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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지난 1999년 8월 30일 창립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학교육 인증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대학의 공

학 및 관련 교육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공학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시범인증을 시작으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의 수가 현재 

12만명에 달하고 있고, 80여개 대학에서 500개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성장

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공학교육도 세계 기준을 만족하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학기술의 수준이 세계무대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역량을 갖춘 공학인력의 양성이 매

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의 장벽이 허물어진 오늘날에는 인력의 왕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학인력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른 많은 국가의 공학인력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것과 이들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난 2007년에는 세계 각국 공학교육의 

등가성을 서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정회원 가입하

였고 2008년에는 컴퓨터·정보(공)학교육분야 국제협약체인 서울어코드(Seoul Accord)의 설

립을 주도하는 한편 2013년 6월에는 2,3년제 공학기술교육분야의 국제협약체인 시드니어코드

(Sydney Accord)와 더블린어코드(Dublin Accor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 공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학인력들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노력은 2018년 1월 공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이라는 결과

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공학 커뮤니티의 지원 및 공인원에서 활동 

중인 여러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룩한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수한 공학인력의 배출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공학교육의 질 보장

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공학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윤 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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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사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

국공학교육학회, 공학 커뮤니티와 산업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 그리

고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

들의 노력에 힘입어 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교육

부로부터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거

두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공학기술교육(ETAC)에 대한 첫 정규 인증 평가

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공학기술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본격적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세계 각국 공학교육의 등가성을 서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정회원 가입하였고 2008년에는 컴퓨터·정보

(공)학교육분야 국제협약체인 서울어코드(Seoul Accord)의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2013년 6월

에는 2,3년제 공학기술교육분야의 국제협약체인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와 더블린어코

드(Dublin Accor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인원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공학교육 인증기

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힐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학이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선진국을 뛰어 넘

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공학교육은 사고력과 창의성 및 혁신성, 그리고 세계적인 시야와 

기업가 정신을 골고루 갖춘 공학도가 배출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체, 학

생, 학부모, 미래의 사회가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교

육을 정착시킴으로써 공대 졸업생의 평판도가 대내외적으로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 세계를 무대로 국가나 지역의 장벽을 넘어 자유로이 자신의 기량을 펼

칠 수 있는 공학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공인원이 자신을 역

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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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원 현황

1.1. 공인원 연혁 

1998. 08. 공인원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999. 01. 공인원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실무위원회 발족

1999. 08. 공인원 창립(1 대 이사장: 이기준, 1 대 원장: 김우식)

2000. 06.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2000. 12. 홈페이지 운영(http://www.abeek.or.kr)

2001. 01. 인증기준 KEC2000 제정

2001. 05. 인증평가대학: 동국대(8), 영남대(3)  *괄호 안 숫자는 프로그램 수

2002. 05 인증평가대학: 부경대(3), 울산대(10), 인하대(4)

2002. 06. 2 대 이사장 취임: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2. 1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KEERC)설립

2003. 05. 인증평가대학: 경상대(4), 공주대(3), 동국대(2), 부경대(2), 영남대(1), 창원대(12), 

한국해양대(10)

2004. 05. 인증평가대학: 강릉대(7), 광운대(8), 동국대(6), 부경대(1), 부산대(7), 연세대(7), 

영남대(1), 울산대(1), 한양대(2)

2004. 06. 2 대 원장 취임: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2004. 11. 일본 JABEE 와 MOU 체결

2004. 12. 호주 EA 와 MOU 체결

2005. 03. 미국 ABET 과 MOU 체결

2005. 05. 인증평가대학: 경상대(2), 공주대(1), 군산대(4), 동국대(1), 동아대(10), 부경대(5), 

부산대(1), 영남대(2), 인제대(5), 인하대(7), 울산대(7), 창원대(7), 한국해양대(9), 

홍익대-서울(8), 홍익대-조치원(8)

2005. 06.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준회원 가입

2005. 12. 인증기준 KEC2005, KCC2005 제정

2006. 01.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ACEEK) 설립

2006. 05. 인증평가대학: 강릉대(5), 경북대(13), 경상대(5), 고려대(6), 공주대(6), 광운대(4), 

군산대(3), 동국대(2), 동아대(4), 부경대(8), 부산대(2), 서울대(8), 연세대(3), 

울산대(10), 인하대(1), 창원대(7), 한국해양대(8), 한양대(13), 홍익대(1)

2007. 05. 인증평가대학: 강원대(13), 건국대(11), 경상대(2), 계명대(11), 국민대(4), 군산대

(2), 공주대(3), 대구대(1), 동국대(9), 동아대(6), 부경대(7), 부산대(5), 상명대-

서울(2), 서울산업대(12), 숙명여대(1), 아주대(12), 안동대(10), 영남대(11), 울산대

(5), 인제대(5), 인하대(4), 전남대(1), 중앙대(6), 창원대(12), 한국해양대(6), 

한밭대(14), 한양대-안산(10), 홍익대-서울(7), 홍익대-조치원(7)

2007. 06.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2007. 09. 3 대 원장 취임: 서남표 KAIST 총장

2008. 04.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TAC)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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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KTC2009 제정

2008. 12. 서울어코드(Seoul Accord) 출범

2009. 05. 인증평가대학: 강릉원주대(2), 건국대(12), 경남대(10), 경상대(2), 계명대(11), 

고려대(1), 공주대(7), 국민대(4), 군산대(1), 단국대-죽전(8), 대구대(8), 동국대

-경주(1), 동국대-서울(9), 동명대(4), 동아대(10), 동의대(15), 부산대(2), 상명

대(2), 서울산업대(12), 서울시립대(6), 숙명여대(1), 아주대(12), 안동대(9), 영남

대(12), 울산대(1), 인제대(5), 인하대(2), 전남대(5), 중앙대(6), 창원대(9), 한국

해양대(7), 한밭대(15), 한양대-안산(10), 호서대(8), 홍익대-서울(7), 홍익대-조

치원(7)

2010. 05. EAC/CAC 인증평가대학 : 가톨릭대학교(2), 강릉원주대학교(1), 강원대학교(4), 

건국대학교(2), 경기대학교(9), 경북대학교(15), 경상대학교(10), 경성대학교(6), 

경희대학교(9), 고려대학교(4), 광운대학교(11), 군산대학교(4), 금오공과대학교

(11), 단국대학교-천안(8), 동국대학교(5), 동아대학교(4), 명지대학교(13), 목원

대학교(2), 목포대학교(8), 백석대학교(1), 부경대학교(12), 부산대학교(9), 상지대

학교(3), 서강대학교(4), 서울대학교(4), 선문대학교(6), 성균관대학교(8), 세종대

학교(9), 순천대학교(2), 숭실대학교(8), 숙명여자대학교(1), 연세대학교(11), 원광

대학교(8), 이화여자대학교(5), 인제대학교(2), 인천대학교(5), 인하대학교(16), 전

북대학교(9), 전주대학교(6), 조선대학교(18), 충남대학교(17), 충북대학교(13), 

충주대학교(4),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 한국산업기술대학교(9), 한국외국어대학

교(3), 한국항공대학교(5), 한남대학교(7), 한동대학교(2), 한밭대학교(1), 한성대

학교(6), 한신대학교(2), 한양대학교(13), 호남대학교(6), 호원대학교(1), 홍익대학

교-서울(1), 홍익대학교-조치원(1)

ETAC 인증평가대학: 대덕대학(7), 동의과학대학(1), 두원공과대학(1), 마산대학

(1), 서강정보대학(2), 송원대학(3), 영남이공대학(2), 영진전문대학(4), 울산과학

대학(11), 제주한라대학(1)

2010. 05. KCC2010 제정

2010. 06.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준회원 가입

2010. 09. 4 대 원장 취임: 김영길 한동대 총장

2011. 06. IEAM2011 및 SAGM2011 참석 (대만 타이페이)  

2011. 09. 시드니/더블린 어코드 정회원 가입 추진

2012. 05. EAC/CAC 인증평가: 동국대(7), 목원대(1), 선문대(6), 연세대(9), 충남대(16), 

경기대(10), 고려대(4), 부산대(9), 서강대(4), 원광대(7), 인천대(5), 전주대(6), 

충북대(12), 한국기술교육대(10), 한국항공대(5), 한동대(2), 한신대(2), 강릉원주

대(1), 강원대(4), 경북대(15), 백석대(1), 한경대(1), 한남대(5), 한성대(2), 한양

대(11), 호원대(1), 경성대(6), 경희대(9), 광운대(11), 금오공대(15), 명지대(11), 

부경대(11), 숭실대(8), 이화여대(5), 인하대(17), 호남대(5), 경남과학기술대(3), 

경상대(8), 단국대-천안(8), 상명대-천안(3), 서울대(3), 조선대(21), 한국산업기

술대(9), 목포대(9), 상지대(3), 세종대(10), 숙명여대(1), 순천대(1), 충주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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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C 인증평가: 대덕대학(3), 두원공과대(2), 마산대(1), 서영대(1), 영진전문대(4), 

경남정보대학(2), 동의과학대(10), 수원과학대(1), 안양과학대(1), 제주한라대(1)

2012. 06.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 전북대(8), 성균관대(8)

2012. 06. IEAM2012 및 SAGM2012 참석 (호주 시드니)

2012. 10.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회원 가입 평가 (영남이공대(2), 울산과학대(11))

2013. 01.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2013. 03. 5 대 원장 연임: 김영길 한동대 총장

2013. 05. 건국대 포함 43 개 대학 인증평가 실시

2013. 06.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회원 가입

2013. 06. IEAM2013 및 SAGM2013 개최 (대한민국 서울)

2013. 12. EAC/CAC 논평서조율위원회 개최

2014. 02. 제 39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4. 02. 인증기준 2015(안) 공청회 개최

2014. 04. 만도-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업무제휴 

2014. 04. 제 40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4. 05. 한솔그룹-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업무제휴 

2014. 05. EAC/CAC 인증평가(41 개 대학 295 개 프로그램): 경기대(10), 경상대(7), 명지

대(11), 목원대(2), 부경대(7), 이화여대(5), 전북대(12), 조선대(21), 충남대(16), 

숭실대(8), 연세대(9), 전주대(6), 한남대(4), 호원대(1), 경성대(7), 금오공대(15), 

단국대천안(4), 선문대(6), 한국교통대(5), 한동대(2), 한신대(2), 호남대(5), 강릉

원주대(1), 경희대국제(9), 광운대(9), 원광대(8), 인천대(5), 인하대(14), 충북대

(13), 한국기술교육대(10), 한양대(5), 카톨릭관동대(1), 강원대(10), 목포대(8), 

부산대(4), 상지대(3), 서강대(4), 세종대(9), 한국산업기술대(9), 한국항공대(6), 

한성대(2)

ETAC 인증평가(13 개 대학 42 개 프로그램): 거제대(1), 두원공대(2), 마산대(1), 

영남이공대(5), 울산과학대(10), 제주한라대(1), 대덕대(3), 동서울대(2), 동원대

(1), 동의과학대(10), 서영대(1), 영진전문대(4), 포항대(1)

2014. 06. IEAM2014 및 SAGM2014 참석 (뉴질랜드 웰링턴)

2014. 06. 제 41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4. 07 동부대우전자, SK 브로드밴드-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업무제휴 

2014. 08. 동진쎄미캠, 대덕전자-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업무제휴 

2014. 09. LS 그룹-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업무제휴

2014. 10. 2015 년 EAC/CAC 인증설명회

2014. 10. 제 42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4. 10. 2014 년 인증평의회

2015. 03. 제 6 대 원장 유기풍 서강대 총장 선임

2015. 04. 제 44 회 공학교육인증포험 개최

2015. 05. EAC/CAC 인증평가(31 개 대학 153 개 프로그램): 강원대학교(삼척)(5), 건양대

학교(1), 경남과학기술대학교(2), 경남대학교(8), 경북대학교(15), 경일대학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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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3), 공주대학교(천안)(6), 군산대학교(5), 단국대학교(9), 동국대학교

(5), 동국대학교(경주)(1), 동명대학교(4), 동서대학교(1), 동신대학교(4), 동아대

학교(9), 동의대학교(4), 서울대학교(3), 서울시립대학교(7), 성결대학교(3), 성균

관대학교(8), 신라대학교(2), 울산대학교(6), 인제대학교(7), 제주대학교(4), 창원

대학교(1), 청주대학교(8), 한경대학교(1), 한국해양대학교(4), 호서대학교(8), 홍

익대학교(4)

ETAC 인증평가(7 개 대학 8 개 학위과정): 동서울대학교(1), 두원공과대학교(1), 

수원과학대학교(1), 아주자동차대학(1), 연성대학교(1), 영남이공대학교(2), 포항

대학교(1)

2015. 06. IEAM2015 및 SAGM2015 참석 (터키 이스탄불)

2015. 06. 제 8 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2015. 07. 제 9 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2015. 08. 2016 년 인증설명회(EAC/CAC) 개최

2015. 09. 산업계와 대학의 소통을 위한 포럼 개최

2015. 10. 2016 년 인증평가대상 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 개최

2015. 10. 2016 년 공학기술교육(ETAC) 인증설명회 개최

2015. 11. 제 46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5. 11. 2015 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간담회 개최 

2015. 11. 2015 년 공학교육인증 우대기업 채용인재상 설명회 개최 

2015. 11. 2016 년 공학기술교육인증(ETAC) 평가대상 학위과정 PD 초청간담회

2015. 12. 제 12 회 E3CAMP 개최

2016. 01. 제 47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6. 03. IFIP Council Meeting 참석

2016. 04. 중국 CAST 주최 국제심포지엄 참석

2016. 04. 서울어코드 정기평가단 공인원 방문평가 참관(세종대,한동대)

2016. 04. 제 48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6. 05. IEAM2016 쿠알라룸푸르 참석

2016. 05. NABEEA2016 Meeting 개최

2016. 05. EAC/CAC 인증평가(39 개교 203 개 프로그램) : 강릉원주대학교(1), 강원대학교

(1), 건국대학교(9), 경기대학교(10), 경상대학교(2), 계명대학교(9), 광운대학교

(9), 국민대학교(5), 금오공과대학교(1), 대구대학교(13), 부경대학교(1), 부산대학

교(6), 상명대학교(2), 상지대학교(2), 서울과학기술대학교(11), 선문대학교(6), 세

종대학교(8), 숭실대학교(3), 아주대학교(9), 안동대학교(7), 연세대학교(6), 영남

대학교(11), 원광대학교(8), 인천대학교(1), 인하대학교(1), 전남대학교(8), 전북대

학교(1), 전주대학교(6), 조선대학교(2), 중앙대학교(6), 충북대학교(7), 한국교통

대학교(5), 한국항공대학교(4), 한동대학교(2), 한밭대학교(5), 한성대학교(1), 한

양대학교(5), 한양대학교(ERICA)(8), 호원대학교(1)

ETAC 인증평가(2 개교 14 개 프로그램): 동의과학대(10), 영진전문대학교(4)

2016. 06. SAWMM2016 쿠알라룸푸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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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2016 Capstone Design Conference 참석 

2016. 06. 제 123 회 ASEE Annual Conference 참석

2016. 06. 2016 년 공학교육인증 우대기업 채용 및 기업설명회

2016. 07. 제 13 회 E3 CAMP

2016. 08. 제 49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6. 09. 제 10 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2016. 09. 2017 년 대상 인증설명회(EAC/CAC) 

2016. 09. IFIP General Assembly 참석 

2016. 10. 싱가포르 IES 워싱턴어코드 상시평가 참석

2016. 10. 2017 년 대상 인증설명회(ETAC)

2016. 11. 2016 년 공학교육학술대회 지원 및 홍보

2016. 11. WEEF&GEDC2016 Seoul 공인원 Plenary Session IV 개최

2016. 11. 미국 ABET CEO Michael Milligan 과 공인원 간담회 개최

2016. 11. 2016 년 공학페스티벌(E²Festa 2016) 참가

2016. 11. 2017 년 대상 PD 초청 간담회(EAC/CAC)

2016. 11. 2016 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간담회

2016. 11. 2017 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

2016. 11. 파키스탄 PEC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참석

2016. 11. 2017 년 대상 PD 초청 간담회(ETAC)

2016. 11. 제 50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6. 12. 아일랜드 EI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참석

2016. 12. 2017 년 예비평가위원 워크숍(1~2 차)

2016. 12. 제 14 회 E3 CAMP

2017. 01. 제 51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7. 03. 제 10 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2017. 03.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워크숍

2017. 04. 제 7 대 신임원장 선임 김종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17. 04. EAC/CAC 인증평가(25 개교 174 개 프로그램) : 경희대학교(6), 목원대학교(2), 

서강대학교(1), 성결대학교(3), 인천대학교(2), 인하대학교(13), 전북대학교(14), 

충북대학교(10), 호남대학교(4), 홍익대학교(세종)(8), 금오공과대학교(13), 명지

대학교(11), 부경대학교(3), 숭실대학교(1), 이화여자대학교(5), 조선대학교(20), 

충남대학교(12), 강원대학교(춘천)(10), 단국대학교(천안)(3), 목포대학교(8), 한국

기술교육대(10), 한국산업기술대(9), 한남대학교(4), 한양대학교(ERICA)(1), 경북

대학교(1)

ETAC 인증평가(4 개교 11 개 학위과정): 영남이공대학교(6), 두원공과대학교(2), 

동서울대학교(2), 아주자동차대학(1)

2017. 04. SA/DA 정기평가 공인원 방문평가 참관(영남이공대,두원공과대)

2017. 04. 2017 ABET 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석

2017. 04. 필리핀 PSITE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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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제 52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7. 06. IEAM2017 (미국 알래스카) 참석

2017. 06. SAGM2017 (미국 알래스카) 참석

2017. 06 NABEEA2017 Meeting (미국 알래스카)

2017. 07. 2017 년도 확대운영위원회 (공학교육인증 활성화 방안 워크숍) 

2017. 07. 대교협, 수시입시설명회 공인원 리플릿 배포

2017. 07. 제 15 회 E3 CAMP

2017. 08. 2018 년 인증평의회

2017. 08 말레이시아 MBOT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2017. 08 SA/DA 정기평가 공인원 인증평의회 참관

2017. 08. 제 53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7. 09. 제 11 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2017. 09. 2017 년 공학교육학술대회 지원 및 홍보

2017. 09 IFIP General Assembly 참석

2017. 10. 2018 년 대상 인증설명회(EAC/CAC) 

2017. 10. 대학신문 김종호 원장-편집국장 대담인터뷰 게재

2017. 10. 제 11 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2017. 10 홍콩 HKIE 서울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2017. 11. 2018 년 대상 인증설명회(ETAC)

2017. 11. 2017 년 공학페스티벌(E²Festa 2016) 참가

2017. 11. 2018 년 대상 PD 초청 간담회(EAC/CAC)

2017. 11. 제 54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7. 11. 2017 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간담회

2017. 11. 2018 년 예비평가위원 워크숍(1~2 차)

2017. 12. 2018 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

2017. 12 러시아 AEER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2018. 02. 중앙일보 특집기사 게재

2018. 02. 제 55 차 공학교육인증포럼

2018. 03.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표단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2018. 03.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관계자 워크숍 (교육부 주관)

2018. 03. 제 12 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2018. 04. EAC/CAC 인증평가(39 개교 158 개 프로그램) : 가천대학교(5), 강원대학교(삼

척)(5), 건국대학교(1),건양대학교(4), 경남과학기술대학교(1), 경남대학교(1), 경

북대학교(15), 경일대학교(3), 고려대학교(3), 공주대학교(천안)(6), 광운대학교

(3), 국민대학교(3), 군산대학교(5), 단국대학교(9), 대진대학교(2), 동국대학교

(6), 동국대학교(경주)(1), 동명대학교(2), 동서대학교(1), 동신대학교(5), 동아대

학교(9), 동의대학교(4), 상지대학교(2), 서울대학교(3), 서울시립대학교(7), 성균

관대학교(8),세종대학교(2), 숭실대학교(1)울산대학교(1), 원광대학교(8), 인제대학

교(7), 제주대학교(3), 조선대학교(1),창원대학교(1), 한경대학교(1), 한국해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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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4), 한라대학교(3), 호서대학교(8), 홍익대학교(4)

ETAC 인증평가(2 개교 2 개 학위과정): 경복대학교(1), 아주자동차대학(1)

2018. 04. WA 정기평가 공인원 방문평가 참관(경북대,군산대)

2018. 05. 대학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공인원 업무협약체결

2018. 06. 2018 Capstone Design Conference (미국)

2018. 06. IEAM2018 (London) 참석

2018. 06. SAMM2018(Cambridge) 참석

2018. 06 NABEEA2018 Meeting (영국 런던)

2018. 07. 2018 년도 확대운영위원회 (공학교육인증 활성화 방안 워크숍) 

2018. 07. 제 17 회 E³CAMP

2018. 08. 2018 년 인증평의회

2018. 08 2018 년 공학교육인증대학 관계자 간담회

2018. 08 WA 정기평가 공인원 인증평의회 참관

2018. 08 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HR 포럼

2018. 08. 제 57 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8. 09. 제 12 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2018. 09. 2018 년 공학교육학술대회 지원 및 홍보

2018. 10. 2019 년 프로그램 책임자(PD) 대상 인증설명회

2018. 10. 제 13 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개최

2018. 11. 2019 년 1 차 평가자 교육 및 예비평가위원 워크숍

2018. 11. 2018 년 공학페스티벌(E²Festa 2018) 참가 - 제 12 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2018. 11. 2019 년 ETAC 인증설명회

2018. 12. 2019 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

2018. 12 2018 년 EAC/CAC 워크숍

2018. 12 제 18 회 E³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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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11

http://www.abeek.or.kr

1.3. 공인원 회원 및 운영위원회

가. 공인원 회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이사장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 18.6.13~20.6.12

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 장 김종호 17.4.4~19.3.31

수석부원장 서울대학교 교 수 이경우 18.9.14~20.9.13

산업체부원장 미원상사(주) 회 장 조진욱 17.4.1~19.3.31

공학전문학회 
대표(27)

이사 
(18)

대한건축학회(2년) 회 장 이현수(2020. 4 까지) 18.1.1~19.12.31

대한전자공학회(1년) 회 장 최천원 18.1.1~19.12.31

대한금속재료학회(1년) 회 장 김성준 18.1.1~19.12.31

대한토목학회(1년) 회 장 이종세 18.1.1~19.12.31

대한기계학회(1년) 회 장 박찬일 18.1.1~19.12.31

한국고분자학회(1년) 회 장 차국헌 18.1.1~19.12.31

대한전기학회(1년) 회 장 주영훈 18.1.1~19.12.31

한국자동차공학회(1년) 회 장 이종화 18.1.1~19.12.31

한국정보과학회(1년) 회 장 최종원 18.1.1~19.12.31

한국화학공학회(1년) 회 장 전해상 18.1.1~19.12.31

한국통신학회(1년) 회 장 장영민 18.1.1~19.12.31

한국농업기계학회(2년) 회 장 정종훈 18.1.1~19.12.31

대한산업공학회(2년) 회 장 이태억 18.1.1~19.12.31

한국생물공학회(1년) 회 장 이희찬 18.1.1~19.12.31

한국자원공학회(2년) 회 장 신중호 18.1.1~19.12.31

한국정보처리학회(1년) 회 장 김상훈 18.1.1~19.12.31

한국섬유공학회(1년) 회 장 이준영 18.1.1~19.12.31

한국항공우주학회(1년) 회 장 박정선 18.1.1~19.12.31

일반 
(9)

대한임베디드공학회(2년) 회 장 전용기 18.1.1~19.12.31

대한조선학회(2년) 회 장 조대승 18.1.1~19.12.31

대한환경공학회(2년) 회 장 최희철 18.1.1~19.12.31

한국강구조학회(1년) 회 장 배두병 18.1.1~19.12.31

한국공업화학회(1년) 회 장 문두경 18.1.1~19.12.31

한국농공학회(2년) 회 장 김성준 18.1.1~19.12.31

한국분말야금학회(1년) 회 장 김형섭 18.1.1~19.12.31

한국세라믹학회(1년) 회 장 김응수 18.1.1~19.12.31

한국원자력학회 회 장 김명현 18.1.1~19.12.31

산업체대표 
(20)

이사 
(7)

현대건설(주) 사 장 박동욱 18.1.1~19.12.31

SK텔레콤 사 장 박정호 18.1.1~19.12.31

삼성전자㈜ 사 장 김기남 18.6.13~20.6.12

포스코㈜ 회 장 최정우 18.1.1~19.12.31

LG화학 부회장 신학철 18.6.13~20.6.12

대덕전자 사장 김영재 19.1.1~20.12.31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이영관 19.1.1~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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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산업체대표 
(20)

일반 
(13)

KT 대표이사 황창규

일진전기㈜ 대표이사 허정석

녹십자㈜ 회 장 허은철

포스코건설 사 장 이영훈

㈜효성 회 장 조현준

LG 전자 부회장 조성진

Ericsson-lg 대표이사 패트릭 요한슨

에렐㈜ 대표이사 최정옥

동진쎄미켐 회 장 이부섭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고알프레드순동

현대모비스 사 장 임영득

한국동서발전 사 장 박일준

S-OiL 대표이사 오스만알감디

정부대표(2)
교육부 차 관 박백범 18.1.1~19.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 관 민원기 18.1.1~19.12.31

기관, 단체 및 
법인대표(8)

한국공학한림원 회 장 권오경 18.1.1~19.12.31

한국공학교육학회(2년) 회 장 오명숙(2020. 12 까지) 18.1.1~19.12.31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 장 고성석(2020. 2 까지) 18.1.1~19.12.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3년) 사무총장 황홍규(2021.7.30까지) 18.1.1~19.12.3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보은(2019. 7 까지) 18.1.1~19.12.31

한국산업인력공단(3년) 이사장 김동만 18.1.1~19.12.31

한국기술사회 회 장 김재권(2019. 2 까지) 18.1.1~19.12.31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18.6.30~20.6.29

감사(2)
서울대학교 교 수 이건우 19.1.1∼20.12.31

홍진씨엔텍 사 장 김송호 18.12.23~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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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원 운영위원회

직  위 현 소 속 현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원    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  장 김종호 17.4.4~19.3.31

수석부원장 서울대학교 교  수 이경우 18.9.14~20.9.13

산업체 부원장 미원상사(주) 회  장 조진욱 17.4.1~19.3.31

부 원 장 목포대학교 교  수 김종화 18.1.1~19.12.31

자문위원 인하대학교 교  수 권오양 17.5.23~19.5.22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교  수 김동윤 17.5.23~19.5.22

인
증
사
업
단

인증사업단장
(겸직)

목포대학교 교  수 김종화 18.1.1~19.12.31

EAC위원장 제주대학교 교  수 도양회 17.1.1~18.12.31

CAC위원장 명지대학교 교  수 박현민 18.1.1~19.12.31

ETAC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  수 김영우 18.1.1~19.12.31

EAC부위원장 금오공과대학교 교  수 조동환 18.1.1~19.12.31

EAC부위원장 동국대학교 교  수 홍성조 18.1.1~19.12.31

EAC부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신현상 18.1.1~19.12.31

CAC부위원장 동국대학교 교  수 안종석 18.1.1~19.12.31

CAC부위원장 호원대학교 교  수 김은미 18.1.1~19.12.31

ETAC부위원장 영진전문대학 교  수 서용환 18.1.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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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현 소 속 현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인
증
사
업
단

ETAC부위원장 대덕대학교 교  수 송태한 18.1.1~19.12.31

ETAC부위원장 동의과학대학교 교  수 원태현 18.1.1~19.12.31

EAC위원 성균관대학교 교  수 황성호 18.1.1~19.12.31

EAC위원 인제대학교 교  수 이종협 18.1.1~19.12.31

CAC위원 한동대학교 교  수 이  강 18.1.1~19.12.31

CAC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  수 오황석 18.1.1~19.12.31

ETAC위원 영남이공대학교 교  수 성금길 18.1.1~19.12.31

ETAC위원 전남도립대학교 교  수 오상진 18.1.1~19.12.31

ETAC위원 대림대학교 교  수 최동엽 18.1.1~19.12.31

인
증
기
준
위
원
회

위원장 전북대학교 교  수 양성채 18.1.1~19.12.31

부위원장 대구대학교 교  수 김중규 18.1.1~19.12.31

부위원장 용인송담대학교 교  수 동성수 18.1.1~19.12.31

위원 동국대학교 교  수 정진우 18.1.1~19.12.31

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수 강승찬 18.1.1~19.12.31

기
획
위
원
회

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김성곤 18.1.1~19.12.31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교  수 송광호 18.1.1~19.12.31

부위원장 영남이공대학교 교  수 이재용 18.1.1~19.12.31

위원 계명대학교 교  수 기도형 18.1.1~19.12.31

위원 중앙대학교 교  수 전주현 18.1.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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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현 소 속 현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국
제
협
력
위
원
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교  수 김학일 17.1.1~18.12.31

부위원장 거제대학교 교  수 손호재 18.1.1~19.12.31

위원 인하대학교 교  수 진성희 18.1.1~19.12.31

위원 연세대학교 교  수 임윤묵 18.1.1~19.12.31

한
국
공
학
교
육
연
구
센
터

소장 경북대학교 교  수 송동익 17.3.1~19.2.28

부소장 중앙대학교 교  수 한중근 18.1.1~19.12.31

부소장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교  수 강소연 18.1.1~19.12.31

부소장 영남대학교 교  수 강동진 18.1.1~19.12.31

위원 홍익대학교 교  수 윤구영 18.1.1~19.12.31

위원 충남대학교 교  수 권영미 18.1.1~19.12.31

위원 충남대학교 교  수 이영우 18.1.1~19.12.31

위원 군산대학교 교  수 이신영 18.1.1~19.12.31

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수 민동균 18.1.1~19.12.31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강상희 18.1.1~19.12.31

위원 한양대학교 교  수 박종현 18.1.1~19.12.31

사무처장 경북대학교 교  수 최세휴 18.1.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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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 

2003. 06. 뉴질랜드 IEAM2003 참석

2004. 05. 워싱턴어코드 – 공인원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 

2004. 06. 영국 IEAM2004 참석

2004. 11. 일본 JABEE와 MOU 체결

2004. 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5. 04. 남아공(ECSA) 케이프타운대학(Cape Town Univ.) 방문평가 참관

2005. 05. 워싱턴어코드 – 공인원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

2005. 06. 미국 ABET과의 MOU 체결

2005. 06. 홍콩 IEAM2005 참석

2005. 06. 워싱턴어코드 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

2005. 11. 미국(ABET) 라이스대학(Rice Univ.) 방문평가 참관

2005. 11. 일본(JABEE) 킨키대학(Kinki Univ.) 방문평가 참관

2006. 02. 영국(ECUK)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Strathclyde Univ.) 방문평가 참관

2006. 02. 아일랜드(EI) 더블린시티대학(Dublin City Univ.) 방문평가 참관

2006. 05. 워싱턴어코드 - 공인원 고려대 방문평가 참관

2006. 06. 아일랜드 IEAM2006 참석

2006. 09.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평가 – 울산대 및 창원대 방문평가 심사

2006. 10. 미국(ABET)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 방문평가 참관

2006. 11. 워싱턴어코드 – 공인원 공학인증위원회 회의 참관

2006. 12. 일본(JABEE) 인증평의회 참석

2007. 01. 캐나다(EC) 빅토리아대학(Victoria Univ.) 방문평가 참관

2007. 01. 서울어코드 추진위원회 발족

2007. 02. 영국(ECUK) 인증평의회 참석 

2007. 02. 캐나다(CEAB) 이사회 참석

2007. 05. 워싱턴어코드 - 공인원 동국대 방문평가 참관

2007. 05. 서울어코드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구성

2007. 06.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2007. 11. CAC-IT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7. 11.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채택

2008. 01. 서울어코드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 결성 

2008. 06. ASEE 학회 참석

2008. 06. 싱가포르 IEM2008 참석

2008. 06 FEISEAP 회의 참석

2008. 06 Seoul Accord Interim Meeting 개최

2008. 07. ABET Summer Commissions Meeting 참석

2008. 09. NABEEA 총회 참석

2008. 10. ABET Annual Meeting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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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미국(ABET)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08. 10. 러시아(RAEE)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활동 

2008. 11. 미국(ABET) Dr. David Hornbeck, Prof. Gina Lee Glauser 공인원 초청

2008. 11. 러시아(RAEE) 대표 Prof. Sergey Gerasimov 공인원 방문

2008. 12. 서울어코드 출범

2009. 01. 제2차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회의 참가

2009. 03. 일본(JABEE) ‘Symposium on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nd Outcomes 

Assessment & Evaluation’ 참석

2009. 04. 말레이시아(BEM) Dr. Abdul Hashim, Prof. Megat Noor 공인원 방문

2009. 04. 미국(ABET) Dr. David Hornbeck, Prof. Gina Lee Glauser 공인원 초청

2009. 06. ASEE 2009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참석

2009. 06. IEAM2009, SAGM2009, NABEEA 4th CM & 2nd GA 참석 

2009. 07. ABET 2009 Summer Commission Meeting 참석

2009. 08. 2009년 IFIP Workshop 참가

2009. 10. 2009년 ABET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 참석

2009. 11.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 미국(ABET) Dr. Robert Warrington 초청

2009. 11. 일본(JABEE) 방문평가 참관

2009. 11. 제2회 FEIAP Working Group on Engineering Education 참가

2009. 12.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일본(JABEE) Prof. Nobutoshi Masuda 초청

2010. 01. NABEEA 5th CM & 3rd GA 참석

2010. 01. 러시아(RAEE)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10. 02. CLAIU-EU Conference 참석

2010. 05.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준회원 가입 위한 어코드 참관인 초청 

2010. 06. IEAM2010, NABEEA 6th CM 참석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준회원 가입

2010. 07. 2010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s 참석

2010. 08. ABET IDEAL 워크숍 참석

2010. 08. JABEE Examiner Training Seminar 참가

2010. 09. 남아공 ECSA 정기모니터링 활동 

2010. 09. SAWS2010(Brisbane) 참석

2010. 10. NABEEA 7th CM & 4th GA 참석

2010. 10. Prof. Basil Wakelin 초청 강연회 개최

2010. 11. Pro. Dan Moore, Pro. Mohammad Noori 초청 세미나 개최

2011. 01. 캐나다(EC) 로렌시안대학(Laurentian Univ.) 방문평가 참관

2011. 02. 영국(ECUK)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11. 02. CLAIU-EU Conference 참석

2011. 02. 캐나다 ICTC 대표단 공인원 방문

2011. 04. 베트남 하노이공대(HUST) 대표단 교육

2011. 06. IEAM2011, SAGM2011 및 NABEEA 8th CM & 5th GA 참석

2011. 08. ABET IDEAL 워크숍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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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캐나다 CIPS 방문

2011. 09. AEESEAP Conference 참석

2011. 09. 2011년 IFIP 총회 참가

2011. 10. ABET Annual Conference 참석

2011. 10. 2011년 IP3 연례회의 참석

2011. 12. 호주 ACS 방문

2012. 02. CLAIU-EU Conference 참석

2012. 05. 파키스탄(PEC) 대표단 공인원 방문

2012. 05. 2012 Capstone Design Conference 참석 

2012. 06.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실시 

2012. 06. IEAM2012, SAGM2012 참석 

2012. 06. 2012년 ASEE Annual Conference 참석 

2012. 07. 2012년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s 참석  

2012. 09. WCC2012 및 IFIP 총회 참석  

2012. 10.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회원 가입을 위한 어코드 평가단 방문

2012. 10. 2012년 Workshop on Innovations in ICT Education 참석

2012. 12. 대만(IEET)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13. 01. 중국과학기술협회(CAST) 대표단 방문

2013. 04. Online RosEvaluation Conference 2013 참석 

2013. 04 CLAIU-EU Conference 참석 

2013. 05. 일본 JUAA(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공인원 방문

2013. 06. IEAM2013, SAGM2913 및 NABEEA 10th CM & 6th GA 개최

2013. 07. IIDEA-Tsinghua 워크숍 참석 

2013. 07.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s 참석 

2013. 09. WCC2013 및 IFIP 총회 참석

2013. 11. 인도 NBA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활동

2013. 12 대만 IEET 시드니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활동

2014. 03. IFIP Council Meeting 참석 (미국 애틀란타)

2014. 06. IEAM2014 및 SAGM2014 참석 (뉴질랜드 웰링턴)

2014. 06. NABEEA 11th CM & 7th GA 개최 (뉴질랜드 웰링턴) 

2014. 08. 제62회 JSEE Annual Conference 참석 (일본 히로시마) 

2014. 09. 미국 ABET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14. 09. 2014년 IFIP 총회 참석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4. 10. 캐나다(EC) 서스캐처원대학(University of Saskatchewan) 방문평가 참관 

2004. 11. 필리핀 PICAB 서울어코드 준회원 가입 컨설팅 활동 

2014. 11. 호주 ACS 서울어코드 정기평가 활동 

2015. 01. 필리핀PTC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활동

2015. 03. 2015년 IFIP Council Meeting 참석 (폴란드 포즈난)

2015. 06. IEAM2015 및 SAGM2015 참석 (터키 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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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NABEEA 12th Council Meeting & 8th General Assembly 개최 (터키 이스탄불)

2015. 08. 뉴질랜드IPENZ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활동

2016. 03. IFIP Council Meeting 참석

2016. 04. 중국CAST 주최 국제심포지엄 참석

2016. 04. 서울어코드 정기평가단 공인원 방문평가 참관(세종대,한동대)

2016. 05. IEAM2016 쿠알라룸푸르 참석

2016. 05. NABEEA2016 Meeting 개최

2016. 06. SAWMM2016 쿠알라룸푸르 참석

2016. 06. 2016 Capstone Design Conference 참석 

2016. 06. 제123회 ASEE Annual Conference 참석

2016. 09. IFIP General Assembly 참석 

2016. 10. 싱가포르IES 워싱턴어코드 상시평가 참석

2016. 11. WEEF&GEDC2016 Seoul 공인원 Plenary Session IV 개최

2016. 11. 미국 ABET CEO Michael Milligan과 공인원 간담회 개최

2016. 11. 파키스탄 PEC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참석

2016. 12. 아일랜드 EI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참석

2017. 04. SA/DA 정기평가 공인원 방문평가 참관(영남이공대,두원공과대)

2017. 04. 2017 ABET 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석

2017. 04. 필리핀PSITE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2017. 06. IEAM2017 (미국 알래스카) 참석

2017. 06. SAGM2017 (미국 알래스카) 참석

2017. 06. NABEEA2017 Meeting (미국 알래스카)

2017. 08. 말레이시아MBOT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2017. 08. SA/DA 정기평가 공인원 인증평의회 참관

2017. 09. IFIP General Assembly 참석

2017. 10. 홍콩HKIE 서울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2017. 12. 러시아AEER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2018. 03.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표단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2018. 04.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방문평가 참관

2018. 06. 2018 Capstone Design Conference (미국)

2018. 06. SAMM2018 (Cambridge) 참석

2018. 06. IEAM2018 (London) 참석

2018. 06. NABEEA2018 Meeting (영국 런던) 개최

2018. 08. WA 정기평가 공인원 인증평의회 참관

2018. 08. 2018 ABET 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석 (미국) 

2018. 10. 대만 IEET 워싱턴 및 시드니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2018. 12. 멕시코 CACEI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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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현황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공인원은 2001년 동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대한 인증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인증평가를 진행

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41개 대학 160개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받았다.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은 다음의 표 2.1및 그림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년도

EAC CAC ETAC

계
신규

중간/정기
/조건부

신규
중간/정기/
조건부

신규
중간/정기/
조건부

대학
프로
그램

대학
프로
그램

대학
프로
그램

대학
프로
그램

대학
학위
과정

대학
학위
과정

대학
프로그램/
학위과정

2001년 2 11 2 11

2002년 3 17 3 17

2003년 4 28 3 5 7 33

2004년 6 33 4 8 9 41

2005년 7 40 10 35 15 75

2006년 8 52 16 65 8 9 2 2 25 128

2007년 17 130 15 81 5 6 1 1 30 218

2008년 29 206 21 119 1 1 2 2 42 328

2009년 13 65 27 169 1 3 5 6 36 243

2010년 23 92 39 286 9 9 8 8 11 36 68 431

2011년 19 44 28 198 4 5 11 13 4 10 41 270

2012년 10 18 44 309 1 1 23 26 5 14 9 25 63 393

2013년 11 23 36 207 3 3 14 17 1 3 3 9 42 262

2014년 9 14 39 252 1 1 24 28 5 8 9 34 54 337

2015년 3 7 30 132 1 1 11 13 3 3 4 5 38 161

2016년 1 1 36 180 1 1 19 21 - - 2 14 41 217

2017년 2 2 23 155 1 1 9 16 - - 4 11 29 185

2018년 6 14 33 127 2 2 13 15 1 1 1 1 4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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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2.2.인증판정 결과

41개 대학 160개 프로그램의 2018년 인증평의회 결과, EAC/CAC 프로그램은 표 2.2와 같이 

판정되었으며, ETAC는 표 2.3과 같이 판정되었다. ABEEK은 향후에도 대학의 프로그램/학위과정

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증평가를 받는 프로그램/학위과정이 보

다 나은 체계를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전략을 집중할 것이며, 

대학에 대한 컨설팅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어 공학인증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학위과정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인증불가 판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표 2.2> 인증평가 결과 (EAC/CAC)

인증판정 프로그램 수 비율(%)

중간방문(IV) 85 53.8%

중간방문필(VE) 43 27.3%

차기정기평가(NGR) 1 0.6%

조건부인증보고(CAR) 0 0%

조건부인증방문(CAV) 7 4.4%

조건부인증해소(CAS) 19 12%

인증불가(NA) 0 0%

중간보고(IR) 3 1.9%

계 1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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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증평가 결과 (ETAC)

인증판정 학위과정 수 비율(%)

중간방문(IV) 1 50%

조건부인증해소(CAS) 1 50%

계 2 100.0%

2.3. 전공분야별 인증프로그램 현황

가. EAC/CAC

2018년까지 84개 대학 488개 프로그램 (2018년 12월 기준)이 인증을 받았으며(전공분야별 인

증기준 복수 채택한 프로그램 반영), 이들 인증 프로그램의 전공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전공분야별 현황

전공분야별 인증받은 프로그램 수

건축공학 40

기계공학 82

농공학 2

산업공학 20

생물공학 2

섬유공학 4

원자력방사선공학 2

자원공학 5

재료공학 34

전기전자공학 97

조선해양공학 7

컴퓨터공학 63

토목공학 47

항공우주공학 4

화학공학 42

환경공학 20

기타 17

계 488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복수 채택한 프로그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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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TAC

2018년까지 7개 대학 26개 학위과정(2018년 12월 기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인증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5와 같다.

<표 2.5> 인증 받은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별 현황

전공분야별 인증받은 학위과정 수

건축공학기술 4

기계공학기술 7

전기,전자공학기술 8

컴퓨터공학기술 2

토목공학기술 1

화학공학기술 2

기타 2

계 26

2.4. 지역별 인증 대학 분포 

가. EAC/CAC

2018년까지 인증 받은 대학은 총 84개 대학으로 공과대학의 약 50.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인증 받은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6과 같다. 아울러 지역별 공과대학 수 

대비한 인증프로그램 비율은 다음의 표2.7 및 그림2.2와 같다.

<표2.6> 인증 받은 프로그램 소속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  역 대      학 개수 비율

수도권

가천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죽전), 대
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
하대, 중앙대, 한경대, 한국산기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양대(서울), 한양
대(ERICA), 홍익대(서울)

33 39.3%

충청권
건양대, 공주대(천안), 단국대(천안), 목원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
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남대, 한밭대, 호서대, 홍익대(세종)

13 15.5%

강원권 강릉원주대, 강원대(삼척), 강원대(춘천), 상지대, 한라대 5 5.9%

영남권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영
남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22 26.2%

호남권
군산대, 동신대, 목포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호남대, 
호원대

10 11.9%

제주권 제주대 1  1.2%
계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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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역 대학 수 대비한 인증대학의 비율

지역 공학계열 대학 수 인증 대학 수 지역 대학 수 대비 비율

수도권 57 33 57.9%

충청권 33 13 39.4%

강원권 9 5 55.6%

영남권 44 22 50.0%

호남권 20 10 50.0%

제주권 2 1 50.0%

계 165 84 50.9%

* 공학계열 대학 수는 대학알리미 2018년 조사 기준이며, 인증대학 수는 2018년 12월 기준임.

[그림 2.2] 지역별 분포비율

나. ETAC

2018년까지 인증 받은 전문대학은 총 7개 대학으로 이는 우리나라 공학계열 전문대학의 약 

6.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인증 받은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8과 같다. 

아울러 지역별 공과대학 수 대비한 인증 받은 학위과정 비율은 다음의 표2.9 및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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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인증 받은 학위과정 소속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  역 대      학 개수 비율

수도권 경복대, 동서울대, 두원공과대 3 42.9%

충청권 아주자동차대 1 14.2%

강원권 - 0 0.0%

영남권 동의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3 42.9%

호남권 - 0 0.0%

제주권 - 0 0.0%

계 7 100%

<표2.9> 인증 받은 학위과정의 지역 대학 수 대비한 인증대학의 비율

지역 전문 대학 수 인증 대학 수 지역 대학 수 대비 비율

수도권 34 3 8.8%

충청권 15 1 6.7%

강원권 5 0 0.0%

영남권 36 3 8.3%

호남권 18 0 0.0%

제주권 2 0 0.0%

　계 110 7 6.4%

[그림 2.3] 공학기술교육 지역별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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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활동

3.1. 2018년도 인증평가 일정

2018년도의 인증평가를 위한 월별 일정은 표3.1과 같다.

■ EAC/CAC/ETAC

<표3.1> 2018년 EAC/CAC/ETAC 인증평가 활동 내역

일 시 진행 내역

1/15(월)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마감

1/24(수)~27(토) 평가단 사전 조율회의(당일 또는 1박 2일)

2/8(목) 서면평가조율보고서 초안 제출

2/9(금)~10(토) 논평서조율위원회

3/13(화), 3/20(화), 3/27(화) 서면평가의견서 대학 통보

3/13(화)~4/13(금) 평가단장 방문전 컨설팅

4/9(월)~24(화) 방문평가 (3개 주차 / ETAC 1개 주차)

5/4(금)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5/11(금) 대학연도조율위원회

5/16(수) 예비논평서 초안 제출

6/15(금) 예비논평서 발송 완료

6/29(금) 논평대응서 접수 마감

7/6(금), 13(금) 논평대응검토의견서 제출마감

7/24(화)~25(수) 2차 논평서조율위원회

8/24(금)~25(토) 인증평의회

9/7(금) 최종논평서 초안 제출

9/20(목) 2018년 인증판정 결과 통보

10/4(목), 5(금) 2019년 프로그램 책임자(PD) 대상 인증설명회

10/19(금) 2019년 인증평가 신청 마감

11/2(금) 2019년 인증평가 신청 결과 통보

11/2(금), 9(금) 예비평가위원 워크숍

12/21(금) 이사회 보고

12월 최종논평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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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대학명 평가단장 신규 정기
조건부
인증(R)

조건부
인증(V)

중간 총합계

1주차
(4/8~10)

가천대학교 최세휴 5 　 　 　 5

단국대학교(죽전) 윤구영 　 　 　 　 9 9

대진대학교 이강우 2 　 　 　 2

동신대학교 이종협 1 4 　 　 5

동아대학교 김중규 　 9　 　 　 9

동의대학교 정윤철 　 　 　 　 4 4

서울대학교 김정수 3 　 　 3

성균관대학교 이영우 　 8 　 　 8

제주대학교 강승찬 　 3 　 　 3

2주차
(4/15~17)

강원대학교(삼척) 정진우 　 5 　 5

건양대학교 홍성조 3　 　 　 　 1 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중규 　 1 　 　 1

고려대학교 송동익 　 3 　 　 3

공주대학교(천안) 임오강 　 　 　 　 6 6

동국대학교(경주) 양성채 　 　 　 　 1 1

동명대학교 부준홍 　 2 　 2

울산대학교 김수영 1 1

원광대학교 박현민 8 8

인제대학교 신현상 7 7

조선대학교 나덕주 1 1

한경대학교 박윤국 1 1

한라대학교 최세휴 3 3

홍익대학교 안종석 4 4

3.2. 평가단 워크숍(서면평가 조율회의) 

가. EAC/CAC/ETAC

2018년도 평가단 워크숍이 1월 24일~2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공인원 관계자, 평가단장 

및평가부단장을 포함한 총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평가단 워크숍에는  

인증평가 절차 및 작성서류, 중점 검토사항, 문서작성요령 및 워크시트 활용안내,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토의에 대한 토의 및 조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3. 방문평가  

2018년 인증평가는 4월 방문평가 일정으로 EAC/CAC 총 39개 대학 158개 프로그램/ ETAC 

2개대학 2개 학위과정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학별 방문평가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2] 2018년 방문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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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대학명 평가단장 신규 정기
조건부
인증(R)

조건부
인증(V)

중간 총합계

3주차
(4/22~24)

경남대학교 전오성 　 　 　 　 1 1

경북대학교 조동환 　 15 　 　 15

경일대학교 김은미 　 3 　 　 3

군산대학교 이희원 　 5 　 　 5

동국대학교 황성호 　 6 　 　 6

동서대학교 신경욱 　 1 　 　 1

서울시립대학교 강동진 　 　 　 7 7

숭실대학교 박현민 1 1

창원대학교 강승찬 1 1

한국해양대학교 민동균 4 4

호서대학교 오황석 8 8

CAR
건국대학교 김종화 　 　 1 　 1

상지대학교 양성채 2 2

CAV

광운대학교 도양회 3 3

국민대학교 김종화 3 3

세종대학교 도양회 2 2

계 : 39개 대학 158개 프로그램 16 80 3 16 43 158

구  분 평가대학명 평가단장 정기 중간
조건부
인증(R)

조건부
인증(V)

신규 총합계

1주차
(4/16~17)

아주자동차대학 김영우 1 1

경복대학교 송태한 1 1

계 : 2개 대학 2개 학위과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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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2018년 EAC/CAC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를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

다. 조율위원회는 2017년 평가위원 중 전공분야별 주관학회의 추천을 받은 23명의 모더레이터와 

조율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전공분야를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율위원별 배정받은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AMS에 조율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더

레이터는 조율위원이 입력한 조율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의 

형평성 및 동등성 확인과 조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TAC는 인증기준에 전공분야 인증

기준 내용이 없으므로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개최일정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3.3>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EAC/CAC)

분야 전공분야
조율 대상 
프로그램 

모더레이터(안) 조율위원(안)

1

전기전자공학 22

도양회, 양성채

김중규, 신경욱,
이종협, 강승찬기타(디스플레이공학) 1

건축공학 12 오명호, 권제중

2
토목공학 13

김중규 이진덕, 최세휴
농공학(토목) 1

3
산업공학 5

홍성조 홍성조
융‧복합공학 3

4 컴퓨터공학/CAC 11 박현민 정진우, 오황석

5

화학공학 11

조동환

박윤국, 신현상

환경공학 3 신현상

재료공학 10
정걸채, 조동환

섬유공학, 자원공학 2

6
기계공학, 조선해양공학 23

김종화
전오성, 윤구영,
황성호, 민동균농공학(기계) 1

합계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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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학연도조율위원회

가. EAC/CAC

2018년도 대학연도조율위원회가 5월 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공인원 관계자, 2018년도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조율위원회에서는 2018년 인증

평가의 전국적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별 예비논평서에 대하여 조율하는 시간

을 가졌다.

[그림 3-1] EAC/CAC 대학연도조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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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방문평가 대학 평가단장 컨설팅

공인원은 2018년 인증평가 대상 대학 중 평가단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대학에 방문하여 컨설팅

을 진행하였다. 평가단장 컨설팅을 실시한 대학은 EAC/CAC 39개 대학 중 31개 대학, ETAC 2

개 대학 중 1개 대학 이며, 그 세부사항은 표3.4와 같다. 

<표3.4> EAC/CAC 평가단장 컨설팅 현황

대학 일자 대학 일자

가천대학교 2018-03-16 동아대학교 2018-03-26

강원대학교(삼척) 2018-03-29 동의대학교 2018-03-28

건양대학교 2018-03-23 상지대학교 2018-04-06

건국대학교 미실시 서울대학교 2018-03-1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8-03-28 서울시립대학교 2018-03-30

경남대학교 2018-04-09 성균관대학교 2018-03-16

경북대학교 2018-04-03 세종대학교 미실시

경일대학교 2018-03-29 숭실대학교 2018-04-05

고려대학교 2018-03-23 울산대학교 미실시

공주대학교(천안) 2018-03-23 원광대학교 2018-03-29

광운대학교 미실시 인제대학교 2018-04-03

국민대학교 2018-03-29 제주대학교 2018-03-09

군산대학교 2018-03-28 조선대학교 미실시

단국대학교(죽전) 2018-03-16 창원대학교 2018-04-06

대진대학교 2018-03-14 한경대학교 미실시

동국대학교(서울) 2018-04-12 한국해양대학교 2018-04-13

동국대학교(경주) 미실시 한라대학교 2018-03-21

동명대학교 2018-03-28 호서대학교 2018-04-03

동서대학교 2018-04-12 홍익대학교(서울) 미실시

동신대학교 2018-03-20

<표3.4> ETAC 평가단장 컨설팅 현황

대학 일자 대학 일자

경복대학교 2017-04-02 아주자동차대학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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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9년도 인증설명회

가. EAC/CAC

차기년도 인증평가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평가 판정가이드, 인증절차 및 일정과 세부 인증기준

별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1차 10월 4일 충남대(총 125명 참석), 2차 10월 5일 숭실대

(총 203명 참석)에서 개최되었다. 인증설명회에서는 차기년도 인증평가에 적용할 인증기준

(KEC/KCC2015)과 평가 판정가이드, 인증절차 및 일정과 평가 주요사항 및 세부 인증기준별 주

요사항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나. ETAC 

차기년도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에 적용할 인증평가 주요사항 안내를 위한 ETAC 인증설명회

가 11월 16일(금), 공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인증평가 주요사항 및 절차, KTC2015 인증

기준 및 판정가이드 설명,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PD교수, 대학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되었다.

  

[그림 3-2] EAC/CAC/ETAC 2019년도 인증설명회

3.8. 2019년 예비평가위원 워크숍 

2019년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국대학교, 대구 인터불고호텔에

서 예비평가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 176명, 2차 109명으로 2회에 걸쳐 총 285명이 참여

하였으며, 2019년 인증평가의 주요사항과 평가위원의 역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양식 개선사항, 

평가 문서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되었으며, 사례연구(Case Study) 및 평가 관련된 질의응답의 형

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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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19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 

개정된 인증평가 주요사항 안내 및 인증평가 주요 현안(사례연구)에 대한 이해증진과 예비평가

단장 및 부단장의 풀 확대를 위하여 2019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월14일(금)서울 

로얄호텔에서 2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예비평가단장 워크숍에서는 2019년 인증평가 주요 사

항 안내, 자평서 주요 수정사항 안내, 사례연구(Case Study), 인증평가 개선 의견을 토의하였다.

3.10. 2018년도 인증평의회

가. EAC

2018년도 EAC 인증평의회가 8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1박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인증평의회 의장 및 인증사업단장 등 당연직 4명, 학회추천 4명, 산업체 2명, 평가단장 7명, 원장

추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141개 검토)하였다. 인증평의회 의원 

구성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인증평의회 위원 구성 - EAC

No 구분

EAC

비고2018년

성명 전공 공인원 소속

1
당
연
직

수석부원장 송동주 기계 ABEEK 의장
2 인증사업단장 김종화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3 EAC위원장 도양회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간사
4 인증기준위원장 양성채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5

학회추천
4

신규철 건축 대한건축학회

계명대
6 양현익 기계 대한기계학회
7 이경우 재료 대한금속재료학회
8 이건영 전기 대한전기학회
9 산업체

2
나덕주 기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양대

(ERICA)10 정윤철 토목환경 KIST
11

당해연도
평가단장

7

홍성조 산업 인증사업단

서울대

12 김중규 정보통신 인증기준위
13 이희원 기계 서울과기대
14 조동환  고분자 인증사업단
15 이영우 화공 연구센터
16 신현상 환경 인증사업단
17 이강우 전기전자 동국대
18

원장추천
4

한중근 토목 연구센터

광운대
19 임오강 기계 부산대
20 송동익 화공 연구센터
21 부준홍 기계 한국항공대

총계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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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C

2018년도 EAC 인증평의회가 8월 24일(금)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인증평의회 의장 및 인증사업

단장 등 당연직 4명, 학회추천 2명, 산업체 2명, 평가단장 4명, 원장추천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어,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17개 검토)하였다. 인증평의회 의원 구성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인증평의외 위원 구성 - CAC

No 구분 성명 전공 공인원 소속 비고

1

당
연
직

수석부원장 송동주 기계 ABEEK 의장

2 인증사업단장 김종화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3 CAC위원장 박현민 컴퓨터 인증사업단 간사

4 인증기준위원장 양성채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5
학회추천 2

김지인 컴퓨터 한국정보과학회 건국대

6 이경우 재료 대한금속재료학회 서울대

7
 산업체 2

나덕주 기계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8 정윤철 토목환경 KIST

9

당해연도
  평가단장 4

김은미 컴퓨터 인증사업단

10 오황석 게임 인증사업단

11 김정수 기계 홍익대

12 안종석 컴퓨터 인증사업단

13  원장추천 1 이강우 정보통신 동국대

총계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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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활동

다. ETAC

2018년도 ETAC 인증평의회가 8월 24일(금)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인증평의회 의장 및 인증사

업단장 등 당연직 4명, 학회추천 2명, 산업체 2명, 평가단장 1명, 원장추천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2개 검토)하였다. 인증평의회 의원 구성은 아래 표3.5와 같다. 

<표3.5> 인증평의외 위원 구성 - ETAC

No 구분 성명 전공 공인원 소속 비고

1

당
연
직

수석부원장 송동주 기계 ABEEK 의장

2 인증사업단장 김종화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3 CAC위원장 김영우 전자 인증사업단 간사

4 인증기준위원장 양성채 전기전자 인증사업단

5 학회추천 2 류경진 기계 대한기계학회 아주자동차대

6
산업체 2

나덕주 기계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7 정윤철 토목환경 KIST

8
당해연도
평가단장

송태한 기계 인증사업단

9 원장추천 1 윤천근 건축 동원대

총계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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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기획 활동

공인원은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신뢰성 있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제안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인증 졸업생 수의 조사 및 성과분석 시행을 통해 인증제의 현황 파악 및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인원 제반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제정 및 개정, 공인원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여부 검토, 공인원 조직 및 제도 개선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4.1. 공학교육인증제와 자격제도(기술사) 연계추진을 위한 활동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과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자격제도(기술사)의 개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과의 연계 필요성을 목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졸업생의 혜택 부여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추진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기사자

격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단계적 실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

기술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기술사 자격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구축을 위하

여 앞으로도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제안을 하여 글로벌 수준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가.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절차 및 기준 마련

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5호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에서 진행하는 심사 업무 중 학력요건 심사는 공인원에서 진행하게 됨.

m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및 업무체계를 마련함.

나.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기준 관련 근거

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5호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

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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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기획 활동

다.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진행 절차

m 국제기술사 등록 신청은 연 2회(4월, 10월) 한국기술사회에서 진행 됨

m 한국기술사회에서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를 공인원에 의뢰하면 기획위원회에서 심사소위

원회를 개최하여 공학교육인증 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동등성 여부를 심사하게 됨.

m 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심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검토 의

견서를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게 됨

라. 국제기술사 심사기준 마련 회의 개최

m 총 6회에 걸쳐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 국제 기술사 인정 심사업무 관련하여 공인원 및 기술사회는 기관 대 기관간의 협약으

로 진행하기로 함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제3조(정의) 및 제6조(심사기준)에 대해 논의

⦁ 업무 의뢰 형식 확정 - 공인원과 기술사회 간의 업무협약 (MOU) 진행

⦁ 국제기술사 심사 비용 논의 - 공인원에서 심사비용을 산출하여 신청하고 기술사회 예

산에 반영하기로 함

⦁ 국제기술사 심사기준 업무 담당 - 학력심사, 경력심사, 교육내용 중 학력심사 업무를 

공인원에서 담당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TFT에서 심사기준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사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마. 국제기술사 심사소위원회 구성

m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m 건설 및 환경 분야

- 김성곤(서울과기대), 최세휴(경북대), 박준홍(연세대), 강현구(서울대)

m 기계 및 전기 분야

- 이건영(광운대), 김정수(홍익대), 송용규(항공대)

m 산업 및 정보 분야

- 홍성조(동국대), 안종석(동국대), 박현민(명지대)

m 화공 및 생명 분야

- 송광호(고려대), 박명준(아주대), 박시재(이화여대)

바. 국제기술사 교육을 위한 교과 개발 추진

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5호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술사의 공학교육인증 동등성 인정을 위해 공학교육과정 미이수자가 이수해야하

는 교과를 개발함.

※ 기술사 수강생은 위 교과 5개 교과 중 3개 (9학점)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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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류 기준명
제정 및 

최종개정일자
내용 비고

1 정관 정관
1999.07.14 ⦁ 총 8장 23 조

⦁ 1장 총칙 ~ 8장 해산2016.04.09

2 규정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07.12.20 ⦁ 총 4 조

⦁ 목적, 업무, 구성 및 임기, 회의2013.02.16

3 규정 인증규정

1999.07.14 ⦁ 총 6 장 17 조
⦁ 총칙, 인증의 목적, 인증기준, 인

증절차 및 판정, 인증결과관리, 
인증정보의 활용

2018.06.9

4 규칙 인증절차규칙
1999.07.14 ⦁ 총 8 조
2015.09.15

5 규정 항소 및 재심규정
2005.01.05 ⦁ 총 4 장 10 조
2014.04.19

6 규정 운영규정

1999.07.14 ⦁ 총 11 장 31 조
⦁ 총칙, 자문협의회, 운영위원회, 공

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 정보공
학 교육인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
인증평의회, 인증사업단, 국제협력
위원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기
획사무처, 윤리준수

2018.06.09

7 규정 문서관리규정
2013.12.27 ⦁ 총 6 장 21 조
2014.04.19

m 교과명 및 강사

교과명 강사

공학교육인증의 이해 송동익

기술자의 국제 동등성 김정수

4차 산업시대의 생애주기 교육 필요성 김성곤

디자인싱킹을 통한 문제해결 송동주

공학의 사회적 영향 강현구

4.2. 공인원 규정 제.개정 정비

현실에 맞춘 인증제도의 절차와 ABEEK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 및 해당 규정을 정비

해오고 있으며, 변경된 인증절차에 따른 관련 인증규정을 개정하였다. 2018년에 규정 정비된 내용

으로는 교육부 인정기관 이행권고사항에 따라 정관, 운영규정, 인증규정, 회계처리 규칙을 개정하

였고, 국제기술사 학력요건 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

23조 기획위원회 업무를 추가하였음. 그리고 국제어코드 활동 지침,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음.

m 공인원 제기준 현황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46

4. 정책기획 활동

순번 분류 기준명
제정 및 

최종개정일자
내용 비고

8 규정 자산관리규정
2013.12.27 ⦁ 총 7 장 38 조

9 규칙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2009.11.20 ⦁ 총 4 조
2016.03.12

10 규칙 집행이사회 운영규칙
2011.07.08 ⦁ 총 5 조 

11 규칙 인증사업단 운영규칙

1999.07.14 ⦁ 총 5 장 20 조
⦁ 총칙,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위원회, 

인증조율위원회, 인증평가단구성2015.04.25

12 규칙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규칙

2009.11.20 ⦁ 총 8 조
2014.01.01

13 규칙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연구과제사업 운영규칙

2009.11.20 ⦁ 총 9 조

14 규칙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인증자문에 관한 규칙

2009.11.20 ⦁ 총 7 조
2014.01.01

15 규칙 기획사무처 운영규칙
1999.07.14 ⦁ 총 9 조
2015.09.01

16 규칙 기획사무처 취업규칙

2006.04.01
⦁ 총 13 장 62 조
⦁ 총칙, 채용 및 승진, 근무, 임금,  

포상 및 징계, 신분보장, 휴일 및 
휴가, 교육 및 복직, 휴직 및 복
직, 정년 및 퇴직, 재해보상, 안전 
보건, 보칙

2015.09.21

17
시행
규칙

여비 및 수당지급 
시행규칙

2006.04.01 ⦁ 총 7 조
2018.10.27

18 규칙 위임 전결 운영규칙
2008.09.20 ⦁ 총 8 조
2014.01.01

19 규칙 회계처리규칙

2007.12.15 ⦁ 총 4 장 20 조
⦁ 총칙,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산 및 부채의 평가, 보칙2012.01.20

20 규칙
전문학회협력위원회 

운영규칙
2012.04.28 ⦁ 총 4 조
2016.03.12

21 규칙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

위원회 운영규칙
2012.06.29 ⦁ 총 4 조
2018.11.24

22 규칙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3.08.23 ⦁ 총 4 조
2014.01.01

23 규칙
감사추천위원회 

운영규칙
2018.05.12 ⦁ 총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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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수 조사

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매년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 

및 비인증 졸업생의 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통하여 연도별 ․ 프로그램별 인증 졸업생의 

배출 인원수 추이 확인이 가능하며,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의 홍보 효과 확대를 위

한 자료 및 공학교육학회의 간행물로 발행되고 있다. 

연도별 인증 졸업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9명, 2005년 307명, 2006년 616명, 2007

년 1,520명, 2008년 2,916명, 2009년 5,594명, 2010년 8,855명, 2011년 12,847명, 2012년 

14,427명, 2013년 16,032명, 2014년 17,040명, 2015년 19,219명, 2017년 23,206명, 2018년 

22,606명 등 전체 167,086명 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의 졸업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

다도 인증 졸업생의 혜택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2018년에도 인증 졸업생의 확대를 

목표로 정책수립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도별 인증 졸업생의 현황(누적포함)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 연도별 인증 졸업생 수

4.4. 공학교육인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 활동

가.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제도 및 절차,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공학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제안, 자문 업

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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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기획 활동

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협의 및 기획

나. 공학교육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업평가분석에 의한 개선(안) 제안

다. 우수한 인증 평가위원 확보 방안 협의 및 제안

라.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 소통의 장 마련

마. 기타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 사항에 대한 자문

나. 2018년 공학교육인증 활성화 방안 워크숍

m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 20일(금)

m 참석 : 공인원 운영위원 및 공과대학 교수 등 43명

m 장소 : Mayfield Hotel & Resort

m 주요내용

- 공학교육인증제도 관련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공학커뮤니티의 평가

- 그동안의 공학교육인증 기준 및 절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이해 확산

- 국내 공학교육의 발전과 공학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 공학커뮤니티의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제안 및 의견사항 수렴 등 

시 간  내 용 발 표

1일차 (7/19)

14:10~14:20

1부

인사말 김종호

14:20~14:30 축  사 김영곤

14:30~14:40 축  사 정성훈

14:40~15:00

주요
현안

4차 산업혁명 대비 공학교육 혁신의 방향 송동주

15:00~15:20 2018년 공학교육인증평가 리뷰 및 향후 인증평가 방향 김종화

15:20~15:40 WA 정기평가 및 IEAM2018 주요현안 보고 김학일

15:40~16:00 WA Review 참관 내용 및 시사점 김정수

16:00~16:20 공학교육인증과 연계한 기술사시험 검정 표준모델 연구 홍성조

16:20~16:40 Summary on Capstone Design Conference 2018 박종현

16:40~17:00 Break Time -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좌장 : 도양회 EAC위원장)

17:00~17:15

2부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

1) 인증평가 워크숍 및 교육 고도화 황성호

17:15~17:30
2) 정부 고등교육정책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증 평가 체계 수립 방안
홍성조

17:30~17:45 3) KEC2015 판정유보 사항 평가 방안 김중규

17:45~18:00
4) 2018년 공학기술교육인증(ETAC) 발전 방향 연구 등 주요

사항
송태한

18:00~18:30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18:30~21:00 석식 및 교류



5
국제협력 활동

5.1. 국제어코드 활동

5.2. 해외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

5.3. 공통 기반 활동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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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 활동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해외 공

학교육 인증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인증제도 확산과 엔지니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어코드 활동, 해외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 기타 공통기반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위상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1. 국제어코드 활동

가. 2018년 공인원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방문평가 참관

m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 27일(금)

m 장소 : 공인원 회의실, 경북대, 군산대 

m 내용 :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 및 절차가 워싱턴어코드의 기준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 (Periodic Monitoring Review)하여 정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단이 방문평가 참관

m 참석자 :   

- 평가단 : 스리랑카 Prof. Jeevananda Keerthisena, 일본 Dr. Shunji Fujii, 싱가포르 

Prof. Paul Sharratt

- 공인원 : 원장, 수석부원장, 국제협력위원회 등

m 추진일정   

구분 날짜 주요일정 비고

1 2018. 4. 20(금),21(토) 어코드 정기평가단 입국

2 2018. 4. 22(일)
오전, 공인원 TFT와 공식 회의 

오후, 이동(대구) 공인원 경북대 평가단 회의 참관 

3 2018. 4. 23(월) 경북대 방문평가 1일차 

4 2018. 4. 24(화) 경북대 방문평가 2일차

5 2018. 4. 25(수)
오전, 정기평가단 이동 (군산대) 

오후, 공인원 군산대 평가단 회의 참관

6 2018. 4. 26(목) 군산대 방문평가 1일차

7 2018. 4. 27(금) 군산대 방문평가 2일차, 이동 디프리핑 만찬

8 2018. 4. 28(토) 어코드 통합 정기평가단 출국 

  

나. 2018년 공인원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인증평의회 참관 

m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 25일(토)

m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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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 활동

m 참석 : - 정기평가단 : Paul Sharratt (IES, Chair)

- 공인원 수행통역 : 김학일, 김정수

m 추진일정 

일시 내용 참석자

8월 24일(금) 05:24 인천도착 차량 픽업

8월 24일(금) 12:00
오찬 

(송동주, 김학일, 김정수,윤정)
참석 : - Paul Sharratt, 송동주, 김학일, 

김정수, 윤정 총 5명

8월 24일(금) 15:00 EAC 인증평의회 참관 
참석 : - Paul Sharratt, 송동주, 김학일, 

김정수, 윤정 총 5명

8월 25일(토) 09:00 EAC 인증평의회 참관 
참석 : Prof. Chang, 김정수, 김학일, 손호

재, 윤정 총 5명

8월 25일(토) 20:00 공항으로 출발 공항리무진 버스 

다. IEAM2018 London 참석 

m 일시 : 2018년 6월 24일(금) ~ 6월 29일(금)

m 장소 : Millennium Gloucester Hotel, London, UK

m 주최 : Engineering Council UK, 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 참석자 : 김학일, 윤성호, 권오양, 김정수, 윤정 총 5명

m 내용 : 워싱턴어코드 등 3개 국제어코드의 정회원으로서 ｢IEAM2018 London｣에 참석하여 

공학교육인증 관련 국제어코드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정보교류 등 

AM Session AM Session PM Session PM Session Evening

24 June
(Sunday)

IEA GG 
Meeting

IEA GG 
Meeting

Global Reach 
Initiative

Welcome 
Reception

25 June   
(Monday)

Plenary
Session

IEA Forum IEA Forum IEA Forum

26 June   
(Tuesday)

Education
Forum

Education
Forum

Competence   
Agreement 

Forum

Combined
Accords 
Session

NABEEA2018 
Meeting
(TBC)

27 June   
(Wednesday)

Combined
Accords 
Session

SA Closed/
DA Closed 
Session

WA Closed 
Session

WA Closed 
Session

Formal Dinner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28 June   
(Thursday)

IEA GG   
Meeting

IEA GG 
Meeting

WA Closed 
Session

WA Closed 
Session

29 June
(Friday)

Train the 
Trainer 

Session for 
Accords

Train the 
Trainer Session 

for Accords

Train the   
Trainer Session 

for Accords

Closing 
Session & G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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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주요 의결 내용 : 

-  한국ABEEK SA/DA 정회원 승인

-  말레이시아BEM SA/DA 조건부 정회원 승인

-  칠레ACREDITA CI 워싱턴어코드 준회원 승인

-  일본JABEE 정회원 승인

-  싱가포르IES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승인

-  페루ICACIT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승인

라. 대만 IEET 워싱턴 및 시드니어코드 정기평가 참여

m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 10월 21일(일)

m 장소 : 대만 타이페이

m 참석자 : 김정수 (홍익대학교 교수)

m 내용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으로서 워싱턴어코드 정회원인 대만 IEET의 방문평가를 참관하

여 인증제도, 기준 및 절차 등이 워싱턴어코드의 다른 정회원 기구들과 동등한 수준

인지를 평가하고 정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함. 

마. 멕시코 CACEI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가입평가 

m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 10일(월)

m 장소 : 멕시코시티, 멕시코

m 참석자 : 권오양(인하대학교 교수, 시드니어코드 부의장)

m 내용 : WA Verification Review는 멕시코 공학교육인증원 CACEI가 2016년 2월에 처음

으로 Washington Accord 준회원이 된 이후 2018년에 정회원 가입 심사를 요청하

여 정회원 가입 자격 여부를 심사함.

5.2. 해외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  

가. 2018 ABET 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석 

m 일시 : 2018년 8월 6일(월) ~ 9일(목)

m 장소 :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m 참석자 : 정진우 (동국대학교 교수, 인증기준위원회 위원)

m 내용 : 다양한 종합설계 사례 정보 수집 후 국내 공학교육의 발전에 기여

나. NABEEA2018 Meeting (영국 런던) 개최

m 일시 : 2018년 6월 25일(월) 17:00~19:00

m 장소 : Millenium Gloucester Hotel, 영국 런던

m 참석 : 5개 Council members, 4개 Full members, 3개 Observers 기관으로부터 총 4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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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내용 : 회원국 간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및 유럽 및 영어권 국가 등 타 지역과 발생하

는 현안에 대한 논의 및 공동 대체 방안 모색

-  워크숍 개최 논의, 인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의사 표명

-  홈페이지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회원에 연회비(약 US$150) 징수 안건 논의

5.3. 공통 기반 활동

가. 영문웹사이트 구축 및 업데이트

국제협력위원회는 영문 홈페이지 상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

고 있으며, 주요 영문서들도 업로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공인원 주요문서 영문화 

국제협력위원회는 공학교육 관련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 활동, 워싱턴/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

회원 활동에 따른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준 및 규정 등 개정이 있을 시 이를 영문화

하여 영문 웹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6
대외홍보 활동

6.1. 주요업무 소개

6.2. 대외홍보 주요 활동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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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홍보 활동

6.1. 주요업무 소개

대외홍보분야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및 홍보자료 제작

- 공학교육인증졸업생의 혜택 강화

- 학회 및 관련단체 연계활동

- 언론홍보활동

- 국문 홈페이지 관리

- 회원관리

6.2. 2018년 대외홍보 주요 활동

가. 정기간행물 및 홍보자료 제작

(1)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는 매년 3월에 발행하며 내용은 공인원 조직 및 공학교육인증현황, 인증평가 활동, 

각 위원회별 활동 등 전년도 사업 내용이다. 2018년 3월에 2017년 한 해 동안 공인원의 사업 내

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작하여 산업체, 학회, 유관기관 등 공인원 회원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

램 운영 대학에 배포했다. 

[그림 6-1]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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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홍보 활동

(2) 브로슈어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률이 대학이나 학회에 비해 낮은 산업체나 학생들에게는 그들에

게 적합한 홍보 자료가 있어야 한다.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한 홍보자료는 공인원과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인증 졸업생을 채용하거나 채용 시 우

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공인원 소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특징과 효과, 인증 졸

업생의 역량, 인증 졸업생을 채용한 산업체의 평가, 국제교류 등이고, 산업체 방문 시 전달하거나 

취업설명회 등과 같은 대외 행사에서 배포되었다.   

  

[그림 6-2] 2017 공인원 홍보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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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실효성 사례집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인증실효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PD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배포 함. 또한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인증재학생 및 졸업생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및 배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3] 2018 공인원 인증실효성사례집

나.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혜택 강화 활동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학교육인증 프로

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과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 모두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 이수하기 어려운 공

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그에 따르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인원은 다양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 졸업생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게 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10년부터는 산업체 자문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업체 

임원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홍보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이력서에 작성하도록 메뉴를 추가하거나 면접 시 질문 내용으로 넣게 요청했다. 산업체 자

문운영위원회 운영의 결과로 2010년에 SK텔레콤, 신세계건설, 서울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체와 공

학교육인증 졸업생 우대를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거나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체결한데 이어 

2011년에는 STX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과대

학 졸업생은 STX그룹의 13개 계열사에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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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홍보 활동

또한 2012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SK C&C, 휴맥스, 주성 엔지니

어링, 나모인터렉티브, 콤텍시스템, 콤텍정보통신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어 공학인증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2013년에는 현대중공업 23개 계열사를 비롯하여 LG전자, SK하이닉스, 동국제강그룹,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동부제철, 캐리어, 오텍, 한국터치스크린, IT여성기업인협회와 업무제휴를, 

2014년에는 LS그룹(10개 계열사 포함), 한솔그룹(21개 계열사 포함), 다우기술(5개 계열사 포함), 

대덕전자(4개 계열사 포함), 한글과컴퓨터, 만도, 동부대우전자, 동진쎄미캠, SK브로드밴드, 대림

산업, 팅크웨어 등 총 51개 기업과 업무제휴를 2015년에는 KCC그룹 (9개 계열사 포함), AJ(아

주)가족 (5개 계열사 포함), KMW, 모다정보통신 등 16개 신규 업체가 참여하였다.

2016년에는 한라산소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총 18개 기관 및 기업체와 공학교육인증제

도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류전형시 우대조건을 입사지원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미원상사(4개 계열사 포함), LG화학 및 팜한농(계열사 포함), 종로학원 등 총 10

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2018년에는 LG하우시스, 한독, 아이에이그룹(4개 계열사 포함), KCC정보통신, 한미글로벌 등 

13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인증졸업생 채용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국내 총 219개의 기업체에서 채용과정에 있어 인졸졸업생에 한해 서류전형우대, 가점 

부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 한국장학재단 공학교육인증 학생, 장학생 선발권고문 대학 통보

한국장학재단은 재학 중 우수자 선발 시 선발인원의 15%를 공학교육인증 과정 운영 학과 소속

의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공인원에서는 전국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 대

학 총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고, 공학교육인증 운영 프로그램현황 및 데이터를 

한국장학대단에 제공 하였다.

라. 2018년 공학교육학술대회 지원 및 홍보

2018년도 공학교육학술대회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

다. 한국공학교육학회과 주관하고 한국공학교육인중원이 후원하는 이번행사에는 ‘공학교육과 사회

적 기여’라는 주제로 전국 공과대학 교수,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공인원은 총 3개의 세

션을 통해 “공학교육인증1 (주관: 연구센터)” “공학교육인증2 (주관: 인증사업단)” “우수공학교육

인재 확보전략”을 주제로 총 12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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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공학교육인증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 송동익)  
일시 : 2018년 9월 13일 (목) 14:00 ~ 15:30 //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

공학기술교육인증 활성화 방안 이화철

융합 프로젝트기반 교수방법 소개 강소연

2017년 인증판정 결과 분석 강상희

공학주제 교과목의 연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송동익

공학문제 수준설명 강동진

질의응답 및 토론 전체

주제 : 공학교육인증2 (인증사업단: 김종화)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10:00 ~ 11:30 //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

2018년 공학교육인증 평가 리뷰 및 향후 평가 방향 김종화

공학교육인증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교육 개선 연구 조동환

융복합 공학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조사 분석 홍성조

KEC2015 인증기준의 판정유보사항 평가 방안 김중규

해외 ETAC 현황 분석 김영우

질의응답 및 토론 전체

주제 : 우수공학교육인재 확보전략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10:00 ~ 11:30 //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

한독, 인재상 및 우수인재 확보전략 한독 백진기 HR부사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인재양성과 기업가 정신 최병희 청년기업가재단센터장

질의응답 및 토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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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학관련 전문학회와 인증 및 기술사제도 연계관련 MOU 추진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공인원은 국내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

학교육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글로벌 기준인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 제도’의 연계가 필수라는 

견해을 같이 했다. 3개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엔지니어 육성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 했다. 또한 엔지니어제도에 대

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전파키로 했다.

바. 2018년 공학교육인증 대학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8년도 공학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PD를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평가 업무에 대한 애

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인증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위한 정보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공

학교육인증 대학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학PD 및 학장, 센터장, 연구원등 총 86명이 참석하여 공학교육인증 관련 질의응답 및 공학

교육인증 및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m 행사 개요

- 일시 : 8/20(월) 15:00∼19:3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

- 대상 : 2018년 공학교육인증평가 대학 PD 및 학장,센터장,(책임)연구원  

- 주관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일정  프로그램 발표

14:00~15:00 등록 및 안내

15:00~15:10 인사말
송동주

공인원 수석부원장

15:10~15:40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 연계 방향

- 세부추진사항을 위주로 - 
이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5:40~16:10 두산인프라코어, 인재상 및 인재확보 전략
이성호

PTX컨설팅 전무

16:10~16:40

공학교육인증 운영 사례발표 1
-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김영종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공학교육인증 운영 사례발표 2
-  교과기반 학습성과 시스템 

군산대학교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박성신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16:40~17:30
공학교육인증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질의응답)
전체참가자

(수석부원장 & 인증사업단장)

17:30~19:30 석식 및 폐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63

http://www.abeek.or.kr

사. 언론홍보 활동

공인원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이해확산을 위해 일간지 및 전문

지등을 통한 언론홍보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기획기사, 인터뷰, 기고문,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 공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 공인원의 주요 활

동 등을 다뤘다.

독자층이 광범위하고 신뢰도가 높은 매체인 일간지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우선 주요일간지 조선에 공학교육인증제 및 

인증운영대학(서울대학교) 탐방 기획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에 특화된 한국대

학신문에 정기적으로 공인원 활동내역을 소개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 신임수석부원장 대담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공인원에 대해 깊이 있는 홍보를 실시했다. 

m 조선일보 특집기사 게재

-  지면구성 : 1) 인터뷰기사 2) 공학교육인증제도, 3) 혜택, 4) 인증프로그램 list

m 한국경제신문 신임 이 경우 수석부원장 대담형식 인터뷰 기사 게재 

m 공인원 주요활동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게재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실시 관련 지면홍보 (대학신문,전자신문)

- 국제기술사 응시자격, 공학교육인증학사이상 관련 지면 홍보 

(한국경제신문, 대학신문, 매일경제) 

아. 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공학교육인증제도 홍보활동

공인원은 산업체 인사담당(팀장,임원,대표)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확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인재상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장(포럼형식)으로 

활용하고자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총 3회차에 걸쳐 글로벌 HR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m 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HR포럼 개최

- 주관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경제신문

- 주최 : 교육부

- 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 대상 : 산업체 인사담당, 팀장 및 대표이사 등

- 형식 : 1회 4시간 내외 (만찬포함), 총 3회 HR포럼 개최

m 주요내용

-【기조강연】 유명인 기조강연 및 초청특강 

-【HR특강】 글로벌 HR 트렌드 관련 강연 

-【공학인증관련】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확산

-【인적교류】 만찬을 겸한 교류활동 및 향후 커뮤니티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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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홍보 활동

m 진행경과 및 참석자 현황

- 3회, 총 358명 참석 (국내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CEO)

구분 참석자 
수

주요내용 주요 참석기업
회차 일시/장소

1회차
18년 8월28일

(삼성동 소노펠리체)
120명

글로벌 인재채용 전략 
(IBM 코리아 채용전략)

(주)한독,
(주)한미글로벌 

2회차
18년 11월06일
(그랜드워커힐)

138명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사례

(주)이수화학,
(주)경신,

(주)에이아이, 
 원익그룹  

3회차
19년 3월14일

(삼성동 소노펠리체)
110명 2019년 HR전략 트랜드

 한국후제제록스, 
 이케아코리아,
 넥센타이어 

바. 국문 홈페이지 관리

공인원 홈페이지는 학교, 학생, 산업체 등이 공인원 및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인원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일정표 등을 통

해 공인원의 활동을 꾸준히 알리고, 보도자료, ABEEK소식, 인증혜택 등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공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최

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다. 

사. 회원 관리

공학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배출한 인력을 활용하는 산업

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학교육인증

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공인원은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공학교육인증제에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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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학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기술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체

이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SK텔레콤, LG화학

일반
녹십자, 대덕전자, 대우엔지니어링, 도레이첨단소재, 동진쎄미켐, 
에렐, 일진전기,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현대모비스, 
효성, KT, LG전자, LG-에릭슨, S-Oil

공학관련
전문학회

이사

대한건축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일반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대한조선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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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7.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가.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업무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표기)는 2002년 12월 창립된 이후 국내 공학교육의 발

전 및 촉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인원 운영규정 24조에 의거하여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고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1) 공학교육의 발전 및 촉진, 공학교육 인증지원을 위한 연구

(2) 공학교육 인증 발전을 위한 자문

(3) 공학인의 인재상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개선의 방향성과 적절성 검토를 위한 주기적인 연

구(공학커뮤니티의 지속적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도출 포함)  

연구센터의 고유 업무에 따라 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한국 공학교육의 질적 향

상 도모

(2) 공학교육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학교육 관련 연구 및 연구결과 확산 노력을 통한 공

학교육 발전 방향 도모

(3) 공학교육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에 관한 인증정책 연구를 통한 공학교육인

증제도 정립 방향 제시

(4)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학교육 개선 및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5) 공학설계교육에 대한 이해도 증진, 창의적 설계교육방법 및 설계프로젝트 평가체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개최 

(6) 공학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간담회 개최  

(7)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 관련 전문 지식의 습득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관의 평가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E3 Camp(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 이하 E3 Camp

로 표기) 개최

(8) 전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계발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국 학생포트

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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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2018년도 사업 개요  

연구센터가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공학교육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과제 발주 및 

관리, 교과기반평가 방안 연구 수행, 연구센터 자체 연구 수행, 공학교육인증포럼, 공학설계교육워

크숍, E3 Camp,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간담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그리고 공학교육인증 

컨설팅 관리, e-MU 학위과정 평가․인증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본 방향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공학교육연구센터 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학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학교육인

증제도의 증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공학교육인증제도 및 인증제 운영 관련 연구과제 위탁 사업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제도적 기반과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연구결

과물을 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에 피드백하고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의 제도적 

성숙과 인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전국 공과대학 교수,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포럼을 

개최하여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기술교육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발표 및 의견을 교류함

으로써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한다.

(4) 공학설계교육 워크숍의 개최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와 함께 공학교육에 정착 및 확산

된 공학설계교육의 방법론과 운영절차에 대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설계교육 내

실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5) 전국 공과대학 학장 및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장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교육기관

을 포함한 공학공동체와 공인원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6) 인증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7) E3 Camp의 개최를 통하여 평가 원리와 절차 등 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의 습

득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관의 평가역량 제고에 도움을 준다.

(8)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문서를 체계적

으로 작성하는 능력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센터는 2018년도에 융복합 교과과정 인증기준 개발 연구 용역과제, 공학교육인증제도 운

영효과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센터는 공학교육인증포럼을 3회, E3 Camp를 2회 개최

하였으며, 공학설계교육워크숍을 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하였다. 2018년도에 연

구센터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각 항목별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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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과제 용역사업 및 자체 연구 수행

가. 융.복합 교과과정 인증기준 개발 관련 용역과제

연구센터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제
도적 기반과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관련 용역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결과물을 공학교육인증제도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의 제도적 성숙과 

인증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0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11월 16일(금)에 진행하였다. 

2018년 용역과제 사업계획서 심사일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 표 7.1로 정리하였다. 

<표 7.1> 2018년 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6:00 ~ 17:20

장소 공인원 중회의실

심사위원
(존칭생략)

공인원 운영위원 : 송광호(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우(인증기준위원회 위원)

연구센터 운영위원 : 송동익(소장), 강현구(부소장), 윤구영(부소장)

외부 평가위원 : 이의수(동국대 교수), 부준홍(한국항공대 교수)

선정된 상기 용역과제의 결과발표는 3월 15일(월)에 진행되었으며, 중간발표 심사 일정 및 심

사위원은 아래의 표 7.2으로 정리하였다. 

<표 7.2> 2018년 용역과제 결과발표 및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일시 2019년 3월 15일(월) 14:00 ~ 16:00

장소 공인원 대회의실

심사위원
(존칭생략)

공인원 운영위원 : 송광호(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우(인증기준위원)

연구센터 운영위원 : 윤구영(소장), 강현구(부소장), 강동진(부소장)

공학교육관련 외부위원 : 송동익(경북대 교수), 이의수(동국대 교수)

용역과제 결과발표 심사에 있어서 평가항목은 과제 추진 일정의 적절성,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연

구목표와 연구결과의 일치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내용의 적정성은 과제 내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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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적합성(현실성, 정책연계성, 실현가능성,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등), 관

련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수행수준은 사업 운영 조직 및 운

영체계의 적절성(회의, 워크숍 개최 등)과 목표대비 달성실적의 우수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활

용도는 수행 연구물의 보급․확산․활용가능성과 인증제도 발전의 기여도로 구성되었다. 결과발표 심사

를 통해 지적된 보완사항을 용역책임자에게 피드백하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최종 선정된 용역과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3> 2018년 용역과제 개요

주제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융‧복합 교과과정 인증기준 개발 
연구

강상희
(서울과학기술대)

2018.11 ~ 2019.02(4개월) 15,000

m 융합전공제 도입 등 대학정책 변화와 관련한 융합 인증기준 연구

1) 국내․외 대학의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 이수제 운영 현황 조사

2)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유연 학기제, 집중 이수제, 융합(공유)전공제 등을 운영하는 학과

(부)의 적용 인증기준 연구

3) 인증평가 적용 로드맵 및 평가방향 제시

4) 신규 및 융‧복합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효과 분석 연구

공학교육인증은 사회·환경변화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배양하기 위해 전공분야 및 일반 인증기준에 부합하

는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졸업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효과 분석 

및 인증성과 분석 TFT회의를 총 3회에 걸쳐 아래 표 7.4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7.4> 2018년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효과 분석 TFT 회의 

구분 개최일자
참석
인원

내용

1차 5/18(금) 6명
⦁ 단일인증제도 운영효과 및 개선방안 분석 방법 논의
⦁ 공학교육인증제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지 개발 방법 논의

2차 6/1(금) 7명
⦁ 단일인증제도 운영효과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지 초안 검토 및 수정
⦁ 공학교육인증제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지 초안 검토 및 수정

3차 12/11(화) 8명
⦁ 단일인증제도 운영효과 설문 분석 결과 검토 및 수정
⦁ 공학교육인증제도 성과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검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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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학교육인증포럼 

공학교육인증포럼(이하 포럼으로 표기)은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9월 공학교육연구포럼으로 시작되었다. 포럼은 2009년 1월 공학교육인증제

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증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학교육인증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사례발표와 논의를 통하여 인증제 운영에 

관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인증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고 증진시키는 자리가 되고 있다. 각 포럼에는 공과대학 교수 및 직원과 각 대학별 공학교육연

구/혁신센터의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 2018년 공학교육인증포럼 내용

2018년도에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포럼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되

었으며 공인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 2018년도에 개최된 포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5과 같다. 

<표 7.5> 2018년 공학교육인증포럼 내용

포럼 일시 포럼 내용

제56회 포럼
2018.05.25.(금)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제1. 예술&디자인 창의성의 원리와 방법론
주제2.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 연계방안
주제3. 2017년 공학교육인증 실효성 조사・분석 연구
주제4. 숙명여대 앙트러프러너쉽 전공과정 운영사례
주제5.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소개

제57회 포럼
2018.09.07.(금)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제1. 4차 산업혁명 - 산업정보예측 : 딥러닝의 물리학적 접근
주제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학교육
주제3. 대학교육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주제4.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 시험 연계(안)
주제5. 트리즈를 포괄한 한국형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교육

제58회 포럼
2019.02.21.(금)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제1. 2019년도 교육부 고등교육 주요정책
주제2. 기계지능시대의 초연결 사회를 위한 공학교육의 발전방향
주제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정책방향

56회 포럼부터 58회 포럼까지 참석한 인원수 및 소속 대학수를 살펴보면, 56회 포럼에서는 

53개 대학 및 산업체 96명, 57회 포럼에는 36개 대학 62명, 58회 포럼에는 41개 대학 99명, 각

각 참석하였다. 아래의 표 7.6은 56회부터 58회까지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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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2018년 포럼 참석자 현황

구분 참석자 현황

제56회 53개 대학 및 산업체 96명

제57회 36개 대학 62명 

제58회 41개 대학 99명 

[그림 7.1] 공학교육인증포럼 행사사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75

http://www.abeek.or.kr

7.4. 공학설계교육워크숍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공학설계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설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공학설계교육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2018년 제13회, 제14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은 아래의 표 7.7에 제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개최되었다. 

<표 7.7> 2018년 공학설계교육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 일시 워크숍 내용

제13회 워크숍
2018.10.19.(금)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제1. 한양대학교 기초설계 교과목 운영사례
주제2. 이론교과목(유체역학)에서의 Flipped Learning과 PBL(설계 프로젝트) 

적용사례
주제3.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설계과목 운영사례
주제4. 설계단계를 이용한 캡스톤 디자인
주제5. 2018년 Capstone Design Conference 참관 후기

제14회 워크숍
2019.03.22.(금)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제1. Design Thinking: Iterative Processes in 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주제2. 코리아텍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주제3. 설계교육 관련 공학교육인증기준
주제4.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
주제5.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종합설계 운영사례

<표 7.8> 2018년  공학설계교육워크숍 참석자 현황

구분 참석자 현황

제13회 37개 대학 83명

제14회 44개 대학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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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2018년 공학설계교육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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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제17회 E3 Camp 

신청 기간 : 2018년 6월 29일(금)까지 
등록비 납부 : 2018년 7월 6일(금)까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13:00 ~ 13일(금) 17:3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

제18회 E3 Camp

신청 기간 : 2018년 12월 7일(금)까지 
등록비 납부 : 2017년 12월 13일(목)까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3:00 ~ 21일(금) 17:30
- 장소 : 부산 씨클라우드 호텔 4층 오션룸

7.5 E3(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 CAMP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현장의 인증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공인원

은 2010년도에 E3 Camp(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 Camp, 이하 E3 Camp 또는 캠

프로 표기)를 기획하여 개최하였다. 

E3 Camp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평가 원리와 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참석자들이 워크숍을 통

하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평가위원 후보군의 전문성

을 제고한다. 셋째,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주제

들에 대하여 토의와 연구를 통하여 참석자들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강연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 워크숍과의 차별화를 꾀하여 평가 관련 주제 강연, 그

룹별 심층적인 토의와 실습 그리고 실습 결과의 발표 등을 통하여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워크숍

을 진행하는 것이 E3 Camp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공인원은 2018년에도 인증평가 관련 전문적 지식의 확장을 통하여 교육기관의 평가 역량 향상

을 도모하고자 교육현장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공과대학 PD 

교수, 연구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E3 Camp를 2회 개최하였다.

<표 7.9> 2018년 E3 Camp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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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8년 E3 CAMP 이수현황  

- 제17회 E3 Camp : 13개 대학 22명 이수

- 제18회 E3 Camp : 13개 대학 22명 이수

<표 7.10> 2018년 E3 CAMP 이수 현황

직위
참석자(명)

제17회 E3 Camp 제18회  E3 Camp
센터장 0명 0명
PD교수 2명 0명
교수 11명 6명

연구원 4명 4명
직원 4명 11명
조교 1명 1명
합 계 22명 22명

[그림 7.3] 제17회, 18회 E3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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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포트폴리오는 사전적으로 서류 가방, 자료 수집철, 자료 묶음을 뜻하며,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 

또는 실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등을 모아 놓은 자료 묶음, 작품집을 말한다. 포트

폴리오는 실기와 관련된 일종의 경력 증명서이며, 학생들이 4년간 교육과정(비교과과정 포함) 활동

에서 성취한 성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자료이다. 즉 포트폴리오는 대학 전 과정을 통해 학생

이 거둔 교육적 성과, 지식, 능력, 경험 등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총 결과물로 현재까지 본인이 쌓

은 능력과 미래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작성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자신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

업체와 대학원은 경력용 포트폴리오를 지원자들에게 요구하여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학교육의 발전에 초석을 마

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

최하고 있다.

가. 추진일정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제7회 

경진대회부터 전국 거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고려대학교, 부산대학

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6개 거점센터에서. 전문대학의 

경우 영남이공대학교 거점센터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인원은 거점센터에서 1차 심사를 

통해 선별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2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 개최한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7.11>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설명회 개최 5.25(금), 제56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참가예비신청서 접수 8월 ~ 9월(각 거점센터)

포트폴리오 제출기간 8월 ~ 9월(각 거점센터)

포트폴리오 심사
1차 심사 : ~ 10월초(각 거점센터)

본선 심사 : 10.26(금) 공인원

학생포트폴리오 시상식 11.08(목), 일산 킨텍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참가자격은 2018년 현재 4년제 대학 공학계열 3,4학년 재학생과 

2018년 현재 전문대학 공학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들에게 있다. 참가분야는 아래의 표 7.12과 

같이 4년제 대학의 경우 5개 분야, 전문대학의 경우는 2개 분야로 되어 있다.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80

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표 7.12>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제출분야

구분 분야 학문 분야

4년제 
대학

제1분야

기계 기계, 자동차, 자동화, 메카트로닉스 등의 전공 명칭 포함 

항공우주 항공우주공학, 항공공학, 우주공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조선해양 조선해양, 선박해양, 조선, 선박, 해양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제2분야

토목
토목, 건설, 건설환경, 교통, 도시, 사회환경, 지구환경, 지리정보, 철도, 
해양 등의 전공 명칭 포함

건축 건축공학, 조경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생물공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자원
지구시스템공학, 자원공학, 해양자원공학, 에너지자원공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제3분야

전기
전기, 전자, 통신, 전파, 제어, 전자재료, 반도체 및 전기철도 등의 전
공 명칭 포함

전자
전기, 전자, 통신, 전파, 제어, 전자재료, 반도체 및 전기철도 등의 전
공 명칭 포함

산업 산업공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제4분야

화공 화학공학, 고분자, 공업화학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생물
생물, 생명, 미생물, 생화학, 생물화공, 화공생명, 응용생명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재료
재료, 재료가공, 소재, 금속, 세라믹, 무기재료, 요업, 나노 등의 전공명
칭 포함

섬유 섬유, 섬유신소재, 텍스타일 등의 전공 명칭 포함

제5분야

컴퓨터
컴퓨터, 전자계산, 정보,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등
의 전공 명칭 포함 

IT
멀티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정보기술, 정보보
호, 정보보안, 컴퓨터보안 등의 전공 명칭 포함

기타 농공학, 식품공학 등

전문대학
제1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축, 토목

제2분야 전기, 전자, 컴퓨터, 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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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제12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포스터 

나. 포트폴리오 본선 심사

본선 심사를 통해 26개 대학교 43명의 학생이 수상대상자로 선별되었다. 2018년 제12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은 표7.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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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입상자 명단

종류 분야 이름 소속 비고
대상 1분야 김태환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육부장관상

금상
(7)

1분야 이장민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2분야 김대희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분야 김나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4분야 장재웅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5분야 최호준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

전문대-1분야 정진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대-2분야 염대훈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과

은상
(14)

1분야
김민수 충남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김태빈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2분야
김의정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
장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은상
(14)

3분야
박정빈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이상민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분야
이승진 인하대학교 화학공학
이환우 건양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5분야
정경수 한국교통대학교 컴퓨터공학
주성은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문대-1분야
강선구 동양미래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부
김시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전문대-2분야
홍종우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김지연 명지전문대학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동상
(21)

1분야
김대영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장상

임다해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장유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2분야
박현영 인하대학교 환경공학
변홍균 강원대학교(춘천) 에너지자원공학전공
유현주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3분야
강정구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손용주 중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채호진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4분야
강지구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정승현 울산대학교 재료공학과
정재환 단국대학교 고분자공학과

5분야
이승욱 울산대학교 IT융합학과
최재원 건양대학교 의료IT공학
최한설 광운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문대-1분야
김지원 동양미래대학교 생활환경공학부 건축과
박충우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함석연 두원공과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전문대-2분야
김동희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문효재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과
이상기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합계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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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2018년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이 2018년 공학교

육페스티벌 기간 중에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되었다. 

2018년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김

태환학생에게 돌아갔으며, 각 분야별 1명씩 7명의 학생들이 금상을, 각 분야별 2명씩 14명의 학생

들이 은상을, 각 분야별 3명씩 21명의 학생들이 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

회 시상식은 11월 8일(금)에 우수사례 발표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뛰어난 발표실력을 확

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전시하여 학생

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7.14>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및 환영사

14:10~14:4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4:40~14:50 심사위원 강평 심사위원장

14:50~15:00 지도교수 강평 대상 지도교수

15:00~15:40 수상자 발표 대상, 금상 수상자

15:40~15:45 폐회

15:45~16:30 입상 포트폴리오 전시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전달능력을 배양하고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직원 채용 시 엔지니어의 자질과 미래 비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평가

도구로서 포트폴리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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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7.7. 인증컨설팅

인증평가가 시작된 시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월 15일)에서 공인원이 공식적으로 제

공하는 평가단장 주관의 컨설팅 외에, 학교나 학회에서 산발적으로 인증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

나 세미나(또는 워크숍) 관련 주제 강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컨설턴트 풀과 컨설팅(또

는 주제 강연)을 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8년 연구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인증컨설팅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 7.15와 같다.

<표 7.15> 2018년 연구센터 주관 인증컨설팅 내용

NO　 컨설팅 일시 요청기관 내            용 컨설턴트

1회 8/7 인하대학교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박현민
(명지대)

2회 10/19 성결대학교
교과목 전공역량(학습성과) 평가 및 

CQI 체계 설명
박현민
(명지대)

7.8. e-MU 학위과정 평가 ․ 인증 사업

가. e-MU 학위과정 개요

산․학․군 협력 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으로 고교 졸업 후 

전문병(유급지원병)을 획득하여 전문하사로 임명된 인원들에게 원격학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제도(e-Military University, 이하 e-MU로 표기함)가 고

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국방부 및 교과부에 의해 e-MU 평가․
인증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공인원이 선정되어 2010년 6개 협약대학 8개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및 

e-learning 콘텐츠에 대한 평가․인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6개 협약대학 7개 학위과정의 평가․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2018년 e-MU 협약대학 및 학위과정

e-MU 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2018년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 자동차과, 구미대학교 특

수건설기계과, 헬기정비과,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 상지영서대학교 국방정보통신과, 인하공업전문

대학 항공기계과, 전남과학대학교 특수장비과이다. 

2018년 e-MU 학위과정 평가․인증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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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2018년 e-MU 학위과정 평가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2018.1.15.(월) 2018년 e-MU 1차 회의
2018년 e-MU 전문학사 자동차학과 
신규모집대학(구미대, 여주대) 진입심
사 평가

2018.5.25.(금) 자체운영결과보고서 접수 학위과정별

2018.5.26.(토) 2018년 e-MU 2차 회의
e-MU 학위과정 자체운영결과보고서 
서면평가 조율

2018.6.1.(금) 자체운영결과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통보 학위과정별 

2018.6.15.(금) 자체운영결과보고서 개선(안) 접수 학위과정별

2018. 7 ~ 8 대학별 방문평가 실시 방문기간: 1일

2018.7.16.(월) 2018년 e-MU 3차 회의
e-MU 학위과정 방문평가 후 조율 및 
평가기준/자체운영결과보고서 검토

2018.11.10.(토) 2018년 e-MU 4차 회의
e-MU 학위과정(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진입가능 여부 평가

2018.9.11.(화)
2017년 e-MU 학위과정 최종 평가 결과
를 교육부/국방부에 보고





8
2018년 결산

8.1. 수입

8.2. 지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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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무보고서

8.1. 수입

(단위:천원)

항 목  금액  비율 

사업수입 인증료 1,404,700 50.5%

　 회비 13,000 0.5%

　 기타 (워크숍등록비 등) 42,845 1.5%

소계 　 1,460,545 52.5%

연구과제수입 교육부 1,290,000 46.3%

소계 　 1,290,000 46.3%

기타수입 이자수입 33,299 1.2%

소계 　 33,299 1.2%

수입총계 2,783,844 100.0%

8.2. 지출

항 목  금액  비율 

사업비 인증사업비 1,633,854 61.0%

　 연구센터사업비 181,940 6.8%

소계 　 1,815,794 67.8%

사무비 위원회운영비 73,366 2.7%

　 인건비 604,836 22.6%

　 운영비 184,905 6.9%

소계 　 863,107 32.2%

지출총계 2,678,901 100.0%





부록
Ⅰ. 공인원 활동 내역

Ⅱ. 공인원 행사 화보

Ⅲ. 인증 프로그램 목록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93

http://www.abeek.or.kr

월 일 활동 내역

1

4 (~5) 1차 EAC/CAC 회의

5 (~7) 1차 인증운영위원회

10 ETAC PD 간담회

11 (~12) 1차 EAC/CAC 평가단장 워크숍

12 ETAC 평가단장/위원 워크숍

12 제1차 운영위원회

13 (~15) 인정기관 재지정 이행 권고사항 추진관련 대책회의

15 EAC/CAC/ETAC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15 2018년 제1차 e-MU 평가회의

17 2017년 2학기 교과기반평가 적용학과 결과발표회

18 (~20) 1차 인증사업단 회의

19 제2차 워싱턴어코드정기평가 준비 회의

22 2017년 위탁용역과제 결과발표 및 심사

22 제1차 국제기술사 인정심사 관련 회의

24 (~27) EAC/CAC/ETAC 평가단 사전 조율회의

25 (~26) 제3차 워싱턴어코드정기평가 준비 회의

26 제2차 운영위원회

2

1 제5차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준비회의

2 2차 EAC/CAC 회의(2차 평가단장 워크숍 준비)

5 제6차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준비회의

9 제3차 운영위원회

9 (~10) 1차 논평서조율위원회

12 중앙일보 특집기사 게재

12 (~13) 2017년도 결산 회계감사

13 제1차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TFT 회의

20 제2차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TFT 회의

22 (~24) 제2차 평가단장워크숍

26 제55차 공학교육인증포럼

26 제4차 운영위원회

I. 공인원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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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 일 활동 내역

3

2 제3차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TFT 회의

5 (~23) 2018년 위탁용역과제 공모 진행

7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표단 공인원 방문 및 간담회

9,16 군산대, 경북대 추가 평가단 조율회의

10 제5차 운영위원회

13 제7차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준비 TFT 회의

13,20 서면평가의견서 대학 통보 (1, 2주차)

13 (~4/13) 평가단장 방문 전 컨설팅

19 2017년도 결산 감사보고

21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관계자 워크숍 (교육부 주관)

22 (~23) EAC/CAC회의

23 제8차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준비 TFT 회의

23 제38차 이사회 및 2018년 제1차 총회

24 제6차 운영위원회

25 2018 WA/SA/DA Annual Reports 제출

27 서면평가의견서 대학 통보(3주차)

30 제12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30 제1차 연구센터 운영회의

4

8 (~10) 방문평가 1주차

14 제7차 운영위원회

14 (~15) 제1차 인증기준위원회 회의

15 (~17) 방문평가 2주차

16 (~27) 2018년 위탁용역과제 재공모

20 제1차 인증사업 3분과 회의

21 제9차 워싱턴어코드정기평가 준비 TFT 회의

22 (~27)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 방문평가 참관

27 제1차 인증사업 1, 2분과 회의

27 WA 모니터링 참관단 Debriefing 및 만찬

28 제8차 운영위원회

5

2 대학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공인원 업무협약체결

3 (주)아이에이,전략적업무협약체결 

4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5 1차 인증사업 4분과 (ETAC) 회의

10 (~11) 5차 EAC/CAC 회의

11 대학연도조율위원회

11 (~12) 2차 인증기준위원회

12 제9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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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활동 내역

5

17 한림원 회장 초청 오찬간담회

18 제1차 인증제도 운영 효과분석 및 인증성과 설문지개발회의

23 2018년 위탁용역과제 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사

25 제56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5 2차 인증사업단 1, 2분과 회의

26 제10차 운영위원회

26 제2차 e-MU 회의

28 2차 인증사업단 3분과 회의

6

1 제2차 인증제도 운영 효과분석 및 인증성과 설문지개발회의

1 2018 WA 방문평가참관 마무리평가 및 IEAM/SAMM 사전준비 회의

4 (~6) 2018 Capstone Design Conference (미국)

5 (~6)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 (전북대)

8 3차 인증사업단 3분과 회의

9 제11차 운영위원회

15 예비논평서 대학 통보

15 3차 인증사업단 1분과 회의

21 대한기계학회 학술대회, 공인원 정책방향 소개

21 (~22) 2차 인증사업단 회의

22 KCC정보통신, 공학교육인증졸업생 우대 협약

22 (~24) SAMM2018(Cambridge)

23 제12차 운영위원회

24 (~29) IEAM2018 (London)

29 논평대응서 접수

7

3 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오찬간담회 

5 한국경제신문 & 공인원 MOU체결

12 한공협 정기총회 참석

12 (~13) 제17회 E³CAMP

16 제3차 e-MU 회의

16 (~17) 4차 인증기준위원회 회의

17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리더 간담회

19 (~20) 2018년 확대운영위원회

20 제13차 운영위원회

23 2018년지역순회간담회(서울・수도권1차)

24 (~25) 2차 논평서조율위원회

26 2018년지역순회간담회(서울・수도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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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 일 활동 내역

8

2 (~4)6차EAC/CAC회의 

4 1차ETAC회의 

6 2018년지역순회간담회(부산・경남)

8 2018년지역순회간담회(광주・전라)

10 제2차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10 제14차 운영위원회

12 (~14)6차인증기준위원회회의

15 임시 운영위원회

20 2018년 공학교육인증대학 관계자 간담회

24 (~25) 2018년 인증평의회

25 제15차 운영위원회

28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28 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HR포럼

31 7차 EAC/CAC 회의

6 한미글로벌 MOU 업무협약 체결

9

7 제57회 공학교육인증포럼

7 2018년 최종논평서 초안 제출

7 (~8) 8차 EAC/CAC 회의

8 3차 평가단장 워크숍

13 (~14) 2018년 연구센터 워크숍

13 (~14) 2018 공학교육학술대회(제주라마다) 및 사무처 워크숍

14 (~16) 3차 논평서조율위원회

28 (~29) 3차 인증사업단 회의

29 제16차 운영위원회

1 제1차 한-이 기술대학 설립 자문 TFT 회의

10

4,5 2019년 프로그램 책임자(PD) 대상 인증설명회

5 국제어코드 평가위원 양성 워크숍

6 (~7) 9차 EAC/CAC 회의

12 2018년 위탁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 및 심사

12 (~14) 3차 인증운영위원회 회의

13 제17차 운영위원회

13 4차 인증사업단 1분과 회의

16 교육부 국고보조금 정기점검

19 제13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19 제2차 연구센터 운영회의

19 (~20) 10차 EAC/CAC 회의

26 (~28) 6차 인증기준위원회 회의

26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2차 심사

27 제18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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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활동 내역

11

2 2019년 1차 평가자 교육 및 예비평가위원 워크숍

2 (~3)ETAC회의

6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HR포럼

8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8 12차 EAC/CAC 회의

9 2019년 2차 평가자 교육 및 예비평가위원 워크숍

9 제1차 TOPEC 학습체계서 개정본 개발 회의

10 제19차 운영위원회

10 경기과학기술대학교 e-MU 학위과정 진입심사 회의

14 제5차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 회의

14 한국공학한림원 주관 공학교육 기관장 간담회

16 2019년 ETAC 인증설명회

16 융・복합교과과정인증기준개발연구용역계획서발표및심사

16 (~17)13차EAC/CAC회의 

19 제2차 TOPEC 학습체계서 개정본 개발 회의

20 제12차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24 제20차 운영위원회

24 5차 인증사업 제1분과 회의

28 제3차 TOPEC 학습체계서 개정본 개발 회의

30 4차 인증운영위원회 회의

30 (~31) 제4차 TOPEC 학습체계서 개정 본 개발 회의

12

7 2018년 전문학회협력위원회

8 제21차 운영위원회

10 제1차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학회 자문회의

11 제3차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효과 분석 및 인증성과 설문지 개발 회의

14 2019년 예비평가단장 워크숍

15 (~16) 2018년 EAC/CAC 워크숍

17 제2차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학회 자문회의

18 제13회 서울총장포럼 - 공학교육인증제도 소개

20 (~21) 제18회 E³CAMP

21 제39차 이사회 및 2018년 제2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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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인원 행사 화보

제55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8-02-26)

제12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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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도 조율위원회 (2018-05-11)

제17회 E3 Camp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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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확대운영위원회 (2018-07-19)

공학교육인증대학 관계자 간담회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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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18-09-07)

2019년도 인증설명회_충남대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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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AC CAC 평가자 교육 워크숍_동국대 (2018-11-02)

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1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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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2 (2018-11-08)

제18회 E3 Camp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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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WA 참관단-공인원 방문

IEAM2018 런던 Millennium Gloucester Hotel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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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증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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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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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109

http://www.abee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