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180202.hwp

8.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작성지침 및 편집양식 (2018.1.26. 공지) 중 일부 수정 사항 안내
************************************ [ 2018년 1월 26일 공지 ] ***********************************
7. 자체진단보고서 양식 (2018.1.15. 공지) 중 일부 수정 사항 안내
1) 통권보고서 hwp 파일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180126.hwp (2월 02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2) 지표별 hwp 파일

2.1.전임교원확보율 180126.hwp

3.1.교육과정강의개선 180126.hwp

6.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작성지침 및 편집양식(18.1.15 공지) 중 일부 수정 사항 안내(2월 02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 [ 2018년 1월 24일 공지 ] ***********************************
5.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자료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대학 담당자 설명회(2018. 1. 24. ~ 26.)
1) 자체진단보고서

2) 자체진단보고서 및

작성 및 제출

증빙자료 PDF파일

3) 정량 진단자료

4) 기타 안내사항

작성 및 제출

전환방법
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 안내
************************************ [ 2018년 1월 15일 공지 ] ***********************************
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2017.12.21.) 현장 질의응답 정리
2. 자체진단보고서 양식 hwp 파일
1) 통권보고서
hwp 파일

2) 지표별
hwp 파일

3) 실태조사
hwp 파일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180115.hwp (2월 02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1.1.발전계획의수립 2.1. 전임교원확보율.
추진성과.
hwp
hwp
(1월 26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2.4.법인책무성.
hwp

2.5.구성원참여소통. 3.1.교육과정강의개
hwp
선.hwp
(1월 26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3.2.수업관리및학생 4.1.학생학습역량지원. 4.2.진로심리상담 4.4.취창업지원.
평가.
hwp
지원.
hwp
hwp
hwp

5.3.교육수요자만족
도관리.
hwp

전임교원운영실태.hwp

1. 2018년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 작성지침 및 편집양식 (2월 02일자 수정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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