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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교육부 및 지자체 사업 선정으로 학생역량 강화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6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교는 대경강원권에서 A등급을 받은 5개 대학에 포함되어 ‘지역강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143개교의 2019년도(1차연도) 운영실

소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적 평가 결과, 대경강원권역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어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 2단계 무크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선도대학에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유형Ⅰ)은 3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년 고교교육 기

연속 선정돼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대학지원사업 유형Ⅰ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대구한의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Ⅱ에 선정돼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

2019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A등급

해는 유형Ⅰ에 선정돼 5억5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는 대경강원권역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는 유형Ⅱ에 선정된 6개 대학 가운데 최고 금액을 지원받

이번 평가에서 ▲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사업목표 대비

아 사업을 진행했다.

수행실적 ▲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이번 선정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 4월에 발표한 대학별 대

▲ 예산배정 및 집행 ▲ 구성원 성과공유 ▲ 성과지표 구성 및 목표

입전형시행계획(2022학년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원 자격에

설정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호평을 받았다.

제한이 없는 유형Ⅰ과 최근 4년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

정 실적이 없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유형Ⅱ로 나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눠 진행했다.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대구한의대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

강화해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

단 결과에 따라 3년간(2019∼2021)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 대구한의대학교는 1유형인 자율협약형으로 1차연도 38억4천100
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4개 권역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 중 학부 재학생 1만명 미만 대학의 경우 ‘지역강
소대학’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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