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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EEK 소개 및 인증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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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ABEEK 소개 및 인증제도의 특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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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철학 및 국제인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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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Training  Learning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공, 교양, 팀웍, 의사전달 능력, 평생학습능력 등의 산업체 요구

대학의 교육 품질 개선 요구

 이공계 기피현상

 졸업생의 품질보증

 교육의 지속적 품질 개선(CQI*) 필요

대학의 국제화

 기술인의 국제적 교류 기회 확대

 국제 표준을 따르는 역량 확보 필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인증의 필요성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

4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인증의 목적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설립 목적

 공과대학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향상

(컴퓨터정보기술분야와 공학기술분야 졸업생 포함)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상

인증 내용: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학위과정 관리

(Quality Control)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보장

(Quality Assurance)

학위과정

Accreditation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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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설립

미국의 ABET 모델을 기초로 1999. 8 설립

공학공동체에 의한 자발적 기구이며 NGO 단체

Academy

• 공학전문학회

• 공학한림원

•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 한국공학교육학회

•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공학계열 학위과정

정부 및 유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인력

공단

평 가 대 응 인 증

산 업 체 관련

기업체 / 한국기술사회

6

ABEEK Vision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과 관련 분야의 교육 학위과정 인증을 통해 지

속적 교육개선과 엔지니어의 자질향상을 추구한다.

공학과 관련 분야의 교육개선과 엔지니어 자질 향상

대학의 공학, 컴퓨터정보기술과 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이하“공학”이라 함.)

공학(EAC)
컴퓨터정보기술(CAC)
공학기술(ETAC)

산업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관련 전문학회

지식경제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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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조직도

ABEEK 조직도

8

1999년 8월 30일 창립총회

이사장 : 이기준 인증원장 : 김우식 부원장 : 심상철

인증사업단장 : 홍의석

현재 위원: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일부 임원, 위원들의 경우 임기 시작이 다름)

이사장 : 윤종용 원장 : 김영길

감사 : 이길구, 김문겸 상임고문 : 공석

수석부원장 : 김성조(10년 9월 ~ 현재) 

부원장 : 주원종,  이현순

ABEEK 조직 –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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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조직 - 위원회 별 업무 (1/2)

인증평의회

인증에 대한 최종판정 권한

인증기준위원회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 권한

인증사업단 (EAC/CAC/ETAC 위원회)

평가위원/단장 선정과 교육 워크숍 주관

교육정보위원회

평가자 교육 주관, 평가자 풀 관리, 인증관련 교육 수행

정책기획위원회

ABEEK의 정관, 규정, 조직에 대한 기획 작성

10

ABEEK 조직 - 위원회 별 업무 (2/2)

대외홍보위원회

산업체 및 학회 대외 업무 수행

인증의 혜택 확대 및 홍보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 및 인증기구간(WA, SA, DA 등)의 정보교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공학교육에 대한 연구 –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교류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위원회(한국교육공학평가센터 대치)

사무처

사무행정 담당

- 7 -



11

ABEEK  추진경과

1997년 9월 ~ 1998년 8월 사전준비과정

 공학한림원, 공학기술학회

 여론수렴, 미국 ABET 활동, 인증규정, ABEEK  설립구상

1999년 8월 30일 창립총회

2000년 4월 ~ 2001년 8월

 5개 대학 신청하여 동국대와 영남대 대학 평가 시작

2007년 Washington Accord 가입

2008년부터 프로그램 증가

 EAC/CAC 300개 이상 프로그램 평가

 2010년 400개 이상 프로그램

12

ABEEK  추진경과

2008년 TAC 추진기구 구성

2010년 TAC 정규인증 시행

국제활동 강화

 2007년 Washington Accord 정회원은 매년 monitor 활동

 2008년 Seoul Accord 주도

 2010년 Sydney/Dublin 준회원 가입

2012년 ETAC로 명칭변경 (학사학위 전공심화 등)           

2012년 12개 대학 39개 학위과정 인증평가

2012년 10월 95개 대학 609프로그램(ETAC 10대학
34프로그램, 12년 14대학 39프로그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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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도입-전문대학교의 도입

목 적

ETAC (Engineering 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 : 공학기술교육인증

14

ETAC 추진 현황

2010

2008

정규 인증평가 시행

추진 기구 구성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정규인증
공청회, 내부검토

2009

공청회, 개선
시범인증평가
공청회, 내부검토

시범인증평가 시행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
평가자 선정 및 교육실시

홍보, 공청회
전문대 인증위 설립 홍보, 
인증기준 공청회 (2회)

실무 작업
인증기준, 인증규정, 인증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표준 예
평가자 교육자료,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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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C 추진 현황

2012

정규 인증평가 시행 11개 대학 36개 학위과정

2011

e-MU 평가
교과부, 국방부 요청에 의한
6개교 8개 학위과정 평가

SA/DA 준회원가입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IEA방문평가

인증평가 시행 4개교 10개 학위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공학계열 개설심사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의한
평가

2010

16

ETAC 추진 현황

2012 인증평가 실시 12개교 39개 학위과정

e-MU 평가 교과부, 국방부 요청에 의한
온라인 컨텐츠 평가

ETAC 명칭변경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공학계열 평가에 따른 명칭변경

공학계열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연차평가예정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의한 평가
예정

SA/DA 정회원가입을
위한 IEA 방문평가

영남이공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IEA 방문평가

공학분야 인증기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이증기관으
로 인정 받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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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의 구조

• 적용범위, 교수진, 교과과정

• 인증 기준의 취지,인증 대상,학위과정명,항목 소개

• 전문: 각 인증기준(안)에 관한 핵심적인 기본 철학

• 세부기준: 전문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전공분야별
기준

기준 1: 교육 목표 기준 2: 졸업생역량

기준 3: 교과영역 기준 4: 학생

기준 5: 교수진 기준 6: 교육 환경

기준 7: 교육개선

전 문

공통
기준

18

인증기준 설정

기준 공학기술교육 미국 호주

1 교육목표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Program  
Objectives

2 졸업생역량 Program Outcomes
Educational 
Outcomes

3 교과영역 Curriculum Curriculum

4 학생 Student Student

5 교수진 Faculty Academic Staff

6 교육환경 Facilities/Support Facilities

7 교육개선
Continuous 
Improvement

Continuous 
Improv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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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2012년 10월까지 총 95개 대학 609개 프로그램 (12.10.29현황)
(EAC : 526개(80대학), CAC : 49개(43대학), ETAC : 34개(10대학)

20

인증철학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공학인의 국제적 교류 지원(WA, SA, DA)

공학교육평가제도의 국제적 동등성

졸업생 수준의 국제적 동등성 보장

수요 지향 교육(Demand Driven Education)

성과 중심 교육(Outcomes Bas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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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는 고유의 학제 및 교육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이 동일

한 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동일한 교육시스템이 아니라도 초입 전문기술인에게 요

구되는 졸업생의 역량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서로 인정하

는 것이 가능 실질적 등가성의 상호인정

다자간 협의체 – 국제적 등가성 및 등가성의 상호 인정

• 다자갂 협의체 내 각 인증기관 사이의 인증수준을 상호인정

• 각 국가에서는 해당 인증기관이 국내의 각 교육프로그램을 평가

• 인증기관 사이에 정기적으로 상호 평가: 일관성 유지 확보

다자간 협의체

22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6개 단체의 모임

• Washington Accord   : 4년제 공대 (2007 ABEEK 정회원)

• Sydney Accord          : 3년제 전문대 (2010 ABEEK  준회원)

• Dublin Accord           : 2년제 전문대 (2010 ABEEK 준회원)

• EMF(Engineer Mobility Forum)                  : 한국기술사회

• ETMF(Engineering Technologist Mobility Forum)

• APEC Engineer                                             : 한국기술사회

 Seoul Accord          :4년제 IT관련대학 졸업생

다자간 협의체– 공학교육 관련 국제 협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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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증 협약 – W A 

Washington Accord

- 각국의 공학교육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1989)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 총 14개국

- Engineer 양성 목표

- Complex engineering problem solving

- 4년 이상의 교육기간 요구(typified by 4 years study)

24

국제 인증 협약 - S A

Sydney Accord

- 각국의 공학기술교육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2001)

-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남아공, 미국 - 정회원

대한민국(준회원) 

- Engineering  technologist 양성 목표

- Broadly-defined engineering problem solving

- 3년 이상의 교육기간 요구(typified by 3 years study)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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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증 협약 – D A

Dublin Accord

- 각국의 공학기술교육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2002)

- 영국,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 정회원

미국, 호주, 뉴질랜드,대한민국 - 준회원

- Engineering  technician 양성 목표

- Well-defined engineering problem solving

- 2년 이상의 교육기간 요구(typified by 2 years study)

26

국제 인증 협약 – S A

Seoul Accord

- 국내주도로 학부 수준 컴퓨터 및 IT관련 분야 등가성 보장

- 정회원국내에서 동등성 인정, 자유로운 취업활동 등을

상호 보장

- 2008년 12월 6일 출범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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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국제 활동 증가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필요

28

ABEEK 혜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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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혜택 (국내)

30

ABEEK 혜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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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교육인증의 교육품질 개선 효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목표 수립 및 개선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수립 및 개선 – 전공 충실

 교과목 CQI를 통한 교수-학습 개선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증진

 종합설계 시 팀워크 강조

 전문교양, MSC, 전공과목이 아우러지는 교육 체계 준수

ABEEK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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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평가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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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절차 및 일정
KTC2009

(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목 차

1 인증평가 절차 구성

2 평가단

3 자체평가보고서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5 조율 및 대응

6 인증 판정

- 21 -



3

1. 인증평가 절차 구성 - 개요

서면평가 인증판정방문평가

조율 대응

서면평가 : 방문평가 이전,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른 평가

방문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기타 세부사항 확인 및 평가

조 율 :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 의견의 조율

대 응 : 방문평가 이후, 인증까지의 평가단 지적 사항에 대한

피인증기관의 소명

인증판정 : 인증의 판정 (NGR, IV, IR, SC, VE, RE, SE, NA 등)

4

1. 인증평가 절차 구성 - 세부구성/평가일정

인증평가
신청

방문
평가

당해년도 2.1까지
당해년도

4~5월 중 3일

인증대상
선정통보

PD
간담회

서면
평가

부족사항
설명서

인증평가
예비논평서

직전년도 7월

인증

대학

직전년도 5~6월

인증결과
통보

ABEEK

당해년도 12월

인증
설명회

직전년도
5~6월

당해년도
2.1~4.30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

예비논평서 접수 후
30일 이내

방문평가
마지막 날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14일
대응서

논평
대응서

평가자 모집

(관련학회, 대학,
KCCE, 기술사회 등)

평가자 교육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워크숍

평가단장 선정 평가단장 워크숍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인증평가 조율위원회

당해년도 2월

당해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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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신청 및 선정

 매년 차년도 인증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시작

 전국의 전문대학교 대상

 신규 또는 중간방문 예정 대학들이 신청하도록 공지

 신규인증평가신청의 경우 다음의 선정기준에 의해 대상 대학으로 선정

• 소속한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학위과정의 최고학년이 높은 경우

(공학기술교육인증에 한해 한시적 적용)

•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한시적)

• 기타 ABEEK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 인증평가 절차 구성 - 인증평가 신청 및 선정

6

평가단 구성

 평가단장 : 교육기관당 1인 (필요에 따라 부단장 및 간사 임명)

 평가위원 : 각 학위과정당 1 ~ 2인

• 평가자 교육을 이수한 평가자 중 ABEEK 내부 규정에 따라 위촉

• 소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정도 후보자로 교육기관에 추천 통보

• 교육기관은 해당 학위과정 인증평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가위원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제척가능

• 제척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

• 확정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평가위원 선정

 참관인 : 옵저버, 어드바이저(한림원)  1 ~ 2인

2. 평가단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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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제외 사유

 대학에서 제척하는 과정

• 평가위원 선정 전에 3 ~ 5 배수 인원을 피평가기관에 추천 통보하고

제척 신청 받음

 본인 이해관계 확인에 의한 제외

• 평가위원 교육 때 다시 한번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

• 확인서(서약서)를 받음 : 비밀준수 및 충실한 평가위원 활동 등

 이해 관계자 범위

• 해당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대학 출신인 경우

• 직계 가족이 해당 대학에 재직 또는 재학하는 경우

2. 평가단 – 평가위원 제외 사유

8

3. 자체평가보고서 - 구성

본문

1. 학위 명칭
2. 학위과정 운영방식
3. 교육단위의 연혁

배경정보

1. 교육목표
2. 졸업생 역량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요약

별책부록Ⅱ 교육기관자료

별책부록Ⅰ 학위과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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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보고서 - 본문 핵심사항

1. 교육목표

2. 졸업생역량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인증 기준

CQI
1.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기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문서화

3.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4. 측정평가(현황조사, assessment)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

5. 수집된 자료의 분석평가(현황분석, evaluation)

6. 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7.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개선된 실적

핵심 사항

10

서면평가

방문 전 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한 평가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으로 제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 방문평가는 서면평가에서의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

=> 자체평가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매우 중요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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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평가 목적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서면평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기록의 사실 여부 확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지속적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한 확인 및 조언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방문평가

12

방문평가 표준일정(2박 3일)

 0 일차 (일반적으로 일요일 오후에 시작)

• 학위과정별 방문평가 준비사항 확인

• 학위과정 운영책임자(PD)와 평가 세부절차 협의

• 누락된 것에 대한 자료, 면담 대상자 및 범위 요청

 1 일차

• 대학 공통사항 설명 청취

• 학위과정별 평가 : 증빙 문서와 교과목 운영실적 확인 및 교수, 직원, 학생 등

과의 면담

 2 일차

• 학위과정별 평가 : 시설 확인 등

• 학위과정 평가결과 feedback : 학위과정 운영책임자(및 소속교수들)에게

평가에서 확인된 부족사항 설명

• 마무리 면담 : 방문평가 마무리 논평서 낭독

4.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방문평가 표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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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의 목적
 학위과정별, 기관별, 학문분야별, 연도별 평가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조율의 단계

평가단장 조율

• 동일 대학 내의 학위과정 간 평가의 일관성/형평성 유지

• 타 학위과정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

인증평가 조율위원회 조율

• 유사학문 분야 학위과정 간 평가의 일관성/형평성 유지

• 대학 간 평가의 일관성/형평성 유지

• 이전 년도 평가와의 일관성/형평성 유지

인증평의회 조율 및 최종판정

• 지역간 일관성/형평성 유지

•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일관성/형평성 유지

5. 조율 및 대응 - 조율 목적 및 단계

14

대응의 목적
 평가단과 피인증기관 간의 이견 조율

 부족사항 설명서, 예비논평서 등에 대한 피인증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대응의 종류

 14일 대응

•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에‘14일 대응서’제출

• 방문평가 시의 지적 사항, feedback 및 방문평가 마무리 논평에 대한

소명

• 자체평가보고서 상의 오류 및 누락 사항에 대한 수정이 중심

 논평대응

• 예비논평서에 대한 대응(14일 대응 포함) :

예비논평서 제시 후 30일 이내에‘논평대응서’제출

• 부족사항 지적의 완화를 위하여 증거를 포함한 완전한 대응

• 기존에 제출되지 못한 자료에 대한 보충

5. 조율 및 대응 - 대응 목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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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또는 세부항목 별 부족사항 판정에 사용되는 용어

 결함 (D: Deficiency)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함.

 미흡 (W: Weakness)  : 인증기준을 부분적으로만 만족함.

 보완 (C: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장래에

만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만족 (S : Satisfaction,  √) : 차기 정기평가까지 인증기준을 만족함.

평가 예 : OO공학전문학사학위과정의 평가결과

인증기준 1 2 3 4 5 6 7 8

평가결과 C W √ W √ D √ W

6. 인증 판정 - 인증기준별 평가판정의 종류

16

최종 인증판정

 논평대응서 제출 이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인증평의회에서 최종 판정

인증의 분류

 졸업생 유무에 따른 분류

• 인증 :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부합하면‘인증’판정함.

• 예비인증 :‘인증’과 같지만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졸업생 배출 시‘인증’으로 전환 가능)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

• 신규평가 : 인증을 최초로 신청한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평가

• 중간평가 : 이전 평가(신규 또는 중간)에서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평가

• 차기정기평가 : 6년, 해당 대학의 모든 학위과정 평가

6. 인증 판정 - 최종 인증판정 및 인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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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판정 종류

종류 명칭(영문) 명칭(국문)

인증

OR

예비
인증

NGR Next General Review 차기정기평가

IR Interim Report 중간보고

IV Interim Visit 중간방문

SC Show Cause 사유제시

RE Report Extended 중간보고필

VE Visit Extended 중간방문필

SE Show Cause Extended 사유제시필

NA Not to Accredit 인증불가

( 인증개시 : 인증판정 차기 년도 3월 1일 )

6. 인증 판정 – 종류

18

인증 철회

 신규평가 중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NA 받은 프로그램도 가능)

 관련 자료를 삭제

인증 포기

 인증 중인 프로그램이 인증포기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이 방문평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기타 교육기관이 인증포기 의사를 통보한 경우

 포기 요청 시 즉시 인증 중단 가능

인증 취소

 ABEEK이 인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감지한 경우

 ABEEK에서 즉시 방문평가단 파견 가능

 인증취소 즉시 인증기간 중단 ~ 인증불가 판정과 동일, 항소 가능

6. 인증 판정 - 인증 철회, 포기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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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에서 NA를 받은 학위과정만 이의신청(평가절차 문제사유)

재심위원회 구성: 이사장이 주관하며, 원장 주도 위원은 배제

이유 있음/없음 판정

 이사장은 해당 학위과정에 결과 통보

‘이유있음’판정의 경우 인증평의회 재심 요구

6. 인증 판정 - 항소 및 재심

평가단장 평가단장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논평서조율위원회)

인증평의회

인증사업단

NA 받은
학위과정

원장 주관

ABEEK 이사장

1. 인증불가 통보

2. 항소

재심위원회

3. 구성 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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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C2009 개념소개 및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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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2009
개념 소개 및 용어 정리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1 인증의 개념

3 졸업생역량

목 차

2 교육목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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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의 개념 – 용어 정의 (1)

교육목표와 졸업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학위과정은 학사를 운영하는 행정적

교육단위인 학과 및 학부와는 구별된다.

인증은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에서 다루는

학위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한다. 

• 학위과정(Program)

• 교육목표(PEO :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교육목표는 졸업생들이 직업 경력과 전문가로서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에서 지향하는 것을 폭넓게 기술한

것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2~3년 기간 내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4

1. 인증의 개념 – 용어 정의 (2)

조사하는 대상에 대한 수치화 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측정평가(Assessment)

• 분석평가(Evaluation)

측정평가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증거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

의미부여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결정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졸업생역량(PO : Program Outcomes)

졸업 시점에 학생들이 알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과 자질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습득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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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의 개념 – 용어 정의 (3)

지속적 품질개선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평가 대상 항목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설정, 운영, 평가, 개선하는 시스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달성도를 높이거나 목표를 재설정하여 성과

를 향상시키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

수행준거 별로 졸업생이 최소이상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수준

학위과정의 졸업생이 설정된 수준 이상을 반드시 달성함을 보장

품질보장 QA (Quality Assurance) (최소달성수준 보장)

6

목표

설정

시행
결과

측정

개선

* CQI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1. 인증의 개념 – 용어 정의 (지속적 품질 개선(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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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방법의 변화

1. 인증의 개념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입

평가 인증

대학 평가
학과 평가

8

공학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평가하는 방식

정량평가 vs. 정성평가

공급자 중심 기준 vs. 수요자 중심 기준

기준 별 통계 수치 vs. 수치의 의미 분석

평가기준의 종류

Prescribed Criteria  vs.  Outcomes Based 

Criteria 

1. 인증의 개념 –기존평가와 인증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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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교육기관의 자발적 평가

학위과정은 교육 개선을, 학생에
게는 수준 높은 교육을 추구

준비기간 2년 이상, 평가기간 1년
이상의 전문가 평가

학위과정에 인증부여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자문과 의견교환을 우선하고
이로서 양질의 교육제도 정착 추
구 (Peer Review)

공학 전 분야를 주기적으로 평가

기존의 평가

권위 있는 기구의 강제적 평가

교육기관의 수준을 일반 국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통해 교육 개선 효
과 추구

평가를 위한 준비가 비교적 쉽고, 
평가도 단기간에 끝남

평가의 결과로 결과의 공개 이외
효과 없음

정량적 수치 평가에 중점
(Bean Counting)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1회성 평가

1. 인증의 개념 –기존평가와 인증과의 비교

10

Input based criteria & evaluation by bean counting

Honma ****

Titleist

Designer shirts

Bally

Is She Good?

Score (Outcomes)

Outcomes based criteria & evaluation by Peer review

She is Good!

1. 인증의 개념 Input vs. Outcome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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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의 개념 – ABEEK 인증

학위과정

Accreditation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졸업생의 능력과 자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관리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보장

12

인증을 하지

않는 과정
인증학위과정

2년, 3년 2년+ 3년+

전문학사

OO기술전문학사 OO공학전문학사

Associate of Science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Bachelor of Science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전문기술인 공학기술인

1. 인증의 개념 –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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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2년+ 3년+

미 국
Associate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아일랜드
Higher Certificate in 

Mechanical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Ordinary) 

in Mechanical Engineering

호 주

Advanced Diploma of 

Engineering Technology 

in Mechanical Design 

Bachelor of Engineering 

Technology in Mechanical 

Engineering

남 아 공
National Diploma:

Engineering: Mechanical

Bachelor of  Technology

Engineering: Mechanical

국제

협약체

Dublin Accord

(Engineering Technician)

Sydney Accord

(Engineering Technologist)

양성목표 전문기술인 공학기술인

1. 인증의 개념 – 해외 학위 분류 체계 (기계공학의 예)

14

학위과정명 (2년제인 경우)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명 : 기계

인증신청 학위과정명 : 기계기술

졸업증명서(국문, 영문):학위명으로 구분(2년제인 경우)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 공업전문학사

(AS in Engineering Technology)

인증신청 학위과정 : 기계기술전문학사

(AS i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

졸업예정증명서 등

1. 인증의 개념 – 각종 증명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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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의 개념 – 인증기준의 구조

1. 교육목표

3.
교과
영역

2. 졸업생역량(프로그램 학습성과)

4. 
학생

5.
교수
진

6.
교육
환경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7. 교육개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및 학위과정의
최종 목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및 학위과정의
졸업시의 중간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

 평가체계의 수립 및 운영

 측정평가(assessment) 및 현황 조사

 운영실적의 분석평가(evaluation)

목표와 실행결과의 편차 극복 방안 모색
및 적용 (CQI)

16

졸업생들이 졸업 후 2~3년 기간 내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

되는 능력과 자질(인증기준 설명서)

직업 경력과 전문가로서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에서 지향하는 것을 폭넓게 기술한 것 (Input 기반의

학위과정의 교육철학/교육비전/운영방침과는 상이함)

“학위과정에서 무엇을/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성과중심의 인증철학을 반영하여 “졸업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

예) OO공학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초지식의 적용능력 배양

2. 교육목표 – 교육목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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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 교육목표 개선 체계

구성원1 의견 수렴

졸업생역량/교육과정

졸업생역량 평가

대학의 교육목표

계열(학과)의 교육목표

공개

2~3년 후

개선

수립

구성원2 의견 수렴

설정

운영

개선

18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교육목표

3. 졸업생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 정의

입학 졸업

교육기관 산업체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역량 교육목표

10점을 위한
눈금조절

측정 가능한
교육목표

졸업생역량
평가

교육과정 개선
(CQI)

- 41 -



19

공인원에서 제시한 12가지 항목의 졸업생 역량

 기초 지식(1): 수학, 과학, 정보기술, 공학기초 능력

 전공 능력(2~5): 실험수행, 설계구현, 문제해결, 도구활용 능력

 Soft Skill(6~12): Teamwork, Communication Skill, 평

생교육, 공학의 사회경제적 영향 이해, 시사적 논점, 직업윤리, 세

계문화 이해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

 졸업생의 산업체 진입시점에서의 역량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국가마다 분류체계는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3. 졸업생역량 – 제시되는 항목

20

졸업생역량은 학위과정(학과)의 목표인가, 학생 개개인의 목표인가? 

 학위과정의 목표이기도 하며, 학생 개개인의 목표이기도 함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구체적이어야 함  측정이 가능해야 함

 학생 졸업 시 달성할 자질과 역량으로 정의

 달성여부를 반드시 측정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

졸업생역량은 평가하는 것인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달성을 위해 할 일: 교육과정 수립과 실천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모두 포함

 교육과정 운영, 달성도 평가를 위해 행정체계 필요

 교육과정은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MSC(수학,과학,컴퓨터)를 모두 이용해야 함

3. 졸업생역량 – 졸업생역량의 이해

Performanc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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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생역량 – 교육목표, 졸업생역량, PC 위계관계

직업윤리

1) 전공분야의 윤리강령을 암기할 수 있다.

2) 원칙에 따라 윤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교육목표 (PEO)

졸업생역량 (PO)

수행 준거 (PC)

22

평가도구 (Assessment Tool) 개요

 졸업생역량을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
성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성과중심교육)

 졸업생역량 평가의 핵심은 평가도구에 있음

 각 평가 준거 별로 평가도구 정의

 평가도구는 1~2개만 사용할 것을 권고  많으면 현실적 실행 어려움

 평가도구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을 골고루 사용

 평가도구로 모은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채점기준(rubrics) 사용

졸업생역량 평가도구의 예

 각종 SURVEY(졸업생, 산업체, 고용주, 교수 등), 학생 Portfolio,  
Focus Group, 외부자문위 보고서,  공인된 외부시험, 졸업논문, 
EXIT INTERVIEW 및 EXAM, 졸업생 진로 조사, …

3. 졸업생역량 – 평가도구

- 43 -



23

3. 졸업생역량 - 개선 체계

구성원1 의견 수렴

졸업생역량/교육과정

대학의 교육목표

계열(학과)의 교육목표

공개

2~3년 후

개선

수립

구성원2 의견 수렴

설정

운영

개선

졸업생역량 평가

개선

축적

졸업생역량/교육과정

졸업생역량 평가

운영

24

측정평가(Assessment)

 지식, 기술, 태도, 믿음 등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항목 형태로 문서

화하는 과정 (wikipedia)

 측정 대상의 역량 성취 여부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하는

과정

 준거 기반 (Criterion based)

 증거 기반 (Evidence based)

분석평가(Evaluation)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장점,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한 기준에 따른 체

계적 결정 (wikipedia)

 측정평가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통계적 처리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

의미부여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결정과 행동에 반영하는 것

4. 기타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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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대학 학칙과 학칙에 규정한 하부규정 포함

학칙에 학위과정에 대한 설치 규정

 학칙에 학위명의 규정이 필수임

 학칙에 학위명 규정하고 하부 규정에 상세히

학과 및 학위과정 설치/운영 규정

 규정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

 실질적 운영에 사용

4. 기타 - 학칙과 제 규정

대학 학칙

대학 조직 규정

학과 운영 규정

학위과정 운영 규정

•교육목표, 졸업생역량
•졸업기준
•각종 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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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TC2009 인증기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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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 교육목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1 기준 소개

3

목 차

2 기준 설명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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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의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다음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이념 및 자체역량에 부합하고 측정 가능토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

야 한다.

3. 교육목표 달성은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4.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구성원의 요구 및 자체역량평가와 함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교육목표(PEO: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졸업생들이 직업 경력과 전문가로서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에서 지향하는 것을 폭넓게 기술한 것

 학위과정 특성화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졸업 후 2~3년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2.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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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목표는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이념 및 자체역량에 부합하고 측정 가능토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 교육목표는 학위과정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며, 달성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수립되고,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 교육목표는 요람, 웹 사이트 등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공개됨으로써

구성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준 설명

6

1.2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학위과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과과정, 학생지도, 

학생활동 등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졸업학점 이수를 위한 교과과정과 교수의 학

생상담, 인턴제도, 영어연수 학위과정, 산업체 실무 현장 체험 학위과정 등의

非교과과정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졸업생역량 달성을 위해 졸업시점까지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 내용을 통칭하는 것이다.

교육목표와 졸업생역량, 졸업생역량과 교육과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2.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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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목표 달성은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 학위과정은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평가(assessment)하기

위한 평가도구,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입증할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문서화되어 학위과정 개선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예) 산업체 고용주 및 졸업생 설문조사, 편입을 포함한 졸업생의 취업현황, 

졸업생에 대한 초점그룹(Focus Group) 등 교육목표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통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문서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위과정 교육목표 달성의 입증과 학위과정

개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준 설명

8

1.4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구성원의 요구 및 자체역량평가와

함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순환형 자율개선 구조; CQI

목표
설정

시행
측정
분석

개선

2. 기준 설명

- 52 -



9

-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는 주기적으로 분석평가(evaluation)되고,

평가결과는 학위과정 교육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즉,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 달성을 입증하고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 분석된 평가결과가 학위과정의 교육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차원의 행정적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반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교육목표

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절히 개선한 결과를 서술하여야

한다.

2. 기준 설명

10

1.1 교육목표는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이념 및 자체역량에 부합하고 측정 가능토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목표 설정을 위하여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

하는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있는가?

 수집한 구성원의 의견을 교육목표에 반영하였는가?

 설정된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는가?

 설정된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접근이 용이한 각종 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3. 평가 지침

- 53 -



11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서면평가 단계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담, 학과 OT, 웹사이트 캡

쳐 자료 등)를 확인할 수 없음. (D)

- 방문평가 단계

학과홈페이지 팝업창 및 학과게시판(오프라인)에 공개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인

하였으나, 팝업창의 경우 한시적일 수 있으며, 학과게시판(오프라인)의 경우 접근이

제한적임. (W)

12

1.2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행정체계(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본부 행정조직, 학위과정 내 제반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규정)가 명확하고, 행정체계의 운영실적이 적절한가?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행정체계 운영 실적이 비정기적이며,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조직의 공
학기술교육인증과 관련한 운영실적이 없음. (W)

- 방문평가 단계

행정체계 운영 실적이 비정기적이며,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조직의 공
학기술교육인증과 관련한 운영실적이 없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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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목표 달성은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학위과정 교육목표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되

어 관리되고 있는가?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만 해당)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서면평가 단계

교육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교육목표 개
선주기가 언급되지 않음. (D)

- 방문평가 단계

교육목표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교육목표 개
선주기가 언급되지 않음. (D)

14

1.4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구성원의 요구 및 자체역량평가와

함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만 해당)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는가?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위과정을 개선한 실적이
충분한가?

※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체계는 구축되어 있어야만 함.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단계

평가결과의 교육개선 활용 체계는 수립하였으나,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교육개
선 실적이 없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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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졸업생역량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1 기준 소개

3

목 차

2 기준 설명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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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다음 항목과 같으며, 

졸업생역량(프로그램 학습성과, 이하 ‘졸업생역량’)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 수준이 설정되고 문서화된 절차로 평가되어 그 결

과가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정의한 졸업생역량을 추가할 수 있다.

18

졸업생역량 구성

 졸업생역량을 학위과정에 따라 구분

• 학위과정에 따른 공학문제 해결능력의 수준 정의

- 공학전문학사(3년제) vs. 기술전문학사(2년제)

 12개 역량항목

전문지식 / 공학실무 / 기본소양 영역으로 구성

 국제적 기준의 졸업생역량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설정

1.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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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학사(3년제 전문학사)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공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문제해결을 위하여 제한 조건을 반영한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기술적인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팀 내에서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hard skill

soft skill

1. 기준 소개

20

기술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구체적인 공학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 자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3. 구체적인공학문제해결을위하여제한조건을반영한시스템, 요소,공정을설계할수있는능력

4. 기본적인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팀 내에서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hard skill

soft skill

1. 기준 소개

- 58 -



21

교육목표 (PEO: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졸업생이 졸업 후 2~3년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졸업생역량 (PO: Program Outcomes)

 인증 대상 학생이 졸업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 졸업생역량 별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

(성과중심교육)

• 평가체계(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구축

• 달성목표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2. 기준 설명

22

평가체계 구축

 수행 준거 (Performance Criteria) 

• 졸업생역량 항목별로 인증대상의 학위과정이 달성하고자 자체 설정한 성

취 수준  애매한(?) 12가지의 졸업생역량을 각 학위과정 별로 수행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준 것

• 수행 준거 예

2. 기준 설명

졸업생역량 (PO12)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글로벌 ○○산업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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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도구 (Assessment Tools)

• 수행준거 별 달성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직/간접적 도구

• 각 수행준거 별로 평가도구 정의

• 1~2개의 평가도구 사용  너무 많으면 현실적으로 실행 어려움.

• 평가도구 예

- 졸업시험, 졸업논문, 졸업예정자 인터뷰,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 공인된 외부시험, 학생 포트폴리오(대내외시상, 자격증, 교육이수증, 해외문화체

험, 봉사 등) 등

2. 기준 설명

24

 루브릭 (Rubrics) 

• 평가도구 내에서 평가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설명서(채점기준)

• 성과중심교육에서 개선(CQI)을 쉽게 하기 위한 계량화에 필요

• 같은 졸업생역량을 측정하는 경우라도 평가도구에 따라 rubrics는 원칙적

으로 달라야 함.

• CQI를 위해 수치로 표현된 정량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작성

• Rubrics의 종류

- 총체적(holistic) rubrics: 여러 가지 자질을 일괄 평가

- 분석적(analytic) rubrics: 자질 별로 기준을 두어 종합 평가

2.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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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stic Rubrics 예 (영어 글쓰기)

• Analytic Rubrics 예 (실험 수행결과 평가)

2. 기준 설명

3
올바른 문법, 맞춤법, 문장력으로 영어로 쓰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개인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는 능력을 나타내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2
글 내용이 적절하다. 문법, 맞춤법 그리고 문장력은 맞지만 글을 쓰는 스타일이 초보적이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1 글은 겨우 받아들일 수 있다. 문법, 맞춤법, 그리고 문장력은 오류가 거의 없지만 독자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 실험 보고서 자료해석 팀워크

5
실험순서를 잘
계획하고 실험에
임한다.

우수한 준비로 실험을
잘 실행한다. 

4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덧붙여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과 질서
잡힌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원과 협력하여
일하고 다른 조에서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다. 

4
실험을
적당하게 계획하여
준비한다. 

각 실험을 잘
실행한다. 

보고서는 문법과 문장, 단어들이
적절하게 이용되어 이해가 쉬우나
작성자는 전반적인 실험을
바라보는 시점이 부족하다. 

결과가 현실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표현할 수
있고 일반 상식에 덧붙여
창의적 의견을 낸다. 

조원과 유연하게
일하며 조의 성과를
위하여 일의 분담을
공평히 한다. 

3
가끔은 준비를
잘하고 가끔은
준비가 부족하다. 

부족한 준비로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이해가 가능하나 문법과
맞춤법에 오류가 있다.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협력하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2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있다.

실험을 실행하긴
하지만 준비성의
부족으로 효과가 없다.

보고서는 이해가 되지만 읽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가 현실세계와의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결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조원과 협력은 하지만
주저하며 혼자 일하고
싶어한다. 

1
적은 양 또는 아예
준비 없이 실험에
참가한다.

조교 또는 친구로부터
끝없는 도움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과를 현실과 연관 시켜
설명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표명된다. 

26

평가체계 구축 예

2. 기준 설명

졸업생역량 (PO12)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글로벌 ○○산업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행준거
루브릭

상(3) 외국어로 의사소통과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세계 문화 이해 및 국제협력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다.

중(2) 외국어로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세계 문화 이해 및 국제협력 필요성 인식이 높다.

하(1)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볼 수 있으며, 세계 문화 이해 및 국제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도구 1 학생포트폴리오 (외부공인시험성적)

평가도구 1
루브릭

상(3) 외부공인시험성적 OOO이상

중(2) 외부공인시험성적 XXX이상 ~ OOO미만

하(1) 외부공인시험성적 XXX미만

평가도구 2 졸업생인터뷰

평가도구 2
루브릭

상(3)
외국어로 자신의 이력을 능숙하게 소개할 수 있으며,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국제협력의 필요

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2)
외국어로 자신의 이력을 미흡하나마 소개할 수 있으며,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제협력의 필요성

에 대하여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1)
외국어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

단한 설명할 수 있다.

달성목표 졸업시점까지 전체 대상자의 20%이상이 상등급이 되도록 하고, 하등급은 10%미만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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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체계 구축 예

2. 기준 설명

수행준거 글로벌 ○○산업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선
Closed-the-loop

목표
졸업시점까지 전체 대상자의 20%이상이 상등급이 되도록 하고, 하등급은 10%미만이 되도록

한다.

실행

각 교과목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 각종 매체에 노출되는 세계 각국 소식(사회, 문화, 정치, 경

제 등)을 읽고 스크랩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외국어강좌(비정규)를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재학기간 중 외부공인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는 시상한다.

측정
졸업생인터뷰, 학생포트폴리오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측정은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시

행하며, 결과는 분석하여 학위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

졸업생 배출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평가위원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학위과정위원

회). 목표 달성이 안 되었을 경우 각 교과목에 본 졸업생역량의 가중치를 높이고, 우수 학생에게

학과 차원의 지원을 늘려 목표 달성을 유도한다.

공개 목표와 달성 정도는 학과 홈페이지, 학과 소개서 등에 공개한다.

28

졸업생역량 개선 예

2. 기준 설명

3년 평균:
540

450 630

QA:
500

목표 실제

학위과정 목표: 540  570
졸업생 QA: 500  520

평균:
570

500 640

개선

QA(Quality Assurance): 
- 졸업생역량 별로 졸업생이 최소이상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수준
- 학위과정의 졸업생이 설정된 수준 이상을 반드시 달성함을 보장

QA:
520

학위과정 달성목표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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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졸업생역량 측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졸업생역량이 적절한가?

 졸업생역량 항목별로 측정가능하도록 수행준거와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졸업생역량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서면평가 단계
• PO2와 PO5를 간접평가도구(설문조사)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D)
• PO7(p.42)의 수행준거(자기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업, 회의, 토론, 자
료제출 등의 경우에 문서나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의 평가도구로 채택된 종합설
계보고서에 대한 루브릭의 내용이 적절치 않음. "팀별회의 및 발표평가 참여도"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종합설계보고서에 대
한 루브릭 설정시 "팀별회의 및 발표평가 참여도"와 함께 팀별회의 및 발표평가시
활동(발표자 여부, 의견 제시 및 토론참여 여부 등)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W)

30

2.2 졸업생들이 모든 졸업생역량을 만족하는지를 입증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모든 졸업생역량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했는가?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최초평가

-서면평가 단계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졸업생역량 평가체계 운영실적이 없음. (W)

[부족사항 설명 예] - 중간평가

-서면평가 단계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보고서 59쪽)이 1명 있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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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가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

 졸업생역량의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는가?

 졸업생역량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위과정을 개선한 실적

이 충분한가?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한 실적이 없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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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기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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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3, 4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기준 3.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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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3 평가 지침

목 차

2 기준 설명

4

교과영역 및 교과목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 및 졸업생역량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

1. 기준 소개 : 교과영역

공학전문학사

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MSC) : 최소 15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2. 공학기술 주제 :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80학점으로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9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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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 교과영역

기술전문학사

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MSC) : 최소 10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2. 공학기술 주제 :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4학점으로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6학점으로 한다.

6

3.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 

 공학전문학사

• 최소 15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기술전문학사

• 최소 10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학위과정의 교육 목표와 졸업생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분량의

수학과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목이 포함 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컴퓨터분야 교과목을 포함.

2.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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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3.2 공학기술주제 영역(Engineering Technology Subject)
공학전문학사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80학점
기술전문학사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4학점

 공학기술 분야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관련지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과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공학기술 주제 교과목은 저학년 전공기초 교과목과 고학년 전공심화
교과목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고학년 전공심화 교과목들은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최신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종합설계교과목과 실험, 실습 교과목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8

설계 과목의 내용 및 학점

 종합설계 교과목 만족 : 종합설계 과목이 있고, 이수하여야 함.

 진행되지 않은 고학년의 종합설계 교과목일지라도, 강의계획서에 설

계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설계내용(설계계획서)을 작성.

 실제적으로 설계가 운영되지 않으면 설계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함.

종합설계

 모든 교과영역을 기반으로 최고학년에서 실행하는 최종설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최고학년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기 위

한 체계, 예산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작성.

2. 기준설명- 설계 교과목 구성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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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문교양 영역

 공학전문학사 (최소 9학점), 기술전문학사 (최소 6학점)

 전문교양이라 함은 공학기술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교양(광범위한 일반 교양 포함)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는 지식

 팀워크 능력과 문서 및 구두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의사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평생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문교양 교육을 위해 개설한 교과목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함.

2. 기준 설명

10

3.1 교과영역의 체계적 구성과 지속적 개선

 학위과정의 교육목표와 졸업생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수립되어 있는가?

 교과과정 이수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공식적인 자료에 공개

되었는가?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MSC, 공학기술주제(전공) 및 전문교양 교과목의 운영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MSC, 공학기술주제(전공) 및 전문교양 교과목의 CQI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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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교과목 개선 실적은 있으나 형식적임(W)

-교과목 개선실적(보고서 67쪽의 전 교과목 포트폴리오 실적을 방문 평가시

확인, 특히 66쪽에 의한 교과목 강의평가 결과 및 전년도 강의 개선사항을 차

년도 적용했는지 여부 확인 요망)

12

3.2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교과영역

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 학점을

이수 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공학전문학사의 경우 최소 15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단, 전산학은 3학점만 인정)

 기술전문학사의 경우 최소 1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단, 전산학은 3학점만 인정)

2)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 포함되어 있는가?

3) 모든 교과목이 수학, 기초과학 또는 전산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한가?

3.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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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전산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 부적절한 교과목(AutoCad 교과목)이

있음 (D)

14

3.3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한 공학주제 교과영역

1) 공학기술주제(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공학전문학사의 경우 공학기술주제(전공) 교과목을 최소 8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기술전문학사의 경우 공학기술주제(전공) 교과목을 최소 54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2)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3) 실질적인 설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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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1) 4a) 종합설계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교과목 운영방안‚이 없음(W).

- 보고서 74쪽에 종합설계 강의 계획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방문평가시에 Capstone1, 2의 운영실적(예, 팀구성, 프로젝트 계획서,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작품 or 산출물 등)을 실질적 설계교육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요함)

4b): 종합설계는 통상 마지막 학기에 개설함이 원칙인데, 1,2학기로 분할 개설되어

있어서 이수보장을 위한 수강지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방문시 실적 자료를 확인 요함

(W)

16

3.4 전문교양 교과영역

1) 전문교양 교과목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공학전문학사의 경우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기술전문학사의 경우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가?

2) 모든 교과목이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한가?

평가 지침

- 74 -



17

3. 평가 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1) 전문교양 교과목 학점은 6학점을 만족하나, 영어(기초영어, 생활영어, 토익1, 2)

로서 졸업생역량 12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으나, soft skill인 평생교육, 사회적

영향, 시사적 지식, 직업윤리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무리임. IT업계에서 영어를 강조

한 점은 이해가 되나, 공인원 졸업생 역량중에서 인성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

는 PO9, PO10, PO11과 강한 연관성을 가진 교양과목이 필요함(W)

기준 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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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3

목 차

2 기준 설명

평가 지침

20

전문

(1) 학생에 대한 단계별(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대한 상담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학업수행 능력은 인증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4.1 평가, 상담, 관찰

1.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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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전입생(학위과정으로중도 진입하는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을 위한 수용

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4.2 전입생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4.3 졸업기준

22

2. 기준 설명

4.1 평가, 상담, 관찰(1)

학생에대한 평가는 입학, 재학 중, 졸업시점에 학생들의 입학성적, 희망진로

와 졸업생들의 진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가교육목표의 수립과 학위과정 운영과 개선에 반영되는 체계가 구축되

어 있어야 하고 문서화된 자료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은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수강신청

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교과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교과목 이수체계도를 공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학위과정 이수 요구사항을

수강시점에 확인함으로써 부족한 졸업생역량 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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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4.1 평가, 상담, 관찰(2)

개인신상 및 졸업 후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내 상담기관과 학위과정 내의 학생상담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상담기록이 관리되어 상담에 따른 학생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찰하되 개인 정보보호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학업과 관련된 학생활동은 물론 동아리, 학생회 등 인성과 자질향상에 도

움이 되는 다양한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

며, 이러한 활동에 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

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찰 : 학생의 학업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

고 살펴보는 행동을 말함

24

2. 기준 설명

4.2. 전입생

학위과정 인증의 대상은 본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학생이지만 다른

교육기관, 다른 인증, 비인증 학위과정의 학생이 본 학위과정에 편입, 전입, 복학 한

경우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을 위한 수용정책과 전에 소속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4.3 졸업기준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

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함.

학생들은 교과목 이수체계도와 같은 학위과정 이수 요구사항을 수강시점에 확인하

며 학위과정 졸업생 역량 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위과정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생지도와 절차 및 교육기관의 학칙 또는

시행세칙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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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평가,상담,관찰(1)

1)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평가 결과가 분석되어 학위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고 있는가?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 단순 측정 결과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음(D)

- 표 4.4 졸업생 대상 조사는 20XX년 2월 졸업생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시행 시기
가 졸업 후 6개월 후인 20XX년 X월에 시행한 통계 자료 문서가 있는지 방문시 확인
요함.

- 방문평가 단계

학생에 대한 평가체계가 있으나 표 4.1의 평가 산출물이‘설문결과 분석’임에도
모두 ‘회의록’으로만 제시되어 있음(W)

26

4.1 평가,상담,관찰(2)

1) 상담 체계에 따라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수강지도), 신상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상담이 시행되고 있는가?

2) 상담 결과가 분석되어 학위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고 있는가?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상담 결과만 나열되어 있고 분석자료가 없음. 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공문서,     
통계 등)를 방문 평가시 확인 요함.(W)

-표 4.9 및 89쪽 반영내용을 방문시 확인 요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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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평가,상담,관찰(3)

1) 학생에 대한 관찰이 시행되고 있는가?

2) 관찰 결과가 분석되고 있는가?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관찰방안은 표 4.10에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방법론(실시체계, 

실시 시간, 실시장소 등)이 없음(W) 표 4.9 및 89쪽 반영내용을 방문시 확인 요함(W)

28

4.2 전입생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절차

1) 전입생 수용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2) 전입생 학점 인정절차가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학점 수,

설계 교육 내용, 실험 교육 내용 등 교과목의 동등성에

대한 점검을 통한 학점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수용정책은 있으나 시행이 미흡함(W)

- 학칙 26조의 5에 별도의 수용정책 마련 근거 있음. 공학기술교육인증시행세칙
제4장 전입생 수용 정책 확인함. 2010년 4명, 2011년 5명에 대한 전입생 학점
인정 심의 위원회 시행 회의록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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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기준 및 절차(1)

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설계학점을 포함한 교과영역별 이수요건,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이 요구

하는 사항 및 학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졸업기준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 시점 1학기 이내

에는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으로 이동할 수 없음에 대한 사

항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 평가지침

30

4.3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기준 및 절차(2)

2)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은 물론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보고서 59쪽)이 1명 있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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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기준 5~6

- 83 -





인증기준 5, 6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기준 5.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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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3 평가 지침

목 차

2 기준 설명

4

1. 기준 소개

전문

교수진은 학생과 함께 학위과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학위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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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세부기준

5.1 교수의 수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강의부담이 적절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충분한 수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

5.2 교수진의 자질

1) 교육경험과 공학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6

1. 기준 소개

세부기준

5.3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1) 학생지도를 통하여 교수진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5.4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1) 교수의 교육개선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2)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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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설명

5.1 교수의 수

교수진은 학위과정 전문분야의 기술동향에 맞추어 교과과정의 지속

적인 개선과 함께 기초 교과과정부터 최신 학문 분야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교수진의 전공분야가 교과과정의 다

양한 분야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교수진은 일반 교양과목, 교육기관의 보직 등을 담당할 수 있기 때

문에 교수의 강의 부담을 산출 할 때 강의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지도 및 상담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8

2. 기준설명

5.2 교수진의 자질

학위과정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졸업생들에게 배양시키기 위하

여 교수는 교육경험이 충분해야 하고,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있어야 하며 필요

에 의해 겸임,초빙교수 등을 현장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

교수는 전공분야의 전문성 계발을 위하여 전문학회 참여를 통한 활

동과 교육방법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결과가 학위과정의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학기술 학위과정의 특성상 현장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교수는 학

생들의 실무능력 배양과 교수 자신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산업현장

의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하고, 유대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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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교수는 취업지도, M.T.,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통하여학위과정에소속된학생들의수와만족도
가 증대되어야한다.

5.4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교수는 전문분야 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공학교육관련 세미나, 

워크숍, 교내ㆍ외 공학기술교육인증 활동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개선 결과가 있어야 한다.

교수의 업적평가시 교육부문은 강의담당 실적, 수업활동 평가 등 교
육 운용결과 이외에도 교수의 교육개선을 위한 활동(공학교육관련
워크숍, 세미나, 교내ㆍ외 인증위원회 활동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2. 기준설명

10

5.1 교수의 수

1) 학위과정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룰 전문능력을 갖춘 교수진이

적절한가?

2) 교수의 강의 부담이 적절한가?

3)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적절한가?

4) 학생들에게 상담과 지도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진의

규모가 적절한가?

5) 학생지도에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3.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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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 서면평가 단계

-교수의 교육 강의시간이 2010년 1학기부터 2012 1학기 5개 학기 평균 17.05시간

으로 적당하나 일부교수가 매학기 19시간 이상 강의하는 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학교 자체기준 주당 기준시수x1.5 초과)(W)

12

5.2 교수진의 자질

1) 교육경험과 공학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많은 교수가 공학기술교육을 위한 자기계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가?

3)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를 통한 활동(산학협력활동 등)이

교육에 반영된 실적이 적절한가?

3. 평가지침

[공학기술교육을 위한 자기계발의 예]

교수학습법(강의 프리젠테이션 능력, 교안 개발 등)의 개선을 위한 주기
적인 노력, 공학기술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등 공학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역량 강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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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1)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 대한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수-학생 유대관계가 양호한가?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교수학생 유대강화 수행실적의 나열만 있고 분석이 없으므로 실적에 대
한 증빙서류 확인 요함(W)

14

5.4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1)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

되고 있는가?

2) 교수진의 교육·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와 실적이 적절한가?

3. 평가지침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공학기술교육인증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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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6. 교육환경

1 기준 소개

3 평가 지침

목 차

2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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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전문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인증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18

1. 기준 소개

세부기준

6.1 대학의 지원

(1)학위과정의 질과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2 시설 및 장비

(1)강의실은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실험·실습, 설계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학습정보의 접근과 자료처리를 위한 전산 및 정보처리시설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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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세부기준

6.3 재정지원

(1)시설과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시설확충과 최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2)실험·실습, 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1)학사와 학생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한다.

(2)교육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있어야 한다.

20

2. 기준설명

6.1. 대학의 지원

1)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하며 인증 후 유지기간 동안에도 학위과정의 질이

유지 및 발전되도록 충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2) 행정/재정지원은 통상적 절차에 따르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위과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학위과정 구성원의 요구를 최대

한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3) 학위과정이 소속된 학사행정단위를 대상으로 재정정책과 사용

가능한 재정 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

로 실험실, 컴퓨터 시설을 포함한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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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설명

6.2 시설 및 장비

1) 강의실은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 PC 등

최신 교육용 기자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2) 실험·실습실, 설계실 환경은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

분하고 적절한 도구,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학위과정

의 학생수, 실험·실습, 설계 관련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장비와 공

간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3) 교수진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강의노트, 강의 보조자료 등

의 획득과 구축, 접근성을 위한 컴퓨터 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   

도서관 및 학술정보실은 학생과 교수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하며 개방시간, 열람실 공간, 도서관 직원의 서비스 수

준, 자료 획득의 용이성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22

2. 기준설명

6.3 재정지원

1)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체, 현대화,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학위과정의 구성원 모두가 실험·실습, 설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데 충분한 재료 구입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운영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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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설명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1) 교수진이 강의, 학생지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

진에 대한 행정적 보조를 위해 학사행정단위(학과,전공,계열)에서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요구되며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2) 교수진이 교육목표가 달성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최선

을 다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과 강의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각 과목별 또는 교수별로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

24

3. 평가지침

6.1 대학의 지원

1)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의 운영실적이

적절한가?

2) 학위과정의 영속성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원의지가

충분한가?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 p109의 도표에서와 같이 재료비, 실습비가 감소하고 있고, 설계비용 지
출 근거가 없어서 학위과정의 영속성 및 질적 개선 지원의지가 없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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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침

6.2 시설 및 장비

1)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이 제시
되었는가?

2)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가 적절한가?

3) 공간,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 부족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향후 확충 계획이 없음(D) 

26

3. 평가지침

6.3 재정지원

1)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실험/실습과 설계 교육 등 학위

과정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2) 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적절한가?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 및 3년간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방문평가시 확인
필요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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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침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이 적절한가?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한가?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 제출문에 의하면, 교육조교는 없으며, 보고서 117쪽에서 행정지원은

조교 1인이 담당, 교육보조는 근로학생 2명이 주.야간 각각 담당하고

있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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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기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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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7. 교육개선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1 기준 소개

3

목 차

2 기준 설명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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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소개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

어야 하며, 관련된 자료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위

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되

어야 하며, 그 근거와 결과물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개선

(1)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

적이 있어야 한다.

(2) 학위과정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 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교육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

4

1. 기준 소개

2. 발전계획

(1) 학위과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에 부합되

도록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학위과정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위과정의 수준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3. 자료관리

(1)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자료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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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기준 설명

7.1 교육개선

(1)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이전의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로 개선된 결과물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학위과정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 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 자

료를 종합하여 교육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개선을 위하여 학위과정 내부 및 외부에서 수행․평가된 자료 수

집을 위한 평가체계 및 개선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

고 제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2. 기준 설명

7.2 발전계획

(1) 학위과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발전계획의 도출과정(체계)은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국내․외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체제와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학생 취업현황

과 졸업생의 사회 진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발전계획 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2) 학위과정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위과정의 수준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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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7.3 자료관리

(1)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자료의 관리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어야 한다.

- 성과중심 교육과 이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한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

의 운영과정을 문서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모든 인증

기준 및 교과목에 대한 CQI 자료, 평가자료, 운영자료 등에 대한 과

학적인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8

3. 평가 지침

7.1 교육개선

(1)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학위과정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 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 자

료를 종합하여 교육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부족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는가? 

 학위과정 내, 외부에서 수행 평가된 자료를 반영한 교육개선 체계가 수립

되어 있는가? 

[부족사항 설명 예]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 서면평가 단계

교육개선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교육개선 실적이 없
어 평가를 유보함.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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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침

7.2 발전계획

(1) 학위과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학위과정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위과정의 수준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학위과정 수준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적절한가? 

(구성원 의견 수렴 반영 체제와 방법, 국내, 외 사회적 변화 반영 체제와 방법, 학생

취업현황과 졸업생의 사회 진출 현황 등 분석, 발전계획 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계획을 점검하는 체계}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으며, 발전 계획의 진행을 점검하는 중간점검 체계가 없음. (D/W)

10

3. 평가 지침

7.3 자료관리

(1)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자료의 관리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어야 한다.

 학위과정의 운영과 개선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가?

(운영, 분석, 평가, 개선 등의 자료관리 체계 구축, 수집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평가 관

리, 수집된 자료가 학위과정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활용, 자료관리 체계 운영을 위

한 행, 재정적 지원, 취합된 자료의 분석 체계가 구축)

[부족사항 설명 예]

-서면평가 단계

학위과정의 운영과 개선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관리가 부실함.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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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정보위원회

1 기준 소개

3

목 차

2 기준 설명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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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위과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학위과정은 아래에 열거

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학위과정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학위과정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학위과정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학위과정이 그 명칭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

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학위과정은 각각의 전공분

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1. 기준 소개

14

 건축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대한건축학회)

 기계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대한기계학회)

 전기, 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기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컴퓨터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한국정보과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산업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대한산업공학회)

 토목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

(대한토목학회의 주관과 관련 유사명칭 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화학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

 (한국화학공학회 )

 기타 (및 비전통적) 공학기술 학위과정

1.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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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구성

 적용범위

 교수진

•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 교수의 자격

 교과과정

• 교과목 이수 요건

• 실무능력

16

2. 기준 설명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예

전기, 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기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전기, 전자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

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에 전기, 전자, 통신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 108 -



17

2. 기준 설명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예

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

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

련 분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8

2. 기준 설명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예

3.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전기․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삼각함수 및

행렬이 포함된 내용), 기초 과학, 전산학 및 공학에 관한 교과목(전기전자기초 이론

및 기초 실습이 포함된 내용)

-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전기․전자 시스템의 제작, 시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

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험과목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전기․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삼각함수, 행

렬 및 미적분이 포함된 내용), 기초 과학, 전산학 및 공학에 관한 교과목(전기전자기

초 이론 및 기초 실습이 포함된 내용)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전기․전자 시스템의 제작, 시험 및 유지보수 및 설계에 필

요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험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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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교과영역

(1) 교과목 이수요건 (2)실무능력

건축 및
유사명칭

교과과정은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중 2가지 혹은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
비, 건축재료 및 시공, 건축계획 중 3가지 분야 이
상을 다루어야 한다. 건축설계 및 수리적 기초과목,
시각, 표현적 기초과목, 전산기초과목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건축공학전문학사 (3년제) 학위과정과
관련된 이론과 공학설계 과목은 최소 1년 이상(건
축기술전문학사 (2년제)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설강되어야 한다.

전공분야의 실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최소한 3학점 이상의 실무과목이 설강되어
야 한다.

기계 및
유사명칭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기계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 계 분 야 에 서 학 위 과 정 과 연 관 된 기 계

시스템의 설계 , 제작 , 유지 보수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기준 설명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수준 차이

20

3. 평가 지침

8.1 교수진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량, 경력 및 자격을 갖춘 교수의 수

가 적절한가?

8.2 교과과정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교과목의

이수, 혹은 개설되었는가?

 졸업생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의 입증이 보장되었는가?

 능력(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졸업생의 보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

서화된 체계와 측정 실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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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

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제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학기술 학위과정 프로그램 이하 학위과정 은 전문학사를 수여

하는 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기

술교육 학위과정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목표

졸업생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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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교육목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의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교육목표는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이념 및 자체역량에 부합하고

측정 가능토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목표 달성은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구성원의 요구 및 자체역량평가와 함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졸업생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다음 항목과 같으며 졸업생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이하 졸

업생역량 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 수준이 설정되고 문서화된 절차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정의한 졸업생역

량을 추가할 수 있다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졸업생역량은 아래와 같다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공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한 조건을 반영한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기술적인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팀 내에서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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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졸업생역량은 아래와 같다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 자료를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한 조건을 반영한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팀 내에서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기준 교과영역

교과영역 및 교과목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 및 졸업생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 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최소 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

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공학기술주제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학점으로 한다

전문교양 최소 학점으로 한다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 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최소 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

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공학기술주제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학점으로 한다

전문교양 최소 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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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학생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학업수행 능력은 인증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교

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평가 상담 관찰

학생에 대한 단계별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

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대한 상담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전입생

전입생 학위과정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 을 위한 수용정책과 취

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졸업기준

모든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

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교수진

교수진은 학생과 함께 학위과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학위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

하고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교수의 수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강의부담이 적절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충분한 수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질

교육경험과 공학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교수 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학생지도를 통하여 교수진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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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교육개선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교육환경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인증유

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대학의 지원

학위과정의 질과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행

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및 장비

강의실은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실험 실습 설계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학습정보의 접근과 자료처리를 위한 전산 및 정보처리 시설이 충분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시설과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시설확충과 최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실험 실습 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학사와 학생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한다

교육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있어야 한다

기준 교육개선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하며 관련된 자료들의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즉 학위과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

기위한 실천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그 근거와 결과물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개선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위과정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 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교육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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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학위과정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위과정의 수준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관리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자료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학위과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학

위과정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학위과정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학위과정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학위과정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학위과정이 그 명칭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학위과정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

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건축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기계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산업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전기 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컴퓨터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토목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화학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기타 및 비전통적 공학기술 학위과정

본 안은 인증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인증평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인증평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115 -



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 ABEEK-2011-ABT-010

- 7 -

건축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위과정에 적용

한다 학위 명칭에 건축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

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격

건축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기술동향을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과정

교과목 이수 요건

교과과정은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중 가지 혹은 건축구조 건

축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건축계획 중 가지 분야 이상을 다루어야 한다 건

축설계 및 수리적 기초과목 시각 표현적 기초과목 전산기초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건축공학전문학사 년제 학위과정과 관련된 이론과 공학설계 과목은 최소 년 이

상 건축기술전문학사 년제 는 최소 개월 이상 으로 설강되어야 한다

실무능력

전공분야의 실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학점 이상의 실무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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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기계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적용범위

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과정 명칭에 기계 기계설계 자동차 자동화 생산 메카트로닉스 기계가공을 포함하거나 이

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교육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된 교육과정

에 대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교수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기술 동향을 이해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 편성되어야 한다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구체적인 기계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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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기계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실무능력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기계 시스템의 설계 생산 제작 유지 보

수 등 종합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기계 시스템의 설계 생산 제작 유지 보수 등 종합

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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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산업공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산업공학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과

정 명칭에 산업공학 공업경영 산업경영 산업시스템 경영공학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

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교육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와 책임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

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에 맞고 세부적인 산업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운영에 대한 실무지식과 정보

기술 활용능력을 지식

전문 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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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에 맞고 산업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운영에 대한 실무지식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지식

전문 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실무능력

기술전문학사와 공학전문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은 다음과 같다

산업공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분야의 실험적 전산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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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기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전기 전자 통신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에 전기 전자 통신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 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전기 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 삼각함수 및

행렬이 포함된 내용 기초 과학 전산학 및 공학에 관한 교과목 전기전자기초 이론 및

기초 실습이 포함된 내용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전기 전자 시스템의 제작 시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

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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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전기 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 삼각함수 행

렬 및 미적분이 포함된 내용 기초 과학 전산학 및 공학에 관한 교과목 전기전자기초

이론 및 기초 실습이 포함된 내용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전기 전자 시스템의 제작 시험 및 유지보수 및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

론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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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한국정보과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컴퓨터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

에 컴퓨터 정보 전자계산 전산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을 포함하거나 이

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 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전공 기초 및 심화 전공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위과정 이수자는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

다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하고 수학 기초과학 전공주제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적용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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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하고 수학 기초과학 전공주제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응용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실무능력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

구성 요소를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하는 능력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능력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

구성 요소를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하는 능력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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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토목학회의 주관과 관련 유사명칭 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의 인증기준은 토목공학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위과정

에 적용된다 학위명칭에 토목 건설 건설환경 교통 도시 사회환경 지구환경 지리

정보 철도 해양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

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적절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내 최소 개 이상의 세부전공분야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교수에 의해 교육되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교수진의 자격

전공분야에서 전임교수의 전문가적 자질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

등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설계 과목의 담당교수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전공기초 및 심화전공에 대한 지식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교과목 이수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과과정은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건설관리학 교통공학 환경공학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학 중 최소 가지 이상의 주요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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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미분방정식 확률론 및 통계학을 포함한 수학 기초과학 분

야의 기본 지식과 기술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과과정은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건설관리학 교통공학 환경공학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학 중 최소 가지 이상의 주요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미분방정식 확률론 및 통계학을 포함한 수학 기초과학 분

야의 기본 지식과 기술

교과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통합된 종합설계 수행

실무능력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활용기술

현장견학 및 실습 참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관계와 계속교육의 중요성 등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이해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활용기술

현장견학 및 실습 참여

프로젝트 입찰과 수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관계 전문 자격

및 면허와 계속교육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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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한국화학공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화학 및 유사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에 적

용한다 학위 명칭에 화공 신소재응용화학 환경 신재생에너지 생명화공 화장품을 포함하

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

다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학위

과정에 따른 공통과정과 전공분야별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

공통과정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

학에 관한 지식

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을 바탕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등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전공기초 지식

화공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화공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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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화학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신소재응용화학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환경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환경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환경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환경기술관련 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에너지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

에 대한 실용적 지식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

공통과정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

학에 관한 지식

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을 바탕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등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전공기초 지식

화공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화공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화학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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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응용화학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환경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환경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환경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환경기술관련 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에너지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

에 대한 실용적 지식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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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13년 교육기관 자체평가보고서
KTC2009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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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Ⅱ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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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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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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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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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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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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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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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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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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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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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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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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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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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25 -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a)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e)

전체 학생 수
(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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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이 양식은 별첨의 액셀 및 아래 한글파일 양식을 참조

별첨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별도 첨부된 엑셀파일 참조

별첨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 별도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참조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포함된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을 당해 연도 교과과정을 기준으

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별첨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

최근 년간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터 방문평가 연도까지 적용한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을 첨부한다

별첨 표 에 포함된 전입생의 학점인정 내용

표 에 포함된 전입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설명한다

표 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꼭 포함

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

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표 에 복학생이 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

며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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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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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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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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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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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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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 √

- 39 -

제출문에서의 로부터 자동 생성됨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AMS DATA - )

학과 전공 또는,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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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의 프로그램별 증명서에 입력한 정보로부터 자동 생섬됨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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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3 별첨 1.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교과영역 학점소계

전문교양 8

MSC 11

공학기술주제 67

기타 0

합계 86

설계 2

이수학기
교과영역

(전문교양, MSC,
공학기술주제, 기타)

이수핚 교과목명 학점 설계학점
유사대체교과목여

부
(O만 표기)

유사대체핚 교과목명 비고

2011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공학설계2 3 2

2011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전산구조해석및설계 3 0

2011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적산및연습 3 0

2011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철골구조2 3 0

2011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철근콘크리트구조2 3 0

2011년 2학기 전문교양 핚국의전통문화 3 0

2011년 2학기 전문교양 세계경제의이해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공학설계1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설안전관리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시공및재료2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구조동역학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철골구조1 3 0

2011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철근콘크리트구조1 3 0

2011년 1학기 전문교양 기술과경영 3 0

2010년 2학기 MSC 공업수학3 3 0

2010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구법 3 0

2010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공학영어실습 3 0

2010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법 3 0

2010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축시공및재료1 3 0

2010년 2학기 공학기술주제 구조역학2 3 0

2010년 2학기 전문교양 대학영어3 3 0 O 생활영어3

2010년 1학기 MSC 공업수학2 3 0

2010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건설산업개론 3 0

2010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구조역학1 3 0

2010년 1학기 공학기술주제 CAD및제도 3 0

2010년 1학기 전문교양 핚국사회의이해 3 0

2009년 2학기(겨울) 전문교양 컴퓨터활용

2009년 2학기 MSC 공업수학1 3 0

2009년 2학기 MSC 공학물리학및실험2 3 0

2009년 2학기 MSC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2 3 0

2009년 2학기 전문교양 컴퓨터활용 3 0

2009년 2학기 전문교양 대학영어1 3 0

2009년 1학기(여름) MSC 공학물리학및실험1

2009년 1학기 MSC 기초공학계산 3 0

2009년 1학기 MSC 공학물리학및실험1 3 0

2009년 1학기 MSC 공업화학및실험1 3 0

2009년 1학기 MSC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1 3 0

2009년 1학기 전문교양 대학영어2 3 0 O 생활영어2

2009년 1학기 전문교양 글쓰기 3 0

학생1

학생구분(상위, 중위, 하위 구분) 상위

학생 분류(일반학생,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일반학생

학생 학번 2012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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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

교과
역

교과목명
(당해년도)

개설
학년-
학기

학
체 유사교과목 목록

비고
체교과목 유사교과목

문
교양

교과목1

교과목2

( )공학윤리 1-1 3 공학 윤리 산업과윤리 윤리학 윤리생활 통윤리
표 I-4의 12)
설명에 이용됨

( )산업경제 1-2 2 공학경제 산업 경제 경제학 거시경제

M

S

C

수학
(M)

교과목1

교과목2

기
과학
(S)

교과목1

교과목2

산
학
(C)

교과목1

교과목2

공

학

기

술

주

제

설계
학

교과목1

교과목2

( )
공학설계입문 1-1 3 창의설계

기 설계
입문

설계
미
포함
학

교과목1

교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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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KTC2009 자체평가보고서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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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체평가보고서 변경 내용( 2. KTC2009 )

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부록 목차I■ 페이지(44 )

학위과정 자료표1.

표 기본교과과정표I-1

표 강의 규모와 수업방식I-2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표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I-3

표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I-4

표 교수진 업무량 분석I-5

표 교수진 정보 분석I-6

표 학위과정 운영 경비I-7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강의계획서2.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3.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 ,

교수진 정보5.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6.

부록 목차I■ 페이지(44 )

학위과정 자료표1.

표 기본교과과정표I-1

표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I-2

표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I-3

표 교수진 업무량 분석I-4

표 교수진 정보 분석I-5

강의계획서2.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3.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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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표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I-3■ 페이지(26 ) 표 I-■ 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페이지(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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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표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I-4■ 페이지(27 )

내용 생략

표 I-■ 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페이지(26 )

이 양식은 별첨의 액셀 및 아래 한글파일 양식을 참조

별첨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별도 첨부된 엑셀파일 참조

별첨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 별도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참조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포함된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을 당

해 연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별첨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

최근 년간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터 방문평가 연도까지

적용한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을 첨부한다

별첨 표 에 포함된 전입생의 학점인정 내용

표 에 포함된 전입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

고 이를 설명한다

표 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

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표 에 복학생이 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인의 학점

인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

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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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표 교수진 업무량 분석 강의 담당 실적I-5 -■ 페이지(32 ) 표 I-■ 4 교수진 업무량 분석 강의 담당 실적(a) 페이지(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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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표 교수진 정보 분석I-6■ 페이지(34 ) 표 I-■ 5 교수진 정보 분석 페이지(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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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 , 페이지(38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 ,■ 페이지(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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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부록 목차II■ 페이지(41 )

교육기관의 배경1.
일반현황1.1.
사명1.2.
인증 학위과정 현황1.3.
교수진 및 학생1.4.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교육지원 시설 및 부서1.5.

공학계열 학위과정의 배경2.
공학기술학사행정단위2.1.
학위과정과 학위 명칭2.2.
부서 책임자2.3.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지원 교육부서 혹은 학사행정단위2.4.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운영경비2.5.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교수 인사제도2.6.
입학 및 졸업요건2.7.
교육에 관련되지 않는 부서들2.8.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인증제도 지원3.
학위과정 운영 지원3.1.

참고자료4.
교육기관 또는 공학계열 학위과정 자료 표4.1.

표 교육기관의 교수 및 학생 현황II-1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표 공학기술 학위과정 현황II-2
표 학위과정 및 학위 명칭II-3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표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교육부서 현황II-4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표 공학계열 학위과정 운영경비II-5
표 신입생 입시 현황II-6
표 전입생 현황II-7
표 졸업생 현황II-8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변경될 양식 로 이동4.2. ( 3.2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3. ,
책임자 정보4.4.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교수업적평가 규정4.5.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학위과정 졸업심사 규정4.6.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변경될 양식 으로 이동4.7. ( 3.3 )

부록 목차II■ 페이지(34 )

교육기관의 배경1.
일반현황1.1.
사명1.2.
인증 학위과정 현황1.3.
교육지원 시설 및 부서1.4.

공학계열 학위과정의 배경2.
공학기술학사행정단위2.1.
학위과정과 학위 명칭2.2.
교수 인사제도2.3.
입학 및 졸업요건2.4.

인증제도 지원3.
학위과정 운영 지원3.1.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기존 에서 이동3.2. ( 4.2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기존 에서 이동3.3. ( 4.7 )

참고자료4.
교육기관 또는 공학계열 학위과정 자료 표4.1.

표 공학기술 학위과정 현황II-1
표 졸업생 현황II-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2. ,

- 159 -



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학위과정과 학위 명칭2.2. 페이지(44 )

■ 교수 인사제도2.6. 페이지(45 )

■ 입학 및 졸업요건2.7. 페이지(45 )

학위과정과 학위 명칭2.2.■ 페이지(36 )

■ 2.3 교수 인사제도. 페이지(36 )

2.■ 4. 입학 및 졸업요건 페이지(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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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표 공학기술 학위과정 현황II-2 페이지(48 )

학과,
전공
또는

계열

예)

전자과 전자공학 √ 3 홍길동 전자과 √

컴퓨터과 컴퓨터공
학 √ √ 3 박기호 컴퓨터과 √

기계계열 기계기술 √ 2 강감찬 기계계열 √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기술 학위과정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다1. .
학위과정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모두를 기입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의 학위과정이 있는 경우 두 학위.
과정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2.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학위과정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평가3.
인 경우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학위과정에 해당된다.

표 II-■ 1 공학기술 학위과정 현황 페이지(38 )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기술 학위과정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다1. .
학위과정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모두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의 학위과정이 있는 경우 두 학위과정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2.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학위과정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평가3.
인 경우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학위과정에 해당된다.

√

√ √

- 161 -



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표 졸업생 현황II-8 페이지(54 )

학과 전공 또는 계열,

표 II-■ 2 졸업생 현황 페이지(39 )
제출문에서의 로부터 자동 생성됨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AMS DATA - )

학과 전공 또는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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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4.3. , 페이지(55 ) 4.■ 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페이지(40 )
부 록 의 프 로 그 램 별 증 명 서 에 입 력 한 정 보 로 부 터 자 동 생 섬 됨 부 록 에 입 력 할 필 요( I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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