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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뜻있는 교수님들의 노력과 정부기관, 
학술단체, 산업체, 그리고 공과대학 대표기구들의 협조를 토대
로 1999년에 설립 된지 올해로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이 시대
에, 한국의 산업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기준과 지침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과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키
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5년 6월에 국제적인 공학교육 인증기관 협의체인 워싱
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이제는 정회원으로 가
입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우리의 인증을 받은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게 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국적 기업으로 취
업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의 내실화와 국제화된 공학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윤 종 용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이사장 인사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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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꽃피우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
습니다. 공학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
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식 및 기술주도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지구촌 경

쟁 속에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고한 공학
교육 기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산업 경쟁력은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
은 곧 엔지니어 자질에 의해 좌우됨을 감안할 때, 공과대학 교육의 엄정하고도 객
관적인 평가 및 인증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립 이래 7년여 동안 본원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연
구와 인증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의 발전에 조용
한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교육의 혁신은 현란한 구호나 단기 집중
식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원의 공학교육 인증사업과 같은, 장
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의 결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공학은 국지적 학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세계 공통 학문이고, 
공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의 자질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원의 인증을 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자들은 그 자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해외 취업도 가능하게 될 수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서 본원은 국제적 상호인증기구인 워싱톤 어코드 가입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 6월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정회원 가
입을 조기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원의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원의 다양한 업무와 활동 내역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공학교육인증
원 연차보고서' 를 냅니다. 이를 통해서 본원의 현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 주시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박 찬 모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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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원 현황

1.1 공인원 연혁

 1998.  8	 ABBEK	설립위원회	발족	

 1999.  8	 ABBEK	창립	(초대:이기준	이사장	취임,	초대	:	김우식	원장	취임)	

	2000.  6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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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인증기준	KEC2000	제정	

	2001	 신규인증평가	:	동국대,	영남대	

	2002.  6	 2대	이사장	취임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2. 1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KEERC)설립	

	2002	 신규인증평가	:	부경대,	울산대,	인하대	

	2003	 신규인증평가	:	창원대,	해양대,	경상대,	공주대		

	2004.  6	 2대	원장	취임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2004	 신규인증평가	:	강릉대,	광운대,	부산대,	연세대,	한양대		

	2004. 11	 일본	JABEE와	MOU체결	

	2004. 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5.  3	 미국	ABET과	MOU	체결		

	2005.  6	 Washington	Accord	준회원	가입	

	2005. 12	 인증기준	KEC2005	제정	

	2005. 12	 인증기준	KCC2005	제정	

	2005	 신규인증평가	:	군산대,	동아대,	부경대,	인제대,	인하대,	홍익대,	

		 	 	 홍익대(조치원)	

 2006.  1	 공학교육	평가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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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1.2 공인원 조직

  
고  문

한송엽

이사장

윤종용
운영이사회

원  장

박찬모

공학인증위원회(EAC)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장 문 일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

(CAC)

부원장

홍의석, 조정남, 이병기
운영위원회

인증사업단

단장 김덕규

인증사업단 EAC

수석부단장 권오양

인증사업단 CAC

수석부단장 김성조

인증사업단 부단장

오재응 이건영 

민상원 이강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윤우영

부위원장

김관주 김창경

손소영 류  철

정준호 홍원희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부위원장

김진철

김치종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문경

부위원장

고승영

유한규

이청원

강소연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일영

수석부위원장

이익수

부위원장

김낙교

이정배

사무처

처장 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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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사진 및 운영위원

■ 2004년

가. 이사회 명단

직  위 성 명(소 속)

이 사 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부 원 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공학전문학회

대표 이사

이  리  형(대한건축학회 회장)
이  진  구(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김  도  훈(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변  근  주(대한토목학회 회장)
김  정  규(대한기계학회 회장)
조  원  호(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신  명  철(대한전기학회 회장)
차  경  옥(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  진  형(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노  기  호(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이  상  욱(한국통신학회 회장)

산업체

대표 이사

이  지  송(현대건설 대표이사)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이  구  택(포스코 회장)
성  재  갑(LG석유화학 회장)

단체 및 법인 

대표 이사

윤  종  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강  성  군(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윤  대  희(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김  영  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조  환  익(산업자원부 차관)
노  준  형(정보통신부차관)
최  석  식(과학기술부 차관)
이  현  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  동  훈(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환  범(한국기술사회  회장)
이  용  태(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등기이사
한  민  구(서울대공과대학장
          (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감    사
김  수  일(연세대학교 교수)
강  창  오(포스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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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소 속)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부 원 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이  병  기(서울대학교 교수)

상임고문 한  송  엽(서울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단장 김  덕  규(경북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EAC 수석부단장 권  오  양(인하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오  재  응(한양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민  상  원(광운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이  강  우(동국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CAC 수석부단장 김  성  조(중앙대학교 교수)

대외협렵위원회 위원장 윤  우  영(고려대학교 교수)

대외렵력위원회 부위원장 김  관  주(홍익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  창  경(한양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손  소  영(연세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류      철(동국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김  복  기(광운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  문  겸(연세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고  승  영(서울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이  건  영(광운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유  한  규(한양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일  영(부경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이  정  배(선문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  낙  교(건국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의  수(동국대학교 교수)

사무처 처장 문      일(연세대학교 교수)

사무처 부처장 우  희  경(상명대학교 교수)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소장 김  도  연(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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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가. 이사회 명단
 

직  위 성 명(소 속)

이 사 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부 원 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공학전문학회

대표 이사

이  리  형(대한건축학회 회장)
이  진  구(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김  도  훈(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변  근  주(대한토목학회 회장)
김  정  규(대한기계학회 회장)
조  원  호(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신  명  철(대한전기학회 회장)
차  경  옥(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  진  형(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노  기  호(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이  상  욱(한국통신학회 회장)

산업체

대표 이사

이  지  송(현대건설 대표이사)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이  구  택(포스코 회장)
성  재  갑(LG석유화학 회장)

단체 및 법인 

대표 이사

윤  종  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강  성  군(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임  승  순(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김  영  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조  환  익(산업자원부 차관)
노  준  형(정보통신부차관)
최  석  식(과학기술부 차관)
이  현  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  환  범(한국기술사회  회장)
이  용  태(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등기이사
한  민  구(서울대공과대학장

          (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감    사
김  수  일(연세대학교 교수)

이  희  국(LG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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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소  속)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부 원 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조  정  남(SK Telecom 부회장)

이  병  기(서울대학교 교수)

상임고문 한  송  엽(서울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단장 김  덕  규(경북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EAC 수석부단장 권  오  양(인하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CAC 수석부단장 김  성  조(중앙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오  재  응(한양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이  건  영(광운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민  상  원(광운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이  강  우(동국대학교 교수)

대외협렵위원회 위원장 윤  우  영(고려대학교 교수)

대외렵력위원회 부위원장 김  관  주(홍익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  창  경(한양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손  소  영(연세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류      철(동국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장  준  호(상명대학교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홍  원  화(경북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김  복  기(광운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박  진  철(중앙대학교)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김  차  종(한밭대학교)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  문  겸(연세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고  승  영(서울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유  한  규(한양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이  청  원(서울시립대학교)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강  소  연(연세대학교 공학교육연구센터)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일  영(부경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의  수(동국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이  정  배(선문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  낙  교(건국대학교 교수)

사무처 처장 문      일(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소장 문      일(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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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원 회원

■ 산업체 회원

회사명 구분 가입년도

삼성전자㈜ 이사 1999년 

포스코㈜ 이사 1999년 

현대건설 이사 1999년 

LG 석유화학 이사 1999년 

SK 텔레콤㈜ 이사 1999년 

고려제강㈜ 회원 2005년 

LG화학 회원 2005년 

총계 7

■ 학회 회원

학회명 구분 가입년도

대한건축학회 이사 1999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이사 1999년 

대한기계학회 이사 1999년 

대한전기학회 이사 1999년 

대한전자공학회 이사 1999년 

대한토목학회 이사 1999년 

한국고분자학회 이사 1999년 

한국자동차공학회 이사 1999년 

한국정보과학회 이사 1999년

한국통신학회 이사 1999년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1999년 

대한조선학회 회원 2005년 

한국공업화학학회 회원 2005년 

한국농공학회        회원 2005년 

한국분말야금학회 회원 2005년 

한국섬유공학회 회원 2005년 

총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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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AC / CAC 위원 

■ 2004년도

참석기관명 참석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박찬모)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 부원장(홍의석)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상임고문(한송엽)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욱연구센터장(김도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무처장(문  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외협력부장(윤우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장(김병식)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부단장(권오양)

산업체 위원 SK텔레콤 부회장(조정남)

산업체 위원 현대건설 대표이사(이지송)

단체 위원 한국기술사회 회장(이환범)

학회 위원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이병기)

학회 위원 대한기계학회 회장(유정열)

학회 위원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이철수)

공인원 연간사(출력-2).indd   10 2007-01-29   오후 5:01:30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11

■ 2005년도

참석기관명 참석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박찬모)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 부원장(홍의석)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장(김덕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무처장(문  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외협력부장(윤우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 EAC수석부단장(권오양)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 CAC수석부단장(김성조)

산업체 위원 SK텔레콤 부회장(조정남)

산업체 위원 현대건설 대표이사(이지송)

단체 위원 한국기술사회 회장(이환범)

단체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동훈)

학회 위원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강성군)

학회 위원 대한건축학회 회장(이리형)

학회 위원 대한기계학회 회장(김정규)

학회 위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이진구)

학회 위원 한국정보과학회 회장(김정규)

1.6 사무처 인력

•사무차장	1인,	사무과장	1인,	사무처	연구인력	4명	

1.7 국제적 협력 체계의 구축
 
•2005년	6월	제7회	워싱턴어코드	회의에서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

•미국	ABET과의	MOU	체결(2005.	6.	17)

•호주	EA와		MOU	체결(2004.	12.	23)

•일본	JABEE와	MOU	체결	(2004.	11.	4)

•2002년	ABET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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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1 인증 평가 기초 통계 자료

가. 인증 평가 현황

공인원은	2001년	동국대와	영남대의	인증	방문	평가를	필두로	하여	2004년	말	현

재	신규평가	15개	대학	90개	프로그램	및	중간방문	평가	7개	대학	13개	프로그램을	평

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신규평가	7개	대학	40개	프로그램	및	중간방문평가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으로	총	15개	대학(신규	및	중간방문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대학이	2

개	있음)	76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CAC	인증기준을	

적용한	6개	대학의	시범인증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공학교육인증평가는	해마다	그	희망대학과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중간평가의	경우	프로그램수가	2003년도에	5개	프로그램,	2004년도	8개	프로

그램,	2005년도에는	36개	프로그램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	진행된	인

증평가의	누계	수치는	총	19개	대학	130개의	프로그램이며,	인증평가는	앞으로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연차별	인증평가	현황을	아래의	표	및	도표로	나타내었다.

	

<연차별 공학교육인증 평가 현황>

인증평가
년도

신규평가 중간방문

대학수 프로그램수 대학수 프로그램수

2000-2001 2 11 0 0

2001-2002 3 17 0 0

2002-2003 4 29 3 5

2003-2004 6 33 4 8

2004-2005 7 40 10 36

총계 19(22) 130 (17) 49

*	(	)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계수한	수치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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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연차별 공학교육인증 신규 평가의 추이>

나. 학문분야별 인증평가 프로그램 수
 
(1) 2001-2005년간 프로그램 인증기준별 인증평가 프로그램 수

  
2001년부터	2005년도	신규인증	대학을	포함하여	인증대학	프로그램별	인증기

준	인증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분야가	

38개(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야	

18개(14%)로	높게	나타났다.	

NO. 인증기준번호 인증받은 프로그램 수

1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9

2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8

3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4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8

5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6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7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8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인증평가현황(신규)

수

년도

2000 - 2001 2001 - 2002 2002 - 2003 2003 - 2004 2004 - 2005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신규평가 대학수

신규평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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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2

10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38

11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5

12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6

13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3

14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15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2

16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4

17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1

총  계 130

<2001-2005년간 프로그램 인증기준별 인증평가 프로그램 현황>

*	공인원의	17개의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간략하게	표기함 

  프로그램별 인증기준      
기타

환경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항공우주공학분야

토목공학분야

컴퓨터공학분야

조선공학분야

전기,전자공학분야

재료공학분야

자원공학분야

원자력,방사선공학분야

섬유공학분야

생물공학분야

산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분야

기계공학분야

건축공학분야

1%

    3%

               9%

 2%

                10%

       5%

     4%

                                               29%

               9%

 2%

0%

0%

0%

         6%

0%

                     14%

           7%

0% 10% 20% 30%

프로그램수(백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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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 대학별 프로그램 인증기준별 인증평가 프로그램 수

NO. 인증기준번호
강
릉
대

경
상
대

공
주
대

광
운
대

동
국
대

부
경
대

부
산
대

연
세
대

영
남
대

울
산
대

1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2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2

3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4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5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6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7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8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9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1 1 1

10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8 3 3 1 1 2

11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2

12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3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14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5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16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7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총  계 6 4 3 8 9 7 7 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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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인증기준번호
인
하
대

창
원
대

해
양
대

한
양
대

군
산
대

동
아
대

인
제
대

인
하
대

홍
익
대
(서울)

홍
익
대
(조치원)

1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2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2 1 1 1 1 1 1

3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4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5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6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7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8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9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1 1 1 1 1

10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5 5 2 1 3 1 2

11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2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3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4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5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6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7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총  계 4 1210 2 4 10 5 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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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도별 프로그램 인증기준별 인증평가 프로그램 수

■ 2001년

*	공인원의	17개의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간략하게	표기함.

■ 2002년

건축공학분야
18%

기계공학분야
18%

산업공학분야
9%전기,전자공학분야

28%

토목공학분야
9%

화학공학분야
18%

건축공학분야
6%

기계공학분야
21%

환경공학분야
6%

화학공학분야
6%

항공우주공학분야
6%

컴퓨터공학분야
6%

재료공학분야
6%조선공학분야

16%

전기,전자공학분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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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2004년

건축공학분야
3% 기계공학분야

14%
산업공학분야

3%

자원공학분야
3%

환경공학분야
7%

화학공학분야
7%

컴퓨터공학분야
3%

재료공학분야
7%

토목공학분야
14%

전기,전자공학분야
39%

건축공학분야
6% 기계공학분야

10%

산업공학분야
6%

항공우주공학분야
3%

토목공학분야
13%

조선공학분야
3%

재료공학분야
13%

컴퓨터공학분야
10%

전기,전자공학분야
33%

화학공학분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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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2 인증평가 결과

가. 인증평가 종합 판정 결과의 연차적 변화

2001-2005년간 인증평가 종합판정 결과의 변화

년도
인증구분

6년 4년 3년 2년 1년 불가

2001 0 2 6 3 0 0

2002 0 3 11 2 1 0

2003 0 5 8 19 0 0

2004 4 13 0 18 1 1

2005 4 4 0 32 32 2

합계 8 27 25 74 34 3

건축공학분야
7%

기계공학분야
13%

산업공학분야
10%

화학공학분야
12%

환경공학분야
2%

토목공학분야
12%

조선공학분야
2% 재료공학분야

13%

자원공학분야
2%

컴퓨터공학분야
2%

전기,전자공학분야
23%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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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인증	받은	대학의	중간방문이	증가하면서	6년	인증(N.G.R.)도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4년	인증은	감소하고	2년	인증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2005년	예상	판정	결과에서	1년	인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인

데,	이는	중간방문	대학이	부족사항	개선이	미흡(32개	프로그램	중	24개)하여	발생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간방문	대학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증 기준별 판정 결과의 연차적 변화

인증판정	결과를	3점	만점(D=0,	W=1,	C=2)으로	하여	인증	기준별로	점수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2.0	미만이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1.0

이하는	심각한	결함을	의미한다.

인증 판정 결과 변화

35

30

25

20

15

10

5

0

프
로
그
램
 수

6년
4년
3년
2년
1년
불가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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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종합
인증기준

1 2 3 4 5 6 7

2001 2.9 1.7 1.7 1.7 1.6 2.1 1.6 2.3 

2002 2.9 1.8 1.9 1.0 2.1 1.9 2.0 2.4 

2003 2.6 1.9 1.7 1.2 1.5 1.9 1.8 2.4 

2004 2.9 1.9 1.8 1.2 2.2 2.3 2.1 2.7 

2005 1.8 0.9 1.4 1.0 1.7 2.1 2.0 2.5 

평균 2.6 1.6 1.7 1.2 1.8 2.1 1.9 2.4 

인증기준별 평가 결과

인증기준	3	‘학습성과’	부문에서	매년	취약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에	대한	일선	대학	및	공학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증기준	1	‘학

생’	부분에서도	중간방문을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결함	판정이	나오고	있어	이	부

분	또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증	평가	결과의	연차적	변화를	보면	전체적인	평가	결과(범례-종합)가	하향곡

인증기준별 평가결과의 변화

0

1

1

2

2

3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인
증
기
준
 평
점

1. 학생

2. 교육목적

3. 학습성과

4. 교육요소

5. 교수

6. 시설 재원

7. 프로그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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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그리고	있어	인증평가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가가	

연차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준	6,	7	(시설,	프로그램	기준)은	비교적	양호

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기준	1,	2	(학생,	교육목표)는	상대적으로	하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지도	및	교육목표의	자율개선을	위한	방안을	일선	대학	및	

공학교육	공동체가	적극	모색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인증받은 대학의 지역별 구성비율

2001년부터	2005년도	신규인증	대학을	포함하여	인증대학	지역별	현황

을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인증받은	대학은	총	19개	대학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한	것은	영남권으로	47.3%(9개	대학)이었다.	이어서	서울•수도권	지역	

36.8%(7개	대학),	중부권	10.5%(2개	대학),	마지막으로	호남권	5.4%(1개	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대학 지역별 구성비율]  2001년 ~ 2005년 진행대학까지

서울 수도권
36.8%(7개 대학)

동국대, 인하대,
광운대,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중부권 10.5%(2개 대학)

공주대, 강릉대

호남권 5.4%(1개 대학)

군산대

영남권 47.3%(9개 대학)

영남대, 부경대, 울산대, 경상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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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자 교육 이수자의 추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평가자	워크숍이	2005년에도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참

여인원은	1차에	112명,	2차에	154명,	3차에	118명으로	총	344명이	참여하였다.	그	

동안	실시되어왔던	평가자	워크숍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3차례에	걸쳐	101명

이	참석,	2003년에	2차례에	걸쳐	99명	참석,	2004년에는	3차례에	걸쳐	353명이	참

석,	2005년에	3차례에	걸쳐	총	384명이	참석하여	평가자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모두	총	937명이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858명이	평가자	풀에	등록되어	있다.	

2002년 2003년

1차 41명

2차 19명

3차 41명

총3차 101명 총2차 99명

1차 50명

2차 49명

2004년

1차 123명

2차 110명

3차 120명

1차 112명

2차 154명

3차 118명총3차 353명

총3차 384명

2005년

125

100

75

50

25

0

350

(명)

[평가자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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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활동

3.1 EAC의 활동

공학인증위원회(E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인증	규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	방문평가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	인증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인증	판정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인증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평가사업에	필요한	사항

EAC는	2005년도	인증평가에서	현	인증기준인	KEC2000을	적용하여	신규평가

와	중간방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EAC와는	별도로	2005년도부터	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CAC)가	설립되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3.2 2005년도 인증평가활동의 추진 일정

월 별 신규사업

1 - 평가자 교육 워크샵 2회 실시(1/15, 1/22)

2

- 인증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통보 및 제척사유 접수

- 자체보고서 접수마감(2/28)

3
- 자체보고서 서면검토(3/1 ~ 4/30)

- 평가단장 교육 워크샵 및 회의(3/18-19)

4

- 차년도 인증평가신청 공문 발송 

- 평가위원 교육 워크샵 2회 실시(4/9, 4/16)

- 인증대상 대학 보충자료 요청 

- 방문평가일정 조정

5
- 평가대학 현지방문(5/1 ~ 5/30)

- 차년도 공학교육인증 설명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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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4일 대응서” 접수 및 평가

- 차년도 인증평가 신청접수 마감(6/15)

- 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6/23)

- 중간방문 평가단장/평가위원 선정

- 중간방문 자체보고서 제출 마감

7
- 차년도 EAC 인증대상대학 선정 및 통보

- 인증수수료 접수

8

- 중간방문 현지 방문평가(8/28-30)

- 차년도 CAC 인증대상대학 선정 및 통보

- 인증수수료 접수

9 - 중간방문 현지 방문평가 14일 대응서 접수마감(9.20)

10
- 예비논평서 작성 및 대학에 발송(10/5)

- 평가자 교육 워크샵 (10/22)

11

- “30일 대응서” 접수 마감(11/5) 및 평가

-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11/23)

- KEC2005 시범인증 신청대학 접수마감(11/30)

12

- EAC /CAC 개최 (12/7)

- KEC2005 시범인증평가대학 선정 및 인증료 납부 안내

- 최종논평서 최종 검토 및 제작

- 인증결과서 통보(12/30)

3.3 평가단장 / 평가위원 교육 워크샵

가. 2005년 평가단장 교육 워크샵

2004년도	방문평가와	조율위원회를	거치면서	인증평가의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

원의	자질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와	함께	평가단장의	조율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	논

의되었다.	평가단장은	평가위원들을	대표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	및	상담자	역할의	총괄	

책임을	맡으며	대학내의	조율을	책임져야	하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처음으로	평가단장	교육	워크숍을	1박	2일로	실시함으로

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증평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해당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미리	우송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다음	평가

결과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단장	워

크숍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평가단장	교육은	워크숍	참석	대상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8일-19일간	인천	영종도	을왕	관광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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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 제1차, 2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샵

평가위원	교육	워크샵은	4월	9일과	16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공

학관	5층에서	시행되었다.	오전에는	평가위원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평가보고서	작

성지침에	관하여	인증사업단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	인증절차에	대한	사항과	방문

평가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전반적인	사항과	서류심사	제출	및	방문평가	0일,	1일	

2일	그리고	방문평가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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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5년도 신규 인증평가 대학의 현지 방문평가 실시

가. 2005년도 신규 인증평가 대학의 현지 방문평가 실시

2005년	5월에	신규	인증	평가는	7개	대학	40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장과	평가위원	수	그리고	방문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경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중간방문	평가	프로그램도	시행되었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와	동아대학교는	CAC	시범인증도	함께	시행되었다.	

2005년도 신규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평가
프로
그램

평가위원

계 방문 서류

군산대학교 김낙교 5. 15  ~  17 4 8 8

동아대학교 오재응 5. 22  ~  24 10 23 22 1

부경대학교+(중간방문) 이영희 5. 22  ~  24 3 10 10

인제대학교 김도연 5. 22  ~  24 5 10 10

인하대학교+(중간방문) 이일영 5. 15  ~  17 3 14 14

홍익대학교 (서울) 김성조 5. 22  ~  24 7 16 16

홍익대학교 (조치원) 최영돈 5. 15  ~  17 8 16 16

계 40 97 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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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도 중간방문(IV) 평가 실시

 2001년도	시범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
가	지속되어	2004년도	중간방문	평가	프로그램	개수가	8개였던	반면	2005년도에는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다.	2004년도	인증평가를	SC(1년)로	받은	영남

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경우	2005년	5월에	방문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

가	적어	8월에	실시하게	되었다.	신규	평가와	함께	중간방문	평가를	시행한	부경대

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우	평가단장	한	명이	총괄하여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도 중간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평가
프로
그램

평가위원

계 방문 서류

부경대학교+(중간방문) 이영희 5. 22  ~  24 (2) 10 10

인하대학교+(중간방문) 이일영 5. 15  ~  17 (4) 14 14

경상대학교 (중간방문) 김문겸 5. 29  ~  31 (2) 4 4

공주대학교 (중간방문) 유남재 5. 15  ~  17 (1) 1 1

동국대학교 (중간방문) 박돈희 5. 22  ~  24 (1) 1 1

영남대학교 (중간방문) 문  일
5. 1  ~  3

8. 28  ~  30
(2) 3 3

울산대학교 (중간방문) 김복기 5. 8  ~  10 (7) 14 14

창원대학교 (중간방문) 권오양 5. 29  ~  31 (7) 14 14

한국해양대학교 (중간방문) 윤우영 5. 1  ~  3 (9) 18 18

부산대학교 (중간방문) 권오양 8. 28  ~  30 (1) 1 1

계 36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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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도 CAC 시범인증 평가 실시

2005년도에는	CAC	시범인증을	5개	대학	5개	프로그램에서	시행하였으며,	동아

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EAC와	함께	수행하였고	나머지	3개	프로

그램은	CAC	1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5월	방문평가를	시행하였다.	

다음의	표는	CAC	시범인증에	대한	평가단의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에	대한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2005년도 CAC 시범인증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평가
프로
그램

평가위원
비고

계 방문 서류

동아대학교 오재응 5. 22 ~ 24 1 2 2 CAC시범인증

홍익대학교 (서울) 김성조 5. 22 ~ 24 1 2 2 CAC시범인증

고려대학교 이윤준 5. 29 ~ 31 1 2 2 CAC시범인증

대구대학교 이강우 5. 22 ~ 24 1 2 2 CAC시범인증

한밭대학교 이동호 5. 22 ~ 24 1 2 2 CAC시범인증

계 5 10 10

라. 2005년도 EAC 평가단

■ 군산대학교 평가단 (신규)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군산대학교

5월 15일(일)

~17일(화)

평가단장: 김낙교

건축공학  민경원(단국대), 백두환(한미파슨스)

기계공학 조겸래(부산대), 양수열(LG전자)

재료공학 남 산(고려대), 김영직(성균관대)

화학공학 고재욱(광운대), 정건용(서울산업대)

소  계 4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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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평가단 (신규)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동아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오재응

평가단장보: 민상원

건축공학 이승복(연세대), 이경훈(고려대)

기계공학 정진택(고려대), 이명호(서울산업대)

산업경영공학 전영록(경남대), 김한주(산업기술재단)

신소재공학 김선태(한밭대), 김윤주(동신대)

자원공학  김종우(청주대), 배종우(포스데이타)

전기공학 윤영중(연세대), 류홍우(한국전력연구원)

전자공학 주경수(순천향대), 김진영(전남대)

토목공학 기성태(서울산업대), 황효수(한국CM기술원)

화학공학 강태원(공주대), 노인섭(서울산업대)

환경공학 이상돈(이화여대), 박소진(충남대)

컴퓨터공학(CAC) 유철중(전북대), 김종화(목포대)

소  계 11개 프로그램

■ 부경대학교 평가단 (신규 3/중간방문 2)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부경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이영희

산업공학 이충수(광주대), 이호준 (주)코스모아이넷)

토목공학 김성칠(경기대), 오주원(한남대)

화학공학 김대흠(광운대), 박광호(LG화학 연구소)

전자정보통신공학 김정태(목원대), 김용호(배재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박정호(선문대), 김여환(관동대)

소  계 5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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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평가단 (신규)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인제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김도연

기계공학 윤기병(원광대), 정경렬(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노공학 최병호(금오공대), 김상식(고려대)

산업공학 이성룡(한국외대), 김윤배(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 이헌길(강원대), 김준성(중앙대)

토목공학 이용학(건국대), 이범희(배재대)

소  계 5개 프로그램

■ 인하대학교 평가단 (신규 3/중간방문 4)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인하대학교

5월 15일(일)

~ 17일(화)

평가단장: 이일영

전기공학 황유모(명지대), 김창봉(공주대)

전자공학 조시행(안철수연구소), 배현덕(충북대)

정보통신학공학 장용무(한양대), 정영식(인천대)

기계공학 박정선(항공대), 이대우(현대건설)

선박해양공학 부성윤(해군사관학교), 김엄기(공주대)

컴퓨터공학 김흥근(경북대), 김창규(동의대)

항공우주공학 변영환(건국대), 염찬홍(항공우주연구원)

소  계 7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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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 서울 평가단 (신규)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김성조

기계공학 부준홍(항공대), 김봉수(현대자동차)

도시공학 김민수(경성대), 유태종(광주대)

산업공학 김민수(한국전산원), 엄완섭(강릉대)

신소재공학 권해욱(영남대), 김남철(공주대)

전자전기공학 임영석(전남대), 송명현(순천대)

토목공학 윤영묵(경북대), 이규재(삼성물산)

화학공학 김병관(창원대), 조순행(에너지기술연구원)

컴퓨터공학(CAC) 우희경(상명대), 이윤배(조선대)

소  계 8개 프로그램

■ 홍익대학교 - 조치원 평가단 (신규)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5월 15일(일)

~ 17일(화)

평가단장: 최영돈

건축공학 홍원화(경북대), 정태헌(대림산업)

기계정보공학 이연원(부경대), 정우남(전남대)

재료공학 김재도(인하대), 안용식(부경대)

전기공학 박원주(영남대), 김희준(한양대)

전자공학 박인정(단국대), 유기영(경북대)

조선해양공학 이주성(울산대), 이창훈(연세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백수현(동국대), 정수성(KTF)

화학공학 여영구(한양대), 노승백(계명대)

소  계 8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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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경상대학교

5월 29일(일)

~ 31일(화)

평가단장: 김문겸

전기전자공학 이적식(경기대), 이형호(전자통신연구원)

토목공학 박성완(단국대), 손홍규(연세대)

소  계 2개 프로그램

■ 공주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공주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유남재

토목공학 장연수(동국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 동국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동국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박돈희

화학공학 염경호(충북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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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영남대학교

5월 1일(일) ~ 3일(화)

8월 28일(일) ~ 30일(화)

평가단장: 문 일

화학공학 신치범(아주대)

기계공학 이일영(부경대), 정우남(전남대)

소  계 2개 프로그램

■ 울산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울산대학교

5월 8일(일)

~ 10일(화)

평가단장: 김복기

건축공학 한상을(인하대), 김기동(대우건설)

기계공학 유성연(충남대), 신용하((주)극동기연)

재료공학 최정철(아주대), 금동화(KIST)

전기전자공학 양해원(한양대), 이상열(연세대)

토목공학 최성욱(연세대), 김철(호남대)

화학공학 양대륙(고려대), 김교근(청주대)

환경공학 김영주(경북대), 김광렬(충북대)

소  계 7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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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창원대학교

 5월 29(일)

~ 31일(화)

평가단장: 권오양

세라믹공학 임연수(명지대), 최승철(아주대)

전기공학 박대희(원광대), 한건희(연세대)

정보통신공학 배철수(관동대), 주영훈(군산대)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남현도(단국대), 김희식(서울시립대)

토목공학 이경훈(전남대), 오요환(도화종합기술공사)

컴퓨터공학 이정배(선문대), 김용범(KT)

환경공학 최승필(관동대), 정윤철(KIST)

소  계 7개 프로그램

 ■ 한국해양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한국해양대학교

5월1일(일)

~ 3일(화)

평가단장: 윤우영

기계정보공학 강무진(성균관대),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

반도체나노공학 황성우(고려대), 조현묵(공주대)

에너지자원공학 민경원(강원대), 양형식(전남대)

전기전자공학 민용기(광주대), 심덕선(중앙대)

전자통신공학 김갑일(명지대), 김상준(김상준연구소)

전파공학 이기준(충남대), 류철(동국대)

토목공학 박영석(명지대), 박상국(주춧돌ENC 대표이사)

컴퓨터정보공학 최기호(광운대), 서병설(한양대)

환경시스템공학 윤이용(관동대), 이우근(강원대)

소  계 9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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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평가단 (중간방문)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부산대학교

8월 28일(일) ~ 30일(화)

평가단장: 권오양

재료공학 윤우영(고려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마. CAC 2005년도 시범인증 평가단

■ 고려대학교 평가단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고려대학교

5월 29일(일) ~ 31일(화)

평가단장: 이윤준

컴퓨터공학 강문설(광주대), 권기태(강릉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 대구대학교 평가단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대구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이강우

컴퓨터공학 장영민(국민대), 박진수(청주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  한밭대학교 평가단 

대  학  명 프로그램 명 평가위원 (소속)

한밭대학교

5월 22일(일) ~ 24일(화)

평가단장: 이동호

컴퓨터공학 이시우(상명대), 유문성(상지대) 

소  계 1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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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수와 산업체 평가위원 비율 분포

3.5 2005년도 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

인증사업단에서는	평가결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확인	및	조율

을	목적으로	인증조율위원회를	운영한다.	2005년도	인증조율위원회는	실무적으로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와	(대학별+연도별)조율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EAC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05년도	인증평가	판정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인원	이사

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대학에	서로	다른	평가단장-평가위원이	나가므로	

다른	대학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	간에	평가결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기준별로	모이는	조율위원회를	먼저	개최한다.	

올해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는	평가위원	69명	평가단장	12명	인증사업단	2

명	합계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6월23일	15:00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기

술인클럽‘용궁’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체 2명, 12.5%

교수 14명, 87.5%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3년]

산업체 7명, 18.42%

교수 31명, 82.58%

산업체 4명, 4.44%

교수 86명, 95.56%

산업체 19명, 13.19%

교수 125명, 86.61%

산업체 10명, 14.08%

교수 61명, 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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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

그룹별 프로그램 평가대학 / 프로그램 및 평가위원 사회자

1그룹
건축공학
도시공학

동아대 건축공학 - 이승복(연세대), 이경훈(고려대)
홍익대(조) 건축공학 - 정태헌(대림산업 상무)
울산대 건축공학 - 김기동(대우건설 부사장) 이일영

홍익대(서울) 도시공학 - 유태종(광주대)

2그룹
기계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군산대 기계공학 - 양수열(LG전자 책임연구원)
동아대 기계공학 - 이명호(서울산업대)
인제대 기계공학 - 정경렬(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홍익대(서울)기계공학 - 부준홍(항공대)
울산대 기계공학 - 유성연(충남대)
홍익대(조) 기계정보공학 - 정우남(전남대)

오재응

홍익대 조선해양공학 - 이창훈(연세대)
인하대 선박해양공학 - 김엄기(공주대)

인하대 항공우주공학 - 변영환(건국대)

3그룹 산업공학
동아대 산업경영 - 김한주(산업기술재단 본부장)
부경대 시스템경영 - 이호준((주)코스모아이넷 대표이사)
인제대 산업공학 - 김윤배(성균관대)

이윤준

4그룹 재료공학

군산대 재료공학 - 남 산(고려대) 
홍익대(조) 재료공학 - 김재도(인하대)
울산대 재료공학 - 최정철(아주대)
창원대 세라믹공학 - 임연수(명지대)
동아대 신소재공학 - 김선태(한밭대)
홍익대(서울) 신소재공학 - 김남철(공주대)

이영희

5-1 그룹

전기•전자

컴퓨터
(신규)

동아대 전기공학 - 윤영중(연세대)
인하대 전기공학 - 황유모(명지대)
홍익대(조) 전기공학 - 김희준(한양대)
동아대 전자공학 - 김진영(전남대)
인하대 전자공학 - 배현덕(충북대)
홍익대(서울)전자전기공학 - 임영석(전남대)
홍익대(조)전자공학 - 박인정(단국대)
인제대 정보통신 - 이헌길(강원대)
인하대 정보통신 - 장용무(한양대)

김성조

5-2 그룹

전기•전자

컴퓨터
(중간방문)

인하대 컴퓨터공학 -  김창규(동의대)
한국해양대 컴퓨터정보공학 - 최기호(광운대)
경상대 전기전자공학 - 이적식(경기대)
울산대 전기전자공학 - 양해원(한양대)
창원대 전기공학 - 한건희(연세대)
한국해양대 전기전자공학 - 심덕선(중앙대)
부경대 전자정보통신공학 - 김정태(목원대)
한국해양대 전자통신공학 - 김갑일(명지대)
한국해양대 전파공학 - 이기준(충남대)
창원대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 김희식(서울시립대)
창원대 정보통신 - 배철수(관동대)
한국해양대 반도체나노공학 - 조현묵(공주대)

김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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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룹 토목공학

인제대 토목공학 - 이용학(건국대)
부경대 토목공학 - 김성칠(경기대)
동아대 토목공학 - 황효수(한국CM기술원 대표이사)
경상대 토목공학 - 박성완(단국대)

유남재

7그룹 화학공학

영남대 화학공학 - 신치범(아주대)
군산대 화학공학 - 고재욱(광운대), 정건용(서울산업대)
동아대 화학공학 - 강태원(공주대)
홍익대(서울) 화학공학 - 김병관(창원대)
홍익대(조) 화학공학 - 여영구(한양대)
부경대 화학공학 - 김대흠(광운대)

박돈희

8그룹
환경공학
자원공학

동아대 환경공학 - 박소진(충남대)
울산대 환경공학 - 김광렬(충북대)
창원대 환견공학 - 최승필(관동대)
한국해양대 환경시스템공학 -  이우근(강원대)

민상원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 - 민경원(강원대)

3.6 2005년도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이	위원회의	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

평성	및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

의	확인(30일	대응에	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

과에	대한	확인),	인증기준에	따른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참석	위원은	2005년	공학교육인증(EAC)	평가단장(14

명),	2005년	컴퓨터정보기술시범인증	평가단장(3명),	공인원	부원장,	인증사업단장,	

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며,	2005년	11월	23일(수)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

럽에서	개최되었다.

3.7 EAC/CAC 인증위원회

2005년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인증위원회는	공학인증위원회

(EAC)와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CAC)를	함께	개최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에	

한국기술센터	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공인원 연간사(출력-2).indd   44 2007-01-29   오후 5:01:36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

참석기관명 참석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박찬모)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 부원장(홍의석)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장(김덕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무처장(문  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외협력부장(윤우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 EAC수석부단장(권오양)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 CAC수석부단장(김성조)

산업체 위원 SK텔레콤 부회장(조정남)

산업체 위원 현대건설 대표이사(이지송)

단체 위원 한국기술사회 회장(이환범)

단체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동훈)

단체 위원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강성군)

단체 위원 대한건축학회 회장(이리형)

단체 위원 대한기계학회 공학교육위원장(송동주)

단체 위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성굉모),

단체 위원 한국정보과학회 회장(김동윤)

3.8 평가자 교육 워크샵

가. 2004년 하반기 평가자 교육 워크샵

공인원은	대학측의	증가하는	공학교육인증	평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학인증	평가자를	양성하여	인증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	풀을	관

리하고	있다.	2004년도	하반기	평가자	교육	워크샵은	교수	115명,	연구소	근무

자	3명,	기업체	2명이	참석하여	공인원	및	인증제도소개,	자체	보고서,	인증기

준별	점검사항,	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마무리	토의가	이루진	가운데	

2004년	10월	23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관	5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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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5년 제1차, 제2차 평가자 교육 워크샵

2005년도	인증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자	교육	워크샵은	평가자로	추천된	

533명	중	평가자로	289명을	선정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2005년	1월	15일(토)	1차

에	112명,	2005년	1월	22일(토)	2차에	154명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자	워

크샵에	참석한	평가자들의	소속기관	분포는	대학이	86.1%,	산업체	8.6%,	연구소	

5.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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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 제3차 평가자 교육 워크샵

공인원은	증가하는	공학교육인증	평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학인증	평가자를	양성하여	필요한	평가자	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자	풀에서	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목표치(전체	평가

자	풀의	약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대학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과정에서	산

업계로부터	대학	졸업생	학습	성과에	관련된	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직접	대학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산업체	평

가자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술사회	64명,	건설인	협회	3명,	30개	대학	48명,	

5개학회	12명,	특허청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10월	22일	고려대학교	공과대

학	공학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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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활동

4.1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활동 (1)

가. Washington Accord에 가입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최근	세계경제운용은	“국가간	인력의	상호인정에	의한	자유이동성	보장”을	포

함하는	WTO,	FTA	협정	등의	실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블

록화	됨에	따라	APEC,	ASEAN+3,	WTO	각료회의	등에서도	이	점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이	중에서	공학	교육은	Washington	Accord(WA)를	중심으로	하여	Sydney	

Accord(SA),	Dublin	Accord(DA)로	엔지니어들의	교류는	APEC	Engineer	협약,	

Engineers	Mobility	Forum(EMF)	협약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	

모두는	매	2년	마다	열리는	IEM(International	Engineer	Meetings)이라는	국제	대

회를	통해	공학	교육	및	기술자	관련	국제	협약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에	공인원은	WA	가입을	위한	해

외	교류	활동에	역점을	두며	수행하고	있다.

(1) Washington Accord 대회 참가

Washington	Accord의	본	회의는	매	2년마다	열리며,	제	7차	대회가	2005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홍콩의	Le	Merdian	Cyberport	Hotel에서	열렸다.	Washington	

Accord회의는	“IEM(International	Engineers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APEC협정,	

EMF협정,	ETMF협정,	Sydney	협정,	Dublin	협정	등과	함께	열렸다.	우리나라는	본	

대회에	준회원	가입을	위해	공식	절차에	의해	스폰서	2개국과	MOU	체결	1개국

을	갖춰	가입	원서를	대회	120일	전	사무총장에게	접수하여	준회원	신청국	자격으

로	초청되어	이병기	부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김덕규(인증평가단장),	윤우영(대

외협력위원장),	문일(사무처장)	등	총	14인이	2005년	6월	12일	-	17일까지	홍콩에

서	열린	IEM	2005	(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	2005)대회에	참석하였으며,	

WA	준회원	가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2) 일본 JABEE와의 교류  

일본	JABEE와는	2004년	11월	MOU를	체결한	이래	다방면으로	매우	활발한	교

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JABEE는	공인원의	WA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하기	

위해	공인원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JABEE와의	교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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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JABEE 인증 방문평가 

공인원은	일본	JABEE의	초청으로	인증사업단의	김덕규	교수와	대외협력위의	

홍원화교수가	대표로	참관하여	2005년	11월	6일부터	9일간	KinKi대학의	전기전자

공학과	종합	Electronics	Program을	참관하였다.		

2) JABEE 심사원 연수회 참가 

공학교육의	혁신과	인증의	성숙을	위해	2005년	JABEE의	두	주요	활동에	공

인원은	김덕규	단장(인증사업단),	이일영	위원장(홍보편집위)를	대표로	파견하여	

20005년	7월	16일부터	17일간	JABEE의	평가위원(심사원)	교육	내용을	파악하도

록	하였다.	아울러	JABEE의	인증평가	체계	및	정책,	평가위원	교육	방식	등을	상

세히	파악함으로써	ABEEK의	향후	인증평가	업무의	발전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하

도록	하였다.

연수내용은	1)	2005년도	인증평가를	위한	인증기준,	인증평가의	절차	및	방				

법,	평가의	기본	방침에	대한	소개	2)	인증기준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해석	및	판

정에	관한	평가위원(장)의	이해	증진	3)	자체평가보고서의	예시본을	제공하고	이를	

사용한	판정	연습을	수행하는	워크숍	4)	질의	및	토의(구두	질의	및	서면	질의)로	

진행되었으며,	연수대상자는	각	학회(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서,	2005년도	평

가를	담당할	평가위원(장)	총	8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JABEE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 인증을 위한 Workshop 참가

일본	JABEE는	공학	학부	분야의	인증을	넘어	석사과정의	인증을	준비하고	있

다.	석사	이상의	인증은	미국	ABET에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편적이지	않고,	

미국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	일본은	일본	내의	기업체가	

학부	졸업자	보다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에	대한	대학교의	수요

가	있어	대학원	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등의	규정을	갖추려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대학	교육이	5년제인	유럽의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연구자들을	모아	

workshop을	2005.	12.	1	∼	12.	4일간	개최하였으며,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	김관주	

교수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다. 캐나다 CCPE와의 교류

2005년	캐나다의	연례	정기대회에	참가하여	인증기구의	구조	등에	대한	벤치마

킹과	CCPE의	인사들과의	개인적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의	김

관주,	류철	교수를	2005.	9.	22	∼	9.	27	(5박6일)동안	캐나다	Halifax에	파

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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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아공 ECSA 방문 교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A의	정회원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나	2003년	뉴질

랜드의	IEM2003	대회	이래	사실상	교류가	없었던	나라였다.	2005년	4월	남아공의	Univ.	

of	Cape	Town의	인증방문	평가에	공인원을	초청,	이를	좋은	기회로	고려하여	윤우영,	권

오양	교수가	대표로	2005년	4월	5일-	4월	7일동안	University	of	Cape	Town	(UCT)를	방

문하여	인증	참관과	인증기구간의	교류	및	주요인사들	간의	유대	구축을	목표	참석하였다.

마. 미국 ABET 방문 교류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미국의	인증	활동에	대한	참

관을	요청,	2005년	정기	방문의	참관을	허락	받아	대외협력위원장	윤우영,	교육정

보위원장	김복기	교수가	대표로	2005년	11월	27일-29일간	텍사스주	휴스턴시	라

이스	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는	그동안	인증기준	제정에서부터,	기준설명서,	평가절차,	평가자료,	평가

자	교육자료	등의	모든	문서자료	제정과	수차례의	평가자	workshop,	summit	

meeting,	ABET	conference	등의	참여를	통해	배워온	미국의	인증활동에	대한	최

종적인	실행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인증	방문의	참여는	미국의	인증을	문서

와	교육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행	현장으로부터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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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활동(2)

■ WA 회원국 인증기관 전문가의 국내 초빙을 통한 교류

본	활동은	2004년부터	지속되어	2004년엔	영남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캐나다,	홍콩,	호주,	아일랜드의	4국의	WA	옵져버가	인증평가에	참관하였으며,	

2005년에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의	5개국의	WA	옵져버가		5월	

26일	~	6월	3일의	일정으로	창원대	전기공학	프로그램	등	7개의	중간방문	평가를	

참관하였다.

*	2004.	11	:	WA	sponsorship	및	

MOU	체결을	위한	아일랜드	IEI	

방문	

*	2005.	4		:	남아공화국	ECSA

와의	교류	및	인증활동	참관	

*	2005.	5		:	WA	5개국	대표	초

청	인증활동	참관	행사	

*	2005.	6		:	WA	가입을	위한	

IEM	2005	대회	참가	(준회원	가

입)	

*	2005.	10		:	캐나다	CCPE의	

CEAB	워크숍	참가

*	2005.	10	:	미	ABET	annual	

meeting	참가

*	2005.	11	:	일	JABEE	방문평

가대학	참관

*	2005.	11	:	미	ABET	방문평가

대학	참관

*	2005.	12	:	일	JABEE	대학원	

평가	워크숍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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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대표자들은	공인원의	국내	위상과	영향력	또	발전	속도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4.3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정보 교류

■ FEISEAP 총회 참가

FEISEAP은	동남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	간의	공학교육의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회원국은	ASEAN과	일본,	호주,	홍콩,	뉴질랜드,	우리나라	

등이다.	비록	현재는	WA의	성장으로	다소	침체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회원

국들로	부터는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있

는	APEC-engineer	협약에서는	academic	standard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구

이다.	현재까지는	한국기술사회가	정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었으나,	2005년	대회에

서는	한국기술사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을	대표하는	기구인	공인원의	

대리	참석을	요구하여,	2005.	8.	9	∼	8.	13	(4박5일)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에서	열린	FEISEAP	총회에	대외협력위의	김관주	교수가	대표로	참관하였다.	

이상과	같이	2005년	대외협력위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에서	공인원이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

싱턴에서	개최될	제	8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

한	활동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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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업 활동

5.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지난	2002년	12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에	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공학소양	교육법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

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국내	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본	센터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

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학교육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

교육인증제도를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

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공유하여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	한국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

	 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공학교육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

3)	공학교육	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		

	 이를	개선

4)	한국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공	

	 학교육	체제를	권장

5)	공학교육	개선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6)	공학소양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5.2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사업소개
 
가. 사업목표

 
국내의	공과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

자중심	교육체제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

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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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ㅇ	한국형	인증기준	개발	및	적용

ㅇ	현재	취약한	분야의	학습자료	및	학습방법	개발

ㅇ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ㅇ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ㅇ	인증평가사업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교재개발

공학교육연구센터에서는	공과대학에서	필요한	필수	혹은	선택으로	수강하는	과

목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발간물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저  자
발간년도
(출판사)

소   개 

 공학기술과

 인간사회
공학교육학회

2005

(지호)

공과대학에서 필수 혹은 선택으로 수강

하는 공학소양과 관련된 과목의 종합적 

교재

화학입문 

공학설계

강석호, 정재학 

외 5인

2005

(아진)

화공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

트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화학공학적 

방법론에 대한 소개 책자

라. 공학교육연구포럼 운영

공학교육연구포럼은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공학교육연

구센터의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공학교육인증에서의	문

제점이나	부족사항을	논의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각	대학별	공학교육연구센터(유사기관: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	공학교육센터,	공

학교육원	등)의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맡

고	있는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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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시
포럼 내용

포럼 주제 발표자

제1회 포럼 

2005. 9. 22.(목) 

10:00 - 12:00

ㅇ 학습성과 평가방법
윤우영 교수

(고려대학교)

ㅇ ABET 학습성과 평가방법 
한송엽 교수

(서울대학교)

제 2회 포럼

2005. 10. 27.(목) 

14:00 - 17:00

ㅇ ABET Best Practices :

Results from Interview with 27

Peer Institutions

김정식

(한양대학교 공학교육연구센터)

ㅇ Matching Assessment 

Methods to Outcomes : 

Definitions and Research 

Questions

 한지영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제 3회 포럼

2005. 11. 17.(목) 

14:00 - 16:00

ㅇ 미국 미시간 공과대학 공학인증 

준비 및 평가 사례

조 벽 교수

(미시간 공과대학)

제 4회 포럼

2005. 12. 15.(목) 

14:00 - 16:00

ㅇ Development,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and Program Outcomes of   

   BSEE Program

김정식

(한양대학교 공학교육연구센터)

ㅇ Setup of a Course Level

   Assessment for ABET 2000

윤수경

(충남대학교 공학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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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대차대조표
제6기 2004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단위 : 원)

과       목 제 6 기 제 5 기

자              산

I. 유동자산 1,280,363,875 983,039,856

(1) 당좌자산 1,280,363,875 983,039,856

1. 현금 7,767,670 -

2. 보통예금 970,366,470 680,595,886

3. 정기예금 300,000,000 300,000,000

4. 선급법인세 2,229,735 2,443,970

5. 미수수익 -

II. 고정자산 52,500,000 52,500,000

(1) 투자자산 52,500,000 52,500,000

1. 임차보증금 52,500,000 52,500,000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산총계 1,332,863,875 1,035,539,856

부              채

I. 유동부채 837,745,668 613,413,442

(1) 예수금 163,100 - 147,000 -

(2) 선수금 837,108,858 - 613,266,442 -

(3) 미지급금 473,710

II. 고정부채 - -

부채총계 837,745,668 613,413,442

자              본

I. 자본금 50,000,000 50,000,000

(1) 자본금 50,000,000 50,000,000

II. 자본잉여금

III. 이익잉여금 445,118,207 372,126,414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45,118,207 372,126,414

(당기 : 72,991,793)

IV. 자본조정

자본총계 495,118,207 422,126,414

부채와 자본총계 1,332,863,875 1,035,53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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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6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단위 : 원)

과       목 제 6 기 제 5 기

1. 수          입 1,174,863,584 911,424,388

1. 인증료수입 156,256,000 73,247,500

2. 회비수입 1,000,000 3,000,000

3. 연구과제수입 999,157,584 793,186,808

4. 워크샾수입 18,450,000 41,990,080

II. 비          용 1,218,385,540

(1) 사업비 1,013,027,724

1. 인증사업비 128,314,037 114,083,328

2. 국제협력 사업비 123,343,602 68,118,121

3. 교육비 114,961,597 41,194,900

4. 위탁사업비 -

5. 진흥원과제비 29,346,170

6. 센터 연구 과제비 484,229,718 559,772,233

1) 연구비 457,862,859 518,312,551

2) 인건비 14,087,179 27,579,700

3) 업무추진비 401,250 1,906,482

4) 홍보비 11,878,430 2,300,000

5) 자산취득비 - 9,673,500

7. CAC 연구 과제비 162,178,770

1) 연구비 112,184,597

2) 인건비 28,245,602

3) 업무추진비 5,388,811

4) 홍보비 8,922,260

5) 자산취득비 7,437,500

(2) 일반경비 205,357,816 95,455,562

1. 인건비 77,514,361 24,707,430

2. 복리후생비 8,988,219 4,759,410

3. 홍보비 40,170,075 12,939,734

4. 업무추진비 27,747,677 18,384,454

5. 여비 8,804,536 2,769,000

6. 소모품비 20,578,868 9,652,044

7. 관리운영비 16,582,440 16,996,990

8. 자산취득비 4,971,640 5,246,500

III. 기타의 수입 116,513,779 13,864,323

1. 이자수익 14,913,779 13,864,323

2. 기부금수익 101,600,000

IV. 기타의 비용 30 13,864,323

1. 잡순실 30 13,864,323

V. 당기순이익(순손실) 72,991,793 17,3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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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보	고	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정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2004년도	가결산(2004.	1.	1	-	2004.	10.	31)을	

제	장부와	증빙서류	및	처리	보존에	대한	경리	

상황을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으로	이에	

서명	날인함.

																					2004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감				사			김			수			일			(인)
	 	 		감				사			강			창			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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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대차대조표
제7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자              산

I. 유동자산 1,280,363,875

(1) 당좌자산 1,481,918,081 1,280,363,875

1. 현금 - 7,767,670

2. 보통예금 1,280,479,261 970,366,470

3. 정기예금 200,000,000 300,000,000

4. 선급법인세 1,438,820 2,229,735

5. 미수수익 - -

II. 고정자산 52,500,000 52,500,000

(1) 투자자산 52,500,000 52,500,000

1. 임차보증금 52,500,000 52,500,000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자산총계 1,534,418,081 1,332,863,875

부              채

I. 유동부채 1,003,331,081 837,745,668

(1) 예수금 1,175,805 163,100 -

(2) 선수금 1,001,385,066 837,108,858 -

(3) 미지급금 770,210 473,710

II. 고정부채 -

부채총계 1,003,331,081 837,745,668

자              본

I. 자본금 50,000,000 50,000,000

(1) 자본금 50,000,000 50,000,000

II. 자본잉여금

III. 이익잉여금 481,087,000 445,118,207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81,087,000 445,118,207

(당기 : 35,968,793)

IV. 자본조정

자본총계 531,087,000 495,118,207

부채와 자본총계 1,534,418,081 1,332,86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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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7기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1. 수          입 1,585,531,292 1,174,863,584

1. 인증료수입 252,000,000 156,256,000

2. 회비수입 7,000,000 1,000,000

3. 연구과제수입 1,326,323,792 999,157,584

4. 워크샾수입 207,500 18,450,000

II. 비          용 1,579,704,889 1,218,385,540

(1) 사업비 1,327,714,266 1,013,027,724

1. 인증사업비 267,552,524 128,314,037

2. 국제협력 사업비 132,476,241 123,343,602

3. 교육비 66,373,191 114,961,597

4. 위탁사업비 - -

5. 진흥원과제비 - -

6. 센터 연구 과제비 553,011,392 484,229,718

1) 연구비 496,673,118 457,862,859

2) 인건비 53,338,274 14,087,179

3) 업무추진비 - 401,250

4) 홍보비 3,000,000 11,878,430

5) 자산취득비 - -

7. CAC 연구 과제비 198,609,155 162,178,770

1) 연구비 164,729,710 112,184,597

2) 인건비 31,669,525 28,245,602

3) 업무추진비 2,209,920 5,388,811

4) 홍보비 - 8,922,260

5) 자산취득비
8. IITA 연구 과제비

-
56,366,963

7,437,500
-

9. 재단과제비
(2) 일반경비

53,324,800
251,990,623

-
205,357,816

1. 인건비 95,464,661 77,514,361

2. 복리후생비 19,832,950 8,988,219

3. 홍보비 13,658,660 40,170,075

4. 업무추진비 67,555,635 27,747,677

5. 여비 13,104,610 8,804,536

6. 소모품비 20,903,247 20,578,868

7. 관리운영비 16,761,360 16,582,440

8. 자산취득비 4,709,500 4,971,640

III. 기타의 수입 30,276,795 116,513,779

1. 이자수익 10,276,795 14,913,779

2. 기부금수익 20,000,000 101,600,000

IV. 기타의 비용 134,405 30

1. 잡순실 134,405 30

V. 당기순이익(순손실) 35,968,793 72,9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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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보고서

감	사	보	고	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정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2005년도	결산(2005.	1.	1	-	2005.	10.	30)을	제	

장부와	증빙서류	및	처리	보존에	대한	경리	상황

을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으로	이에	서명	

날인함.

																					200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감				사			김			수			일			(인)
	 	 		감				사			이			희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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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공인원 정관 제규정 일람표

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공인원 정관

공인원의 설립목적, 사업내
용, 구성원 등을 정의하거
나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원의 최상위 규정임

1. 총칙
2. 회원
3. 임원
4. 총회
5. 이사회
6. 조직
7. 회계
8. 해산
부 칙

1999.7.14 제정
2004.4.28 개정
20074.12.7 개정
2005.12.15 개정

Http://abeek.or.kr 
를 통해 열람가능

공인원 운영규정

공인원의 정관 제18조에 의
거하여 공인원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와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1. 총칙
2. 인증사업단
3. 실무위원회
4. 사무처
5. 운영위원회
6. 특별위원회
부 칙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공학인증위원회 

운영규정

공인원 정관 제6장 제18조
에 의거한 공학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4.7.14 제정

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

운영규칙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 8 조에 의거한 
컴퓨터정보기술인증 기준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4.7.14 제정

인증사업단 

운영규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인원 인증사업단
(이하 “인증사업단”)의 운영
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

1999.7.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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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율위원회 

운영세칙

공인원 인증사업단 운영규
칙 제 4조에서 규정한 인증
조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

1. 총칙
2. 분야 증조율위원회
3. 대학 증조율위원회
4. 년도 증조율위원회
5. 회의
부 칙

2004.12.7 제정

사무처 운영규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 12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운영에 관
한 제반 사항을 규정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인증규정 

공인원은 공학 교육기관이 
각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목
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방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문제 해결
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합
당하게 정립하고 수행하는지 
여부를 인증하며, 이러한 목
표의 달성을 위한 자문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
정임

1999.7.14 제정
2004.12.4 개정

인증절차 규칙
공인원의 인증규정 제 14
조에 의거하여 인증 세부절
차를 규정함

인증절차는 준비, 평가, 
정리 등 3단계로 크게 구
분되며, 본 규칙에서는 이
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1) 연간 업무 기획 및      
   사전 준비
2) 평가단의 구성
3) 교육기관의 자체              
   평가평가가
4)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5) 인증평가 결과의      
   조율 및 판정
6) 결과의 관리

1999.7.14 제정
2004.12.4 개정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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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원 화보

■ 2004년

2004년 공학인증 공청회

(10.22 / 정보과학회 학회)

2004년 JABEE와 MOU체결

(11.5 / 조선호텔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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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

(11.3 / 용궁)

2004년 공학인증위원회

(12.2 /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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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CAC 인증 설명회

(12.4 / 대전)

2004년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공인원 방문

(12.27 / 공인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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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005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

(2.4 - 5 / 포항공과대학)

2005년 인증설명회

(5.13 / 고려대학교 공학관 5층 대강당)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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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WA 옵저버 방문

(5.21 - 23 / 고려대학)학))

2005년 IEM 2006 대회 참가

(6.13 - 17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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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WA 준회원 가입

(6.13 - 17 / 홍콩)

2005년 3차 확대운영위원회

(6.10 / 용궁)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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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7.4 - 5 / 타워호텔)

2005년 4차 확대운영위원회

(9.9 / 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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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차 확대운영위원회

(12.3 / 용궁)

2005년 대학별 년도별 프로그램 조율윈원회

(11.23 / 용궁)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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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AC•CAC인증위원회 회의

(12.7 / 용궁)

2005년 전공별 인증설명회

(12.26 / 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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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발간목록

구 분 제  목 저  자
발간년도

(출판사)
소   개 

출판

교재
  

공학기술과 인간사회 공학교육학회
2005

(지호)

공과대학에서 필수 혹은 선택으로 

수강하는 공학소양과 관련된 과목의 

종합적 교재

화학입문 공학설계

강석호, 

정재학 

외 5인

2005

(아진)

화공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에서 프

로젝트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화학

공학적 방법론에 대한 소개 책자

공학기술과 사회 공학교육학회
2006

(지호)

현대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움

공학입문설계 김길희 외 2006

창의성 개발, 팀웍기술 습득 및 의사

소통기술 함양 등을 통해 창의적 문

제해결 및 공학설계개념 이해를 목

표로 구성됨

공학과 팀워크 기술 안용식 외 2006

공학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자신의 조직에서 인정

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구성됨

공학문제 해결 입문 한송엽 2006

주어진 정답 찾기 위주의 교육에 익

숙한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인 공학 

전공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기본 문

제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우

리 실정에 맞는 교재로 개발함

공학기술과 경영 정재용 2006

이 책은 선진기업에 의해 진행돼 온 

기술경영의 실천을 정리하고 우리나

라가 모방형 기술혁신에서 선도형 

기술혁신으로 가기 위한 단초로서 

기술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에 초점을 두어 구성함

창의성은 과학이다 박성균 2006 TRIZ, 발명문제 해결 이론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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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판

교재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problem,  syllabus, 

teaching tips 모음집. 

민동준, 

홍종일, 

강소연 

외 2인

2004

(미발간)

문제중심 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을 위한 교수법과 강의안, 

강의 진행에 대한 내용을 수록함

워크숍

자료

제 1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학습성과 평가 방법(ABET)

제 2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학습성과 평가 방법(미시간공대사례)

제 3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4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5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효과적인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6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팀워크 기술

제 7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학생 포트폴리오 

제 8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C 2005

입문공학 설계, 복합학제 설계, 창의

성 기반의 공학교육, 학습성과 평가

법, 공학소양교육 교재 개발, 팀워크 

기술 개발, 학습성과 실태조사, 강의

평가법, 한국형 공학 인증 기준 등 

세부 과제의 연구 내용 수록

S/W
학생 학습성과 관리 

S/W
라인테크 2006

학생 개인이력 관리, 학생인증요건 

관리, 학생 학습라료 관리를 위한 포

트폴리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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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원 운영

■ 2004년

-		9월		6일	~	9월	11일	:	중국	ASEE	참가(윤우영,김복기,류철,민상원,신원석)

-		9월	11일	:	공학교육연구센터	회의(3차년도	연구결과	및	계획	발표),	서울대

-	10월	15일	:	30일	대응서	접수	

	 (6개	대학	중	4개	대학접수,한양,강릉,광운,부산)

-	10월	22일	:	1차	공청회(정보과학회	학회시)	

-	10월	23일	:	하반기	평가자교육(고려대)

-	10월	24일	~	31	:	미국	ABET	meeting	

-	10월	26일	~	29	:	미국	ABET	참가	

-	11월		2일	:	제	1차	상임운영위원회(사무처)	

-	11월		2일	:	제	5차	인사위원회(용궁)

-	11월		3일	: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용궁)

-	11월		5일	:	JABEE와	MOU	체결(조선호텔	21층)

	

-	12월		2일	:	공학인증위원회	(라마다르네상스호텔)										

-	12월		4일	:	제	2차	상임운영위원회	및	제	6차	인사위원회

-	12월		7일	:	제	10차	운영이사회	(웨스틴조선호텔	20층	“호경전”)

-	12월	14일	:	WA	TFT	결성	및	회의

-	12월	14일	:	아일랜드	공인원,	WA	준회원	가입	위한	sponsorship	승인	

-	12월	23일	:	호주와	MOU	체결	

-	12월	27일	:	Malaysian	Engineering	Recognition	Team	공인원	사무처	방문

-	12월	29일	:	2004년	인증결과	통보	공문	및	인증서	발송	

	 (9개	대학	41개	프로그램)

-	12월	14일	:	CAC	설명회(대전)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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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	1월		6일	:	신년하례식

-	1월		6일	:	제	1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	1월		6일	:	제	7차	인사위원회

-	1월	22일	:	제	2차	평가자교육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	2월		4일	~	5일	:	2005년	동계	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	(포항공대)

-	2월	15일	:	CAC	시범인증설명회(한국정보과학회	세미나실)

-	3월		4일	:	제5차	운영위원회(사무처)	

-	3월		18	~	19일	:	평가단장	교육	워크숍(을왕관광호텔)

-	3월	29일	: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박찬모	원장,	홍의석	부원장,	김문겸	위원장,	문일	사무처장)

-	4월		9일	:	2005년	제1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고려대학교	공학관)	

-	4월	16일	:	2005년	제2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고려대학교	공학관)	

-	4월	16일	:	공과대학장	간담회(조선호텔	20층	호경전)	

-	4월	23일	:	제2차	확대운영회의	회의

-	5월		3일	:	제11차	운영이사회(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	연회장)	

-	5월	13일	:	2006년	공학교육인증	설명회(고려대학교	공학관)		

-	5월	13일	: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5월	15일	~	17일	:	군산대,	인하대,	홍익대(조치원),	공주대	현지방문

-	5월	22일	~	24일	:	동아대,	부경대,	인제대,	홍익대(서울),	

	 	 동국대	현지	방문평가

-	5월	29일~31일	:	경상대,	창원대,	고려대	현지방문평가

		

-	6월	11일	: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	6월	13일	~	17일	:	IEM(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	2005(홍콩)

-	6월	16일	:	2005년	평가단장	간담회	개최(21층	용궁)

-	6월	23일	:	프로그램	조율위원회	개최(21층	용궁)

-	7월		4	~	5일	:	2005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타워호텔	“로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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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	제	7차	운영위원회(2006	평가대학	선정	회의)

-		8월		1일	:	김문겸	위원장	연세대	공대	학장	취임

-		8월		8일	:	원장배	체육대회	

-		8월	20일	:	이병기	부원장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산하	통신학회	

	 부회장으로	선출	

-		8월	24일	:	제	8차	운영위원회	회의	

-		8월		28	~	30일	:	영남대	기계공학	프로그램	현장방문평가	

		

-		9월	:	김도연	소장	서울대	공대	학장	선출

-		9월		4	~	6일	:	부산대	재료공학	프로그램	현장방문평가	

-		9월		9일	:	제4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	10월		6일	:	제9차	운영위원회(사무처)

-	10월		7일	:	일본	고등교육	평가기관	사무처	방문	인터뷰

-	10월	14일	:	교육평가관련	사전설명회(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

-	10월	22일	:	하반기	평가자교육	워크숍(고려대)

-	10월	28일	:	공학교육혁신과	평가시스템의	개선	공동워크숍(5개	학회	주관)

-	11월	18일	:	제	10차	운영위원회(사무처)

-	11월	23일	:	프로그램조율	위원회

-	12월		7일	:	EAC,	CAC	공학인증위원회	“용궁”

-	12월		8일	:	2006년	CAC인증대학	인증기준	설명회(한국정보과학회	세미나실)

-	12월	15일	:	제12차	운영이사회(JW	메리어트	호텔	중식당	만호)	

-	12월	21일	:	NEXT사업	평가자교육(고대	공학관)

-	12월	26일	:	전공별	인증기준	설명

�. 부  록

공인원 연간사(출력-2).indd   86 2007-01-29   오후 5:01:54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

5. 2001-2005 인증 프로그램 현황

공과대학

고분자공학프로그램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정보소자프로그램
제어계측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전자정보
공과대학

전자공학프로그램
전자재료공학프로그램
전자통신공학프로그램
전파공학프로그램
정보제어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공학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산업공학프로그램
생명화학공학프로그램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토목환경공학프로그램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시스템공학프로그램
냉동공조공학프로그램
지능기계공학프로그램
전기제어계측공학프로그램
전자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프로그램
재료공학프로그램
조선공학프로그램
전기전자제어공학프로그램
컴퓨터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해양공학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환경공학프로그램

건축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공학프로그램
선박해양공학프로그램
항공우주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금속재료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설계공학프로그램
산업시스템공학프로그램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환경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디스플레이화학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전파공학프로그램
제어자동화공학프로그램
컴퓨터정보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해양과학
기술대학

에너지자원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컴퓨터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토목공학프로그램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프로그램

울산대

부경대

영남대강릉대

한양대

공주대

광운대

동국대

인하대

한국해양대

경상대

연세대

창원대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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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공과대학

금속재료공학프로그램
산업시스템공학프로그램
세라믹공학프로그램
정밀기계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전자정보
공과대학

전기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나노화학공학프로그램
신소재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프로그램
신소재공학프로그램
자원공학프로그램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환경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시스템경영공학프로그램
건설공학프로그램

응용화학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프로그램
나노공학프로그램
산업공학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공학프로그램

건축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프로그램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프로그램
반도체물리프로그램
전기전자공학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환경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공학프로그램
산업공학프로그램
재료공학프로그램
전자전기통신공학프로그램
조선해양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항공우주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세라믹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프로그램
도시공학프로그램
신소재공학프로그램
전자전기공학프로그램
정보산업공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공학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프로그램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전기공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재료공학프로그램
조선해양공학프로그램
컴퓨터정보통신공학프로그램
화학시스템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공학프로그램

건축공학프로그램
금속시스템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과학프로그램
토목공학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공과대학

공과대학 컴퓨터공학프로그램

강릉대

동아대

인하대

부산대

홍익대-서울부경대

한양대

광운대

군산대

인제대

창원대

홍익대-조치원

한국해양대

경상대

연세대

동국대

예비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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