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01. 09
개정 2020. 10. 13
개정 2021. 03. 19
개정 2022. 06.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의학교육 인증규정(이하 “인증규정”) 제12조 1항
및 인증유지관리지침 제2조 1항에 근거한 중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간보고서는 인증규정에 따라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이
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다.

제3조(작성 및 제출) ① 중간보고서는 직전 학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예, 2023년 5월 30일에 중간보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작
성하여 제출한다).
② 중간보고서는 10부의 제본과 소형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함께 제출한
다.

제4조(작성 내용) 중간보고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1장 머리말,
제2장 서론, 제3장 자체평가결과, 제4장 종합 및 논의, 제5장 대학의 선진적
인 개혁과 모범적인 변화, 부록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중간보고서
는 총 50쪽 이내의 분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

제1장 머리말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포함시키며, 평가를 위해 수고
한 교직원 및 기관에 대한 치하의 말 등을 기술한다.(1쪽 이내)
제2장 서론

교육실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상설 자체평가기구의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 자체평가에 대한 준비와 계획, 자료 수집, 평가 실시 및 중간보고
서 작성 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2쪽 이내)
제3장 자체평가결과
각 영역별 부문과 항목의 현황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주요항목(교수와
학생 및 직원의 수, 예산 등 평가항목의 표를 중심)의 현황과 변화를 파
악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또한 수의학교육인증평가
또는 전차 중간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각 영역의 미비점과 개선점이 어
떻게 보완 및 개선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 종합 및 논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동일하게 영역별로 작성하되, 최근 2년간의 개선 및
변동사항을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한다.(3쪽 이내)
① 변화내용이 없는 항목은 ‘없음’으로 기술한다.
② 변화내용이 있는 항목은 그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5장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대학에서 시행 또는 실시하고 있는 혁신적인 변화, 긍정적이고 모범적
인 발전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
부록
개선 및 변화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지침은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