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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 개요

1-1.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추진배경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또는 “ABEEK1)”라 함)은 미국의 인

증기관인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을 모델

로 하여 1999년 8월에 설립되었다. 공인원은 ‘공학과 관련 분야의 교육프로

그램 인증을 통해 지속적 교육개선과 공학인의 자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비전(vision) 아래 수요지향 공학교육(Demand-Driven Education), 성과 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 지속적 교육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구조에 입각한 공학교육, 그리고 공학교육의 Global Standard

화가 인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인원은 2008년 4월부터 전문대학 공학기술분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

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의 부족(Skill Mismatch)을 해소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족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과 

공학기술교육 및 전문대학 공학계열 졸업생에 대한 품질보증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전문대학 공학계열에 대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추진하여 

2010년부터 정규인증을 시작하였다.

1-2.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목적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수요자중심(Demand-Driven)의 교육과 학습성과 

기반(Outcomes-Based)의 교육을 중시하는 자율적 순환 개선형의 교육모델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제도로서 대학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실무능

력을 겸비한 양질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여 산업체에 진출시킴으로써 국가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위과정(프로그램)들이 

인증평가를 통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적 차원의 교육 개선을 이

룰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

는 공학기술교육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1)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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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기본 철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가 추구하는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은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이 만족시켜야 하는 인증기준 중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서는 인증기준 중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수준을 설정할 때, 학생, 산업체(고용주), 그리고 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에서는 먼

저 교육수요자(구성원)를 파악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따라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 여부와 

실행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수요자를 평가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또한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은 교수들이 가르친 내용, 

공학기술주제 이수 학점, 공학 설계 이수 학점에 근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

습한 내용에 근거하게 되었다. 인증제도를 통해 ‘교수가 무엇을 가르쳤는

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교육과

정 평가의 중심이 되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졸업생들이 갖추길 원하는 지식, 능력(skills), 가치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졸업생이 실제로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인증을 위하여 그러한 역량(attributes)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평가(evaluation 또는 assessment)의 

목적은 학위과정의 개선, 커리큘럼의 개선,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과 교육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순환형 자율개선 구조에 입각한 교육을 추구한다. 

이는 성과중심 교육과도 연계되는 내용으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모든 

인증기준 항목에 대하여 목표 설정 => 실행 => 결과 측정 => 평가 => 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Closed Loop’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 품

질 개선(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이 가능한 공학기술교육 모델

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은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학위과정이 제공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교육 개방이나 전문인의 인적 교류는 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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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공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국제적 

이동 가능성(Global mobility)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

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학기술교

육 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공인원은 다자간 협의체에 의한 실질적 등가성

을 보장하는 WA(Washington Accords), SA(Sydney Accords), DA(Dublin 

Accords)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분야의 다자간 협의체인 

SLA(Seoul Accords)를 출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1세기 공학기술교육의 경향은 인증을 통한 공학기술교육의 질 보장 및 지

속적 개선 시스템의 구축, 인증을 통한 공학기술교육의 국제적 동등성 및 통

용성 확보,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동 추구하는 졸업생의 역량 기준 강화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기본 취지는 평가를 통한 공학기

술교육의 품질 및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보장하는데 있다. 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의 기본 취지와 그 효과는 국제적 등가성(substantial equivalency) 보

장과 국제적 인력 교류가 뒷받침 될 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

대학과 교수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산업체와 사회 등의 요구를 반영하

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함

▪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

학생이 교과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 보다는 졸업 시점까지 전문직업인

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음의 보장을 추구함

▪ 지속적인 품질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자체 학위과정 교육목표 설정 →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과과

정 수립 및 운영 → 결과 측정 및 평가 →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통해 교육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지향함

▪ 국제수준 교육추구(Global Standard)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이 국제적 수준의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음을 보장하

며, 세계화 시대(WTO, FTA)에 부응하는 국제 수준의 공학기술교육을 지향함

으로써 전문직업인의 국가 간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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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역사

인증을 통한 대학 공학교육의 품질보장에 대한 역사는 1936년 설립된 미국의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ABET, Inc. 이하 ABET)의 역

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세기 전반에 ABET에 의해 공학교육 인증이 

시작되었을 때 인증은 학문 분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동료 

평가(peer-review)에 의한 자기 통제(self-regulation) 시스템으로 시작되었다.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가의 지식, 능력 및 권위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주

관주의 및 직관주의 가치체계가 인증제도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32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1989년 공학인증 다자간 협의체

인 Washington Accord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유럽은 보로냐 선언(1999)을 통

해 2010년까지 범유럽 차원의 고등교육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를 합의하였

다. 공학교육에 있어서 인증을 통한 품질 보장 운동은 1989년 워싱턴어코드

(Washington Accords), 2001년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s) 및 2002년 더블

린 어코드(Dublin Accords)의 채택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도적으로 서울어코드(Seoul Accords)를 출

범시켰다.

전문대학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위한 인

증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체

가 원하는 공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공

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전문대 인증 도입 방안」(이승, 2006)에 대한 연구

와 「전문대학 공학계열 인증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한국

전문대육협의회 2007-5 곽병선 외, 2008)가 이루어졌으며, 위 정책연구를 통

해 2008년 교육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학기술

교육 인증 추진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질을 개선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족하도록 공학기술교육의 발전 및 수준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공학기술인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공학교

육인증(EAC)평가 참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미국 등의 전문대학 공학

기술교육인증제 방문평가를 참관하는 등의 벤치마킹 활동을 전개하여 추진하였

으며,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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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서 평가인증제 추진 의결

2008. 4 전문대학 인증 추진 조율(교육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8. 8 전문대학 인증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1차 추진위원회 개최)

2008. 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전문대학 공학분야 학과 평가체제 
개편 방안으로 학문평가에 인증제 활용(대체) 추진 발표

2009. 2 2차 추진위원회에서 시범인증 학위과정 선정 및 인증 기준 절차 등 마련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평가)

2009. 5 KTC2009(공학기술인증기준) 제정

2009. 11 4차 추진위원회에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입 추진활동 결산 
및 2010년부터 정규인증 추진 의결

2010. 1 11개 대학 36개 학위과정 정규인증평가 실시

2010. 6 SA/DA 준회원 가입(공학기술교육인증 국제협의체)

2010. 12 전문대학 정규인증(10개 대학 33개 학위과정) 확정

2011. 1 4개 대학 10개 학위과정 인증평가 실시

2012. 1 12개 대학 39개 학위과정 인증평가 실시

2012.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질관리 방안으로 공학계인 경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부 발표

2012. 4 TAC를 ETAC2)로 명칭 변경

2012. 10 2013년 SA/DA 정회원 가입을 위한 리뷰어(Reviewer) 방문평가 참관
(영남이공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방문평가)

2013. 1 교육부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공학분야) 지정

2013. 4 4개 대학 12개 학위과정 정규인증평가 실시

2013. 6 2개 대학 2개 학위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평가 실시

2013. 6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 및 더블린어코드(Dublin Accord) 정회원 가입

2014. 2 13개 대학 42개 학위과정 정규인증평가 실시

<표 1-1>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주요 추진 현황

2)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Engineering 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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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효과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산업체, 국가 및 사회, 대학, 학생 측면에

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효과

1-6. 공학기술교육인증 시 주요 혜택

1. 국외

공인원은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s) 및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s) 

정회원 자격을 취득(2013년 6월 이후)한 후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간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 졸업생과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1-2> 정회원국 현황

정회원국

Sydney Accord Dublin Accord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한국, 대만(10개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라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한국(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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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업체명 인증졸업생 혜택 협약 기업수

2005년 Ahnlab 서류전형 우대 1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1

2007년
Ericsson-LG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1

삼성그룹 계열사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19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1

2009년 KT, SK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

2010년

온세텔레콤/서울시메트로9호선 서류전형 우대  2

인크루트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1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1

서울반도체/서울옵토디바이스 서류전형 우대 2

드림위즈/몬티스타텔레콤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2

인성정보 및 4개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5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2

SK텔레콤/가온미디어/윈스테크넷 서류전형 우대 3

삼성SNS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1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2

OCI 인증이수 여부 입사지원서 표기 1

2012년

주성엔지니어링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

나모인터렉티브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

SK C&C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

휴맥스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시 가점 부여 1

콤텍시스템, 콤텍정보통신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2

옴니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2

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 퓨쳐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3

2013년 SK하이닉스, LG전자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2

2. 국내

공인원은 국내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에게 국내

기업 취업 시 가산점 및 서류전형 우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1-3> 인증 졸업생 혜택(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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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8 ABEEK 설립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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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2001. 1 인증기준 KEC2000(인증기준) 제정 및 시범인증 실시

2002. 6 2대 이사장 취임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2. 1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KEERC)설립

연도 업체명 인증졸업생 혜택 협약 기업수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4

오텍,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2

캐리어(舊 대우캐리어) 서류전형 우대 (이력서 표기) 1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23

효성 입사지원서 자격증표기 란에 추가 1

현대제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란에 추가 1

현대모비스 입사지원서 표기 1

동부제철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1

2014년

다우기술 및 계열사 서류전형 우대 6

한글과컴퓨터 입사지원서 표기 1

만도 서류전형 우대 1

한솔그룹 서류전형 우대 21

동부대우전자 서류전형 우대 1

동진쎄미캠 서류전형 우대 1

SK브로드밴드 서류전형 우대 1

대덕전자 계열사 서류전형 우대 5

총 계 142

※ 기업계열사 별 인사채용 제도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카운트 함

1-7.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주요 연혁 및 조직

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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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대 원장 취임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2004. 11 일본 JABEE와 MOU체결

2004. 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5. 3 미국 ABET과 MOU 체결

2005. 6 IEM 2005: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준회원 가입

2005. 12 KEC2005(공학교육인증기준) 제정

2006. 1 공학교육 평가센터(ACEEK) 설립

2007. 6 IEM 2007 : 워싱턴협약(WA) 정회원국 가입

2007. 9 3대 원장 취임 :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2007. 11 서울어코드 출범을 위한 서울 선언

2008. 4 전문대학 공학기술분야 인증제도(TAC) 도입 준비

2008. 12 서울어코드(Seoul Accord) 출범

2009. 5 KTC2009(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제정

2009. 11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시범인증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

2010. 6 SA/DA 준회원 가입(공학기술교육인증 국제협의체)

2010. 9 제4대 원장 취임 : 김영길 한동대 총장

2010. 12 전문대학 정규인증(10개 대학 33개 학위과정)

2011. 7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공인원, 인증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운영

2012. 6 워싱턴어코드 정기평가단 방문평가 참관 (성균관대, 전북대)

2012. 6 SA/DA 정회원 가입 평가단 방문평가 참관 (영남이공대,울산과학대)

2013. 1 교육부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공학분야) 지정

2013. 6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 및 더블린어코드(Dublin Accord) 정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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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그림 1-2] 공인원 조직도

공인원의 인증사업본부에는 분야별 인증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단(EAC: 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컴퓨터·정

보(공)학교육인증단(CAC: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공학기술교육인

증단(ETAC: Engineering 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학교육인증단(EAC)은 4년제 대학의 공과대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단(CAC)은 4년제 대학의 

컴퓨터·정보(공)학 분야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은 전문대학 2,3년제의 공학계열 학위과정

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무위원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국제위원회 및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위원회(공기위)는 전문대학 공

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정착과 확산 지원 그리고 전문대학 공학계 교육의 현

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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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교육어코드 현황

공학교육에 있어서 인증을 통한 품질 보장 운동은 1989년 워싱턴어코드

(Washington Accords, 이하 WA로 표기), 2001년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s, 이하 SA로 표기) 및 2002년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s, 이하 DA

로 표기)의 채택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평가 및 인증을 통한 공

학교육의 품질보장은 현재 전 세계 공학교육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

는 것이다.

2-1. 워싱턴 어코드(W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확대에 따

라 세계경제체제가 개방경제화를 향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 기

술자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인 이동성(Mobility)의 확보가 중요하며 상품

과 기술의 국제적인 규격화 및 표준화와 함께 기술자 자격의 국제적인 상호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81개국이 참가하여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5년에 체결한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영향의 일부로 각 나라가 자

국 내에서의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사업을 시행하

되, 그 인증기준과 인증 절차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춤으로써 인증 받은 졸업

생들은 국제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국제

적인 호환성 부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워싱턴 어코드는 기술자 자격의 국제적 상호승인의 전제로서 기술자 교육

의 상호 승인은 주로 영미식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영

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홍콩, 일본

(2005) 및 싱가포르(2006),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의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이 하

나의 국제상호승인협정으로서 워싱턴 어코드를 결성하여 비슷한 형식의 인증

제도 운영으로 공학교육을 상호 승인하고 있다. 

워싱턴 어코드에 가입하고 있는 각 국가가 미국의 ABET의 인증방식에 준거하여 

만든 제도로 인증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을 동등한 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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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과 대만은 2007년 WA에 정회원국 가입했고, 준회원국은 방글라

데시, 독일, 파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인도가 있다.

공인원은 워싱턴 어코드의 정회원 가입(2007년 6월)으로 인해 4년제 대학

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정회원국 사이의 국제적 등가성 보장, FE 

시험(미국기술사가 되기 위한 입문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호주 영주

권(기술독립이민) 취득에 필요한 기술심사 중 CDR(Competency 

Demonstration Report) 제출이 면제되어 독립기술이민을 쉽게 통과할 수 있

는 워싱턴 어코드 가입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2. 시드니 어코드(SA)

시드니 어코드는 각국의 공학기술교육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로 2001년 발족되어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한국, 대만을 

정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Engineering Technologist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들의 국가 간 이동

을 보장하고, 폭넓게 정의된(Broadly-defined) 공학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어코드 가입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요구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 시드니 어코드의 준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2012년

에 정회원 가입을 위한 모니터단이 내방하여 국내 영남이공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평가에 참관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하여 2013년 6월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

다.

2-3. 더블린 어코드(DA)

더블린 어코드는 시드니 어코드와 같이 각국의 공학기술교육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학교육인증기관들의 협의체로 2002년 

발족되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호

주, 한국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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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technician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들의 국가 간 이동을 보

장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Well-defined) 공학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함양

을 목표로 하며 어코드 가입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요구한

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 더블린 어코드의 준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2012년

에 정회원 가입을 위한 모니터단이 내방하여 국내 영남이공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평가에 참관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하여 2013년 6월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

다.

<표 2-1> 시드니 어코드와 더블린 어코드 비교

구분 Sydney Accord Dublin Accord

목적

▪ 전문대학 공학 분야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설
립된 회원국 인증기구 간 다자간 협의체

▪ 회원국 인증기구가 인증한 졸업생은 모든 정회원국에서 학력의 등
가성을 상호 보장

설립연도 2001 2002

대상
Technology학위를 수여하는 
3, 4년제 졸업자(Technologist)

Technology학위를 수여하는 
2년제 학위과정 
졸업자(Technician)

정회원국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한국, 대만(10개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남아프라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한국(8개국)

2-4. 서울 어코드(SLA)

서울 어코드는 4년제 컴퓨터ㆍ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

록 상호 보장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협약으로 이의 설립에 한국공학교

육인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6개 국가의 인증기구는 2007년 11월 국제 심포지엄, 2008년 6

월 중간회의를 거쳐 2008년 12월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서울어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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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2009년 6월 제2차 서울 어코드 정기총회

에서 대만과 홍콩이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서울 어코드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서울 어코드가 향후 컴퓨팅 및 IT관련 교육의 인증을 선도

하는 국제협약으로서 그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서울 어코드의 창립회원으로서 공학 분야는 물

론 컴퓨팅 및 IT 관련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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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학 비고

2009년
(시범인증)

동강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
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
진전문대학

8개 대학

2010년
대덕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
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10개 대학

3. 공학기술교육인증 및 공학교육인증 주요 현황

3-1. 공학기술교육인증 주요 현황

1. 인증평가 현황

전문대학의 공학계열 인증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개 대학 15개 학

위과정 시범인증을 시작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시드니 어코드(SA)와 더블

린 어코드(DA)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2013년 이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12개 대학 39개 학위과정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에는 13

개 대학 42개 학위과정이 인증평가를 신청하였다.

<표 3-1> 연도별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현황(ETAC)

연도

신규평가 중간평가 합계 인증 누계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2009 시범인증 8 15

2010 11 36 - - 11 36 10 33

2011 4 10 - - 4 10 10 40

2012 5 14 9 25 12 39 13 48

2013 1 3 3 9 4 12 13 50

2014 5 8 9 34 13 42 - -

<표 3-2> 연도별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 대학 현황(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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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2011년
구미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제주
한라대학교

4개 대학

2012년

경남정보대학교, 대덕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동의
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서영대학교, 수원과학대학
교, 연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울
산과학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12개 대학

2013년

∙전문학사 학위과정: 경남정보대학교, 구미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공학사 학위과정(시범인증): 동서울대학교, 영남이
공대학교

∙전문학사:
 4개 대학
∙공학사:
 2개 대학

2014년
(진행중)

∙전문학사 학위과정: 거제대학교, 대덕대학교, 동서
울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
학교, 서영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포항대학교
∙공학사 학위과정: 동서울대학교, 동원대학교, 영남
이공대학교

∙전문학사:
 12개 대학
∙공학사:
 3개 대학

[그림 3-1] 연도별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 대학 현황(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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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권역별 공학기술교육인증 대학 현황(ETAC)

[그림 3-3] 권역별 대학수 대비 공학교육인증 대학 비율(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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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공별 관련 학과수 대비 공학교육인증 학위과정 수(ETAC)

[그림 3-5] 연도별 공학교육인증 학위과정 현황(ETAC)

2. 인증 학위과정 현황

전문대학의 인증 학위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까지 13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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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명

학과(부)명 학위과정명
졸업생 최초 
배출연월

1 경남정보대학교

- 전자정보계열 전자기술

2014.2
- 기계설계과 기계기술
- 자동차과 자동차기술

-
신재생전기에너

지과
전기에너지기술

- 정보통신계열 통신기술 2014.2

2 구미대학교

IT·에너지 공학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기술 2014.2

IT·에너지 공학부 컴퓨터정보과 전자기술 2014.2

IT·에너지 공학부 전기에너지과 전기에너지기술 2014.2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기계공학과 자동차기계기술 2014.2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공학과 기계기술 2014.2

3 대덕대학교

- 전자자동화과 전자자동화공학 2013.2

- 총포광학과 총포광학기술 2012.2

- CAD그래픽스과 기계기술 2012.2

4 동의과학대학교

- 신소재응용화학과 화학공업기술 2014.2

- 토목과 토목기술 2014.2

컴퓨터정보계열 컴퓨터시스템 
전공/스마트폰 앱 전공 컴퓨터정보기술 2014.2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기술 2014.2

- 전자과 전자기술 2014.2

- 자동차과 자동차기계기술 2014.2

- 실내건축과 실내건축기술 2014.2

- 컴퓨터응용기계계열 기계기술 2014.2

- 건축과 건축기술 2014.2

- 전기과 전기기술 2012.2

5 두원공과대학교

디스플레이공학계열 디스플레이전자전공 디스플레이전자공학기술 2015.2

- 기계과 기계기술 2013.2

- 인터넷정보과 정보기술 2011.2

6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전기자동화과 전기기술 2013.2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계열 자동차기술 2013.2

50개 학위과정이 공학기술교육인증을 받았다.

동의과학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10개 학위과정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별 학위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공학기술교육인증(ETAC) 운영 대학 및 학위과정 현황(201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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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컴퓨터학부 의료기기과 의공학기술 2013.2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계열 기계기술 2012.2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전자정보계열 전자공학 2012.2

7 영진전문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전자정보통신계열 전자기술 2011.2

디지털전기/의료계열 디지털전기/의료계열 전기기술 2012.2

컴퓨터응용기계계열 CAD디자인전공 기계설계기술 2011.2

건축인테리어디자인 건축디자인전공 건축기술 2012.2

8 울산과학대학교

- 환경화학공업과 화공기술 2012.2

공간디자인학부 토목환경전공 토목환경공학 2013.2

-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기술 2013.2

디지털기계학부 조선해양전공 조선및해양기술 2012.2

전기전자학부 전자및통신전공 전자및통신기술 2012.2

전기전자학부 전기전공 전기기술 2012.2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응용전공 반도체기술 2012.2

디지털기계학부 기계시스템전공 기계기술 2012.2

디지털기계학부 금형디자인전공 금형설계기술 2012.2

공간디자인학부 건축전공 건축공학 2013.2

9 제주한라대학교 정보기술/건축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공학 2013.2

10 마산대학교 - 전기과 전기기술 2011.2

11 서영대학교 공학 자동차과 자동차기술 2012.2

12 수원과학대학교 공업계열 환경보건과 환경기술 2013.2

13 연성대학교 공간디자인학부 건축과 건축공학 2014.2

계 13개 전문대학 - - 50개 학위과정 -

3.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 현황

전문대학의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이 시범인증을 받은 후 2010년에 10개 대학 33개 학위과정이 정규

인증을 받아 2011년 72명, 2012년 174명이 졸업하여 전체 246명으로 인증 학위

과정 졸업생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443명이 인증 

학위과정으로 졸업하여 누적 졸업생 수가 68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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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도별 공학기술교육인증 졸업생 현황(ETAC)

3-2. 공학교육인증 주요 현황

1. 인증평가 현황

4년제 대학의 공과대학 인증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개 대학 11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워싱턴어코드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2005년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정점에 이르렀

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2008년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

였으며, 2014년 4월 기준 전국 4년제 공과대학 중 85개 대학 562개 프로그램

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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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공학교육인증 현황(EAC, CAC)

연도

EAC CAC 합계 누계

신규 중간 신규 중간
대학 프로

그램 대학 프로
그램대학 프로

그램
대
학

프로
그램

대
학

프로
그램

대
학

프로
그램

2001 2 11 2 11 2 11

2002 3 17 3 17 5 28

2003 4 28 3 5 7 33 9 56

2004 6 33 4 8 9 41 14 88

2005 7 40 10 35 15 75 19 128

2006 4 52 16 65 8 9 2 2 25 128 25 180

2007 17 130 15 81 5 6 1 1 30 218 37 285

2008 29 206 21 119 1 1 2 2 42 328 56 469

2009 13 65 27 169 1 3 5 6 36 243 63 530

2010 23 92 39 286 9 9 8 8 57 395 79 583

2011 19 44 28 198 4 5 11 13 37 260 85 595

2012 10 28 44 302 1 1 1 29 51 354 88 581
2013 11 23 36 220 4 4 16 20 38 267 85 562

2014 11 23 36 220 4 4 16 20 38 267

[그림 3-7] 연도별 공학교육인증 대학 현황(EAC, CAC)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23 -

[그림 3-8] 연도별 공학교육인증 학위과정 현황(EAC, CAC)

[그림 3-9] 권역별 공학교육인증 대학 현황(EAC, 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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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권역별 대학수 대비 공학교육인증 대학 비율(EAC, CAC)

[그림 3-11] 전공별 관련 학과수 대비 공학교육인증 학위과정 수(EAC, 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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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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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616명, 2007년 1,515명, 2008년 2,451명, 2009년 5,201명, 2010년 8,554명, 

2011년 10,275명, 2012년 13,259명, 2013년 16,197명으로 누계가 58,7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2] 연도별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현황(EAC, CAC)

2004년부터 배출된 인증 졸업생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증 학위과정 졸업생들이 산업체에 진출하여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들과 구별되는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인증 

졸업생의 확대는 산업계 및 사회의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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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평가 절차 및 진행과정

공학기술교육인증의 평가 진행과정은 ① (차기년도) 인증설명회 → ② 인

증평가대상 학위과정 선정 → ③ PD초청 간담회 → ④ 평가단 구성 → 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⑥ 서면평가 → ⑦ 서면평가의견서 → ⑧ 평가단장 

컨설팅 → ⑨ 방문평가 → ⑩ 예비논평서 → ⑪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

서) → ⑫ 논평대응서 → ⑬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및 종합검토서 → ⑭ 논

평서 조율위원회(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 ⑮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 

⑯ 인증평의회 → ⑰ 인증 판정 → ⑱ 항소 및 재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4-1] 인증평가 절차 및 진행과정

4-1. (차기년도) 인증설명회

공인원은 매년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에 적용할 인증기준, 절차, 일정 등에 

관한 안내를 목적으로 공학기술교육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증설명회는 인증평가 직전연도에 실시하며 인증사업 계획에 관해 공식적

으로 알리는 행사이다. 설명회에서는 차기년도 평가에 적용할 인증기준, 절

차, 일정 등에 관해 안내하고, 판정가이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등 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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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표 4-1> 연도별 인증설명회 개최 현황

인증설명회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09년 시범인증설명회 2008. 12. 19. 중소기업중앙회관 200명

2010년 인증설명회 2009. 11.  3. 레전드호텔 103명

2011년 인증설명회 2010.  6.  8. 숭실대학교  32명

2012년 인증설명회 2011.  7. 13. 충남대학교  57명

2013년 인증설명회 2012.  8. 20. 한국기술센터 130명

2014년 인증설명회 2013. 11.  1. 건설공제조합  35명

[사진 4-1] 공학기술교육 인증설명회

4-2. 인증평가대상 학위과정 선정

인증평가 신청 및 선정 과정은 매년 인증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시작된다. 

인증설명회 이후 차년도 인증평가신청을 전국의 전문대학에 안내하고, 인증

평가신청 기간 동안 신규 또는 중간평가 예정 대학들이 인증평가 신청을 하

도록 한다.

인증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 신규평가(IPR: Initial Program Review)

▪ 정기평가(GRv: Gener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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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IRv: Interim Review)

▪ 조건부인증평가(CAR: Conditional Accreditation Review)

중간평가는 이전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

적과 KTC2015 인증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신규평가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조건(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 판정가이드

(KTC2015) 6-7, 부록2의 1 참조)을 충족해야만 인증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평가 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인증평가 신청의 경우 다음의 선정기준에 

의해 차년도 인증평가대상 대학을 선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에 공문을 통해 

공지한다.

▪ 소속한 대학의 모든 학위과정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학위과정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학위과정의 최고학년이 높은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

▪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

▪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 4-2> 연도별 인증평가대상 학위과정 선정 현황

인증평가 신청 선정

2009년 시범인증평가 8개 대학 22개 학위과정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

2010년 인증평가 11개 대학 36개 학위과정 11개 대학 36개 학위과정

2011년 인증평가 5개 대학 13개 학위과정 5개 대학 13개 학위과정

2012년 인증평가 12개 대학 45개 학위과정 12개 대학 45개 학위과정

2013년 인증평가 4개 대학 12개 학위과정 4개 대학 12개 학위과정

2013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범인증평가

2개 대학 2개 학위과정 2개 대학 2개 학위과정

2014년 인증평가 13개 대학 42개 학위과정 13개 대학 42개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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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D초청 간담회

공인원에서는 매년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 대상 학위과정의 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기 위해 PD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PD초청 간담회는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학위과정의 PD(Program Director: 

학위과정 책임자)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간담회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강조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자료 제

시 수준 등을 안내하기 때문에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 4-3> 연도별 PD초청 간담회 개최 현황

PD초청 간담회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09년 PD초청 간담회 2009.  3. 21. 서울교육문화회관 56명

2010년 PD초청 간담회 2010.  1. 30. 서울교육문화회관 34명

2011년 PD초청 간담회 2011. 10. 13. 서울교육문화회관 11명

2012년 PD초청 간담회 2012. 10. 16. 서울교육문화회관 25명

2013년 PD초청 간담회 2013. 10. 20. CNN the biz 선릉점 14명

2014년 PD초청 간담회 2014.  2.  8. 공인원 24명

[사진 4-2] 인증평가대상 PD초청 간담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30 -

4-4. 평가단 구성

공인원은 인증평가대상 학위과정을 선정하고,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을 

평가단장, 평가위원, 옵서버(observer), 방문평가 참관단 등으로 구성한다.

▪ 평가단장

교육기관 당 1인(필요에 따라 평가부단장과 간사 임명)을 임명하여 공인원

과 피평가기관과의 의견교환을 대표하며, 평가단 내의 각 학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위원

평가자 교육을 이수한 평가자로 필요한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평가

위원 후보자로 교육기관에 추천 통보하고, 제척사유가 없는 후보자 중에 평

가위원을 학위과정 당 1~2인을 임명한다.

제척사유는 해당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대학 출신인 경우, 직계 가족

이 해당 대학에 재직 또는 재학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학위과정의 평

가에 부적합한 평가자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 옵서버

한국공학한림원의 어드바이저(advisor)나 외국 어코드(accord)의 모니터

(monitor)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옵서버로서 의사결정 참여에는 배제된다.

▪ 방문평가 참관단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방문평가 기간 중 1일 정도 

참관하여 평가단장의 교육기관 총장 면담시 동행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 의견을 전달한다.

4-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공인원은 교육기관 및 학위과정이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목록과 필요한 서식(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참조)을 제공한다. 교육기관 

및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인증 평가에 앞서 공인원에서 요

구하는 항목과 평가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

출한다.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는 공인원에서 구체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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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항들과 교육기관 및 학위과정이 자체적으로 기술하거나 편집한 내

용들이 포함된다.

평가단은 교육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육기

관에 제시하고 현장방문 평가 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4-6. 서면평가

공인원은 교육기관과 학위과정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기준

을 설정하고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평가한다.

서면평가는 학위과정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절차로 서면평

가의 내용은 이후 방문평가 및 학위과정의 논평대응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인증기준과 세부 항목별 부족사항 판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결함(D: Deficiency) :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학위과정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 미흡(W: Weakness) :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학위과정의 질

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보완(C: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

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만족(S: Satisfaction, √)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4-7. 서면평가의견서

평가단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인 서면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제시된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평가단

장이 요구할 수 있다.

서면평가의견서는 KTC2015 판정가이드에 근거하여 지적사항을 쪽수, 표 

및 그림번호, 평가결과(/*D*/, /*W*/, /*C*/, /*S(√)*/) 등을 서면평가의견서 작

성 예시(부록5의 1 참조)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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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서면평가의 결과를 온라인 조율, 오프라인 조율 및 평가단장 조

율회의를 거쳐 서면평가의견서를 완성하여 공인원에 제출한다. 공인원은 논

평서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부록5의 2 참조)하고, 서면평가의견서를 방

문평가 1개월 전까지 대학에 전달하여 방문평가 시 부족사항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서면평가의견서의 도입은 사후 평가제도를 사전 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취

지로 서면평가의견서를 방문평가 이전에 전달하여 방문평가에서 부족사항 

개선실적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방문평가에서 인증 평가를 완료하기 

위함이다.

4-8. 평가단장 컨설팅

평가단장 컨설팅은 학위과정을 평가하는 평가단장이 평가자의 입장이 아니

라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학위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평가에 

대응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절차이다. 평가단장 컨설팅은 공인원이 학위과정

에 서면평가의견서를 전달한 이후와 방문평가 일정 사이에 진행된다.

평가단장이 평가대학을 방문하여 서면평가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부족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방문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한다. 학위과정은 서면평가의견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평가단장 컨설팅을 공인원에 요청하여 부족사항 대응과 구

체적인 실적 제시를 위한 방문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4-9. 방문평가

방문평가는 구체적인 실적 점검, 면담 등을 통해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인증평가 절차 중 핵

심이 되는 과정이다.

방문평가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학위과정의 운영 

실적자료,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과 서면평가의견서 내용에 대한 보완 자료 

확인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약점 파악보다 장점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평가보고

서에 기술된 내용과 합치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2박3일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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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진행되는 방문평가는 평가기준 7가지(KTC2015 인증기준) 중 특히 기준 

2의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에 대한 대학 자체의 평가도구와 자율 순

환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에서는 부족사항의 해소나 완화를 위해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의 보완과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평가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방문평가는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를 완료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방문평

가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방문 0일 (일요일)

정오에 현지 숙소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후 평가단장의 주재로 평가단 회의

를 개최하고, 방문평가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이후 평가단은 대학을 방문하여 상견례 후 교과과정 관련 자료 검토 및 학위

과정별 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평가단과 교육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의

견 교환을 위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교무처장과 학위과정 PD교수와 

방문 1일차의 학생, 교수, 직원 등의 면담 대상자의 범위와 시간을 협의한다.

방문 0일차 평가를 종료한 후에 대학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평가단장은 저녁

시간에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 0일 평가에 대한 학위과정별 의견조율을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방문0일' 부족사항을 완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 방문 1일 (월요일)

대학을 방문하여‘대학 측의 준비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학위과정별 평

가를 실시한다. 평가단장은 총장을 예방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지원

의지와 의견을 청취한다.

점심식사는 캠퍼스 내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며, 대학의 행정 담당자나 기

타 인사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기관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학위과정 절차,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진, 직원, 평가 및 연구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시행한다.

방문 1일차 평가를 종료한 후에 대학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평가단장은 저녁

시간에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 1일 평가에 대한 학위과정별 의견조율을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방문1일' 부족사항을 완성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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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평가 기간 대상

2009년 방문평가 9. 6. ~ 9. 8. 동강대학교 등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

2010년 방문평가
5. 23. ~ 5. 25.
5. 30. ~ 6. 1.

영진전문대학 등 11개 대학 36개 학위과정

2011년 방문평가 5. 29. ~ 5. 31. 구미대학교 포함 4개 대학 10개 학위과정

2012년 방문평가
5. 13. ~ 5. 15.
5. 20. ~ 5. 22.
10. 7. ~ 10. 12.

대덕대학교 등 12개 대학 39개 학위과정

2013년 방문평가
5. 12. ~ 5. 14.
5. 19. ~ 5. 21.
7. 11. ~ 7. 12.

경남정보대학교 등 6개 대학 14개 학위과정 
(공학사 2개 대학 2개 학위과정 시범인증)

2014년 방문평가
5. 22. ~ 5. 24.
5. 29. ~ 5. 31.

거제대학교 등 13개 대학 42개 학위과정

▪ 방문 2일 (화요일)

대학을 방문하여 학위과정별 평가를 진행하고,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

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학위과정의 강의실, 실험실 및 사무실 등 교육현장과 교육 지

원시설을 확인한다.

점심식사는 평가단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하며, 평가단의 구성원 이외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 오후에는 학위과정별로 평가위원이 학위과정 책임자와 소속 

교수진에게 평가단에서 조율한 내용을 기초로 학위과정의 부족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평가단장의 주재로 평가위원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마무리 

면담을 진행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부록5의 4 참조)을 구두로 전

달하는 것으로 방문평가가 종료된다.

<표 4-4> 연도별 방문평가 현황

[사진 4-3] 방문평가 중 마무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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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평가위원 평가단장

      ~ 12:00  현지 호텔 도착  좌동
12:00 ~ 13:00  평가단 점심 식사  좌동

13:00 ~ 14:00
 평가단 전체(1차) 회의: (호텔 회의실)
 1. 서류평가 결과 미제출 서류 제출 (방문전 평가)
 2. 인증기준 적용에 관련된 의문사항 질의 ⇒ 평가단장

 평가단 전체(1차) 회의 주재:
 1.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 확인
 2. 방문평가 활동계획 재확인: 각 회의 시간/목적/범위
 3. 인증기준 적용과 관련된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14:00 ~ 14:30  캠퍼스(평가장소)로 이동  사전에 (교무처장을 통해) 차량 편의 제공 요청

14:30 ~ 15:00

 학위과정별 준비상황 점검:
 1. 학위과정 책임자(PD)와 평가 절차 및 일정 확인
 2.‘서면평가의견서’부족사항에 대한 대응자료 확인
 3. 평가에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자료의 준비상태 확인
  - 학위과정 책임자에게 미비한 자료 목록 전달 및 준비요청
 4. 면담대상자(학생/교수/직원 등)의 범위 확정

 교무처장 면담: 방문평가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재확인
 1.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면담 일정
 2. 방문평가 1일차 점심, 방문평가 2일차 마무리 면담,
    차량 및 평가 공간 지원 확인

15:00 ~ 16:30
 교과과정 관련 자료 검토:
 교과목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 3년간 교과운영실적물,
 과목별 CQI보고서,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자료 
등 비치 자료 검토

 공학계열 대학 차원의 운영실적 검토
 1. 공통 운영된 교과운영실적 검토
 2.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학칙과 규정 검토 등

16:30 ~ 17:30

 점검자료 확인
 1. 공학계열 학위과정 차원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운
영 실적(회의록, 상담, 설문, 각종 평가자료 등) 검토
 2.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지원시스템 검토(해당되는 경우)

17:30 ~ 18:00  호텔로 이동  사전에 (교무처장을 통해) 차량 편의 제공 요청
18:00 ~ 19:30  평가단 저녁 식사  평가위원 전원 참석: 평가단 구성원 외 참석 불허

19:30 ~ 23:00

 평가단 전체(2차) 회의: (호텔 회의실)
 1. 0일차 방문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 교환 및 논의
 2. 평가단 협의를 통한 공학계열 학위과정 내 학위과정 간 조율
 3. 방문평가 0일차 평가위원 평가표 및 부족사항을 평가단장에
게 제출

 평가단 전체(2차) 회의 주재:
 1. 학위과정에 공통인 지원부서(도서관, 전산소, 학생상담총괄부서 
    등) 평가 방식 결정
 2. 평가위원으로부터 방문평가 0일차 평가위원 평가표 및 부족사항
    접수

<표 4-5>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 방문평가 표준 일정(안)

방문 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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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평가위원 평가단장

07:30 ~ 08:15  아침 식사  좌동

08:15 ~ 09:00  캠퍼스로 이동(일정 시작 5분전 발표 장소에 도착)  사전에 (교무처장을 통해) 차량 편의 제공 요청

09:00 ~ 09:30

 대학 측의 준비사항 설명 청취:

 1.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구현한 시스템

 2. 모든 학위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3. 이전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대학 측의 준비사항 설명 청취:

 1. 총장 인사말

 2. 평가단장의 평가위원 소개 및 인사말

 3.‘대학 측의 준비사항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증평가가 시작됨을 강조

09:30 ~ 12:00

 학위과정별 평가:

 1. 학위과정 교육목표, 구성원의 참여,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

생역량) 및 지속적인 개선노력 등에 대한 평가 (PD 면담 포함)

 2. 학위과정 절차,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진, 직원, 평가 및 연구담당

자 등과의 면담

 3. 점검자료 확인

 - 회의록, 상담, 전산시스템, 설문, 각종 평가자료 검토

 1. 교무처장으로부터 공학계열 학위과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증

   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청취

 2. 공학계열 학위과정 차원의 절차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에 관한 문서 검토 및 방문평가단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

 3. 총장, 재정책임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기타 필요한 교직원

   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학교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12:00 ~ 13:00  점심 식사 (캠퍼스 내의 식당을 이용함)
 반드시 캠퍼스내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며, 대학의 행정 담당자나 기

타 인사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기관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

13:00 ~ 14:00

 지원부서 평가:

 1. 각 지원부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이 선택

한 부서의 대표와 면담

 2. 각 부서와 학생, 교수진, 직원, 평가대상 학위과정의 행정

직원과의 상호 협력체제 확인

 대학 공통 지원부서 평가:

 1. 모든 학위과정에 공통인 지원부서(전문교양, MSC운영 부서, 공학

  기술교육인증센터, 학생상담실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장이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음

 2. 학위과정별 평가활동 진행 현황을 둘러보고, 경우에 따라 평가

   위원들이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방문 1일 (월요일)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37 -

14:00 ~ 16:30

 학생 면담:

 1. 가능한 한 여러 명의 다양한 학생을 면담함.

 2.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학위과정의 실행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

 이 시간에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공통 교과 운영 실적, 학위과정과 

지원부서간의 협력체계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음

16:30 ~ 17:30

 학위과정 운영,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지속적인 개

선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다양한 요소를 담당하

는 추가적인 팀과의 면담

 교무처장을 만나 방문 1일까지 확인된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함

 (이 면담은 선택적이며 필요 시 30분 정도를 권고함)

17:30 ~ 18:00  호텔로 이동  사전에 (교무처장을 통해) 차량 편의 제공 요청

18:00 ~ 19:30  평가단 저녁 식사  평가위원 전원 참석: 평가단 구성원 외 참석 불허

19:30 ~ 21:00

 평가단 전체(3차) 회의:

 1. 지원부서에 대한 평가 - 평가위원 간 의견 조율

 2. 방문평가 1일차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시 및 검토

 3. 이전 평가에서의 지적사항 중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

한 집중 검토

 4. 평가단 협의를 통한 대학 내 학위과정 간 조율

 평가단 전체(3차) 회의 주재:

 1. 교육기관 내 학위과정 간에 평가의 일관성(consistency)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유도 및 조정

 2. 전 학위과정에 공통인 사항의 평가 방식 결정

21:00 ~ 23:00
 1. 방문평가 1일차 평가위원 평가표 및 부족사항을 평가단장

에게 제출

 학위과정별 평가(방문 1일까지의)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의 일관성

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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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평가위원 평가단장

07:30 ~ 08:15  아침 식사  좌동
08:15 ~ 09:00  캠퍼스로 이동  사전에 (교무처장을 통해) 차량 편의 제공 요청

09:00 ~ 11:30

 학위과정별 평가:
 1. 학위과정 강의실, 실험실 및 사무실이 학생, 교수진, 지원부서 
직원 등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며 비품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2. 학위과정 운영,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지속적인 개
선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위과정 요소에 대해 관련 담
당자와 면담

 대학 차원의 평가:
1. 각 학위과정 평가위원이 제출한 부족사항을 바탕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완성
 2. 총장, 재정책임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기타 필요한 교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학교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항에 대
한 검토

11:30 ~ 12:00
 평가단 전체(4차) 회의:
 각 학위과정별 평가를 마무리하고 방문평가 2일차 평가위원 평
가표 및 부족사항 검토를 위한 회의

 평가단 전체(4차) 회의 주재:
 각 학위과정별 평가 완료 확인 및 마무리면담을 위한 준비에 
대한 안내

12:00 ~ 13:00  평가단 점심 식사 (도시락으로 함)  평가위원 전원 참석: 평가단 구성원 외 참석 불허

13:00 ~ 14:30

 평가단 전체(4차) 회의: (계속)
 1. 방문평가 2일차 평가위원 평가표 및 부족사항을 완성하여 평가
단장에게 제출
 2. 학위과정 인증판정건의서 및 방문절차평가표 작성

 평가단 전체(4차) 회의 주재: (계속)
 1. 각 학위과정별 평가위원 평가표 및 부족사항을 접수
 2.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수정
 3. 공학계열 학위과정 전체에 대한 방문절차평가표 준비

14:30 ~ 15:30

 학위과정 평가결과 피드백:
 학위과정 책임자 및 소속 교수진에게 평가단에서 조율한 사항을 
기초로 학위과정 부족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평가결과의 근거와 배
경을 충분히 전달)
 ※ 마무리 면담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마무리 면담 준비:
 1. 학위과정 부족사항 점검
 2. 회의 결과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보완
 3.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서류 점검

15:30 ~ 17:00
 예비논평서(초안) 작성 및 조율:
 학위과정별 서론, 학위과정의 우수성 및 장점 작성

 예비논평서(초안) 작성 및 조율:
 서론, 교육기관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종합 의견 작성

17:00 ~ 17:30  마무리 면담 참석
 마무리 면담 주재:
 1. 총장 인사말
 2. 평가단장의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구두로 전달

방문 2일 (화요일)

※ 방문평가 일정계획은 평가 대상 학위과정이 10개 정도인 평가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방문 2일(화요일) 시간표는 학위과정 숫자에 따
라 평가단장이 교육기관 책임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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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09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9. 27. 공인원  6명

2010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7. 20. ~ 7. 23. 부산센텀호텔  6명

2011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7. 30. 공인원  9명

2012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7. 28. 공인원 10명

2013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7. 20. CNN the biz 선릉점  9명

2014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8. 23. 공인원  6명

4-10. 예비논평서

예비논평서는 학위과정별 인증 판정을 위한 최종논평서를 확정하기 전에 

대학의 각 학위과정에 미리 전달하여 평가단의 지적내용에 대한 검토 및 대

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다.

평가위원은 각 학위과정별로 서론, 학위과정 우수성 및 장점을 기술(부록5

의 5 참조)하고,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종합하여 각 학위과정의 지적된 내

용을 기초로 예비논평서(초안)을 작성한다.

평가단장은 각 학위과정의 지적된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예비논평서(초안)를 완성하고 이를 공인원의 인증사업본부에 제출한다.

4-11.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인증사업본부는 제출된 예비논평서(초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논평서 조율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 학위과정별 지적내용에 대한 조율

을 거쳐 예비논평서를 완성한다.

논평서 조율위원회는 에디터(Editor)1, 에디터2로 운영하여 전체 평가단의 

학위과정별 지적내용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논평서 조율위원회

(예비논평서) 검토지침 예시(부록5의 6 참조)에 따라 진행한다.

논평서 조율위원회에서는 조율 결과를 해당 평가단에 송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판정을 확정하고 공인원에 제출하면, 공인원에서는 예비논평서를 

편집하여 교육기관으로 발송한다.

<표 4-6> 연도별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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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4-12. 논평대응서

학위과정은 공인원으로부터 접수한 예비논평서에 지적된 내용 및 평가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근거자료를 위주로 논평대응서를 공인

원 인증사업운영팀으로 제출한다.

논평대응서는 예비논평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원 

인증사업운영팀은 접수한 논평대응서를 인증사업본부장, 해당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전달한다.

4-13.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및 종합검토서

평가위원은 학위과정의 각 지적내용에 대해 논평대응서에서 소명한 근거자

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학위과정의 인

증판정건의서를 제출한다.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의 작성은 논평대응서 검토

의견서 작성 예시(부록5의 7 참조)에 따라 ‘예비논평 + 논평대응 + 해소 여

부’문장 형태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평가단장은 각 학위과정별로 논평대응서와 평가위원이 작성한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를 작성한다. 논평대

응서 종합검토서의 작성도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와 동일하게 ‘예비논평 + 

논평대응 + 해소 여부’문장 형태로 요약하여 공인원 인증사업운영팀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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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 조율위원회
(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09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10.  1. 서울교육문화회관  6명

2010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10. 13. 공인원  8명

2011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8.  6. 공인원  8명

2012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8. 18. CNN the biz 선릉점 10명

2013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8. 16. 공인원  4명

2014년 논평서 조율위원회 8. 23. 공인원  6명

4-14. 논평서 조율위원회(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논평서 조율위원회는 전체 평가단의 각 학위과정별 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에서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논평서 조율위원회에서는 조율 결과를 해당 평가단에 송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판정을 확정하고 공인원에 제출하면, 공인원의 인증사업본부에서는 전

체 평가단장이 참여하는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를 소집한다.

<표 4-7> 연도별 논평서 조율위원회(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개최 현황

[사진 4-5] 논평서 조율위원회(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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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의회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10년 인증평의회 12. 10. ~ 12. 11. 하얏트리젠시인천 26명

2011년 인증평의회 12.  9. 하얏트리젠시인천 10명

4-15.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인증사업본부에서는 평가단장이 참석하는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를 개최

하기 위하여 평가단장에게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제출보고서(부록5의 8 

참조)를 요청하며, 전체 평가단의 각 학위과정별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연

도별 일관성을 조율한다.

각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단장은 대학⋅
연도별 조율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논평서 초안을 수정하고, 인증평의

회에 상정할 인증평의회 제출보고서를 인증사업본부에 제출한다.

<표 4-8> 연도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개최 현황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일자 장소 참석인원

2010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11. 26. ~ 11. 27. 하얏트리젠시인천 10명

2011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11. 19. 공인원  4명

2012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12.  1. 공인원 12명

2013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11. 10. 공인원  6명

2014년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9. 20. 공인원 15명

4-16. 인증평의회

인증사업본부에서는 작성된 인증평의회 제출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판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학기술교육 인증평의회에 상정하며, 인증평

의회는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한다.

<표 4-9> 연도별 인증평의회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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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증평의회 12. 16. 하얏트리젠시인천 10명

2013년 인증평의회 12.  6. 하얏트리젠시인천 10명

2014년 인증평의회 - - -

[사진 4-6] 인증평의회

4-17. 인증 판정

공학기술교육 인증평의회에서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거쳐 인증사업본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인증 판정을 하게 된다.

인증평의회의 인증 판정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교육기관의 각 학위

과정에 통보된다. 인증 판정 통보 시에는 최종논평서와 인증서를 함께 발송

한다.

<표 4-10> 연도별 인증 판정결과 현황

(단위: 학위과정 수)

인증 판정결과 중간 방문(IV) 인증 불가(N/A) 합계

2010년 인증판정 결과 33 3 36

2011년 인증판정 결과 10 0 10

2012년 인증판정 결과 39 0 39

2013년 인증판정 결과 12 0 12

2014년 인증판정 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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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교육의 인증판정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4-11> 공학기술교육의 인증판정 및 유효기간

인증 판정 종류 인증 유효기간(년)

차기정기평가 (NGR: Next General Review) 6

중간보고 (IR: Interim Report) 3

중간방문 (IV: Interim Visit) 3

조건부인증 (CA: Conditional Accreditation)
3

(2년 내 재평가)

중간보고필 (RE: Report Extended) NGR 시점까지

중간방문필 (VE: Visit Extended) NGR 시점까지

조건부인증해소 (CAS: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1

인증불가 (NA: Not to Accredit) -

※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차기정기평가(NGR)는 모든 인증기준에서 미흡(W)인 없는 경우에 판정하게 

되는데 인증 유효기간은 6년이다. 보통 인증판정은 중간방문(IV)이 일반적이

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조건부인증(CA)은 신규평가를 제외한 중간평가에 적용되는데, 인증 판정 

시 결함(D)사항이 있거나 이전 평가에서 필히 해소하도록 요구된 미흡(W)사

항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2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최대 3년간 인증이 

유지된 후 종료되는 판정이다.

4-18. 항소 및 재심

최종판정에서 인증불가(NA)를 받은 학위과정은 인증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인원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사장이 주

관하며, 원장 주도 위원은 배제된다. 재심위원회에서‘이유 있음’판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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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인증평의회에 재심을 요구하게 된다.

[그림 4-2] 항소 및 재심 절차

신규평가 중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나 인증불가(NA)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신청 철회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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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KTC3)2015)

(2015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2014. 7. 15. 제정

공학기술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학위과정은 2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고 다음의 7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학위과정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 교육목표

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3) 교과과정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5-1. 기준1(학위과정 교육목표)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1.1 학위과정은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2 학위과정은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학위과정의 개

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2. 기준2(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

3) KTC: Korea Technolog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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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

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

정하여야 한다.

2.2 학위과정은 설정된 학위과정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3 학위과정은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에는 다음의 해당 학위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다.

기술4)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기본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

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기본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기본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구현)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

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

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

4) 2년제 기술전문학사 졸업생의 학위과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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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5)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실무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

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실무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실무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구현)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

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

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공학6)(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심화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

5) 3년제 공학기술전문학사 졸업생의 학위과정 명칭
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의 학위과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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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심화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심화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구현)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

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

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5-3. 기준3(교과과정)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기술 학위과정:

3.1 기술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3.2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하여야 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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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

록 편성하여야 한다.

공학기술 학위과정:

3.1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

하여야 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

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

록 편성하여야 한다.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

3.1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을 각 1개 과목 이상으로 최소 5학점 이상 이수

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

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41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심화현장실

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

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업체 소속 위원이 포함되

어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

록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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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

3.1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

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심화현장실

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

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업체 소속 위원이 포함되

어야 한다.

5-4. 기준4(학생)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4.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학위과정 개

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4.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5. 기준5(교수진)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학위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

5.1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

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2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3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5-6. 기준6(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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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6.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6.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6.3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5-7. 기준7(전공분야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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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D) 및 미흡(W)

1) 교육목표 설정에 참여한 구성원(설명1)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가?

- 구성원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D)

2)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설명2)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교육목표를 설정 또는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D)

- 교육목표를 설정 또는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 변화의 반영 노력(조사, 분

석 등)이 없음(W)

3)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는가?

-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음(D)

4)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공개되어 있는가?

- 교육목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W)

- 공개된 교육목표가 자료(인터넷, 요람, 학교 안내자료 등)마다 상이함(W)

-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인식하지 못함(W)

■ 설명

(용어) 학위과정 교육목표:

○ 학위과정은 배출시킨 졸업생이 성공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즉 소속 

학생이 졸업 후 수년 내에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성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문구로서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함.

(설명1) 구성원:

○ 구성원에는 산업체인사,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원을 선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교육목표 설정에 

6. 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 판정가이드(KTC2015)

(2015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2014. 7. 15. 제정

6-1. 기준1(학위과정 교육목표)

6-1.1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

합하도록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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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함.  졸업생들이 진출한 산업체의 고용주나 상사는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임.

(설명2) 사회 환경:

○ 특성화된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자체역량을 조

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사회 환경에는 학위과정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의 동

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위과정의 자체역량 평

가결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결함(D) 및 미흡(W)

1)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평가 주기(6년) 이내에 한 번 이상 검토한 자료가 없음(D)

-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문서화된 체계(설명1)가 없음(W)

-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W) (교육목표 적절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적절성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위과정 개선(설명2)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육목표의 적절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없음(W) (교육목표 적절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설명

(설명1) 문서화된 체계:

○ 학위과정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

정한 내규나 운영 매뉴얼, 자체평가보고서 등 공식문서를 의미함. 문서화된 체계로 제

도화되어야만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가 정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임.

(설명2) 학위과정 개선: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에 중요한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교수법 등이 개선의 

주요 대상이며,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개정, 구성원 의견 수렴 방

안 및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의 개선, 학생지도, 교수진,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6-1.2 학위과정의 정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교육목표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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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D) 및 미흡(W)

1)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설명1)이 있는가?

-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이 없음(D)

2)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의 내용이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D)

■ 설명

(설명1)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

○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각 학위과정은 고유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

록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정해야 함. 설정된 학위과정 학습성과가 교육목표와 부합함

을 제시하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함으로 판정함.

○ KTC2015 기준을 적용하는 신규 또는 정기평가 학위과정은 인증기준 학습성과 10

개 항목 각각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연계되고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 결함(D) 및 미흡(W)

1)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로 수행준거(설명1)를 설정하였는가?

-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로 수행준거를 설정하지 않음(D)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수행준거의 성취수준과 성취목표가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공학기술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음(W)

2)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평가체계(설명2)(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Rubric), 

성취도수준, 측정방법, 달성목표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신청 조건)

-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D)

- 수행준거별 평가체계의 구체성(측정 주체,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주기, 평가도

구별 측정 자료 수집, 분석, 학위과정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 부족하여 실행가

6-2. 기준2(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6-2.1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학습성과 설정

6-2.2 학위과정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적

절한 체계 수립

※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체계는 신청조건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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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 않음(W)

3) 평가도구가 적절한가?

- 특정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평가도구로만 평가함(D)

- 평가도구로 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평점만을 사용함(D)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간접 평가도구(예: 설문조사)만으로 구성함(W)

- 각종 행사나 연수에 참여한 횟수 등 투입요소만으로 특정 수행준거의 성취도를 

측정함(W)

- 다수의 평가도구로 측정한 결과를 합산 또는 평균으로 연산 처리하여 측정 결과

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타당성이 인정되는 연산처리는 예외임)(W)

4) 성취도 측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채점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채점기준이 설정되지 않음(W)

- 채점기준이 설정되었으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움(W)

■ 설명

(설명1) 수행준거(Performance Criteria or Indicator):

○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따라

서 학습성과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이자 하위 구성요

소로서 수행준거를 정의해야 하며, 수행준거는 ‘내용 + 행위동사’, 즉 ‘학생들은  

~을  ~할 수 있다.’의 문장 형식으로 기술함.

(설명2) 학위과정 학습성과(PO)의 평가체계:

○ PO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함.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성취도수준, 측정방법, 달성목표 등을 포함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틀을 요구하지 않음.

○ 평가도구의 예로 공인시험, 자체시험, 구두시험, 학생 포트폴리오, 종합설계 보고

서나 발표 등이 있으나 이외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가 사용될 수 있음.

○ 교과목에서의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위과정 학습성

과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과기반 평가(CEA: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권장함.

6-2.3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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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D) 및 미흡(W)

1)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체계에 따라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설명1)가 있는가?

-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없음(D)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매년 측정하지 않음(W)

-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지 않음(W) (신규평가

에만 해당)

2)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음(D)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설명2) 에 부합(설명3)하지 않음(W)

3)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학위과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D)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한 실적이 없음(W) (신규평가 또

는 개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설명

(설명1)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따라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

○ 학위과정 차원에서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기대하는 수준(목표치)과 

비교한 자료를 의미함. 특히, 기대 수준에 도달 또는 미달한 항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원시 자료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야 함.

(설명2)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공

학기술문제수준설명(ETAC Level Descriptor):

○ 기술 학위과정

 - 공학기술 기초지식ㆍ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된 기술과 표준화

된 분석 기법의 적용을 요하는 문제로서

 - 제한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소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실무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과제, 한정된 수의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계

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공학기술 학위과정

 - 공학기술 지식ㆍ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된 기술과 증명된 분

석 기법의 응용을 요하는 문제로서

 -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실무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과제,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계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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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공학 학위과정

 - 공학기술 지식ㆍ전공지식 및 현장심화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

된 기술과 적합한 분석 기법의 응용을 요하는 문제로서

 - 현장 이슈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요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의 복합적 이슈와 연관된 기술적 과제,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

계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설명3)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에 부합:

○ 성취도 측정에 활용된 자료(시험답안지, 설계 과제 결과물 등)의 수준을 증빙하는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 각 인증단 간의 문제의 종류와 해결 능력 분류를 위해 정의된 ‘공학기술문제수

준설명’(ETAC Level Descriptor)과 비교하여 자료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함.

■ 결함(D) 및 미흡(W)

1)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편성과 이수체계(설명1)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일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설명2)되어 있지 않음(D)

- 교과과정의 이수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D)

-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음(W)

-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교과목 간의 연관도가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설정된 바와 

일치하지 않음(W)

2) 교과목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과목 운영실적(CQI보고서를 포함한 교과목포트폴리오)이 관리(설명3)되고 있지 않음(D)

3) 교과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과목 운영실적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교과목 개선 실적은 있으나 형식적임(W)

- 개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교과목 개선 실적이 없음(W) (방문평가 시 최고학년이 

1학년인 경우에 해당)

6-3. 기준3(교과과정)

6-3.1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

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59 -

■ 설명

(설명1) 이수체계:

○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이수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예:

  ▪ 종합설계 교과목에 다른 교과목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 MSC와 공학기술주제(전공) 교과목 간의 선후수 연계가 매우 부족함.

  ▪ 공학기술주제(전공) 교과목 간의 선후수 연계가 매우 부족함.

  ▪ 선후수로 연결된 교과목의 수가 너무 적어서 체계적인 학습성과 배양이 어려움.

(설명2) 교과목 편성의 적절성: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목 편성 여부의 평가는 교과목의 수와 내

용을 중심으로 함.

(설명3) 교과목 운영실적(CQI보고서를 포함한 교과목포트폴리오)의 관리:

○ 교과목의 운영 실적으로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과제물과 시험 내용, 성적평가 

방법 및 결과, 강의개선(CQI)보고서 등 교과 운영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

적물이 관리되어야 함.

○ 교과기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이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과 결과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결함(D) 및 미흡(W)

1) MSC 교과목(설명1)의 학점 수를 만족하는가?(신청 조건)

-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 학점(설명2)을 이수하도록 편

성되어 있지 않음(D)

- 수학, 기초과학 각 1개 교과목 이상을 포함하지 않음(D)

2) MSC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가 적절한가?

-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설명3)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D)

- MSC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가 매우 부실함(D)

■ 설명

(설명1) MSC 교과목:

6-3.2 MSC(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교과목

※ MSC(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교과목의 학위과정별 최소 학점수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어야함.(신청조건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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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바탕이 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는 수학, 기초

과학, 전산학 교과목을 의미함.

○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수학, 기초과학, 전산학)의 전공자가 무리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공학기술 분야 전문가만 

가르칠 수 있는 전공지향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면, 기계공학의 정역

학, 전기전자공학의 고체물리 등은 MSC 교과목으로 볼 수 없음.

(설명2)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 학점:

○ 기술 학위과정의 경우 10학점

○ 공학기술 학위과정의 경우 15학점

○ 공학 학위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 과정)의 경우 5학점

(설명3)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는

  ▪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의 필수과목 지정

  ▪ 졸업기준에 의한 이수 의무 규정

  ▪ 수강 지도에 의한 교과목 이수

  중의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로 함.

■ 결함(D) 및 미흡(W)

1)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학점 수를 만족하는가?(신청 조건)

- 현장실습(또는 심화현장실습) 및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를 포

함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학점 수가 미달(설명1)함(D)

-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D)

- 공학 학위과정(학사학위)의 경우 심화현장실습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결과물

이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되지 않음(W)

2) 종합설계(Capstone Design 등) 교과목 운영(설명2)이 적절한가?

- 종합설계 교과목이 없음(D)

- 종합설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없음(W)

- 종합설계 교과목의 성적산출이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체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음(W)

6-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

※ 공학기술주제(현장실습 및 종합설계 포함)의 학위과정별 최소 학점수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어야함.(신청조건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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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설계 교과목이 교육목표와 무관하게 교수 개인별 전공 위주로 운영됨(W)

- 학생들의 종합설계 결과물이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에 부합하지 않음(W)

■ 설명

(설명1) 현장실습(또는 심화현장실습) 및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

를 포함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학점 수가 미달:

○ 기술 학위과정의 경우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 포함한 

54학점 이수 미달

○ 공학기술 학위과정의 경우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종합설계 교과목 포함한 80학

점 이수 미달

○ 공학 학위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 과정)의 경우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한 41학점 이수 미달

○ 공학 학위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 과정)의 경우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한 15학점 이수 미달

(설명2) 종합설계(Capstone Design 등) 교과목 운영:

○ 종합설계 교과목의 적절성을 방문평가 전에는 강의계획서(종합설계 교육 계획 포

함), 방문평가 시에는 수강생들의 종합설계 과제 수행 결과물 샘플(상, 중, 하 수준 각

각 1개 이상)의 내용과 수준을 근거로 판정하도록 함.

○ 수강생들의 종합설계의 결과물에서 설계 절차(구성요소)에 따라 현실적 제한조건

을 반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보고서나 발표를 통한 의사소통 경험과 

팀 활동을 통한 팀워크 경험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결함(D) 및 미흡(W)

1) 전문교양 교과목이 편성(설명1)되어 있는가?(신청 조건)

- 전문교양 교과목이 없음(D)

2) 전문교양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가 적절한가?

- 전문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D)

■ 설명

(설명1) 전문교양 교과목의 편성:

○ 교양 교과과정은 교육기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고 관리되지만 학위과정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문교양 교과과정을 적절히 개설하여 이수하고 있음을 제

6-3.4 전문교양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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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함.

○ 공학기술주제와 MSC 교과목만으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우

므로 전문교양 교과목이 이를 적절히 보완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함.

○ 교육기관 차원에서 교양교육이 운영되더라도 각 학위과정에서 그 내용과 수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과목 운영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 결함(D) 및 미흡(W)

1)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설명1)한 실적이 있는가?(대상이 있는 경우만 해당)

-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실적이 없음(D)

- 단순 측정 결과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음(W)

2) 평가의 결과가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되는가?

- 학생 평가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설명

(설명1) 학생에 대한 평가:

○ 학생은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을 의미함.

○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취도(지식수준)를 주요 대상으로 함. 즉, 세부기준 4.1

에서 모든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평가의 대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신입생과 전입생에 대한 평가는 학위과정에 입학하거나 전입한 학생의 학업성취

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임.

  ▪ 신입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사정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평

가(학력시험 등)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의 산업체 경력없는 신입생은 수학능력 확보

를 위해 교육부 인가 요건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입

학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입생에 대한 평가는 학점인정절차를 포함하며 전입생 학점인정절차는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학점 수, 설계 교

육 내용 등 교과목의 동등성에 대한 점검을 통한 학점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6-4. 기준4(학생)

6-4.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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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D) 및 미흡(W)

1)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에 대한 학생지도(설명1) 실적이 있는가?

-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의 학생지도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비인증 학위과정으로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D)

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에 대한 학생지도의 결과가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되는가?

- 학생지도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D)

■ 설명

(설명1) 학생지도:

○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 학습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상담을 시행하는 주체, 시

기, 분석, 학위과정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단,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교과목 이수, 학습에 대한 학생지도가 매우 부실하

거나 비인증 학위과정으로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는 결함으로 평가함.

■ 결함(D) 및 미흡(W)

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설명1)가 규정되고 공개되어 있는가?

-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D)

-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음(W)

2) 인증 학위과정과 비인증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설명2)되는가?(신청 조건)

- 인증 학위과정과 비인증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

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D) 

3)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이 있는가?

- 학위과정의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됨(D)

■ 설명

(설명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

○ 종합설계 학점을 포함한 교과영역별 이수요건, 현장실습 및 학위과정이 자체적으

6-4.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

6-4.3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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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 졸업기준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인증 학위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비인증 학위과정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졸업학기 

이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

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설명2) 학위 명칭의 구분:

○ 공인원 인증규정(8조)에 따라 비인증 학위과정은 인증 학위과정과 명확히 구별되

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영문 증명서의 경우 Major를 비인증 학위과정과 인증 학위과정에서 동일하게 하

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위명(예를 들면 ‘A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이 되

도록 해서는 안 됨.

○ 단일인증제 채택과 함께 차별화된 학위과정 교육목표, 학위과정 학습성과 및 교

과과정으로 비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음.

■ 결함(D) 및 미흡(W)

1) 학위과정에 충분한 교수 수(설명1)가 있는가?(신청 조건)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과다함(4월 1일 기준 1:50 초과)(D)

2) 교수의 강의시간(설명2)은 적절한가?

- 전임교수의 연평균 강의시간이 과다함((전체 전임교수 1년 총 강의시간)/(전임교수 

수*2) > 18시간)(W)

3) 분반 및 시간강사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주관하는 전임교수는 있는가?

- 분반 및 시간강사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주관하는 전임교수가 없음(W)

4) 교수의 지도 학생 수(재학생 수)는 적절한가?

- 전임교수의 지도 학생 수가 과다함(4월 1일 기준 1:60 초과)(W)

■ 설명

(설명1) 학위과정의 교수 수:

6-5. 기준5(교수진)

6-5.1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실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신청조건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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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ㆍ공학기술 학위과정은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편제정원 기준)가 50명을 초

과한 경우, 결함으로 지적함(40명(전임교원확보율 50%) 초과 시 미흡).

○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은 교육부 인가 요건인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

율 50% 이상과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50% 이

상,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60% 이상),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모집단

위 전체교원확보율(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80% 이상,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학위과정 전임교수는 해당 학사행정

단위에서 1과목 이상의 강좌를 담당해야 함.

■ 결함(D) 및 미흡(W)

1)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 등 교육개선 활동(설명1)에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 참여가 매우 부족함(D)

- 교수진의 공학기술교육인증 운영 참여가 매우 부족함(D)

■ 설명

(설명1) 교육개선 활동 예:

○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모두 교육개선 활동으로 인정됨.

 - 교수학습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교수법, 교안 및 학습자료 개발, 교과목 CQI 활동 

등), 공학기술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등 공학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

련의 역량 강화 활동,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활동, 교내·외 공학기술 관련 세미나/워

크숍 참여, 교내외 인증위원회 활동, 산학연계 교육활동 등이 있음.

○ 전체 교수진의 전반적인 참여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 결함(D) 및 미흡(W)

1)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 등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설명1)되어 있는가?

-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음(D)

-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음(D)

-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이 미흡함(W)

6-5.2 교수진은 학위과정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교수진의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참여 실적은 신청조건으로 제시함.

6-5.3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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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설명1)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 교육 부문의 교수업적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개선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단

순히 강의 시수나 지도학생 수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함으로 평가함.

■ 결함(D) 및 미흡(W)

1)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의 명칭 및 졸업기준(학점,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학위과정

이 정한 추가 졸업기준 등)을 보여주는 학칙과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학칙과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D)

2)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운영실적이 있는가?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과 규정체계(설명1)가 없음(D)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의 운영실적이 부족함(W)

■ 설명

(설명1) 행정조직과 규정체계:

○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본부 조직, 학위과정 내 제반 위원

회와 관련 규정을 의미함. 학위과정 내 제반 위원회는 학위과정의 전체 교수회의로 갈

음할 수 있음.

○ 6.1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근거 및 행정조직과 관련된 규정 또는 매뉴

얼을 평가하고 1.2, 2.2, 4.3, 5.3에서는 해당 세부평가 항목과 관련된 규정 또는 매뉴얼

을 평가함.

■ 결함(D) 및 미흡(W)

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함(D)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매우 부족함(D)

-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공간, 시설, 장비가 부족함(W)

6-6. 기준6(교육환경)

6-6.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6-6.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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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관리가 부실함(W)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설명1)가 부실함(W)

■ 설명

(설명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실험·실습실 내에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구축하여 비치하여야 함.

○ 실험·실습실 내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비치하고 있어야 함.

■ 결함(D) 및 미흡(W)

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설명1)이 적절한가?

- 행정전담 인력이 매우 부족함(D)

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설명2)이 적절한가?

- 교육보조 인력이 매우 부족함(D)

■ 설명

(설명1) 행정전담 인력:

○ 학생(근로장학생)을 제외한 행정조교 또는 직원을 의미하며, 학위과정 소속이 아  

   니고 본부 또는 센터에 소속된 경우에는 학위과정 당 평균 인원수로 산출함.

(설명2) 교육보조 인력:

○ 학생(근로장학생) 인력도 인정함.

v 기본 사항

¡ 인증학위과정과 비인증학위과정의 학위 및 학위과정 명칭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국문 및 영문 제증명서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v 인증기준 2에서 추출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 평가체계가 측정 가능한 내용과 수준으로 수립 되어야 

 함.

6-6.3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

6-7.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신청 조건(신규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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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증기준 3에서 추출

¡ 교과과정 : 인증기준 3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학점수와 교과목 목록(교과영역별 

요구하는 교과목 편성여부)

v 인증기준 5에서 추출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편제정원 기준)가 50명 이하여야 

함.

¡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참여 실적 : 학위과정 내 교수가 기존에 공학기술교육인증 평

가에 참여(평가자 pool에 포함)하였거나, 학위과정 PD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이전에 

평가자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v 인증기준 6에서 추출

¡ 공간, 재정부분은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조사 후 최소기준을 추후 논

의하기로 함.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가능할 때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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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7-1. 교육기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 안내문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또는 ‘ABEEK’)의 공학기술교육인증기

준2015(이하 ‘KTC2015’ 또는 ‘인증기준’)는 공학기술 학위과정(이하 ‘학위과

정’)의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이하 ‘학사행정단위’, 학과, 계열 또는 행정단위로

서 전공)에서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

는 평가체계와 평가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학위과정의 지

속적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증제도에서 학위과정이라 함은 별도의 교육목표와 졸업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학위명칭을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행정적 학사행

정단위와는 구별된다. 또한 인증평가의 최종 결과로 학위과정을 인증하지만, 인증평

가의 대상은 학위과정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사행정단위와 그 학사행정단위를 

운영하는 대학의 행정부서, 공학기술교육 관련 부속기관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전

체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부합되도

록 학위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1. 자체평가보고서의 목적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이하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자료이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

서는 평가단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공인원의 인

증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자료이다.

(1) 교육기관의 학위과정 인증평가 신청

(2) 교육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3) 학위과정 평가단의 서면평가의견서 전달

(4) 학위과정 평가단의 방문평가

(5) 교육기관에 예비논평서 발송

(6) 평가대상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예비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과 보완/개선된 사항(실적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는 논평대응서를 공

인원에 제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70 -

(7) 공학기술인증평의회(ETAC)의 최종 인증판정

(8) 교육기관에 최종논평서 발송

2. 자체평가보고서의 요구사항

공인원은 평가단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인증평가의 신

뢰도 및 공정성과 국내외 인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인증절차의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교육기관, 학사행정단위와 학위과정의 

장단점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인원이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학위과정 운영 주체(학위과

정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예: 학과, 전공 또는 계열)와 그 학사행정단위를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예: 교육기관))는 자체평가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

성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단 부록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인증평

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방문평가에 앞서 서면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

는 인증평가대상 교육기관 및 학위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평가에 필요

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공인원은 학위과정 교육목표,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체 자문위원회, 재학생 및 졸업생, 졸업생의 고용주 등과 같은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자체평가보고서 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모든 인증기준은 인증기준 별로 아래와 같은 핵심사항을 포함하며 지속적 품질개

선 체계, 즉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자체평가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서 교육목표 및 학위과정 학습성과는 핵심이 되는 기준으로 이 두 기

준의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인증기준의 달성목표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

가 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각각의 인증기준별 자체평가는 아래와 같은 핵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달성(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혹은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문서화

(3)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4) 측정평가(혹은 현황조사, assessment)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

(5) 수집된 자료의 분석평가(혹은 현황분석, evaluation)

(6) 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7)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개선된 실적

3.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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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대상 교육기관은 공인원이 교육기관과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하여 정

량 및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술되는 모든 자료는 공인원에서 제공한 당

해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교육기관에서 정한 

자체문서양식을 이용할 경우에도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항목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

게 공인원에서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인증평가에 선정된 학위과정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공

인원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과정 명칭

인증평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학위과정 명칭이 자체평가보고서의 표지

에 표기되어야 하고, 이 학위과정 명칭이 대학요람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 학위과

정 명칭은 대학에서 발급되는 모든 증명서(국문/영문)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행정적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의 명칭과는 상이할 수 있다.

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교육기관은 인증평가 대상 학위과정별로 학위과정의 자체평가보고서(별책부록 I 

및 II 포함)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보고서 본문과 별책부록 I , II

      (1) 자체평가보고서: 본문 인쇄본 4부

      (2) 부록: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

- 보내는 곳

수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주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우편번호 135-91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파라다이스벤처빌딩 7층

자체평가보고서 발송 후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

드시 정오표 형태로 작성하여 방문평가 최소 4주 전에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후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 시 평

가위원에게 정오표 형태로 제출하여 평가받고, 그 정오표를 공인원에 반드시 접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방문평가 이후의 평가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

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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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밀 사항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공인원과 공인원이 인정하는 대리인에게만 

공개되며, 간략한 요약자료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의 사전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이 장에는 학위과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과 작

성 지침 등을 기술하였다.

학위과정에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는 본 양식에서 제시하는 장, 절의 제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양식이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은 별도의 

장과 절을 정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인원에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는 

도움말로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0.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 및 제출문

표 0.1의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과 설명을 참조하여 제출할 자체평가보고

서의 표지를 작성한다.

또한 표 0.2의 제출문은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인증평가지

원시스템(AMS)에 입력, 출력한 후 자체평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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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공학 학위과정 용)

OO 공학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1월 15일

〇〇계열(학과) 〇〇공학전공

대학 〇〇대학교
〇〇 College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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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 자체평가보고서 표지양식(공학기술 학위과정 용)

OO 공학기술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1월 15일

〇〇계열(학과) 〇〇공학기술전공

대학 〇〇대학교
〇〇 College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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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 자체평가보고서 표지양식(기술 학위과정 용)

OO 기술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1월 15일

〇〇계열(학과) 〇〇기술전공

대학 〇〇대학교
〇〇 College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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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명칭> 학위과정 자체평가보고서

설명 : “<학위과정 명칭>” 에서 “학위과정 명칭”에는 학위과정 명칭을 정확히 

기술한다. 학위과정 명칭은 대학에서 발급되는 공식적인 증명서에 적용되는 전문학

사를 제외한 학위명칭과 동일하여야 한다.

예) 기계

  : 학위명칭이 ‘기계공학사’일 경우 ‘기계공학’이 학위과정 명칭임.

   학위명칭이 ‘기계공학기술전문학사’일 경우 ‘기계공학기술’이 학위과정 명칭임.

   학위명칭이 ‘기계기술전문학사’일 경우 ‘기계기술’이 학위과정 명칭임.

<제출일자>

설명 : 제출일자에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xxxx년 xx월 xx일의 형태로 

기술한다.

예) 2015년 1월 15일

<학사행정단위 명칭>

설명 : 학사행정단위 명칭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행정적 최

하위 학사행정단위의 명칭을 기술한다.

예) 1.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학위과정을 기계공학과에서 운영하는 경우

2. 기계계열 기계공학전공 : 기계공학 학위과정을 기계계열 기계공학전공에서 

운영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계열에서 운영하는 전공이 행정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계열 명

칭을 포함한 전공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명칭에 작성한다.

<교육기관 명칭>

설명 : 교육기관 명칭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기술한다.

예) 한국대학교

(주의)  제출일시, 학사행정단위, 교육기관 명칭을 작성할 때 설명을 없애고 줄을 바

꾸어 차례로 기술하되, 전체적인 형태와 디자인은 교육기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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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인증신청 학위과정 명 OO공학

인증평가의 구분 신규/중간
적용 인증기준 KTC2015

학사행정단위 국문명 영문명

소속계열 명칭 OO계열
(만일 없으면 공란)

School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소속 학과(전공) 명칭 OO공학과
(혹은 OO공학전공 등)

Dept.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학위명칭 국문명 영문명

인증 학위과정 OO공학사 B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Honors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작년도 OOOO년 OO월 최초졸업생 배출연월 OOOO년 OO월

최고학년 (2014. 4. 1. 현재) 학년 교육단위 교수진의 수 명

교육단위 운영 책임자 계열(학과)장 인증 학위과정 책임자 (PD) 행정직원(조교)

이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 현황 재학생 현황(2014. 4. 1 현재)

배출년도 소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소계

‘10.3 이전 전문학사 
1학년

‘10.3 ~’11.2
전문학사 

2학년

‘11.3 ~’12.2
전문학사 

3학년

‘12.3 ~’13.2 공학사 1학년

‘13.3 ~’14.2 공학사 2학년

총계 총계

학위과정의 졸업학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단위의 전담 보조인력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행정조교 교육조교
기타

(근로학생포함)일반 종합설계 현장실습

2015년도 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를 위해 본 학위과정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자체평가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한국

공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O O 대학교 총장 O O O (인)

표 0.2 제출문 양식(공학 학위과정 용) (AMS 출력양식으로 대체)

 -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이하, ‘인증 학위과정’)
 -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이하, ‘일반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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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인증신청 학위과정 명 OO공학기술

인증평가의 구분 신규 / 중간방문
적용 인증기준 KTC201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
국문명 영문명

소속계열 명칭 OO계열
(만일 없으면 공란)

School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소속 학과(전공) 명칭 OO과
(혹은 OO공학전공 등)

Dept.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명
(예) 기계

학위명칭 국문명 영문명

인증 학위과정 OO공학기술전문학사 B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일반 학위과정 공업전문학사
(없으면 공란)

AS in Engineering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시작년도 OOOO년 OO월 최초졸업생 배출연월 OOOO년 OO월

인증 최고학년 (2014. 4. 1 현재) 학년 교육단위 교수진의 수 명

교육단위 운영 책임자 계열(학과)장 인증 학위과정 책임자 (PD) 행정직원(조교)

이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졸업생 현황 재학생 현황(2014. 4. 1. 현재)

배출년도 인증 학위과정
일반 

학위과정 소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소계

‘11.3
이전

전문학사 
1학년

‘11.3
~’12.2

전문학사 
2학년

‘12.3
~’13.2

전문학사 
3학년

‘13.3
~’14.2 공학사 1학년

공학사 2학년

총계 총계

학위과정의 졸업학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단위의 전담 보조인력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행정조교 교육조교
기타

(근로학생포함)일반 종합설계 현장실습

2015년도 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를 위해 본 학위과정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자체평가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한국공

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O O 대학교 총장 O O O (인)

표 0.2 제출문 양식(공학기술 학위과정 용) (AMS 출력양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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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 제출문 양식(기술 학위과정 용) (AMS 출력양식으로 대체)

제    출    문
인증신청 학위과정 명 OO기술

인증평가의 구분 신규 / 중간방문
적용 인증기준 KTC201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
국문명 영문명

소속계열 명칭 OO계열
(만일 없으면 공란)

School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소속 학과(전공) 명칭 OO과
(혹은 OO공학전공 등)

Dept.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명
(예) 기계

학위명칭 국문명 영문명

인증 학위과정 OO기술전문학사 A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일반 학위과정 공업전문학사
(없으면 공란)

AS in Engineering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시작년도 OOOO년 OO월 최초졸업생 배출연월 OOOO년 OO월

인증 최고학년 (2014. 4. 1 현재) 학년 교육단위 교수진의 수 명

교육단위 운영 책임자 계열(학과)장 인증 학위과정 책임자 (PD) 행정직원(조교)

이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졸업생 현황 재학생 현황(2014. 4. 1. 현재)

배출년도 인증 학위과정 일반 
학위과정 소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소계

‘11.3
이전

전문학사 
1학년

‘11.3
~’12.2

전문학사 
2학년

‘12.3
~’13.2

전문학사 
3학년

‘13.3
~’14.2 공학사 1학년

공학사 2학년

총계 총계

학위과정의 졸업학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단위의 전담 보조인력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행정조교 교육조교
기타

(근로학생포함)일반 종합설계 현장실습

2015년도 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를 위해 본 학위과정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자체평가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한국공

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O O 대학교 총장 O O O (인)

*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 후 출력하여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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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정보

1. 학위과정

인증평가 대상인 학위과정의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적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에

서 수여하는 모든 학위 명칭(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에 명시되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열거하고, 인증제도 관련 내용(시작년도, 인증평가 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여기서 “학위과정”이란 별도의 졸업기준과 학위명칭으로 구분되는 교

육과정(혹은 학위과정)을 의미한다.

2. 학위과정 운영방식

학사행정단위(전문학사 과정 포함)에 소속된 모든 학위과정의 운영 방식(예; 주간편

성, 야간편성, 산업체위탁과정, 교외수업, 원격강좌, 인턴과정 등)과 규모를 기술한다.

3. 학사행정단위의 연혁

학사행정단위의 연혁을 간단히 작성한다.

II. 부족사항 개선 결과

공인원의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학위과정의 부족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족사항들

을 나열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선된 결과를 기술하시오. 또한 교육

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부족사항(일반적으로 평가단의 평가단장이 전체적으로 지적

한 부족사항을 의미함)들을 나열하고 개선된 결과를 (요약) 기술하시오.

(주의) 신규 인증평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장을 작성하지 말고 “이번 인증평

가가 신규평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명기하시오.

III. 인증에 관한 요약

학위과정은 정확한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명확하고 자세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인증기준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자체

평가보고서에는 모든 인증기준별로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수

립과 운영’, ‘성과의 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과 운영’,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한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학위과정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의 활

용’, ‘분석결과가 피드백 되어 개선된 실적 등의 지속적 품질개선(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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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과 관련된 자

료 수집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분석된 결과는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되어

야 한다.

평가위원이 자체평가보고서만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기

술하고 충분한 근거자료(가급적 부록에 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 자료는 중복 

작성될 수 있으며, 중복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조되는 자체평가보고서 내

용(해당 내용, 그림 및 표 등)을 포함하는 쪽 번호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또

한 별책부록에는 공인원에서 제시한 양식 외에 교육기관에서 인증평가에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또한 평가단(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이외의 자료를 서면평가, 방문평가 또는 대응기간 

중에 해당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늦어도 논평대응

서 제출시기까지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과정 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소속 학생이 졸업 후 2∼3년 내에 보유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산업체의 의견, 사회 환경 변화, 졸업

생의 진로, 재학생의 희망진로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교

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은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학위과정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
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 학위과정은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
도록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2 학위과정은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학위과정의 개선이 가능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

정하고 공개

1.1-1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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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수집한 실적을 요약하여 기술함.

▹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양식이 사용되

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한 양식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함.

▹ 다양한 설문조사 등의 예시 : 졸업생 설문조사, 고용주/산업체자문단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졸업생 진로조사, 재학생 희망진로 설문조사 등

◦ 사회 환경 변화에는 학위과정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위과정의 자체역량 평가결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수집하는 것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를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목표 수립과 무관한 정보는 기술하지 않

음.)

◦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교육목표에 반영한 중요한 요소들과 교육목표에 실제로 반영된 사항들을 

기술함.

※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수집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수집된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즉 소속 학생이 졸업 후 수년 내에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성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을 의미함.

◦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은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과 

「성과기반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음. 여기서, 수요지향 교육은 

목표 설정의 방법을 의미하는 바, 교육의 실천적 목표를 교수나 학교 경영자 측면에서만 설정하

지 말고, 교육의 수요자인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수렴

하여 설정해야 함을 의미함.

◦ 사회 환경에는 학위과정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위과정의 자체역량 평가결과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공학기술교육을 위한 학위과정의 구성원에는 산업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

하여,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을 포함한 구성원과 구성원별 중요성이나 역할 등을 기술하고, 그

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교육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설정에 참여한 구성원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구성원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1-2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학위과정 교육목표에 반영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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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수립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를 설정 또는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 변화의 반영 노력(조사, 분석 등)이 없

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를 설정 또는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육기관의 교육목표를 제시함.

◦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개별 항목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기술

함.

◦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함.

▹ 교육기관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한 자료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실적을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기술함.

▹ 교육목표를 공개하는 자료에는 학과 홈페이지, 학과 소개자료, 학업이수가이드 등 학과 또는 

학위과정을 내·외부에 소개하는 다양한 공식적인 자료 또는 매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공개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공개한 실적 자료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공개된 교육목표가 자료(인터넷, 요람, 학교 안내자료 등)마다 상이함.

▹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인식하지 못함.

1.1-3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설정

1.1-4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

1.2 학위과정 교육목표 적절성의 정기적 검토와 학위과정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리

1.2-1 학위과정 교육목표 적절성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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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수요지향 교육」과 더불어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성과중심 교육」은 교

육 개시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여,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함.

◦ 학위과정 교육목표 적절성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학위과정의 효율적이고 지속

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내규나 운영 매뉴얼, 자체평가보고서 

등 공식문서를 의미함. 문서화된 체계로 제도화되어야만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가 정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임.

▹ 교육목표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는 고용주 및 졸업생 설문조사, 졸업생 진로조

사, 산학자문위원회 개최, 초점그룹(focus group)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적절성의 정기적 검토는 문서화된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목표의 적절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함.

◦ 교육목표 적절성은, 졸업 후 일정 기한이 경과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검토함. 주기는 학위과정

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나, 정기평가 주기(6년) 이내에 한 번 이상 검토하여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된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

정 규정」의 위치 정보를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문서화된 체계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문서화된 체계가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졸업생을 배출한 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성취도 적절성 검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교육목표 성취도 적절

성 검토 시점인 20○○년이 도래하지 않아 교육목표 적절성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

고 현 위치에 기술함.

◦ 검토한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기술함.

※ 학위과정 교육목표 적절성을 검토하고 분석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실적 자료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교육목표 적절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평가 주기(6년) 이내에 한 번 이상 검토한 자료가 없음.

1.2-2 수립된 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자료

1.2-3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한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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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졸업생을 배출한 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위과정 교육목표 개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 개선 시점인 20○○

년이 도래하지 않아 교육목표 개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 학위과정 개선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에 중요한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교수법 등이 개선의 

주요 대상이며,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개정, 구성원 의견 수렴 방안 및 학위

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의 개선, 학생지도, 교수진,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수립된 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교육목표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를 교육목표 실행방법(교과과정, 교

수진, 교육환경 등) 개선에 적용한 실적을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없음.(교육목

표 적절성 검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목표의 적절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

■ 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
도를 나타내는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
라 성취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2.2 학위과정은 설정된 학위과정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3 학위과정은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
과정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에는 다음의 해당 학위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다.

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은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며,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는 물

론 국제적 동등성에 부합하고 학위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

다. 학위과정은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평

가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학위과정 차원에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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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기본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기본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
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기본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구현)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기본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공학기술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실무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실무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
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실무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구현)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실무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기술심화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실험수행)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자료조사) 공학기술심화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

력
4) (도구활용) 공학기술심화문제 해결을 위해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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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의 최종 목표가 교육목표 달성이라면, 이를 위한 핵심적인 단계별 목표는 학위과정 학습성

과(졸업생역량) 달성임.

◦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를 달성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함.

▹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5) (설계구현)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공학기술심화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사회적 영향)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공학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평생학습) 공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2.1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설정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설명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결과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일종의 교육목표를 의미함.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는 오랜 기간의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을 최소한으로 결집한 것으로, 각 교육기관의 역사와 전통, 구성원의 차이와 관계없이 교육과정

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졸업 전에 학교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의미함.

◦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

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성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학습성과 성취도를 구

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이자 하위 구성요소로서 수행준거를 정의해야 하며, 수

행준거는 ‘내용 + 행위동사’, 즉 ‘학생들은  ~을  ~할 수 있다.’의 문장 형식으로 기술함.(판

정가이드 설명 부분 내용 추가)

◦ 각 학위과정에서는 제시된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외에도 학위과정 고유의 학위과정 학

습성과(졸업생역량)를 추가할 수 있음.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는 졸업하는 시점까지 성취하기를 기대하므로, 교육목표보다 단기

적인 목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구별은 시기적으로 언제 측정하느냐로 이해될 수 있음.

◦ 학위과정에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별로 핵심 내용(contents)과 수준을 결정하는 행

위동사(action verb)를 선택하여 수행준거를 설정하여야 함.

2.1-1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의 유기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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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이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항목은 모든 공학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

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각 학위과정은 고유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정해야 함.

◦ KTC2015 기준을 적용하는 신규 또는 정기평가 학위과정은 인증기준 학습성과 10개 항목 각각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연계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특성화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의 내용이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10개 항목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체계에 대한 유의 사항

◦ 평가체계는 졸업생역량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함.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성취도수준, 측정방법, 달성목표 등을 포함하여 정

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틀을 요구하지 않음. 

◦ 평가도구의 예로 공인시험, 자체시험, 구두시험, 학생 포트폴리오, 종합설계 보고서나 발표 등이 

있으나 이외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가 사

용될 수 있음.

◦ 교과목에서의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

정하는 교과기반 평가(CEA: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권장함.

◦ 다음과 같은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체계는 주요 평가 사례임.

▹ 특정 교과목의 성적만을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측정 결과로 연계하여서는 안 됨 : 

교과목 성적은,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교과 내용, 학생들의 다양한 과제물, 출석 

현황,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대부분의 경우 상대 평가된 결과물

이므로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으로 구분된 특정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수준

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임.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직접적인 평가도구가 포함되어

야 함  :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간접적인 평가도구로 알려진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 학위

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간접 평가 방

2.1-2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인증기준 항목과의 유기적 연관성

2.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별로 성취도를 평가(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적

절한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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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수립된 수행준거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통하여 학위과정 차원의 달성도를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수행준거별 채점기준과 평가기준은 물론 수행준거의 내용에 부합하는 성취수준, 

평가도구, 측정방법, 달성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를 제시하여야 함.

※ 특히, 평가체계의 합리성은 졸업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수준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보장하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핵심 사항」이므로 면밀하게 평가될 것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성과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과 「지속적 품질개선(CQI)」이 있

어야 하며, 「순환루프(closed loop)」가 완성되어야 함.

◦ 인증기준 2의 핵심은 첫째,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행 준거가 수립되어 있으며, 둘째, 합리적인 평가 체계(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별로 측

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 수준의 설정, 문서화된 평가 절차 및 평가 도구)에 있으며, 셋

째, 그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문서화된 결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측정 가능한 수행준거를 제시하여야 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로 수행준거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수행준거의 성취수준과 성취목표가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공

학기술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로 수행준거를 설정하지 않음

법만으로 수집된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 다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연산처리(합산, 평균 등)하면 안 됨 : 동일한 지

식, 기술 그리고 태도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도구 별로 측정된 결과가 편차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측정 결과를 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보유한 수준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

기 때문임.

◦ 특정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해당 교과목에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통해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음.

2.2-1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측정 가능한 수행준거

2.2-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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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평가체계(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Rubric), 성취도수준, 

측정방법, 달성목표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신청조건)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수행준거별 평가체계의 구체성(측정 주체,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주기, 평가도구별 측정 자

료 수집, 분석, 학위과정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 부족하여 실행가능하지 않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평가도구의 예로 공인시험, 자체시험, 구두시험, 학생 포트폴리오, 종합설계 보고서나 발표 등이 

있으나 이외에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가 사

용될 수 있음.

◦ 교과목에서의 시험이나 과제물 평가,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과기반 평가(CEA: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권장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평가도구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간접 평가도구(예: 설문조사)만으로 구성함

▹ 각종 행사나 연수에 참여한 횟수 등 투입요소만으로 특정 수행준거의 성취도를 측정함

▹ 다수의 평가도구로 측정한 결과를 합산 또는 평균으로 연산 처리하여 측정 결과의 의미를 상

실하고 있음(타당성이 인정되는 연산처리는 예외임)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특정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평가도구로만 평가함

▹ 평가도구로 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평점만을 사용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성취도 측정이란, 문서화된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의 성취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성취도 측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채점기준이 설정되었

는지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채점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2-3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평가도구

2.2-4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채점기준

2.3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

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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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

영하기 시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

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거나 경과된 학위과정은, 이전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 수립된 체계에 따라 연차별로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평가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 평가 

대상, 평가 시기 및 주기, 평가도구 별 자료 수집, 분석, 학위과정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

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함.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매년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체계에 따라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매년 측정하지 않음

▹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지 않음(신규평가에만 해당)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

영하기 시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

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졸업생이 배출된 경우,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로 목표로 하는 수준과 성취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함.

▹ 목표 대비 성취도를 표로 제시할 수 있음.

◦학위과정 차원에서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인 목적으로 하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학위과정 개선

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ETAC Level

Descriptor):

2.3-1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측정한 실적

2.3-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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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학위과정

 - 공학기술 기초지식ㆍ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된 기술과 표준화된 분석 기법의 
적용을 요하는 문제로서

 - 제한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소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실무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과제, 한정된 수의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

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공학기술 학위과정

 - 공학기술 지식ㆍ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된 기술과 증명된 분석 기법의 응용
을 요하는 문제로서

 -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실무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과제,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공학 학위과정

 - 공학기술 지식ㆍ전공지식 및 현장심화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개발된 기술과 적합
한 분석 기법의 응용을 요하는 문제로서

 - 현장 이슈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요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수의 해가 존재하며,
 - 현장의 복합적 이슈와 연관된 기술적 과제,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실무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

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 공학기술문제 해결 능력에 부합:

◦ 성취도 측정에 활용된 자료(시험답안지, 설계 과제 결과물 등)의 수준을 증빙하는 결과를 제

시해야 하며

◦ 각 인증단 간의 문제의 종류와 해결 능력 분류를 위해 정의된‘공학기술문제수준설

명’(ETAC Level Descriptor)과 비교하여 자료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이 기술ㆍ공학기술ㆍ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에게 요구되는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에 부합하지 않음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

영하기 시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의 활용 입증은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거나 경과된 학위과정은, 이전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 수립된 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실행방법(교과과정, 교수진, 교육환경 등) 개선에 적용한 실적을 

제시함

※ CQI연차보고서 및 개선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2.3-3 평가체계에 따른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성취도 분석 결과의 학위과정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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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기술 학위과정:
3.1 기술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
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최
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을 포함하
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공학기술 학위과정:
3.1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최
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학위과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한 실적이 없음(신규평가 또는 개선주기가 도

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

3. 교과과정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

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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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세부평가항목 2.1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제시하였으므로, 본 세부 평

가항목에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평가의 대상임.

◦ 교육목표는 물론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수립과 적절한 

운영이 핵심 요소임.

▹ 본 세부평가항목에서의 교과과정이란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함.

◦ 교과목별로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항목별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성취도 수준을 평

가하는 방법을 수립하여 강의계획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 명확하게 제시함과 더불어 각 

교과목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이 학위과

정 학습성과 항목별 성취도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이 때,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표 I-1 기본교과과정표」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함.

▹ 필요한 경우,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들과 교과목들과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

음.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편성을 확인하여(신청조건)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일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
3.1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을 각 1개 과목 이상으로 최소 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
여야 한다.
3.3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
함하여 41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
원회에는 산업체 소속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 
3.1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
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
원회에는 산업체 소속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교과과정의 체계적 구성과 지속적인 개선

3.1-1 학위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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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과과정은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즉, 교과과정은 교과목들의 단순한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과목들 간의 선수, 후수, 병수 관

계가 명시된 교과목 이수체계가 있어야 함.

▹ 교과목들 간의 선․후수 관계에 있어서, 후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 과목」이란 필수 

이수가 보장되는 교과목으로서 「권장 선수」나 「추천 선수」 등의 지정은 해당되지 않음

◦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개별 교과목별로 관련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해당 강의계획서

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수립된 이수체계는 공식적인 자료에 충분하게 공개되어,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함.

▹ 교과목들 간의 선․후수 관계가 명시된 공식적인 자료에는 이수체계도, 이수체계표 또는 선수

과목이 명시된 강의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과목의 이수체계를 보여주는 이수체계도나 이수체계표를 

제시함. 만일, 이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교과목들 간의 이수 관계를 정리

하여 제시함.

※ 강의계획서는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2.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운영실적은 교과

목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함. 운영실적의 요약은 3-1-4절에 기술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교과과정의 이수체계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n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와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교과목간의 연관도가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설정된 바

와 일치하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목 이수체계

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성과중심 교육의 핵심 사항임.

◦이수체계 준수의 보장이란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충분한 상담이나 

이수지도를 통하여 후수 교과목의 이수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되며 학위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인증평가 시 이수체계가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3.1-2 교과과정 이수체계

3.1-3 이수체계 준수

가) 이수체계 준수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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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규정에 의해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

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정보를 제시함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과과정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이수체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교

과과정이 제시되었으므로,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을 충실하게 운영하

는 것은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이에, 공학기술교육 인증평가에서는 모든 교과목별 운영 실적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교과목 운영 실적으로서 각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과제물과 시험 내용, 평가 방법 및 결과, CQI보

고서 등이 관리되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영역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나 방안을 제시함.

◦ 위에서 제시한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나 방안을 운영한 실적으로, MSC, 공학기술

주제,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의 운영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 개별 교과목별 성적부여는 관련 학위과정 학습성과과 연계된 측정평가 기준(Rubrics)에 따라 객관

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한 운영 결과는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제시되어야 함.

※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실행하는 경우, 교과목 운영실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교과목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련 학위과정 학습성과과 연계한 성적평가가 적절히 이

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과목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교과목 운영실적(CQI 보고서를 포함한 교과목 포트폴리오)이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인원에서는 학위과정이나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운영 실적을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함.

◦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이나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결

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

※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나) 이수체계 준수 입증 자료

3.1-4 교과목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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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과목별로 다루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안,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

으로써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이에,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에서는 모든 교과목별 지속적인 개선(CQI)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 교과목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학기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이 다

음 학기에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모든 교과목의 CQI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 교과목 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모든 교과목의 개선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교과목 개선실적이 있으나 형식적임

▹개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교과목 개선실적이 없음(방문평가시 최고학년이 1

학년인 경우에 해당)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교과목 운영의 분석결과를 반영한 개선실적이 매우 부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은 이 절은 기재하지 않음.

▹ 「‘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 과정’으로 본 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기술을 포함한 자연계열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학과 기초

과학 임.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만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전문지식

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여기서 기초과학이라 함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를 의미하며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

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진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의 수학과 기초과학 및 전산

학 교과목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함.

▹ 기술학위과정은 최소한 10학점 이상의 MSC 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단, 수학, 기초과학 분

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은 3학점까지만 인정함.

3.1-5 교과목 CQI

3.2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교과영역

3.2-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분야의 교과목 편성

가)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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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

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함. 

◦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개설

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전산학 교과목을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

(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

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정보를 제시함.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수를 보장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시함

※ 필수 교과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MSC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

▹MSC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가 매우 부실함

▹ 공학기술학위과정은 최소한 15학점 이상의 MSC 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단, 수학, 기초과

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은 3학점까지만 인정함.

▹ 공학학위과정은 최소한 5학점 이상의 MS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MSC 분야의 학점 수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신청조건)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되어 있지 않음

▹수학, 기초과학 각 1개 교과목 이상을 포함하지 않음

나) MSC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현황

3.2-2 수학, 기초과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함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99 -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기초과학 교과목이란 「기술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영역의 교과목」

으로 정의함.

◦ 위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과학 교과목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또는 수학 교과목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교과목을 적시하고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 「기술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을 설명하

여야 함.

※ 이에 대한 판단은 교과목의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

짐.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MSC 영역의 모든 교과목이 수학, 기초과학, 전

산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함」이라고 기술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기술주제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을 포함하고, 저학년 과정에서의 

공학기술주제 기초 교과목들과 고학년 과정에서의 “심화된(advanced) 공학기술주제 교과목”들

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술 학위과정은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54학

점 이상의 전공영역 교과과정을 제시함.

▹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0학점 이상

의 전공영역 교과과정을 제시함.

▹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은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41학점 이상의 전공영역 교과과정을 제시함. 또한 심화현장실습 혹

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하며, 보고서 평가

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은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15학점 이상의 전공영역 교과과정을 제시함. 또한 심화현장실습 혹

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하며, 보고서 평가

를 위한 위원회에는 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화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들은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최신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공분야별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함.

3.3 현장실습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한 공학기술주제 교과영역

3.3-1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전공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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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

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

시함.

◦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최소 기준 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

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정보를 제시함.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수를 보장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시함

※ 필수 교과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운영 실적 관리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최소 기준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현장실습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기관)가 공동으로 참

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

을 전제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기관

은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학생의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공학기술주제 영역의 학점 수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신청조건)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공학 학위과정(학사학위)의 경우 심화현장실습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결

과물이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되지 않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현장실습(또는 심화현장실습) 및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형식의 교과목)

를 포함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학점 수가 미달함

나)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현황 

3.3-2 현장실습

3.3-3 종합설계 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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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설계는 설계 절차나 설계의 결과물이 목표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

하는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을 포함함.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수학, 기

초과학, 전공 영역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

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함.

◦ 종합설계 교과목은 수학, 기초과학, 기타 교과목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전공에서 배운 기초 이론

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 있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의 결과물을 고안하는 전 

과정임. 

▹ 종합설계 교과목은 마지막 학기에 개설되거나, 인증의 교과영역 요건을 만족하는 학기에 개설

되어 각 과목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종합설계 교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한 후 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일

정한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

어야 함.

▹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교수진의 밀착지도를 통하여 설계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된 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주제와 일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신 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은 현 시점에서의 기술수요를 조

사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졸업프로젝트는 종합설계와 유사하나, 결과물의 범위가 훨씬 더 좁고 내용이 구체적일 수 있고, 

반드시 설계의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기술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졸업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학위과정에 따라서는 이를 

종합설계로 대체할 수도 있음.

◦ 학생들이 종합설계 교과목(또는 졸업프로젝트)를 반드시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정보를 제시함.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수를 보장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시함

※ 필수 교과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판정가이

드에 없음)

◦ 또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의 교육내용, 교과목 

운영방식, 학생들이 수행하는 설계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강좌 개설현황, 학생들의 이수현황 등

을 요약하여 제시함.

◦ 타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관된 학위과정 학

습성과 항목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채점기준)에 의해 평가가 실행될 것인지의 계획이 합리적

이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함.

※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의 각 학위과정 학습성과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

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판정가이드에 없음)

◦ 특히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이용한 팀워크 평가에서는 구성원 간 변

별력 평가가 구체적인 기준(채점기준)에 의해 실행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평가표에 변

별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의 팀워크 평가에서 팀원 간의 변별력 입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판정가이드에 없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102 -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은 이 절은 기재하지 않음.

▹ 「‘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 과정’으로 본 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기술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전문가적 자질과 함께 다양한 학문분

야에 대한 지식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부합하고 기술적 내용

을 보완하여 soft skill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공학기술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지식으로, 광범위한 일반교양뿐만 아니

라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팀의 구

성원 및 리더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 문서 및 구두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의 의사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평생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됨.

◦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양 교과목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함.

◦ 전문교양은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명백하게 관련이 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전문교양 교과목의 편성현황을 확인하여(신청조건)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전문교양 교과목이 없음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의 운영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없음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의 성적산출이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체계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음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이 교육목표와 무관하게 교수 개인별 전

공 위주로 운영됨

▹학생들의 종합설계 결과물이 기술, 공학기술, 공학 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에

게 요구되는 공학기술문제 해결 능력 수준에 부합하지 않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종합설계(또는 졸업프로젝트) 교과목이 없음

3.4 전문교양 교과영역

3.4-1 전문교양 교과목의 편성

가) 전문교양 교과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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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

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이 정한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전문교양 교과목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전문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4.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4.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

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업 이수 능력과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이며,

▹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와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임.

※ 학생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나) 전문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현황

4. 학생

학생 및 졸업생들의 자질과 학업성취도는 학위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며, 학위과정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학생들은 교수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과목 이수

와 학습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졸업생들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

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4.1 평가

4.1-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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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이 수립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수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통

하여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에 대해 시기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함.

◦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학생지도를 위한 체계에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을 포함한 학생지도를 시행하

는 주체, 시기, 분석, 학위과정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학생 지도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 정보를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실적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단순 측정 결과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실적이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 학위과정의 개선이 되는 대상에는 교육목표 및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수법, 교수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학위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학위과정 개선 결과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평가의 결과가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학생 평가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

4.1-2 평가 결과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

4.2 학생지도

4.2-1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

가) 학생지도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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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생 지도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에 따른 지도 실적을 제시함.

※ 학생 지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에 대한 학생지도 실적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의 학생지도 실적이 매우 부족함

▹비인증 학위과정으로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생 지도에 대한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학위과정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 학위과정의 개선이 되는 대상에는 교육목표 및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수법, 교수진, 대학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 지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

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학위과정 개선 방안과 실적을 제시함.

※ 학생 지도 결과의 분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 등에 대한 학생지도의 결과가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학생지도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이 매우 부족함

나) 문서화된 체계에 따르는 학생지도 실적

4.2-2 학생지도 결과의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

4.3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졸업사정

4.3-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 및 절차

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졸업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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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졸업 기준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충분히 공개

하여야 함.

▹ 이는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 학생들이 학업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졸업 기준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MSC,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 교과목의 학점, 이수체계

◦ 이러한 졸업기준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 요건을 충족함으로 보장

하여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졸업기준 및 졸업사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별책부록 Ⅰ

(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 정보를 제시

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 위에서 제시한 제반 졸업 요건을 감안하여, 졸업생이 배출된 학위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표 I-2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 별책부록 Ⅱ(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 자료)」의 「표 II-2 졸업생 현황」과 「제출문」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연차별 졸업생 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함.

▹ 본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문」에서의 연차별 졸업생 현황에 대한 일관성도 확보하여야 

함.

◦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공

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졸업생들이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시

함.

▹ 또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3.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에 제시된 정보도 함

께 확인함.

▹ 필요한 경우, 연차별, 졸업생별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표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졸업 사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가 규정되고 공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

음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의 졸업기준과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모든 졸업생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

4.3-2 학위과정의 학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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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인증 학위과정과 비

인증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 단일인증제 채택과 함께 차별화된 학위과정 교육목표, 학위과정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으로 비인

증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영문 명칭과 국문 명칭의 일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단, 다음과 같이 영

문 명칭을 추천함.

◦ 공학(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 명칭 예:
▹ ETAC : OO 공학사, B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Honors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위과정의 학위 명칭이 적절함을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제시된 양식을 토대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인증 학위과정과 비인증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

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여(신청 조건)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인증 학위과정과 비인증 학위과정의 학위명칭이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n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학위과정의 졸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됨

5. 교수진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도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 발전 

의지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교수의 교육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인증기준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학위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1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5.2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3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5.1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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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수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학위과정의 책임자이므로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운영

과 학위과정을 통하여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과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함.

◦ 교수진은 학위과정 전문분야의 기술동향에 맞추어 기초 교과과정부터 최신 학문 분야의 모든 영

역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학위과정의 전임교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학위과정 학습

성과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진의 전공분

야가 교과과정의 다양한 분야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함을 의미

함.

◦ 학위과정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룰 전문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적절함을「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표 I-5. 교수진 정보 분석」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 교수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의 교수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의 교수 수를 확인하여 (신청 조건)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함(4월 1일 기준 1:40 초과)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과다함(4월 1일 기준 1:50 초과)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 소속 교수진 강의부담의 적절함을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표 I-4. 교수진 

업무량 분석 (a) 강의 담당 실적, (b) 2014년도 공학기술주제 강의 담당 요약」에 제시된 정보들

을 토대로 기술함.

▹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교수진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

근의 교수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교수진의 업무량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전체 전임교수의 1년 총 강의시간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전임교수의 연평균 강의시간이 과다함((전체 전임교수 1년 총 강의시간)/(전임교수 수*2) > 18시

간)

5.1-1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수진

5.1-2 교수의 강의시간

5.1-3 교수진의 교과목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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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수진은 학생에 대한 평가, 상담을 통한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생 지도 및 상담

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수가 확보되어야 함.

◦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하는 교수진 규모의 적절함을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표 I-4. 

교수진 업무량 분석 (c) 지난 3년간 학생 지도 업무」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나 교수-학생 비율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수 충

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나 교수-학생 비율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

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수의 지도 학생 수(재학생 수)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전임교수의 지도 학생 수가 과다함(4월 1일 기준 1:60 초과)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수는 학위과정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학위과정의 책임

자이므로 학위과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교육열정을 갖고 학위과정 운영 및 개선에 적

극 참여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교수 개개인이 학위과정 내 위원회 운영 참여를 포함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

영에 참여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교수진의 학위과정 운영 참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교수진의 학위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내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

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분반 및 시간강사 담당교과목을 주관하는 전임교수 현황을 기술함. 

※ 교과목 주관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분반 및 시간강사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주관하는 전임교수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분반 및 시간강사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주관하는 전임교수가 없음

5.1-4 교수진의 지도 학생 수

5.2 교수진은 학위과정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5.2-1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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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수진의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수진의 공학기술교육인증 운영 참여가 매우 부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수진은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교육학습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교수법, 교안 및 학습자료 개발, 교과목 CQI 활동 등), 공학기

술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등 공학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역량 강화 활

동,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활동, 교내ㆍ외 공학기술 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여, 교내ㆍ외 인증

위원회 활동, 산학연계 교육활동 등이 있음

◦ 교수진은 교육개선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실적을 제시함.

◦ 교수진은 교육개선을 위한 활동과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

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을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 참여가 매우 부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의 업적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로 구성되는 바, 교육 부문 업적평가에는 강의담

당 실적, 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개선 활동으로는 교내·외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 활동, 공학기술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

숍 참여, 교육 및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교내외 인증위원회 활동 등이 포

함될 수 있음.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별

책부록 Ⅱ(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 자료)」의 「3.3.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

든 규정」의 위치 정보를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2-2 교육개선 활동

5.3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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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대학의 학칙, 규정, 매뉴얼 중에 인증 학위과정의 명칭과 졸업기준이 있는 내용을 기술함.

◦ 인증 학위과정의 명칭과 졸업기준이 있는 학칙, 규정, 매뉴얼 등에 대한 「별책부록 Ⅰ(학위과정 

자료)」의 「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의 위치 정보를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인증학위과정의 명칭과 졸업기준이 명기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칙과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

■ 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
원하여야 한다.

6.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6.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6.3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 등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이 미흡함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6. 교육환경

교육환경 구축은 학위과정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졸업생역량)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요소이다. 교육기관은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정해

야 하며,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6.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6.1-1 운영 학위과정의 명칭 및 졸업기준(학점,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학위과정이 정한 추가 

졸업기준 등)을 보여주는 학칙과 규정

6.1-2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의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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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행정처리 과정은 학위과정의 순환형 자율 개선구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

는 학위과정의 행정조직(학위과정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 전체 교수

회의 등)이 포함됨.

◦ 학위과정의 행정조직의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 대학본부 행정조직,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등 학위과정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실적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운영실적을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의 운영실적이 부족함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과 규정체계가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해당 학위과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확보된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학위과정의 구성원 모두가 실험․실습, 설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데 충분한 재

료 구입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함.

◦ 교육환경 중, 공간, 시설, 장비는 학위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함.

◦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함.

※ 공간,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공간, 시설, 장비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공간, 시설, 장비가 부족함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함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매우 부족함

6.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시설, 장비의 확보 및 관리

6.2-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의 충분한 확보

6.2-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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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은 실험․실습 장비, 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교체, 현대화,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야 함.

◦ 학위과정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장비와 관련 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 실적을 

제시함.

◦ 교육기관은 실험․실습실 등에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구축하고 비치하여야 함.

◦ 실험․실습실 내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비치하고 관리 현황을 제시함.

※ 실험․실습 장비와 관련 시설물의 확충,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적

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 미흡(W)에 해당하는 사항

▹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의 관리가 부실함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가 부실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최선을 다해 달성되도록 행정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전담 인력이 적절히 배

정되어야 함.

▹ 행정전담 인력은 근로학생을 제외한 행정조교 또는 직원을 의미하며, 학위과정 소속이 아닌 

경우 학위 과정당 평균 인원수로 산출한 것을 제시함.

※ 행정지원 인력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행정전담 인력이 매우 부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교수진이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달성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과 강의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함

◦ 교육보조 인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보조 업무를 

정의하고, 교육보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보조 인력 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 교육보조 인력 현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육보조 인력 개선 실적과 향

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6.3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

6.3-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

6.3-2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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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판정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한 주요 사항

n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 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 결함(D)에 해당하는 사항

▹ 교육보조 인력이 매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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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별책부록 I(학위과정 자료)

※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만 입력

(도움말)

- 별책부록 I 양식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자료는 평가위원이 방문평가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한다. 만일 방문평가 전 별책부록 I의 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 방문평가 최소 4주전에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이후에 별책

부록 I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고 또한 공인원

에 추가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는 방문평가 이후의 평가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

한 사항임)

- 강의계획서와 같이 많은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평가위원이 참조가 용이하도록 세부목

차(쪽 번호 포함)를 표 I-1 기본교과과정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아직 졸업생

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 I-1에 제시된 전문교양, MSC(또는 BSM), 공학기술주

제 교과영역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학점

이 포함된 교과목은 설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본 별책부록 I 양식에서 제공한 표와 자료는 학위과정 평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학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작성한 표와 자료는 위의 목차에 기

술된 제목과 달리하여 별도로 준비하고, 표 번호는 I-6, 자료 번호는 7. 이상으로 정

의하고 목차에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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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과정 자료 표

표 I-1 기본교과과정표1

교과
영역 교과목명

개설
학년-
학기2

학교
이수
구분3

인증
이수
구분3

주관
학사행정
단위4

인증
기준5

졸업
학점5

학점구성6

시수7

소계 이론 설계 실험 실습

전문

교양

교과목1

교과목2

(예) 공학윤리 1-1 전필 인필 교양학부 3 3 0 3

(예) 산업경제 1-2 전선 인선 경영대학 3 3 0 3

전문교양 소계(a) 18 18 27 27 0 27

M

S

C

수학
(M)

교과목1

교과목2

(예) 대학수학1 1-1 수학과 3 3 0 0 3

기초
과학
(S)

교과목1

교과목2

(예)물리및실험1 1-1 물리학과 3 2 1 0 4

전산
학
(C)

교과목1

교과목2

(예)학위과정밍 1-2 교양학부 3 1 1 1 4

MSC 소계(b) 30 30 36 31 4 1 42

공

학

기 

술

주

제

설계
학점

교과목1

교과목2

(예)공학설계입문 1-1 대학공통 3 0 3 0 0 3

(예)전자회로실험 3-1 학과 3 0 2 1 0 4

(예)캡스톤설계 4-1 학과 3 0 3 0 0 3

설계 소계(i) 18 18 52 20 27 5 57

설계
미
포함
학점

교과목1

교과목2

(예) 회로이론1 2-1 학과 3 3 0 0 3

미포함 소계(ii) 42 45 87 75 10 10 95

공학기술주제 
소계(c=i+ii) 60 63 139 95 27 15 10 152

학점 합계(=a+b+c)9 108 111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1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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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1. 기본교과과정표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당해연도의 교과과정을 기술한다. 방문평

가 시에는 이에 대한 원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개설 학년 및 학기를 기술한다. 이는 교과과정에 표시된 학기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기타에 기술된 교과목 혹은 개설학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증명

서를 이용하여 이수한 학기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표기하는 방식은 대학에서 사용하

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의 예를 따를 수도 있다. 만일 복수학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학기 모두를 기입한다.

3. 학사행정단위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구분과 인증제도 운영학위과정이 정한 교과목 

이수구분을 기입한다.

4. 주관 학사행정단위는, 학사행정단위에서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학사행정

단위 명”을 사용하고, 다른 학사행정단위에 해당 교과목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학사행정단위 명”을 기술한다(예, 교양학부, 물리학과, 수학과). 그리고 대학 공통

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학공통” 등으로 표기한다.

5.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학점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졸업기준에는 학위

과정이 소속된 학사행정단위를 졸업하기 위한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을 기입

한다.

6. 공인원에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한 학기 이수학점(one semester credit-hour)”은 

매주 한 시간의 강의 또는 실험을 의미하고, “한 학년도(one academic year)”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주간의 수업을 의미한다. 만일 학위과정이 다른 기준을 이용한

다면, 그 차이점을 반드시 설명한다.

7. 교과목에 배정된 시수를 기입한다.

8.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졸업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기입한다.

9. 학위과정이 소속된 학사행정단위를 졸업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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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수 
또는 입학생수

(a)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수
(b)

전체 학생수
(c=a+b)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수 
또는 입학생수

(d)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수
(e)

전체 학생수
(f=d+e)

2012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3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3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4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4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

(도움말)

-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의 수를 학년별, 학기

별,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 1학기 졸업생에는 당해년도 8월 졸업생(직전 학년도 후기 졸업생), 2학기 졸업생에는 

다음 해 2월 졸업생(당해 학년도 전기 졸업생)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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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 이 양식은 별첨의 엑셀 및 아래 한글파일 양식을 참조

별첨 1.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별도 첨부된 엑셀파일 참조)

별첨 2.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별도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참조)

: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포함된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을 당해 연

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별첨 3.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

: 최근 3년간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터 방문평가 연도까지 적용한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을 첨부한다.

별첨 4: 표 I-3에 포함된 전입생의 학점인정 내용

*. 표 1-3에 포함된 전입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

를 설명한다.

*. 표 1-3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1인의 학점

인정 내용을 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

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

함하지 않아도 된다.

*. 표 1-3에 복학생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1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

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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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4 교수진 업무량 분석

(a) 강의 담당 실적

교수진
(성명)

전임1,
비전임

(겸임/계
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담당 교과목명 (이수시간)

기간과 연도2
활동분포 총계(%) 3

년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교육 연구 기타4

2013년도

1학기

전문학사

학사

기타5

소계6

2013년도 

2학기

전문학사

학사

기타5

소계6

2014년도

1학기

전문학사

학사

기타5

소계6

2014년도 

2학기

전문학사

학사

기타5

소계6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활용된 자료의 연도와 기간을 나타내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기입한다.

3. 활동 분포 총계는 합해서 100%가 되도록 기입한다.

4. 기타에는 활동 %와 함께 해당 연도 학기에 수행한 연구년, 보직, 파견 등을 기입한다.

5. 전문대학 및 학사 강의를 제외한 담당 교과목을 기입한다.

6. 해당 연도 학기에 강의한 총 학점 수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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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14년도 공학기술주제 강의 담당 요약

학위과정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공학기술주제로 개설한 교과목 총 학점 수 학점

학위과정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분반까지 고려한
공학기술주제 개설 교과목 총 학점 수 (a+b) 학점

전임교수 담당 학점 수
(a)

전임교수 수
(c)

전임교수 1인당 
담당 학점

(a/c)
학점

비전임교수 담당 학점 수
(b)

비전임교수 수
(d)

비전임교수 1인당 
담당 학점

(b/d)
학점

전임교수 공학기술주제 
담당 비율

[a/(a+b)×100] (%)
%

비전임교수 공학기술주제
 담당비율

[b/(a+b)×100] (%)
%

(도움말)

1. 표 I-4(a) 교수진 업무량 분석표(강의 담당 실적)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연구년 수행, 파견 등)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c) 지난 3년간 학생 지도 업무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전체 학생 수(a)1,2

상담 지도 담당 교수 수(b)3

교수대 학생 수
[(a/b)]

계상 근거2

(도움말)

1. 학생 지도가 학사행정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학생 수에는 학사행정단위에 소

속되어 있는 전체 학생 수를 기입한다.(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소속 

학생 포함)

2. 저학년 재학생을 다수의 학사행정단위가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이들을 포함하여 

학위과정 소속 학생 수를 계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전임교수가 상담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연구년 수행, 파견 등)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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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5 교수진 정보 분석

성명 생년

전임1,

비전임(겸임/계
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최종
학위

최종학위를 
받은 

교육기관과 
연도

경력
전문
자격
(예:

기술사)

활동 정도
(상, 중, 하,

없음)2

정부/

산업체 

이전교육
기관근무
년수

현 
교육기관
근무연수

전문
학회3

연
구

산업계
자문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최근 3년간의 교수진 활동의 평균을 기초로 교수진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3.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참여 실적은 전문학회에 작성한다.

2. 강의계획서

부록 표 I-1 ‘기본교과과정표’에 수록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포함된다. 

강의계획서는 교육기관 혹은 학위과정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출력하여 첨부하

도록 한다. 이는 자체평가보고서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와 재학생이 교육기관의 홈페

이지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강의계획서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여

기에 포함되는 강의계획서는 최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을 주관하는 학사행정단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작성자의 성명과 작성

일시7)

 - 수업일정(주당 강좌 수 및 강좌당 시간), 교재 및 부교재

 - 교과목의 목표, 과목 내용 및 운영방식 설명(설계학점이 포함된 교과목인 경우 

설계 내용 및 설명이 꼭 포함되어야 함)

 -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 과목수강 필수조건(예: 선수 교과목명)

 - 교과목의 전문교양, MSC, 공학기술주제 등 해당 교과영역, 배당학점, 시수 등 표시

 - 본 교과목의 학위과정의 학위과정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7)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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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

인증기준 4. 학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은 인증기준의 

여러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부록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을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때 사용한 성적증

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최근 매년 졸업생이 10명 이상 3년간 배출된 경우 매년 졸업생 중 성적기준으로 

상위 3명, 중위 4명, 하위 3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작성한다. 또한 졸업생이 10

명 미만일 경우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점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졸업생의 모든 성

적증명서를 분석하여야 한다. 만일 학위과정에서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최고학년의 성적증명서를 성적기준으로 상위 3명, 중위 4명, 하위 3명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를 작성한다.

여기 첨부하는 성적 증명서에는 학생 신상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며,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적증명서는 비치자료로 준비하여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소속 학생의 성적증명서이어야 하며, 전입생이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에 수용된 경우 이 학생들을 샘플로 꼭 포함하고, 전적대학, 

전적 학위과정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이전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반드

시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에 소속된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증

제도 운영 학위과정에 중도 진입한 전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전적 학위과정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이전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고 학점 인정 절차를 통해 대

체 인정받은 교과목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발급되는 졸업증명

서(학위 명칭 중심)와 학위과정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

예정증명서를 학위과정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1개와 일반 학위과정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4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1개와 일반 학위과정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6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과 일반 학위과정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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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일반 학위과정

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첨부)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증명서를 샘플로 첨부하

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

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부족사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학사행정단위가 소속을 의미하는 “전공”일 경우, 소속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영문의 Major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사행

정단위를 의미하는 전공을 영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항목에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이다.

5.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학위과정 규정을 첨부한다(학칙 등의 상위 규

정에 의해 위임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운영 내규나 세부 지침 그리고 

각종 규범 등).

6. 학위과정 운영에 사용된 제반 양식

학위과정에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들을 여기에 첨

부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졸업생 설문조사 양식, 고용주/산업체자문단 설문조사 

양식, FGI(Focus Group Interview) 양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수는 학

위과정의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당 양식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의 목차에 그 순서를 

기입한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125 -

7-3. 별책부록 II(교육기관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 자료)

※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만 입력

(도움말)

1. 여기 별책부록 II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자료는 평가단이 

방문평가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만일 방문평가 전 별책부록 

II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평가 이전 최소 4주 전에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이후에 별책부록 II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시 평가단장에게 제

출하여 공인원에 접수하도록 한다.

2. 목차 4. 참고자료 양식에 따라 자료를 첨부한다.

3. 다수의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

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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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 자료

교육기관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공학분야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사

행정단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 II의 양식과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학계열 학위과정에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 

II는 본 양식의 형태로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본 양식 이외의 공학계열 

학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은 별도의 장, 절을 이용하여 기술한다. 그

리고 공인원에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 II에는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 

II 작성을 위하여 본 양식에서 제시된 도움말은 삭제하도록 한다.

1. 교육기관의 배경

1.1. 일반 현황

가. 교육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교육기관의 관리체제(예, 국립, 사립)

다. 교육기관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라. 자체평가보고서 최종 제출자의 성명과 직위

1.2. 사명

교육기관의 사명, 건학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기술

1.3.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현황

공인원에서 제정한 인증기준을 적용한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의 최초 개시 연도

와 지금까지의 인증평가 현황과 과정을 기술

1.4. 교수진 및 학생

교육기관의 교수, 조교 및 학생 수 현황 기술

1.5. 교육지원 시설 및 부서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지원 시설(예, 도서관, 컴퓨터 센터, 학생 

편의시설 등) 현황과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예, 인증제도 전산지원 시스템 

운영 부서, 학생상담실, 취업지원실, 교수학습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등)의 기

능, 활동내용 등을 요약 기술

2. 공학계열 학위과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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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학기술학사행정단위

교육기관과 공학기술교육을 담당하는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등의 학

사 행정단위와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학위과정을 포함)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자(예, 교무 부총장 혹은 교무처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

여 전체 교육기관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자료 3.2.에 작성하고, 공학기술주제 교과과

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및 기타 공학기술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학사행정

단위를 학과, 학부(전공), 학위과정별(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모든 학위과정)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 학사행정단위의 임무와 업무를 기술

하고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2.2. 학위과정과 학위 명칭

교육기관의 다양한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학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학

위과정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하고, 이러한 학위과정이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인지 혹은 일반 학위과정인지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수여 받는 모든 학위 (예, 전문학사, 학사 등)의 

명칭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한다.

제시되는 모든 학위과정 명칭은 대학요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의 명칭이 분명하게 구분

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2.3. 교수 인사제도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수 임용 및 승진 제도와 시간강사 선발 등 관리제도, 교수 

업무 및 역할, 책임시수, 교수업적평가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입학 및 졸업요건

모든 학위과정에 대하여 학위과정 별로 입학 및 졸업요건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학사행정단위 내에 여러 개의 학위과정이 있어 학사

행정단위 전체로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각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이 다른 경우, 입학

은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술하고, 졸업 요건은 학위과정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인증제도 지원

공학계열 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이 공학기술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자료 수집, 분석, 평가 등을 지원하고, 공학계열 학위과정 내의 모든 학위과

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학계열 학위과정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절차와 수행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 자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본문과 중복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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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학위과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증평가 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의 인증 체계에 즉

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1. 학위과정 운영 지원

공학계열 학위과정은 학위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 수집, 분석, 평가, 개선 

등에 대한 제반 환경에 관하여 교육기관이 지원하는 제도 및 절차, 점검 실적 등에 

관하여 인증기준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위과정에서 수립한 체

계가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분석, 평가한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학위과정에서 

요구한 개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위과정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공학계열 학위과정 또는 공학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예, 공학기술교육센터 혹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등)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그 결과만 인용하고 이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공학계열 학위과정은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의 국

문 및 영문 학위명칭의 구분과 학위과정 소속 학생이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학계열 학위과정 소속의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과목을 타 교육부서(혹은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하는 경우, 이

에 대한 교과목의 학습내용 및 학습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학계열 학위과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증평가 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결과를 학위과정 교육개선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3.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교육기관과 공학기술 관련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등)의 관련성을 보

여줄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의 책임자(예, 교무 부총장 및 교무처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여 전체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정보처 등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 및 교육지원부서 포함

- 공학계열 학위과정의 경우 공학계열 학위과정과 소속 학사행정단위의 관련성을 

자세히 작성

- 공학계열 학위과정의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육을 운영하는 교양학부, 

컴퓨터 학과 등은 자세히 작성

- 공학계열 학위과정이 아닌 다른 학사행정단위는 간략하게 작성

3.3.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교육기관의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을 첨부한다(학

칙 등의 상위 규정에 위임 근거를 두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운영 내규

나 세부 지침 그리고 각종 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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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4.1. 교육기관 및 공학계열 학위과정 자료 표

표 II-1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 현황

학사행정단위
(학과, 학부,

전공)

학위과정
명칭1 학위명칭 학위과정 

운영방식2

수료
기간
(년)

학위과정
운영
책임자

현시점 
학위과정 
인증상태3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주
간

야
간

기
타

인증
평가
받음

인증
평가
받지
않음

(도움말)

1.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다. 학위과정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모두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의 학위과정이 

있는 경우 두 학위과정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2.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학위과정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

평가인 경우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학위과정에 해당된다.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가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학사 과정도 기입하여야 한다.

표 II-2 졸업생 현황

학년도 학사행정단위 명
(학과, 학부, 전공)

전문학사 졸업생 수 학사학위 전공심화 졸업생 수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계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계

2012

(예) 전자공학과 20 28 48

(예) 기계공학과 20 19 39

(예) 전자과 15 20 35

(예) 기계과 36 30 66

계 51 50 101 40 47 87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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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부록I의 학위과정별 증명서에 입력한 정보로부터 자동 생성됨 -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해당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발급되는 졸업증명

서(학위 명칭 중심)와 학위과정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

예정증명서를 학위과정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1개와 일반 학위과정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4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1개와 일반 학위과정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6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과 일반 학위과정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일반 학위과정

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첨부)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증명서를 샘플로 첨부하

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

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부족사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학사행정단위가 소속을 의미하는 “전공”일 경우, 소속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영문의 Major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사행

정단위를 의미하는 전공을 영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항목에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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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어 정의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서, 학생이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

학위과정은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수행하는 기본단위로서 고유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수행

하지 않는 일반과정과) 구별되는 학위를 수여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의미한

다.

▪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의 체계로, MSC(BSM), 공학기술주제, 전문교양의 세 개 교과영역으로 

구성된다. 교과과정에서는 개별 교과목의 내용 및 학업성취도 평가체계, 교

과목 간 선후수 관계를 다룬다.

▪ 수요지향 교육

수요지향교육은 교수, 학생, 산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요

구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 성과중심 교육

성과중심 교육은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학습성과를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한 후 그 학습성과를 성취하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생

의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함으로서 졸업생들의 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8-1. 기준1(학위과정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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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학위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여 일정기

간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발휘하게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교육

목표는 학위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여 실무에 종사하면서 일

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교육목표

는 구성원의 요구 및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

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사회 환경 변화

사회 환경 변화는 학위과정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계의 동향, 국가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제반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학위과정은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와 자체역량을 연계하여 학위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학위과정 (지속적) 개선

학위과정 (지속적) 개선은 학위과정 교육목표 설정,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

가, 교과과정 운영, 학생과 교수간의 교육활동 실적, 교육환경 등의 학위과정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학위과정 품질개선(CQI)을 위한 피드백을 

도출한 후 이를 학위과정이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활동이다.

8-2. 기준2(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 학위과정 학습성과

학위과정 학습성과는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교과)과정을 통하

여 졸업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능력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는 학위과정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하

며 그 성취도가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체계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체계는 학생들의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한 체계로서,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방

법과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수행절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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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방법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방법은 수행준거 및 수행수준 정의, 달성목표 설

정, 평가도구 및 채점기준 설정, 분석 및 개선 계획으로 구성된다.

▪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수행절차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수행절차는 측정의 주체,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주기, 측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공개를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 교과기반학습성과평가(CEA)

교과기반학습성과평가(CEA)는 학위과정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교과목 학

습목표(Course Learning Objectives) 성취도를 통하여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월성 관점에서 모든 교과목 

대신에 특정 학습성과 별로 연관성이 높은 특정 교과목들의 교과목 학습목

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학위과정의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

이다. 학위과정 차원에서 교과기반학습성과평가를 통한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도구로서 CEA를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의 학

습성과 평가체계에 준하는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8-3. 기준3(교과과정)

▪ MSC

MSC는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세 개 교과영역 중 하나로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과영역을 의미한다.

▪ BSM
BSM은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세 개 교과영역 중 하나로 수학 

및 기초과학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과영역을 의미한다.

▪ 수학

수학은 MSC(BSM) 교과영역의 일부로서 수학 교과목 중 기초과학 및 전공

에 관련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수학 지식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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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또한 수학은 급변하는 사회‧과학‧기술 발전 추

세의 대응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단, 전공과 관련된 

공학기술주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교과목은 수학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초과학

기초과학은 MSC(BSM) 교과영역의 일부로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주

제 중 전공에 관련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을 제공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또한 기초과학은 급변하는 사회‧과학‧기술 

발전 추세의 대응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단, 전공과 

관련된 공학주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교과목은 기초과학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전산학

전산학은 MSC 교과영역의 일부로서 컴퓨터 구조 및 작동원리,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응용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교과목을 의미한

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공에 관련된 모델링 및 해석 문제

를 해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교과목은 전산학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다.

▪ 공학기술주제

공학기술주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세 개 교과영역 중 하나

로 전공에 관련된 공학기술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과영역을 

의미한다

▪ 설계

설계는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의 해를 찾기 위해 현실적 제한조

건을 고려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 시스템, 요소, 공정

을 고안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적용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반복적인 의사결정 단계를 수반한다.

▪ 전문교양

전문교양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에 필요한 세 개 교과영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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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BSM) 및 공학기술주제 교과영역 이외의 교양 주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과영역을 의미한다.

8-4. 기준4(학생)

▪ 학생 평가

학생은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을 의미하며,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학업성취

도(지식수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 학생지도

학생지도는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 학습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상담을 

시행하는 주체, 시기, 분석, 학위과정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

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8-5. 기준5(교수진)

▪ 교육개선 활동

교육개선 활동은 교수진이 보다 수준 높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습성

과 달성에 부합하는) 공학기술교육을 실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이다. 교육개선 활동은 교과목 개발, 수업자료 개선, 교수법 개선, 교과목 

CQI 활동, 공학기술교육 관련 교내외 학술행사 참석, 공학기술교육관련 연구

와 적용,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활동, 산학연계 교육활동 등을 포함한다.

8-6. 기준6(교육환경)

▪ 행정체계

행정체계는 행정조직과 규정체계로 구성된다. 행정조직은 학위과정의 원활

한 운영에 필요한 대학본부, 계열, 학과(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며 대학본부조직, 계열 지원조직, 학위과정 내 제반위원회로 구분된다. 

규정체계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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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및 인증 규정

1.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2. 공인원 인증 규정

3. KTC2009 인증기준(201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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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1) 시행 근거

□ 고등교육법 [법률 제12174호, 개정 2014.1.1., 시행 2014.4.30.]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

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

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

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교육부(대학정책과), 044-203-6919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

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교육부(대학학사평가과), 044-20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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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기관 지정 현황

국내 대학의 평가인증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

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아 5년의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1> 국내 기관인증 평가 인정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분야 인정기관 지정일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의 기관 평가인증 2010. 11. 11.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기관 평가인증 2010. 12. 20.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프로그램 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

문분야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 인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그

램 평가 인증기관은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시작으로 9개의 인증기관들이 설

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공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한국간호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다.

지금까지 활동 중인 인정기관과 비인정기관은 모두 4년제 대학 주도의 학문중심 프

로그램의 평가 인증기관이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전문대학의 공학기술교육에 대

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표2> 국내 프로그램 평가 인정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분야 인정기관 지정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프로그램(간호대 등) 2011. 11. 28.

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교육프로그램(건축학과 등) 2012.  5. 31.

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 및 공학기술교육 프로그램(공
과대학, 전문대학 공학계열 등)

2013.  1.  7.

4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경영교육프로그램(경영대 등) 심사 중

5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프로그램(의대 등) 심사 중

6 한국무역교육평가원 무역교육프로그램(무역학과 등)

7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프로그램(치대 등)

8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프로그램(한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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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정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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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원 인증 규정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규정

1999. 7. 14. 제정

2004. 12. 7. 개정

2006. 1. 20. 개정

2009. 11. 20. 전문개정

2012. 1. 1. 개정

2012. 9. 22. 개정

2012. 11. 17. 개정

2013. 7. 12. 개정

2014. 1. 1. 개정

2014. 2. 7. 개정

2014. 4.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의 정관 제2조

에 의거하여 공인원의 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장 인증의 목적

제2조(인증의 정의) ① 프로그램은 학사행정단위(학부,학과,전공)에서 운영하

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하나를 의미하며, 공학교육인증은 인증 받은 프로그램

을 이수한 졸업생이 공학 실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여기서 “공학”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공학기술 분

야를 총칭한다.

② 해당 교육기관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③ 공학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한다.

④ 해당 교육기관의 인증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임

을 일반이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제3조(인증의 대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전문학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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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의 공학교

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인증의 단위, 인증 프로그램) 공인원은 교육기관이나 학사행정단위보다

는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하

며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나의 학사행정단위가 여러 개의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 받아야 한다.

제5조(인증의 의미)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공인원의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프로그램이 공인원이 규정한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제3장 인증기준

제6조(인증기준) ① 공인원은 공학교육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기준(공학교육

인증기준,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②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각 평가판정가이드(공학교육인

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 공

학기술교육인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를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③ 인증기준은 각 인증평의회(공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

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한다.

④ 각 평가판정가이드는 각 인증평의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⑤ 각 인증단 (공학교육인증단,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단, 공학기술교육

인증단), 전문학회협력위원회,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와 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위원회는 인증기준초안 또는 평가판정가이드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지침) ① 일반 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공

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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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학인으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무리 우수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공학인의 기초능력을 개발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하지 아니

한다. 여기서 “공학인”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공학기술 분야 실무 

종사자를 총칭한다.

③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교육의 독창 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인증

기준 및 공학실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시킬 수 있음

이 입증된다면, 교육기관이 수립한 교육체계를 적극 수용하여 평가한다.

④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관 방문평가 시 검토되어야 한다.

제8조(인증 프로그램의 명칭) ① 공인원에 의하여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은 그 명칭에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학적 기록에명시되도록 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공학교육 프로그

램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유사 공학교육 프로그램 명칭

이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

램(이하 인증 프로그램)과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이하 비인증 프로그램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공(Major) 분야를 명시한 프로그

램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③ 하나의 학사행정단위(학부(전공), 혹은 학과)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명백히 구별되는 교과과정으로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

우에는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

과과정 내에서 단순히 이수기준이나 졸업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의 비인증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를 포함한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현재 유효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프로그램 및 학

위 명칭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고 공인원의 검토

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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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증절차 및 판정

제9조(인증절차)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인원 및 교육기관에서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인증판정) ①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만족 

(S : Satisfaction), 보완 (C : Concern), 미흡 (W : Weakness), 결합 (D : 

Deficiency) 등으로 구분한다.

1. 만족 (S : Satisfaction)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2. 보완 (C :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

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3. 미흡 (W : Weakness) :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

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4. 결함 (D : Deficiency) :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② 인증평가는 신규평가(IPR), 6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GRv)와 그 중간

에 진행되는 중간평가(IRv)와 조건부인증평가(CAR)로 구분한다.

③ 인증평가에 대한 종합판정은 ‘차기정기평가 (NGR)’, ‘중간보고 (IR)’, 

‘중간방문 (IV)’, ‘조건부인증 (CA)’, ‘중간보고필 (RE)’, ‘중간방문필 

(VE)’, ‘조건부인증해소 (CAS)’, ‘인증불가 (NA)’ 등으로 구분한다. 

<2014. 2. 7 개정, 2014. 4. 19 개정>

1. ‘차기정기평가 (NGR)’ :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유효하다.

2. ‘중간보고 (IR)’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기준/

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

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중간방문 (IV)’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기준/

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

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조건부인증 (CA)’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부족으로 평가된 기

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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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아 2년 내에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된 후 인증이 취소된다.

5. ‘중간보고필 (RE)’ : ‘중간보고’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중간보고’ 평가 시에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

을 경우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인증한다.

6. ‘중간방문필 (VE)’ : ‘중간방문’ 또는 ‘조건부해소’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중간방문’ 평가 시에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

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을 경우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인증한다.

7. ‘조건부인증해소 (CAS)’ :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

하며, '조건부인증' 평가에서 결함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

들이 개선되었을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평가시 부족으로 평가된 기준/세

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체출하

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모든 인증기준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차

기 평가(정기 또는 중간) 시까지 인증한다.

8. ‘인증불가 (NA)’ : 인증하지 아니한다.

9.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해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신청철회) 신규로 인증평가를 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인증신청철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인증신청철회’를 선택한 경우 평가에 관한 모든 기록은 소멸된다.

제5장 인증결과 관리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공학교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차년도의 3월 1일부터 제 10조의 각 인증판정별로 해당하는 연도의 2월 28

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에서는 인증 평가 대상이 된 졸업

생이 모두 인증 요건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학습성과 달성

도를 충족시킨 것을 증명하게 되면 유효기간을 해당 졸업생이 졸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각 인증 판정별로 해당하는 연도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인증중지) 공인원은 아래의 경우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인증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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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인증중지는 ‘항소’할 수 

없다.

① 인증 프로그램이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② 인증 프로그램이 연차보고서나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프로

그램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인증 프로그램 이 방문평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④ 인증 프로그램이 논평대응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교육기관이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제14조(인증취소) 공인원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증

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 공인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공인원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필요 시 인증취소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취소’는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인증취소’는 

‘인증불가’ 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증은 유효하다.

제15조(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인정 효력 소급 적용) 공인원이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인원의 인증을 받은 공

학, 컴퓨터·정보(공)학 또는 공학기술(이하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 소급 적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인증정보의 활용

제16조(인증정보의 사용) ①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관련 문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과 공인원의 인증사업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② 공인원은 인증 프로그램 목록을 공인원 회원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인

증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중지 여부 및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146 -

인증 평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③ 공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

하고, 교육기관 당국의 특별한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교육기관의 인증정보 활용) ① 교육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판정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에는 인증 프로그램의 

명칭만 언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공인원이 발표한 논평서 내용을 직접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인원과 교육기관 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와 기록물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일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을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아니된다. 학사행정단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이 운영되는 경우, 학사행정단위의 일부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을 전체가 

인증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기관은 해당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공인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학

생과 학부모, 산업체, 일반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인증규정은 1999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인증판정의 경과조치) 제10조(인증판정)의 ②항은 2012년 이후 신규 

또는 정기평가를 받은 대학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의 인증평가에서 '사유제

시 SC'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2012년 개정되기 이전의 인증판정 규정에 따

라 판정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개정 전의 인증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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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C2009 인증기준(2014년 적용)

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KTC2009)

(공학사 포함)

정의 :

기술전문학사 : 2년제 학위과정 졸업생의 학위명

공학전문학사 : 3년제 학위과정 졸업생의 학위명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의 학위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학기술 학위과정(프로그램, 이하 ‘학위과정’)은 전문

학사를 수여하는 2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8개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졸업생역량(프로그램 학습성과)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대학의 지원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교육목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의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다음을 만족하여

야 한다.

(1) 교육목표는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

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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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목표의 성취도는 정기적으로 분석되어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2.  졸업생역량(프로그램 학습성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정하고 각 

역량을 측정할 성취내용과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평가하

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졸업생역량은 아래와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기술 등의 기본지식과 기술을 표준절차나 공

식에 따라 필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구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험실습을 

수행하고, 결과자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3) 구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

스템, 요소, 공정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4) 구체적인 공학기술문제를 연구조사하며, 표준적 검사와 측정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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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졸업생역량은 아래와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기술 등의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공학기술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공학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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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과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실습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기술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

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기술문제를 연구조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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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졸업생역량은 아래와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정보기술, 공학기술 등의 지식과 기술을 공학기술문제에 따

라 선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험실습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실습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

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현장 실무적인 공학기술문제를 연구조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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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기술적 해결방안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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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기준 3. 교과영역

교과영역 및 교과목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 및 졸업생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 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교과목은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컴

퓨터 분야는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2) 공학기술 주제 :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졸업프로젝트형식의 교과목을 포함

하여 최소 54학점으로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6학점으로 한다.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

래와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교과목은 15학점 이상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 분야는 1개 교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하며 컴퓨터 분야는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2) 공학기술 주제 : 현장실습(2주 이상)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80학점으로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9학점으로 한다.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2년과정)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영역과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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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기초과학 :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은 각 1개 과목 이상으로 최소 5학

점을 이수해야 한다.

(2) 공학기술 주제 :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1학점으로 한다.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

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원

회에는 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3학점으로 한다.

공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 1년과정)  학위과정에 필수적인 교과 영역과 영역

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1) 공학기술 주제 : 심화현장실습(4주 이상 3학점 이하)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으로 한다. 심화현장실습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의 결

과물은 졸업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 평가를 위한 위원

회에는 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 4. 학생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학업수행 능력은 인증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학위과정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정 운

영과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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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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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입생(학위과정으로 중도 진입하는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정

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졸업예정자가 학위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 5.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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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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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강의부담이 적절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충분한 수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

(3)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4)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6. 대학의 지원

교육기관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정책과 체계가 있어야 한다.

(2)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학위과정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이 충분이 지원되어야 한다.

(4)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보조 인력을 충분히 구성하여야 한다.

(5) 강의실 및 실습실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7. 교육개선

학위과정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교육 개

선 활동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1)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학위과정 운영 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 자료가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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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학위과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

다. 적용 대상이 되는 학위과정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학위과

정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학위과정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학위과정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학위과정이 그 명칭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학위

과정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

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Ÿ 건축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기계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산업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전기·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컴퓨터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토목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화학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Ÿ 기타 (및 비전통적) 공학기술 학위과정

건축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에 건축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

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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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2) 교수진의 자격

건축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공학석사, 공학

박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목 이수 요건

교과과정은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중 2가지 혹은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건축계획 중 3가지 분야 이

상을 다루어야 한다. 건축설계 및 수리적 기초과목, 시각, 표현적 기초과목, 

전산기초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공학전문학사(3년제) 학위과정과 관

련된 이론과 공학설계 과목은 최소 1년 이상(건축기술전문학사(2년제)는 최

소 6개월 이상)으로 설강되어야 한다.

(2) 실무능력

전공분야의 실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3학점 이상의 

실무과목이 설강되어야 한다.

기계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기계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범위

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과정 명칭에 기계, 기계설계, 자동차, 자동화, 생산, 메카트로

닉스, 기계가공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기술교육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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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교수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

에 대한 실무 및 기술 동향을 이해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구체적인 기계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

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기계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기초과

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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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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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유지 보수 등 종합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은 다음과 같다.

-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기계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기계 시스템의 설계, 생산, 제작, 유지 

보수 등 종합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산업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산업공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산업공학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적용

한다. 학위 과정 명칭에 산업공학, 공업경영, 산업경영, 산업시스템, 경영공학

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교육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와 책임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

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

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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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에 맞고 세부적인 산업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운영에 대한 실무

지식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지식

- 전문 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에 맞고 산업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운영에 대한 실무지식과 정

보기술 활용능력을 지식

- 전문 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2) 실무능력

기술전문학사와 공학전문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산업공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분야의 실험적, 전산학적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전기, 전자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전자공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기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전기, 전자, 통신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

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에 전기, 전자, 통신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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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 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

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한 전기․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삼

각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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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전기․전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삼

각함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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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컴퓨터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한국정보과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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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컴퓨터 및 유사 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적용한

다. 학위 명칭에 컴퓨터, 정보, 전자계산, 전산,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

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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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수진의 자격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

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전공 기초 및 심화 

전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위과정 이수자는 

아래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하고 수학, 기초과학, 전공주제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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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하고 수학, 기초과학, 전공주제 등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 전문영역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면허 등과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

(2) 실무능력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

터시스템 등 구성 요소를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하는 능력

-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

터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능력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

터시스템 등 구성 요소를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하는 능력

- 교육목표와 관련된 실무분야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

터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하는 능력

토목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대한토목학회의 주관과 관련 유사명칭 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의 인증기준은 토목공학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 학위명칭에 토목, 건설, 건설환경, 교통, 도시, 사

회환경, 지구환경, SOC, 지리정보, 철도 해양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

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기술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1) 교수진의 규모 및 책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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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학위과정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내 최소 3개 이상의 세부전공분야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교수에 의해 교육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교수진의 자격

전공분야에서 전임교수의 전문가적 자질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설계 과목의 담당교수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학위과정의 제목에 표기된 영역에 대하여 전공기초 및 심화전

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

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요건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과과정은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건설관리학, 교통공학, 환경공

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주요전공 분야에 대한 전

문적 지식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미분방정식, 확률론 및 통계학을 포함한 수학, 

기초과학 분야의 기본 지식과 기술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과과정은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건설관리학, 교통공학, 환경공

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주요전공 분야에 대한 전

문적 지식

- 학위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미분방정식, 확률론 및 통계학을 포함한 수학, 

기초과학 분야의 기본 지식과 기술

- 교과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통합된 종합설계 수행

(2) 실무능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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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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기술 및 유사명칭 공학기술 학위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한국화학공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범위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화학 및 유사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기술교육 학

위과정에 적용한다. 학위 명칭에 화공, 신소재응용화학, 환경, 신재생에너지, 

생명화공, 화장품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

학기술교육 학위과정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는 본 학위과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본 학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163 -

본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학위과정에 따른 공통과정과 전공분야별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1) 기술전문학사 학위과정

① 공통과정

-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 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을 바탕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등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전공기초 지식

② 화공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화공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화공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화학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③ 신소재응용화학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

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

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④ 환경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환경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환경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환경기술관련 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

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⑤ 에너지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

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의 운전, 설

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2) 공학전문학사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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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과정

- 학위과정의 목적에 맞고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및 공학에 관한 지식

- 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을 바탕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등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전공기초 지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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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소재응용화학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

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신소재응용화학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제조공정의 운전, 설계, 시

험분석, 유지 보수 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④ 환경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환경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

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환경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환경기술관련 공정의 운전, 설계, 시험

분석, 유지 보수 관리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⑤ 에너지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실무 분야의 이론적, 실험적 및 전

산학적 방법들에 대한 실용적 지식

- 에너지 분야에서 학위과정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의 운전, 설

계, 시험분석, 유지 보수관리 등 종합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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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인증 운영 참고서식

1. 2015년 ETAC 신규 인증평가 신청서

2.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 확인서

3.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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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ETAC 신규 인증평가 신청서

2015년 ETAC 신규 인증평가 신청서

대학명 (예) OO대학교
학위과정명 (예) OO공학기술

적용 인증기준 (예) KTC2015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
국문명 영문명

소속계열 명칭 OO계열
(만일 없으면 공란)

School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소속 학과(전공) 명칭 OO과
(혹은 OO공학전공 등)

Dept. of OO Engineering Technology

학사행정단위 운영 책임자 학부(과)장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책임자 

(PD)
행정직원(조교)

이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조건 내용 (요약) 별첨 자료명

1 신청 당시 최고학년 (예) 2학년 필요시 첨부

2 학위과정 및 학위명칭

인증

학위과정

국문 (예) OO 기술(공학)전문학사
(예) 인증/비인증 

국영문 

졸업(예정)/성적증명서 

각 1부

영문 (예) AS in OO Engineering Technology

비인증

학위과정

국문 (예) 공업전문학사

영문 (예) AS in Engineering

3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
유/무 표시

(예)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 1부

4 교과영역별 학점

교과영역 인증기준 요구학점 이수학점
(예) 교과영역별 

이수학점 관련 규정 

1부

MSC OO OO

공학기술주제 OO OO

전문교양 - OO

5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편제정원 기준)
(예) 40명

(예)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분석표 1부

6
공학기술교육 인증 

관련 참여 실적
유/무 표시

(예)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참여 실적 1부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신규 인증평가를 위하여 본 학위과정

은 본 신청서와 별첨 자료를 작성하였고, 신청서 및 별첨 자료의 모든 내용

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O O 대학교 총장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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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 확인서

대학 로고
증빙번호: 2013-0001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 확인서

성 명 홍길동 (洪 吉 東)
학 번 20071234

생년월일 1988년 1월 1일

학 과 정보통신과

교육과정명 정보통신공학기술 학위과정

학 위 명

졸업연도 2013년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정

보통신공학기술 학위과정 졸업생 임을 확인합니

다.

2014년 9월 19일

OO대학교 총장 O O O (직인)

※ 본 양식은 대학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과정 확인서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양식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하는 모든 인증(공학교육인증, 컴퓨터․정보(공)

학교육인증,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abeek.or.kr) ‘인
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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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예정 확인서

대학 로고
증빙번호: 2013-0001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예정 확인서

성 명 홍길동 (洪 吉 東)
학 번 20071234

생년월일 1988년 1월 1일

학 과 정보통신과

교육과정명 정보통신공학기술 학위과정

학 위 명

졸업연도 2015년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정보통

신공학기술 학위과정 졸업생예정자 임을 확인합니

다.

2014년 9월 19일

OO대학교 총장 O O O (직인)

※ 본 양식은 대학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과정 확인서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양식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하는 모든 인증(공학교육인증,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
증,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abeek.or.kr)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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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인증 운영 참고자료

1.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체계 사례
   - 송태한(대덕대학교 교수)

2.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교과기반평가(CEA) 사례
   - 이재용(영남이공대학교 교수)

3.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및 사례
   - 윤천근(동원대학교 교수)

4. 학생 포트폴리오 개발 및 사례
   - 원태현(동의과학대학교 교수)

[부록3]에서 제시한 내용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진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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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평가체계 사례

1)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정의

‘학위과정 학습성과'는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교과)과정을 통하여 졸

업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능력을 의미한

다.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발휘하게 되는 

능력이라면 학위과정 학습성과는 재학 중에 완성해야하는 일종의 교육목표가 된다.

2)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는 학위과정에 속한 학생이 지닌 자질과 능력이 평가의 대

상이 되며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평가를 통하여 측정 분석되고 이를 교과과정의 개선

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과중심평가를 강조하는 공학기술교육인증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을 학생으로 하며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대한 중

요성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한다. 즉, 학교에서 배운 교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를 통해 얻은 지식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3)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펑가체계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 평가체계는 학생들의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마련한 체계로서,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방법과 학위

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수행절차로 구성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방법은 수행

준거 및 수행수준 정의, 달성목표 설정, 평가도구 및 채점기준 설정, 분석 및 개선 

계획으로 구성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수행절차는 측정의 주체, 측정 대상, 

측정 시기 및 주기, 측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공개를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 설정의 순서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체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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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도구

학위과정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도구의 측정은 특정 준거에 입각하여 평가대상의 

속성이나 기질을 측정 이론에 입각한 도구나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해내는 활동으로 

절차 방법적 행위가 강조되므로(배호순,1999) 각 학습성과(PO)별로 어떠한 측정도구

를 사용했는지 밝혀야 하며, 조사된 자료를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처리했는지 명확

히 기술해야 한다.

공학기술교육인증에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에 직접평가도구와 간접평가도구

가 사용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명확성을 위해 학습성과별 최소 1개 이상의 직접

평가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평가도구의 사용에서는 시험의 수준, 범위, 

내용, 절차 등은 명확히 수립되어 제시되어야 한다(이러한 경우 몇 개의 문제 예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간접평가도구의 사용에서는 해당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

역량)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직접평가도구와 연결하여 해당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입

증하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들어 졸업예정자 설문조사의 문항으

로 “해당 학위과정 학습성과(혹은 수행준거)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와 같은 

형태는 지양한다.

이러한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도구에 관한 자료와 의견이 많아 학위과정 학습

성과 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도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도구

평가종류 평가구분 내용

종합설계 직접도구 - 평가하여야 할 check list를 명확하게 설정

학생포트폴리오 직접도구
- 직접적으로 성과를 입증하는 실적위주로  
check list를 명확하게 설정 평가

졸업시험
(필기, 실기)

직접도구
- 시험을 통해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도를 명확
하게 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평가

Exit interview 직접도구
- 질의 사항, 답변 내용, 평가결과 등이 
rubrics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외부 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직접도구
- 연결된 졸업생역량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
여야 함

학생 설문조사,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간접도구
-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도구로는 보조
적인 수단으로 사용됨.

졸업생 설문조사,
산업체 설문조사

간접도구
- 학위과정 학습성과 보다는 교육목표의 설정 및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Focus Group 간접도구
- 학위과정 학습성과 보다는 교육목표의 설정 및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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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평가도구 사례

구분

평가도구
(●: 사용빈도수가 많은 도구, ○:사용빈도수가 적은 도구)

종합설계
학생 

portfolio
졸업시험

Exit 
interview

외부 시험 
(어학시험 등)

PO1 기초지식 ○ ● ○

PO2 실험수행 ● ○ ○ ○

PO3 자료조사 ● ○ ○ ○

PO4 도구활용 ● ○ ○ ○

PO5 설계구현 ● ○ ○ ○

PO6 팀워크 ● ● ○ ○

PO7 의사전달 ● ● ● ○

PO8 사회적 영향 ● ● ○

PO9 직업윤리 ● ● ○

PO10 평생학습 ● ● ○

5)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체계 설정

공인원에서 제시하는 평가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평가체계설

정에 있어 수행준거에 따른 목표와 평가도구(채점기준)에 따른 목표를 분리하여 설

정할 수 있으며 학위과정에서 적절한 사항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연구보

고서에서는 준거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도구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PO)에 따라 평가도구별 목표를 설정하

고 운영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초기 자체평가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2]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평가체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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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설정에 관한 과정은 [그림2]에 따른 과정에서 <표3>과 같이 구현된다. 

<표3>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된 것이다. 

<표3>에 제시한 것은 수행준거 1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도구를 3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채점기준을 개발하여 세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학습성과의 하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성과 1개에 대한 수행

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의 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채점기준은 반드시 각 

평가도구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표3> 일반적인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의 단순화된 모형

학위과정 학습성과 #
(PO #)

Program Outcom

수행준거
(PC #)

Performance Criteria

평가도구 평가도구1 평가도구2 평가도구3

채점기준
(Rubrics)

Rubric 1-1 Rubric 2-1 Rubric 3-1

Rubric 1-3 Rubric 2-3 Rubric 3-3

Rubric 1-2 Rubric 2-2 Rubric 3-2

Rubric 1-4 Rubric 2-4 Rubric 3-4

▪ 수행준거(PC: Performance Criteria) 설정 : <표3>의 그림과 같이 학위과정 학

습성과 측정을 위한 구조를 구성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학위과정 학

습성과의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10가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전공분야

별 구체적인 적용사례여야 하며, 달성목표수준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

준거(Performance Criteria)라 한다. 10가지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자신들의 전공과 자

체역량을 통해 파악한 학습성과별 목표수준을 표시한 수행준거를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수행준거는 성과요소와 행위동사가 결합된 형태로 성과요소는 해당 학위과정 학

습성과의 구체적인 달성과제를 의미하고 행위동사는 성과요소의 수행 수준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영역의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 Bloom의 7단계 분류법

(taxonomy)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행준거(PC)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과요

소는 측정이 가능하고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해야 하며 

어떤 평가도구가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평가도구 선정 : 수행준거를 결정한 후에는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개발

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평가(측정)도구 선정은 수행준거에서 제시한 성과요소

와 행위동사의 내용과 수준에 맞아야 한다. 또한 비록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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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설문조사 등 간접적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졸업예정자의 능력과 자

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 평가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채점기준(Rubrics) 설정 : 평가도구를 설정한 후에는 선정된 평가도구에 따라

서 측정할 수 있는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한다. 학위과정 학습성과 2의 평가도

구로 ‘종합설계’를 선정했을 경우, ‘종합설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내용

들로 구성된 채점기준을 작성한다. 채점기준 작성에서는 정량적 측정을 위해서 점

수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량적 측정에 의해 비교분석과 

지속적인 개선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행준거 제시와 측정도구와 채점기준의 설정으로 학위과정의 학습성과 

평가 및 CQI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출 수 있게 된다.

6) 평가도구의 채점기준 설정 사례

일반적으로 평가도구에 사용되는 채점기준은 총체적 루브릭(Holistic Rubrics)과 분

석적 루브릭(Analytic Rubrics)이며 후자가 추천되지만 현장에서는 전자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 PO6 팀워크 능력을 측정하기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표4> 총체적 루브릭 예시

PO6(팀워크)의 총체적 루브릭(Holistic Rubric) 예시

평가
항목 평가기준 점수 평가

상

팀원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팀원의 참여를 이끈다
과제미팅에 철저히 준비하여 참여한다.
주어진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팀원을 돕는다.
주어진 과제와 연관된 방대한 자료를 찾아온다.

4

중상

의견제시가 활발하며 팀원의 의견에도 관심을 보인다.
과제미팅에 지각없이 참여한다.
주어진 팀원역할을 수행한다.
주어진 과제와 관련한 자료이지만 일부분 기본적인 자료다.

3

중하

의견 제시는 활발하나 팀원의 의견 청취가 미흡하다.
과제 미팅에 가끔 지각한다.
주어진 팀원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찾아온 자료가 주어진 과제와 일부 관련이 있다.

2

하

팀원의 의견에 관심이 부족하고 의견제시도 미흡하다
과제 미팅에 가끔씩 불참한다
주어진 팀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주어진 과제와 동떨어진 자료를 찾는다.

1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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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분석적 루브릭 예시

PO6 (팀워크)의 분석적 루브릭(Analytic rubric) 예시

평가
항목

점수
평가

1 2 3 4

의사
소통

팀원의 의견에 
관심이 부족하고 
의견제시도 미흡
하다

의견 제시는 활
발하나 팀원의 
의견 청취가 미
흡하다.

의견제시가 활발
하며 팀원의 의
견에도 관심을 
보인다.

팀원과의 의사소
통이 활발하며 
팀원의 참여를 
이끈다

성실성 과제 미팅에 가
끔씩 불참한다

과제 미팅에 가
끔 지각한다.

과제미팅에 지각
없이 참여한다.

과제미팅에 철저
히 준비하여 참
여한다.

역할
수행

주어진 팀원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지 않는다

주어진 팀원역할
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주어진 팀원역할
을 수행한다.

주어진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
하고 팀원을 돕
는다.

자료
조사

주어진 과제와 
동떨어진 자료를 
찾는다.

찾아온 자료가 
주어진 과제와 
일부 관련이 있
다.

주어진 과제와 
관련한 자료이지
만 일부분 기본
적인 자료다.

주어진 과제와 
연관된 방대한 
자료를 찾아온
다.

..

합계 ###

7) 평가 및 CQI체계

평가 및 CQI체계에서는 측정 및 평가, 개선,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 및 평가에서는 평가주체, 평가시기, 자료획득, 의미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활용한 개선 및 자료의 공개 등이 포함된다. 평가 및 CQI체계의 사례는 다음

과 같다.

<표6> 평가 및 CQI체계 예시

구분 내용

평가 

및 

CQI 

체계

측정
및

평가

a) 평가 주체: OOO(평가도구) 담당교수와 산업체인사
b) 평가 시기: 최종학기
c) 자료 획득: PD교수가 각 OOO(평가도구) 담담교수로부터 check list 

결과를 받아 통계를 작성
d) 의미 분석: 학위과정운영위원회는 PD교수로부터 PO#의 달성에 대한 

통계를 제출받으며, 점수에 대한 의미를 해석

개선
a) 학위과정운영위원회는 매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내용 개선에 활용
b) 학위과정운영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선

공개
a) 자료 작성: PD교수 주관 하에 연차보고서 작성
b) 공개 방안: 모든 관련 과목 담당 교수에게 인쇄물 제공 및 학과 게시

판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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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교과기반평가(CEA) 사례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교과기반평가(CEA)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성하고 있

는 능력단위는 특정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단위로 개발한 것이다. 또한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한 것을 능력단위요소라 하고, 능력의 성취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기준을 수행준거라 한다.

교과기반평가(Course Embedded Assesment)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학습

성과 평가가 졸업시점(~at the time of graduation)에서 졸업시점까지(~by the time 

of graduation)의 학습성과 달성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졸업시험, 종합설계, 

학생포트폴리오 등의 특정평가도구로 졸업시점에 수행되던 학습성과 평가가 수업연

한동안에 교육과정의 교과목에서 학습성과를 평가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을 부여하

는 방법이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은 9단계의 절차에 따라 개발되는데 기

계계열(로봇ㆍ메카트로닉스전공)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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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운영의 교과기반평가 사례

학습성과 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절차의 3단계에서 9단계의 과정이 매우 유

사하며 이를 도식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교과기반평가는 코스별 이수체계도와 교과기반평가 적용 로드맵에 따라 3가지 직

무의 기계공작실습(1), 자동화요소설계, PLC 과목과 종합설계(1) 과목을 Probe 과목

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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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장비제어기술직무 코스의 ‘PLC제어’ 교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과기반평가를 만족하기 위한 교과목 운영계획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PLC제어’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요소 수행기

준을 교과목 명세서에 교수진이 작성하고, 수업진행 후에 학생들이 ‘수강생 자기

진단서’의 능력표준표 수행기준 성취수준을 자기진단하며, 교수진은 ‘교육수행평

가서’의 능력단위별 수행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교과목 수행준거와 평가내용을 바

탕으로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과제물, 발표수업을 통해 교과목 학습성과를 평가한

다.

PLC제어 소프트웨어개발 초급 능력단위의 PLC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능력단위요

소에 대한 교과목 운영절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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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목 개요와 수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개요
자동화시스템 제어에 필수적인 제어장치(PLC) 대한 기초 이론지식을 습득하
여, 팀별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실습을 함으로써 기
계제어 및 자동화에 대한 개념을 실무적으로 완성한다. 

수업 목표
(교과목 NCS기반 

평가내용)

 - PLC프로그래밍을 준비하고 작성할 수 있다.
- 프로그램 편집 기능을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
- PLC개요와 PLC명령어을 이해할 수 있다.
- 기본 논리회로를 프로그램 할 수 있다,
- PLC 응용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다,
- 구조적이고 간략화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 기능별/목적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 PLC 개요나 PLC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다,
- 고급 논리회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 PLC 프로그램 설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해당 기계장비 및 설비의 최적화된 설정을 할 수 있다.
- 성능 체크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
- 설비 운용검토표, 장비 파라미터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 필요한 공구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 최적화에 적용된 파라미터 셋(Set) 정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 성과 PO1(기초지식), PO3(자료조사), PO4(도구활용), PO7(의사소통)

관련 코스 전기전자공학, PLC제어, PLC제어응용

평가 도구
실습시험(중간평가), 프로젝트 발표(발표수업), 설계과제(과제물), 학기말이론실
습시험(기말평가).

평가 준거
PO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최소 70%는 평가에서 평균이나 평
균이상을 받을 것.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PLC제어 교과목 학습성과와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과 관련된 학위과정 학습성과

PO1 PO2 PO3 PO4 PO5 PO6 PO7 PO8 PO9 PO10

M - S S - - M - - -

* S,M,W : S=Strong(강), M=Medium(중), W=Weak(약), -=관계없음

교과목 학습성과별 평가도구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PO
반영률
(%)

교과목 학습성과(Course Learning Outcomes) 

내용
평가도구

PO1
(기초지식)

10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논리 연산에 따
른 수의 표현 및 계산을 할 수 있다.

지식적용 평가를 위한 
기말이론시험

PO3
(자료조사)

40
PLC 제어와 관련된 전기시퀀스 및 디지털 논리
회로, 전기전자와 기계요소들의 관련 자료를 찾
고 이해하여 시스템제어에 적용할 수 있다.

전기시퀀스 작성과 
디지털 논리를 이용한 

과제물

PO4
(도구활용)

40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전할 시 다양한 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고, PLC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PLC 프로그램 및 제어 
능력 평가를 위한 

중간ㆍ기말 실기시험

PO7
(의사소통)

10
논리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
로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
PP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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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1(CLO)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논리 연산에 따른 수의 표현 및 계산을 할 수 있다.

PC
디지털 논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2진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논
리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평가도구 기말평가

루브릭

개념
정리
및 

연산
능력
(10)

1. 디지털 논리에 대한 개념 파악과 연산을 매우 잘 하고 프로그램에 적
용을 잘함

10

2. 디지털 논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고 연산을 잘 하나 프로그
램에 적용이 조금 부족함

8

3. 디지털 논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고 연산을 잘 함 6
4. 디지털 논리에 대한 개념은 파악은 하고 있음 4

5. 디지털 논리에 대한 개념은 파악이 매우 부족함 2
목표 수강학생의 50%가 6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PO-3(CLO)
PLC 제어와 관련된 전기시퀀스 및 디지털 논리회로, 전기전자와 기계요소들의 관
련 자료를 찾고 이해하여 시스템제어에 적용할 수 있다.

PC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료를 찾고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
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평가도구 과제물

루브릭

회로이해 
능력
(20)

1. 회로 원리 및 응용회로를 이해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음 20

2. 기본회로 및 응용회로를 이해하지만 프로그램 작성은 미흡함 16
3. 기본회로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음 12

4. 기본회로의 동작원리를 이래함 8
5. 회로 구성을 하는 기본 심벌만 이해 4

자료이해
 및 

적용능력
(20점)

1. 자료를 찾고 이해하여 프로그램에 적용을 잘 함 20
2. 자료를 찾고 이해하여 프로그램에 적용 능력이 부족함 15

3. 자료를 찾고 이해를 함 10
4. 자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함 5

목표 수강학생의 50%가 22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PO-4(CLO)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전할 시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
하고, PLC 명령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PC 주어진 조건을 기반으로 공학기술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도구 중간평가, 기말평가

루브릭

프로그

램작성

능력

(30)

1. 프로그램은 작성 가능하고 시스템의 응용동작을 시킬 수 있음 30
2. 프로그램은 작성 가능하고 시스템의 기본동작을 시킬 수 있음 24

3. 기본 프로그램은 작성 가능하고 시스템의 초기동작을 시킬 수 있음 18
4. 기본 프로그램은 작성  가능하고 시스템 동작이 되지 않음 12

5. 기본 프로그램 작성 능력이 부족함 6
도구사

용

(10점)

1.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 툴의 다양한 사용법을 알고 있음 10

2.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 기본 툴 사용법을 알고 있음 6

3. 측정도구 및 프로그램 툴의 사용법이 부족함 3

목표 수강학생의 50%가 24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PO-7(CLO)
논리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

PC 전공관련 전문지식과 의사를 바른 태도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평가도구 발표(자료)

루브릭

발표자료
준비
(5)

1. 발표자료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였다. 5
2. 발표자료의 준비는 잘 하였으나, 체계성이 약간 부족하다. 4

3. 발표자료의 준비가 부족하고 내용이 체계적이 못하다. 3
4. 발표자료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1

표현 
정도
(5)

1.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5
2. 몇 가지를 설명할 줄 알지만 표현력이 부족하다. 3

3. 내용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부정확하다. 1
목표 수강학생의 50%가 6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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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평가절차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목 운영에 따른 능력단위의 

수행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4개의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계획한다.

PLC제어 교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하는 PLC제어 소프트웨어개발(초급/

고급)과 PLC제어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3가지 능력단위와 각각의 능력단위요소의 

수행기준 만족여부를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과제물, 발표수업을 통하여 점검하고,

더불어 중간평가에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 PO4를 점검하며, 기말평가에서는 PO1과 

PO4 과제물에서는 PO3, 발표수업을 통하여 PO7의 달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의 수행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학기술교육인증을 평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구분 세부내용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중간평가
(PO4)

1. 워드/비트 등 어드레스 설정방법에 의한 입출력번지를 
결정하여 프로그램하는 문제

2. 모듈의 인터록 문제(접촉기, 릴레이와 제어장치가 동시
동작)

PLC
프로그래밍하기

PLC제어 
소프트웨어개발

-초급

1. 입출력 할당표에 의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입출력 
번지 확인 문제

2. 시퀀스와 래더 규칙에 의해 작성된 PLC 프로그램의 
에러 및 동작 유무 판단 문제

시뮬레이션 하기

1. 프로그램 에러시 재작성 할 수 있는 문제
2. 입·출력 할당표에 의해 수정·보완시 입·출력 번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프로그램 
수정·보완하기

1. PLC 프로그래밍 작업에 필요한 사용 메모리 확인 문제
PLC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PLC제어 
소프트웨어개발

-고급기말평가
(PO1,PO4)

1. PLC 입출력번지 결정하여 프로그램하는 문제
2. 각 모듈의 인터록 상황을 결정하는 문제
3. 외부작용변수(입출력 지연, on-shot, 자기유지) 문제

PLC
프로그래밍하기

1. 디버깅시 발생한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
2.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PLC 구성요소 및 PLC 입출력 

번지 지정 확인 문제
3. 프로그램 완료후 PLC 동작유무 검사하고 이상유무 판단 

문제

시뮬레이션 하기

1. 프로그램 이상시 재작성 하는 문제
2. 입·출력 할당표에 의해 수정·보완시 입·출력 번지 확

인할 수 있는 문제

프로그램 
수정·보완하기

과제물
(PO3)

1. PLC 제어기 사용 설명서 조사 보고서 제출
PLC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PLC제어 
소프트웨어개발

-초급

1.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리스트와 성능체크 
결과 보고서 제출

테스트 결과 
정리 및 

수정·보완하기

PLC제어 
소프트웨어 

테스트발표수업
(PO7)

1. 프로그램 설치방법 조사 발표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1. 기능테스트에 필요한 공구 사용방법 발표(테스터기, 오실
로스코프 등)

2. 해당설비의 성능 테스트(I/O번지, 펄스 출력, ON/OFF 
출력, 출력시간 및 접점상태) 수행 결과 발표

기능 테스트하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평가 매뉴얼

공학기술교육인증단(ETAC) Global Standard

- 182 -

단계 구성요소

1단계
계획하기
(Planning)

P1. 교육철학
P2. 수업목표
P3. 수업계획
P4. 수업방법

     ▼

2단계

자료수집
및

선정하기
(Selection)

P5. 수업자료
O1. 학습성과 자료
O2. 수업평가 자료
O3. 학습자 피드백(Feedback)
O4. 수업관찰 자료 (권장)

     ▼

3단계
성찰하기

(Reflection)
R1. 수업실행 분석
R2. 수업평가 분석

3.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및 사례

1) 티칭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의 정의

포트폴리오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히 서류 가방 또는 여러 가지 서류를 모아 놓은 

자료집이라 할 수 있으며, 티칭 포트폴리오는 교과목의 체계적 수업설계를 위한 교

수자의 수업활동에 대한 학습 관련자료의 수집과 교수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

을 정리해 놓은 자료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2) 티칭 포트폴리오의 활용

티칭 포트폴리오는 1985년 캐나다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주요 대학(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시간 대학

교 등 2,000여 개 대학)에서 교수의 채용 및 승진, ‘우수수업상(Best Teaching 

Award)’ 선정 시 교육능력 평가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Seldin, 2004). 티칭 포

트폴리오는 엄밀히 말하면 ‘교과목(course) 포트폴리오’8)로, 교수자가 가르치는 

해당 교과목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수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수활동 통합관리시스

템’이라고 할 수 있다.9)

3)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단계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목적 중 수업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둔 티칭 포트폴리오

의 개발 단계는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Hutchings(1998)의 포트폴리오 분류에서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한 교과목의 계획에서 결과까지 과정
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이며, 티칭 포트폴리오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적 맥락의 범위에서 교수자
의 실천에 대한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9) 조용개외 2인, 티칭 포트폴리오의 이해와 실제, (주)학지사, 서울,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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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비고

자신으로
부터 

수집되는 
자료
(P)

P1 ①교육철학

∙ 평소 본인의 교육철학, 교육적 신념, 교육방향
∙ 교수(teaching) 목적 및 방향
∙ 최근 3~5년간 교육 이력(주요 교수활동 및 담당 

교과목 소개)
∙ 지금까지 수업 개선을 위해 창의적으로 시도한 사례 등

필수요소

P2 ②수업목표
∙ 교수활동의 목표, 전공 및 담당 교과목의 장단

기 목표 등
필수 또는 
권장요소

P3 ③수업계획

∙ 강의계획서(Syllabus)
∙ 구체적인 평가계획 및 평가도구
∙ 학습자 특성 분석 및 학습자 유형 등에 관한 

기초자료 등

필수요소

P4 ④수업방법
∙ 주요 수업방법 및 전략, 독창적인 수업방법 노하우
∙ 수업활동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녹음자료 및 

동영상물(적극 권장) 등

필수 또는 
권장요소

     ▼

4단계
보완 및 검토하기

(Feedback)
A1. 수업능력 향상 활동 (권장)

     ▼

5단계
조직화하기
(Compiling)

자료의 구조화

[그림1]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단계

  자료: 조용개,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수업의 효과성 탐색, 한국교육학회, 2009, p.169.

(1) 1단계 :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의 목적을 정하고 교수자 자신의 교육철학, 수업

목표, 수업계획, 수업방법 등을 계획한다.

(2) 2단계 :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에 수집할 자료 선정과 자료수집의 시기, 대

상을 설정하고, 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며 수업자료, 학습성

과 자료, 수업평가 자료, 학습자 피드백, 수업관찰 자료 등을 구축한다.

(3) 3단계 : 수업실행 및 수업평가 분석 등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한다.

(4) 4단계 :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세미나와 연수, 강의평가 및 강의 촬영 

분석 등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에 대해 보완한다.

(5) 5단계 : 마지막으로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를 체계

적으로 구조화한다.

4)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구성요소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교수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

(P), 타인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O), 자기 성찰 자료(R), 부록(A)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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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⑤수업자료
∙ 수업에 활용된 수업 관련 자료(강의노트, 보충

자료 등)
필수요소

타인으로
부터 

수집되는 
자료
(O)

O1
⑥학습성과
  자료

∙ 과제나 평가(중간 및 기말평가)를 통한 학습결과 자료 필수요소

O2
⑦수업평가
  자료

∙ 학기 중 수업 만족도 조사 및 수업평가 결과(자
유의견 포함)

필수요소

O3
⑧학습자
  피드백

∙ 학습자들로부터의 피드백 자료 및 상호작용 사
례(홈페이지, LMS(e-Class), 카페 운영 사례, 전
자우편 등)

필수 또는 
권장요소

O4
⑨수업관찰
  자료

∙ 동료 교수 또는 전문가의 수업관찰 자료 등 권장요소

자기 
성찰 
자료
(R)

R1
⑩수업실행
  분석

∙ 강의계획에 따른 수업의 과정 분석
∙ 수업목표, 방법, 평가에 대한 분석
∙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효과성 검토(CQI 분석 등)

필수요소

R2
⑪수업평가
  분석

∙ 학기 중 수업 만족도 및 수업평가 결과 분석 등 필수요소

부록
(A)

⑫수업능력
  향상 활동

∙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수업 자가 진단, 강의촬
영 및 분석, 교수법 워크숍, 세미나 및 각종 교
수개발 연수 참여 등)

∙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스터디 그룹 활동 실적
∙ 수업개선에 대해 인정받은 사항(예: 우수수업상) 등

권장요소

자료: 조용개외 2인, 앞책, p.35.

(1) 교수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는 교육철학, 수업목표, 수업계획, 수업방

법, 수업자료 등이 있다.

(2) 타인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는 학습성과 자료, 수업평가 자료, 학습자 피드백, 

수업관찰 자료 등이 있다.

(3) 자기 성찰 자료는 수업실행 분석, 수업평가 분석 등이 있다.

(4) 부록은 수업능력 향상 활동으로 교수법 워크숍, 세미나 및 각종 교수개발 연

수 참여 등이 있다.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위의 12개의 구성요소(필수요소 10

개, 권장요소 2개) 외에도 교수자의 학문 분야, 교수방식, 수업의 선호도에 따라 교

수자가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5)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모형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모형은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구성요소별로 내용 및 

활동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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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성요소 내용 활동 자료

1단계
P1. 교육철학
P2. 수업목표
P3. 수업계획
P4. 수업방법

∙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목적 확인
∙ 교육철학 명료화
∙ 교수책무(teaching responsibility)
∙ 해당 교과목(course)의 수업목표, 계획, 방법
∙ 평가계획(평가도구 포함) 등

∙ 교육철학 진단표
(TPI; Teaching 
P e r s p e c t i v e s 
Inventory)

∙ 수업 자가 진단표

계획
하기

 
2단계 P5. 수업자료

O1. 학습성과
    자료
O2. 수업평가
    자료
O3. 학습자
    피드백
O4. 수업관찰
    자료(권장)

∙ 수업 활용 자료(수업 및 보충자료 등)
∙ 과제 또는 평가(중간 및 기말)를 통한 

학습결과 자료 예시
∙ 학기 중 수업만족도 조사 및 온라인 

수업평가 결과
∙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자료(홈

페이지, LMS, Cafe 운영 사례, 전자우편 등)
∙ 동료교수 또는 전문가의 수업관찰 자

료(권장)

∙ 학기 중 수업만족
도 조사 설문지

∙ 마이크로티칭 체
크리스트

∙ 동료 수업관찰
  목록표

자료
수집
및
선정
하기

 
3단계

R1. 수업실행
    분석
R2. 수업평가
    분석

∙ 수업목표 및 계획에 따른 수업의 전
반적인 결과 분석

∙ 수업목표, 방법, 평가에 대한 분석
∙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효과성 검토
∙ 학기 중 수업만족도 및 수업평가결과 분석
∙ 해당 교과목 수업에 대한 자기성찰

∙ 수업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 학기 중 수업만

족도 및 수업평
가 설문조사 결
과 자료 등

성찰
하기

 
4단계

A1. 수업능력
   향상 활동
    (권장)

∙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수업 자가 진단, 
수업 촬영 및 분석, 교수법 워크숍, 세
미나 및 각종 교수개발 연수 참여 등)

∙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 및 스터디 그
룹 활동

∙ 수업개선에 대해 인정받은 사항(예: 
우수수업상) 등

∙ 각종 진단검사
  및 평가 자료
∙ 각종 이수증, 수

료증
∙ 수상 자료 등

보완
및
검토
하기

 
5단계

자료의
구조화

∙ 과정으로서의 포트폴리오
∙ 산출로서의 포트폴리오
∙ 전시로서의 포트폴리오

∙ 개발 목적에 따른 
바인더 활용조직화

하기

[그림2]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모형

                       자료: 위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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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교과목과 교육목표와의 연관성 및 선수교과목

6)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사례

티칭 포트폴리오의 개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티칭 포트폴리오를 개발한 

후에도 교수자는 매학기 마다 교과목의 수업 만족도 조사와 강의평가 결과 그리고 

수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티칭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품질개선(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1] 티칭 포트폴리오 표지 사례(동의과학대학교)

[사진2] 티칭 포트폴리오 내용 사례(동의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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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과 학위과정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수업자료(강의노트, 유인물, PPT, 동영상 등)

출석부 중간 및 기말 평가(학습성과 평가 포함)

과제물 학생상담 내용

강의평가 결과 교과목 CQI 보고서

[사진3] 티칭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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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포트폴리오 개발 및 사례

1) 학생 포트폴리오의 정의

포트폴리오는 한 개인의 성취물이나 기술,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을 논리적

으로 잘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

으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해 왔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며 진로와 관련된 지금까지

의 경력이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 왔는지를 일목요연

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학업 결과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활동

기회들을 자기이해와 함께 자신의 강점과 특성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조화로운 삶의 선택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능동

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노력과 진보,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생의 제작물을 모은 것으로, 모음집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기성찰의 증거를 만드는 종이철 혹은 자료철을 의미한

다.

2) 학생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학생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활용가능하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이나 이용가치 또한 다양하다.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는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 혹은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각각의 여러 활동들이 어떻게 

자신의 큰 그림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

해과정을 통해서 교과과정이나 훈련내용, 기타 다양한 교내외 활동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던 활동들이나 경험들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지 폭넓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자신의 진로발달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기술이나 학업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③ 구직 인터뷰과정에서 스스로를 마케팅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자신의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홍보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⑤ 자신의 학습경험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남기거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

하며, 자신의 전용성 소질을 파악하고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도 자신의 직업탐색

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3) 학생 포트폴리오의 유용성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시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다른 매체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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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제3자가 한눈에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차

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학생들은 학생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기록의 중요

성을 인식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또 다른 활동이나 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가 생겨나고 자신감을 획득

하게 되며, 꾸준한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으로 인해 문서작성 능력의 향상을 인식하

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4) 학생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

학생 포트폴리오는 목적과 적용영역에 따라 취업능력기술 포트폴리오(employ 

ability skills), 기술증명서 (skills passport), 경험학습평가(prior learning assessment), 

학생 학습경험 포트폴리오, 구직 포트폴리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 포트폴리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포함 할 수 있다.

- 이력서

- 추천서

- 학습자료의 샘플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학업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등)

- 성취물 리스트

- 학위증명서, 자격증, 인증서

- 수상실적

- 자원봉사 서비스

- 다양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사, 브로셔, 웹사이트, 사진 및 에세이 등)

- 발표된 논문 리스트

한국 전문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생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크게 학습형 

포트폴리오와 진로형 포트폴리오등 2가지 형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들은 결과물(product)를 중요시 하는 포트폴리오이다.

학습형 포트폴리오는 교과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물 및 평가물을 중심으로 구성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로형 포트폴리오는 취업준비에서 발생되는 결과물 

및 고용주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증거를 제시하는 평가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합형으로 구성한 학생 포트폴리오 구성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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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학생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의 예

구성요소 세부 내용

1. 학생신상정보
  1) 학생 개인정보

  2) 각종 활동 기록표

2. 교과학습활동

  1) 학업계획서

  2) 교과목 이수 기록표

  3) 학습성과 달성 자기 점검표

  4) 이수과목 과제물 보고서 및 발표물 요약

  5) 교과과정에서 얻은 설계 과제물 내용 요약

  6) 지도교수 면담 현황

  7)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용 이력

3. 진로활동

  1) 취업활동 리스트

  2) 자신에 대한 이해

    가. SWOT 분석표

    나. 커리어 로드맵

    다. 직업선호도 검사, 직무적성검사, MBTI, STRONG 등

  3)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가. 희망기업 정보

    나. 기업 및 직무 관련 인터뷰

    다. 현장 실습 및 산업체 견학활동

  4) 진로계획 및 준비

    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 면접 준비

    다. 입사지원활동 및 결과분석

4. 활동 및   

성취내역의       

증빙물 자료

  1) 취득 자격증

  2) 봉사활동 실적 증명 자료

  3) 외국어능력시험 결과

  4) 포상 실적

  5) 외부 교육 수강 실적

  6) 기타 각종 자료

5. 포트폴리오

  진행 점검표
  포트폴리오 진행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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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포트폴리오 운영 사례

학생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대학의 일방적인 요구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도입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학생포트폴리오

는 자료들을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체계, 구성 내용, 구현방식 등

을 결정해 나가는 주체적인 선택과 함께 진행 과정이며,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등의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D대학교의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운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D대학교의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운영 사례

대회 일자 대상 학생 비고

1회 2010. 08 전기과 공학기술인증학과

2회 2011. 06 공학계열 11개 학과 학생 공학계열 전체

3회 2011. 12 공학계열 11개 학과 학생 공학계열 전체

4회 2013. 06 공학계열 인증제 시행학과 공학기술인증학과

5회 2012. 12 공학계열 인증제 시행학과 공학기술인증학과

6회 2013. 07 공학계열 인증제 시행학과 공학기술인증학과

7회 2014. 02 공학계열 인증제 시행학과 공학기술인증학과

8회 2014. 08 공학계열 인증제 시행학과 공학기술인증학과

[사진1] 학생 포트폴리오 표지 사례(D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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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인터뷰 제8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인터뷰

학생바인더 심사 제7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사진2] 학생 포트폴리오 내용 사례(D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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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포트폴리오 전시회 전국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은상 수상

6)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의 기대효과

￭ 자신의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력 계발에 
대한 동기부여

￭ Global시대에 부응하는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자발적 홍보체계 구축
￭ 자신의 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능력 배양
￭ 자신의 학습 경험 및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
￭ 전문적 재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달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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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인증 평가 로드맵

1. 단일인증학위과정 운영체제 전환 로드맵

2. KTC2015 판정가이드 적용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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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인증학위과정 운영체제 전환 로드맵

▪ 적용시기 : 2016년 신입생부터

▪ 실행계획

연도 내용

2015년

• 2015년 및 2016년 인증설명회에서 단일인증학위과정 전환 로드맵 공지
• 단일인증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신규평가 선정 시 우선권 부여
• 2015년까지 2016년 입학생부터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이수가 필수임을 입
학요강에 표시 및 학칙(또는 인증규정) 개정 완료

2016년
이후

• 신규 또는 NGR 평가의 경우, 2016년 신입생부터 단일인증학위과정을 운영
하는 학위과정만 평가

▪ 예외조항 : 복수⋅연계 전공자, 편입생, 전과⋅부생, 외국인 유학생 등 기타 예

외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단, 예외조항 적용자는 졸업 

시까지 그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 KTC2015 판정가이드 적용 로드맵

KTC2015에서 해지 및 완화된 항목은 2015년 평가부터 바로 적용하며, 신규로 추

가된 항목은 아래의 적용 로드맵에 따른다.

연번 인증기준 세부평가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기준1

(학위과정 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 설정⋅개정 
시 사회환경 변화 반영 (1.1, 1.2)

판정
유보

판정
유보

W → → → D

2
기준2

(학위과정 학습성과
(졸업생역량))

추가된 학위과정 학습성과 내용
의 성취도 측정 (2.3)

판정
유보

판정
유보

W → → → D

3
학위과정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의 공학기술문제수준설명
(Level Descriptor) 적합성 (2.3)

판정
유보

판정
유보

W → → → D

4

기준3
(교과과정)

종합설계 과제물의 공학기술문제
수준설명(Level Descriptor) 적합
성 (3.3)

판정
유보

판정
유보

W → → → D

5
학위과정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공학기술주제 교과목의 지속적 
품질개선(CQI) (3.3)

판정
유보

판정
유보

W D → → →

※ 유보: 지적은 하되 판정에 반영은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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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인증 평가 참고자료

1. 서면평가의견서 작성 예시

2. 논평서 조율위원회(서면평가의견서) 검토지침 예시

3. 방문평가 시 평가단 소개 및 인사말 사례

4. 방문평가 시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사례

5. 예비논평서 서론 및 종합 의견 사례

6.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검토지침 예시

7.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및 종합검토서 작성 예시

8.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제출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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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의견서는 공인원 AMS의 마이페이지->평가입력에서 ‘판정가이드 항목의 순

서대로 항목별 ‘부족사항’에 일련번호 1), 2) .....로 지적사항을 작성함.

※ 지적사항은‘KTC2015 인증평가 판정가이드에 있는 항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하

며, 조율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만족 및 부족 사항에 대해 모두 기술함.

※ 지적사항의 작성은 쪽수, 표 및 그림번호, 평가결과(/*D*/, /*W*/, /*C*/, /*S(√)*/), 

평가위원 성명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기준1. 학위과정 교육목표

1.1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학위

과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

1) 교육목표 설정에 참여한 구성원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가?

1) 교육목표 설정에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에 대한 정의(p.3, 표1.1.1.2)가 되어 있으며, 

각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pp.5-6, 표1.1.1.5)되어 있고, 산업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pp.10-13)가 있음/*√, 홍길동*/

2) 교육목표 설정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한 정의(p.3, 표1.1.1.2)가 되어 있으며, 의견 수

렴을 위한 실적 자료(pp.10-13)에 산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손오공*/

2)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는가?

1)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적 자료(pp.10-16)는 있으나, 사

회 환경 변화의 반영 노력(조사, 분석 등)이 없음/*W, 홍길동*/

2)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적 자료(pp.10-16)는 있으나, 사

회 환경 변화의 반영은 없음/*W, 손오공*/

3) 학위과정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는가?

1) 교육기관 및 학부(계열)와 학위과정의 교육목표(p.18, 표1.1.1.6)가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있음./*S, 홍길동*/

2) 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잘 연계(p.18, 표1.1.1.6))되어 있음/*√, 손

오공*/

1. 서면평가의견서 작성 예시

□ 기본원칙

1) 서면평가의견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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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된 내용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한 평가위원(단장)이 작성한 문

장을 유지함.

2) 명백한 오타 및 의미 전달이 안 될 경우, Editor1이 부족사항을 수정.보완함.

3) ‘부족사항작성예시’ 문구를 복사하여 ‘○○○’을 그대로 남겨 놓은 경우가 있

는지 확인하여 수정을 요구함.

4) 판정가이드의 결함(D) 및 미흡(W) 사항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함.

5)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보

완을 요구함.

※ 수정의견 표기 방법 : 취소선(예: 1) 교육목표평가체계가~)과 ‘논평서 조율위원

(Editor)1 검토의견 : 파란색, Editor2 검토의견 : 빨간색'으로 구분함.

※ 검토 절차 : 평가단장 → 인증팀 → Editor1 → Editor2 → 인증팀 → 평가단장(ED1 

참조)

※ 서면평가의견서의 작성 방식 : 평가단에서 작성한 부족사항의 문구, 평가의 적절성, 

평가결과 대비 부족사항의 적절성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Editor가 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 수정의견 반영 방법 : 아래의 검토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논평서 조율위원(ED1, ED2)

이 지적하고, 평가단에 수정을 요구함.

※ 평가단이 ED2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 원칙적으로 ED2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의견대립이 길어질 경우 인증사업본부장 또는 ETAC단장이 중재한 후 ETAC단장이 

평가단에 최종의견을 통보함.

2. 논평서 조율위원회(서면평가의견서) 검토지침 예시

□ 기본원칙

□ 검토지침

※ Editor의 서면평가의견서 검토는 검토 일정 단축을 위해 예비/최종논평서 

검토와 달리 아래의 주요 사항들만 검토함.

※ KTC2015 판정가이드의 숙지 요망

※ 평가단장 워크숍 조율사항의 숙지 요망 (논평서 조율위원회 검토지침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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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평가 시 평가단 소개 및 인사말 사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의 방문을 환영해 주셔서 평가단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평가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학 학위과정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역시 건축공학의 ○○○ 평가

위원님 이십니다.

기계공학 학위과정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역시 기계공학의 ○○○ 평가

위원님 이십니다.

전자및통신공학 학위과정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역시 전자및통신공학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컴퓨터공학 학위과정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역시 컴퓨터공학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토목공학 학위과정의 ○○○ 평가위원님 이십니다. 역시 토목공학의 ○○○ 평가

위원님 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그동안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

는 총장님께 공인원의 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운영하시느라 애써주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장님과 학위과정의 PD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는 20○○년부터 공학기술교육 정규인증을 받아 우리나라 전문대학 중 

모범적으로 인증을 운영하고 있어 저희 평가단은 기대가 큽니다.

이번 평가는 중간방문평가로 3년 전에 시행한 평가 이후에 학위과정에서 개선된 

사항과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평가단은 2박3일 동안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교의 공학기

술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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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평가 시 교육기관에 대한 마무리논평 사례

○○○ 총장님, ○○○ 부총장님 외 보직 교수님, 그리고 ○○○ 공학기술교육혁신

센터장님, 각 학위과정의 PD 교수님과 학과 교수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가단은 지난 ○○월 ○○일 방문평

가를 시작하여 2박3일 동안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학교는 19○○년에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의 명문사학으로 직업교육의 허브 대학, 동아시아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6년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

문대학 선정 및 국가고객만족도 NCSI 전국1위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정규인증을 받은 대학

으로서 PD 및 학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총장님 이하 대학 차원의 모든 구성원이 공학기술교육인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

해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 대해 준비를 해주신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인 공학기술교육인증시스템의 구축, 

실행 및 개선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대학교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도의 주요한 강점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도를 학칙과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개설하여 내실있는 공학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매우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셋째, 특히 총장님께서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셔서 공학기술교육인증제의 추진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학위과정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

거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를 인증기준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증기준 1, 학위과정 교육목표에 있어서는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

로 검토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있으나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시기가 아직 도

래하면 학위과정 개선에 반영한 실적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증기준 2,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에 있어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성취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위과정 개선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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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증기준 3,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학위과정 학습성과와 교과목 간의 연관도가 

교과목 강의계획서에서 설정된 바와 일치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증기준 4, 학생에 있어서는 학생 평가의 분석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

용 실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인증기준 5, 교수진에 있어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 참여 등 교육개선 활동

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섯째, 인증기준 6,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의 시행에 대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결단과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학기술교육인증의 기본철학은 성과중심교육, 수요자 중심교육입니다. 아무리 시

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목표인 졸업생의 자질이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시스템이나 교육환경은 단시간에 구축될 수 있는데 

비해, 이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학위과정의 구성원

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단의 평가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평가와 조

율회의 2차례 후, 방문평가에는 일요일 낮 12시에 도착하여 일요일밤 11시, 월요일

에도 12시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방문 후 평가일정에도 적극 참여

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대학교 공학기술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원의 인증평가는 부족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

인된 부족사항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

라서 이번 방문평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예비논평서 전달과 논평대응서 제출기한 까

지 계속하여 공인원과 ○○대학교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가단이 

잘못 평가한 것에 대하여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학기술교육인증 절차와 지

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비논평 대응에 실적과 증빙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이하 부총장님, 보직교수님, 센터장님, PD교수님, 소속 학위과정 교수님, 직

원 여러분께 원활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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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논평서 서론 및 종합 의견 사례

□ 서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혹은 ‘ABEEK'이라 한다)은 2015년도 인증

사업 계획에 의하여 2015년 1월 15일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 로부터 

○○개의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하였다.

공인원은 즉시 ○○대학교의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평가에 착

수하였다.

서면평가 과정에서는 모든 평가위원들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단워크숍을 통하

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평가단장은 방문 전 서면평가를 기초로 평가단장 조

율회의에서 타 평가단과의 조율을 수행하였다. 서면평가 과정에서 이메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일부 자료를 받았으며, 평가위원은 방문평가 시 현장에서 확

인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서면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인원에 제출하였다. 공인원

은 3월 18일 평가단에서 제출한 서면평가의견서를 ○○대학교에 전달하였다.

○○대학교 평가단은 2015년 ○○월 ○○일부터 ○○일까지 2박 3일간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교에 대한 방문평가를 통하여 서면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

점을 확인하고 그밖에 공학기술교육인증에 필요한 체계구축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

하여 논의한 결과, ○○대학교의 공학기술교육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교무위원들

과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학기술교육과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고 생각한다. 평가위원들은 모두 무리 없이 학위과정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방문평가 진행 절차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었으며, 평가위

원과 ○○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모두 시간약속 등의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잘 지켰다.

마무리면담은 총장과 교무처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각 

학위과정 책임자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방문평가단의 주재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마무리면담에서 평가단장은 “공인원의 인증평가는 일회성으로 부족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부족사항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방문평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예비논평서 전달과 

논평대응서 제출기한 까지 속하여 공인원과 ○○대학교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루어

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평가단은 예비논평서 초안을 공인원에 제출하였으며, 인증사업본부는 방문평

가 평가단장으로 구성된 예비논평서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논평서 초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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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기회를 가졌다. 평가단장은 조율된 사항을 반영한 예비논평서 초안을 평가

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인증사업본부에 제출하였다. 인증사업본부는 예비논

평서 조율위원을 통해 예비논평서 초안 문구 및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단에게 전달하였고, 평가단장은 인증사업본부의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

여 ○○대학교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예비논평서를 완성하였다.

□ 교육기관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대학교는 설립한지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

○○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과 LINC 사업 등 지역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국

가사업은 물론,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 그리

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대학의 우수성과 발전적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년도부터는 공학

계열의 ○○개 학위과정에 공학기술교육인증제를 운영하여 ○○○○년에 예비인증

을 획득하였고,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와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과 

금년도 중간방문 평가를 받는 시점에서 많은 사항들이 정착되고 개선되어가고 있

다. 그밖에 ○○대학교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우수성 및 장점을 들면 다음과 같

다.

(1)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정착에 적극 노

력하고 있으며, 전산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책을 도모하고 있다.

(2) 각 학위과정에서 PD 교수들이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의지가 확연하며, 대

학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

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 지역산업밀착형 전문공학인 양성을 위한 공학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4) 학위과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유사학과들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거나 자체적인 SWOT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교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여 장기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5) 교수들이 학생들의 동아리 지도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교수간의 유대관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에 의한 첫 졸업생이 배출된 현재 시점에서 대

학의 여러 면모를 종합적으로 관찰한 결과,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일부 주요 인증기준의 관점에서 아직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1)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교육목표의 설정과 개선과정에서 산업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미약하여 일부 개선책이 제시되었으나, 향후 그 실제 운영실

적의 관리와 제시가 필요하다.

(2) 학위과정 교육목표 및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에 대해 학생, 교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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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향후 이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적

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방침이 학위과정 PD 및 교수들에

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제도의 이해와 운영에서 학위과정별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의 평가도구별 채점기준

이 없는 등 학위과정 학습성과 측정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방문평

가 시에 학위과정별 개선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향후 개선실적의 확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대부분의 학위과정이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은 갖추고 있으

나, 설계 실습실 공간의 확충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이 요구되는 학위과정들이 

있다. 실질적인 실험실습과 설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 

및 이들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임은 물론, 교육보조인력이 확충되어 학생들을 근

접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공학기술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필수적인 

사항임을 대학의 구성원들이 이해해야 현재의 부족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교육개선 실적의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

한 전산프로그램체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서 축적된 자료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개

선책에 도출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문제점이 있었던 체

계를 수정 보완하여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7) PD 교수 이외에도 교수의 자기개발 노력과 공학기술교육인증 관련 봉사와 참

여를 장려하고 이들을 업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들은 학위과정 교육목표와 학위과정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

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일부의 학위과정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교육품질 제공을 위한 교수진의 지속

적 확보가 지적되는데 대해, 장기적인 예측과 노력에 의해 지적사항 해소에 노력해

야 할 것이다.

(9) 모든 학위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위과정별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예산조달 계획까지를 대학 차원에서 검토

하고 수용하여 확정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보완을 요한다.

(10)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이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서는 교육품질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개선 

체계의 구축과 그 실적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여

야 한다.

이번 예비논평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절차를 통하여 파악된 대학에서 운영하

는 모든 학위과정(‘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위과정’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

는 학위과정’ 모두)의 학위과정별 학위명칭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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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는 ‘Bachelor of Science’를 의미한다.

아래 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이 명기된 대학의 

공식적인 문서(국문/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샘플을 논평대

응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학위과정 명 및 

학위명칭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논평대응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논평대

응에는 이를 대학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되, 그 결과를 학위과정별 논평대응서 

시작 페이지에 필히 기술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별 서론, 학위과정 우수성 및 장점

서론

○○대학교 ○○공학기술학위과정은 20○○년 예비인증으로 시작하여 금년 2월에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1학년 ○○○명과 2학년 ○○명, 3학년 ○○

명, 총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다. 본 ○○공학기술학위과정은 ○

명의 전임교수가 주축이 되어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증시스템이 실

제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2015년 4월 ○○일부터 3일간 진행된 중간 방문평가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본 

공학기술교육인증의 체계구축을 위해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과 학위과정 PD교수를 

비롯한 학위과정 구성원 모두가 공학기술교육인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

학기술교육인증의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위과정 우수성 및 장점

○○대학교의 ○○공학기술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은 우수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학생들의 공

학기술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2) PD 교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공학기술교육인증에 확

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3) 학생 포트폴리오의 질적인 수준이 매우 높고 잘 관리되고 있다.

4) 교육용 실습실 및 기자재가 잘 준비되어 있다.

□ 종합 의견

본 예비논평서는 방문 전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근거로 평가단장이 종합적인 검

토를 하였다. ○○대학교의 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단순히 향후 계획만을 기술한 측면이 있다. 이를 인증기준별로 구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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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기준 1(학위과정 교육목표)에 있어서, 많은 학위과정에서 교육목표의 설정과 

개선과정에서 산업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미약하다. 일부 개선책이 제

시되었으나, 향후 그 실제 운영실적의 관리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이 교

육목표를 인식하며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부족하다.

인증기준 2(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학

습성과의 평가도구별 채점기준이 없는 등 학위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가 제대로 구

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인증기준 3(교과과정)에 있어서, MSC와 전문교양 영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위

과정 학습성과 관리를 위해 대학 측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학위과정에서 

종합설계교과목의 내용과 운영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설계경험을 성취할 수 있도

록 개선이 요망된다.

인증기준 4(학생)에 있어 대부분의 학위과정에서 학생 평가의 측정평가의 결과만 

기술하고 있어 분석 평가를 통한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한 실적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인증기준 5(교수진)에 있어 일부 학위과정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측의 대책이 필요하며, 대학 차원에

서 교수진의 다양한 교육개선활동을 장려하고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보

완조치가 필요하다.

인증기준 6(교육환경)에 있어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체계를 검토하여 상하위 규정간 연관성이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는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설계 실습실 공간의 확충과 시설 및 기자재

의 개선이 요구되는 학위과정이 있어 대학 측의 재원지원 계획과 조속한 조치가 요

망된다.

비록 인증기준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간의 학위과정 소속 

교수들의 열의와 노력, 또 대학교 본부로부터의 지원 실적을 고려할 때 가까운 기

간 내에 모든 인증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는 일시적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의 시행에 대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결단과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개 학위과

정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위하여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와 학위

과정 교수진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육

환경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의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차원의 관

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대학교의 공학

기술교육인증제가 조속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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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판정가이드 또는 조율회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세부평가항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중복 또는 사견

으로 지적한 경우

  예) ‘~ CQI보고서(또는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를 전산화하여야 함.’

  예)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할 것을 추천함.’

  예) 교육목표 평가체계에서 설문조사외의 간접평가도구 사용이 미흡함.

  예) [학생 인증기준의‘4.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에서 요구

하는 사항이 아닌 내용]

※ 수정의견 표기 방법 : 취소선(예: 1) 교육목표평가체계가~)과 ‘논평서 조율위원

(Editor)1 검토의견 : 파란색, Editor2 검토의견 : 빨간색'으로 구분함.

※ 검토 절차 : 평가단장 → 인증팀 → Editor1 → Editor2 → 인증팀 → 평가단장(ED1 

참조)

※ 예비논평의 철회된 부족사항은 Editor가 취소선으로 삭제함.

※ 예비논평서의 작성 방식 : ‘서면평가 내용 + 방문평가 확인사항 + 예비논평 의견’

의 형태가 아닌 방문평가 후 남은 사실 기반의 부족사항만 작성하며, 평가단에서 작

성한 부족사항의 문구, 평가의 적절성, 평가결과 대비 부족사항의 적절성 등에 보완

이 필요한 경우 Editor가 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 서면평가 부족사항을 방문평가에서 해소한 경우, ED1, ED2는 아래 중 하나의 해소근

거를 확인하도록 함(예비논평서와 변경사유설명서를 함께 전달함).

   1. AMS에 근거자료가 제출되었는지

   2. 근거자료가 복사본으로 제출되었는지

   3. 평가단이 근거자료를 확인하였는지

※ 수정의견 반영 방법 : 아래의 검토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논평서조율위원(ED1, ED2)이 

지적하고, 평가단에 수정을 요구함.

※ 평가단이 ED2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 원칙적으로 ED2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의견대립이 길어질 경우 인증사업본부장 또는 ETAC단장이 중재한 후 ETAC단장이 

평가단에 최종의견을 통보함.

6. 논평서 조율위원회(예비논평서) 검토지침 예시

□ 기본원칙

1) 평가단의 평가 내용과 결과(D,W,C,√)가 판정가이드 또는 평가단장 워크

숍 조율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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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사항이 4.2 교과목 이수, 학습, 진로를 포함한 학생지도에 대한 요구사항

이 아니므로 지적을 철회함.’

  예) 3.1 교과과정에서 학위과정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체계적 편성

에 대한 지적이 2.2 등에서 중복하여 지적된 경우

   → ‘지적사항이 세부평가항목 3.1과 중복되어 지적을 철회함.’

◦사례 :

1) 평가결과는 미흡(W)인데 평가내용은 보완(C)의 수준인 경우

2) ‘부족사항이 해소됨’이라고 했는데 평가결과는 미흡(W) : 이전 지적사항이 결함 

수준이었으나, 대응에 의해 결함을 면할 정도이지 만족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아닌 

경우에 해당됨. 이 경우 ‘부족사항이 해소되었으나,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 

등으로 미흡의 사유를 기술함.

◦사례 :

1) 4.1에 들어갈 검토의견을 5.3에 기술한 경우

2) 3.1에 들어갈 내용을 3.3에 기술한 경우(전공교과목의 CQI 관리 등)

   예) 5.3의 2) ‘검토의견(부족사항)을 세부평가항목 4.1의 4)로 이동함.’

   예) 4.1의 4) ‘(세부평가항목 5.3에서 이동함)’ 이후 이동한 검토의견 기술

◦사례 :

1)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

2)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족사항을 해소함’ 또는 ‘이전 지적사항이 해

소됨’ 등으로만 기술

◦사례 :

1) 대학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위과정별로 일관성 있게 지적되고 판정 수준에 

형평성이 있는지 검토 

   예)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의 운영, 학위명칭, 교수업적평가제도, 대학행정체계 등

2) 동일 대학 내라고 해도 학위과정별 차별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평가수위를 달리함

   예) 학위과정 운영규정의 문서화, 교과목의 관리 정도 등

※ KTC2015 판정가이드의 숙지 요망

※ 평가단장 워크숍 조율사항의 숙지 요망 (논평서 조율위원회 검토지침과 함께 제공)

2) 평가 내용과 결과(D,W,C,√)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해당 인증기준의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 내용인 경우

4) 평가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할 경우

5) 대학 내 학위과정 간 평가 수준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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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평가단장과 협의 후 평가단 차원에서 제시했어야 하는 내용:

 - 지적사항의 부여 번호 직후에 ‘(평가단장 추가 지적사항)’으로 시작하고 추가 지

적사항을 기술하도록 유도.

2) 논평서조율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적하는 사항:

 - 지적사항의 부여 번호 직후에 ‘(논평서 조율위원회 추가 지적사항)’으로 시작하여 

추가 지적사항 기술

3) 전체 학위과정에 공통인 지적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할 경우:

 - 지적사항의 부여 번호 직후에 ‘(평가단 공통 지적사항)’으로 시작하여 추가 지적

사항 기술

※ 가능한 서면평가의견서에 없었던 지적이 추가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

우(대학 내 및 대학간 일관성, 연도별 일관성 등 사유) 예비논평서 단계에서 지적사

항을 추가할 수 있음(대학에도 공지했음).

※ 추가지적을 기술한 주체가 누구인지(평가단장 또는 논평서조율위원) 불분명하면 이

후 평가단계에서 평가위원 또는 평가단장이 검토할 때,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사례 :

1) 학위과정의 ‘서론, 학위과정의 우수성 및 장점’ 등에 경어체를 사용한 경우 :

   예) ‘~했습니다. ~입니다.’ → ‘하였다,  있다’등 평어체로 변경

2) 지칭에 경칭을 사용한 경우 :

   예) ‘총장님, 교수님, PD 홍길동 교수님을 비롯한, 원로교수님들을 비롯한..’

        → 교수님, 교수님들 보다는 ‘교수’, ‘교수진’ 등의 표현으로 변경

3) 검토의견 본문에 서술체를 사용한 경우 :

   예) ‘~했다. ~이다.’ 또는 ‘했음, 있음’ 등으로 일관성 유지

4) 지나치게 조사가 생략된 표현의 경우 : 

   예) 운영 실적 제시 필요 → 운영 실적의 제시가 필요함.

   예) 보조인력 부족 적극 대처 요구 → 보조인력의 부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요

구됨.

5) 정확한 학위과정 명칭 및 용어 사용

   (○) 전자공학심화 학위과정, 전자공학심화학위과정

   (×) 전자공학 심화학위과정, 전자공학심화과정 학위과정, 전자공학 인증학위과정

   (○)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운영 학위과정,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

   (×) 공학인증, 공학교육인증, 공학인증과정, 인증제도, 공학교육인증평가

6)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또는‘만족사항’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삭제 

6) 지적사항을 추가할 경우

7) 문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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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응서 검토의견 작성 : 평가위원은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평가단장은 

‘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를 작성함.

※ 검토의견 작성 방식 : ‘예비논평 + 논평대응 + 해소여부’문장 형태로 요약하여 

AMS 입력 칸에 내용을 작성함.

1) (예비논평)학위과정의 교육목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논평대응)홈페이지와 대학 안내자료에 공개한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함.

(해소여부)홈페이지와 대학 안내자료에 교육목표의 공개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이 해소됨.

1) (예비논평)학습성과 항목별 성취도 평가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방문평가 기간을 

통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어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지적은 해소하지만 수정된 평가체

계를 적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논평대응)논평대응을 통하여 추가로 보완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평가체계를 

적용한 실적은 차기평가에서 제시할 계획임을 제시함.

(해소여부)대응 내용을 수용하지만, 새로운 평가체계를 실제로 적용한 실적 자료가 제시

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를 유지함.

1) (예비논평)교육목표를 수립한 실적 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논평대응)논평대응을 통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해소여부)평가결과를 유지함.

1) (예비논평)학위과정 교육목표 설정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 자료가 없

다는 지적에 대하여,

(논평대응)논평대응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실적을 기술하였음.

(해소여부)논평대응에서 실적을 기술하였으나, 증빙자료(내부결재, 공문, 근거자료 등)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를 유지함.

7.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및 종합검토서 작성 예시

□ 기본원칙

1) 부족사항 해소인 경우

2) 부족사항 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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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대학교 논평/대응서 접수/발송일

인증구분 중간방문 예비논평서 발송 2014.  7.  7.

방문기간 2014-05-22 ~ 2014-05-23 논평대응서 접수 2014.  7. 21.

평가단장 ○○○

프로그램/학위과정

평가위원

예비논평 논평대응 후 최초

졸업

연도인증구분 명칭
이전
판정

학위 명칭 평가
위원

평가
단장

인증
사업단

평가
위원

평가
단장

인증
사업단

1 (인증-5월
(중간방문) ○○공학기술 IV

BS in ○○ 
Engineering 
Technology

○○○(○○대학교),

○○○(○○건설)
IV IV IV IV 2011.02

2 (인증-5월
(중간방문) ○○공학기술 IV

BS in ○○ 
Engineering 
Technology

○○○(○○대학교),

○○○(○○대학교)
CA IV IV IV 2011.02

3 (인증-5월
(중간방문) ○○공학기술 IV

BS in ○○ 
Engineering 
Technology

○○○(○○대학교),

○○○(○○설비)
CA CA IV IV 2011.02

조율 참고사항
(학위과정 공통사항)

○○대학교의 인증평가 대상 학위과정은 2년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3
년부터 3년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어 2년제와 3년제 학위과정이 공존
하고 있는 상황임.

교육기관 ○○대학교 평가
단장 ○○○ 최종판정

인증제도 운영 학위과정
○○공학기술학위과정
(BS in ○○ Engineering
Technology)

평가
위원 ○○○, ○○○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는
학위과정

공업전문학사
(AS in Engineering
Technology)

판정
건의

평가
위원

평가
단장

인증
사업단

IV IV

인증기준
1. 학위과정
  교육목표

2. 학위과정
  학습성과

3. 교과과정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이전평가 W D W D W D

방문평가 후 W D W D W W

예비논평 W D W D W W

논평대응 후 W W W √ √ √

8.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제출보고서 예시

ABEEK-2014-EMT-550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제출보고서

ABEEK-ETAC (중간방문) - KTC2009_기술전문학사/KTC2009_공학전문학사

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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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예비논평 논평대응 및 검토 후(평가단) 조율 사항

1 W W

2

2.3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

량)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정 개선에 활용

1)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없음. D

2.3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위과정 학습성과(졸업생역량)

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위과

정 개선에 활용

1) (예비논평)수립된 평가체계

에 따라 모든 학위과정 학습성

과별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

정한 결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

하여,

(논평대응)학위과정 학습성과별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함.

(해소여부)근거자료를 제시하였

으나 미흡함.

W

3 W W

4

4.1 학생 평가

1) 평가결과 및 결과의 분석

평가가 제시되지 않음.

D

4.1 학생 평가

1) (예비논평)평가결과 및 결과

의 분석평가가 제시되지 않았

다는 지적에 대하여,

(논평대응)평가결과 및 결과의 

분석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함.

(해소여부)지적사항이 해소됨.

√

5 W √

6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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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

1. 교육기관의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2. 평가관련의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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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 http://www.abeek.or.kr

      

▪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의 메인 화면 - 로그인(ID,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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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의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① 대학마스터담당자, ② 대학학위과정(프로그램)담당자

[인증평가 신청내역(대학 마스터 담당자)]

[메뉴] [평가진행 현황(대학 학위과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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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관련의 AMS 인증평가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① 평가단장, ② 평가부단장, ③ 평가위원, ④ 논평서조율위원,

  ⑤ 모더레이터, ⑥ 평가자

[인증평가 학위과정별 진행현황(평가단장)]

[메뉴] [평가 결과(평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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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일정 및 홍보 자료

1. 2014-2015년 공학기술교육 인증 일정(안)

2. 공학기술교육 인증 학위과정 현황

3. 공학기술교육 예비인증 학위과정 현황

4. 만화로 알아보는 공학기술교육인증

5. 국가별 공학기술교육 인증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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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2015년 공학기술교육 인증 일정(안)

일 시 일정 내용 및 행사

 ▸2014년
 9월 19일(금)

2015년 인증설명회

10월 17일(금) 평가자 교육 워크숍

10월 20일(월) 2015년 인증평가 신청 마감

10월 31일(금) 2015년 인증평가 신청 결과 통보

11월  7일(금) 2015년 인증평가 대상 학위과정 PD초청간담회

 ▸2015년
 1월 15일(목)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마감

 1월 17일(토) 평가단장 워크숍(1차)

 1월 24일(토) 평가위원 워크숍

2/2(월)~2/7(토) 서면평가 온라인 조율

2/9(월)~2/14(토) 서면평가 오프라인 조율(필요시 1박2일)

 2월 25일(수) 서면평가의견서(초안) 마감

 2월 28일(토) 평가단장 워크숍(2차)

 3월  6일(금) 서면평가의견서/방문 전 조율보고서 제출

 3월 14일(토) 논평서 조율위원회(서면평가의견서) 검토

 3월 18일(수) 서면평가의견서 대학 발송

3/20(금)~3/31(화) 평가단장 대학방문 컨설팅

4/19(일)~4/21(화) 방문평가 1주차

4/26(일)~4/28(화) 방문평가 2주차

 5월 8일(금) 예비논평서(초안) 마감

5/9(토)~5/18(월) 논평서 조율위원(Editor)1 예비논평서 검토 완료

5/19(화)~5/28(목) 논평서 조율위원(Editor)2 예비논평서 검토 완료

 6월 20일(토) 예비논평서 전달

 7월  4일(토) 논평대응서 접수 마감

 7월 31일(금)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평가위원) 및 논평대응서 종합검
토서(평가단장) 검토 완료

 8월 22일(토) 논평서 조율위윈회(논평대응서 종합검토서) 검토

 9월 12일(토) 대학⋅연도별 조율위원회

10월 10일(토) 인증평의회

※ 위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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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기술교육 인증 학위과정 현황

 12개 대학 44개 학위과정 (2014년 4월 현재)

※ 본 학위과정의 명칭은 졸업생을 배출한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됨.

3. 공학기술교육 예비인증 학위과정 현황

 2개 대학 6개 학위과정 (2014년 4월 현재)

  

※ 예비인증 학위과정이란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학위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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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화로 알아보는 공학기술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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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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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공학기술교육 인증기관 현황

▪ 시드니 어코드 정회원 기관        (2014년 6월 현재, 인증 기구 Alphabet 순)

연번 국가 회원기관 홈페이지 가입연도

1 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www.abet.org 2009

2 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www.abeek.or.kr 2013

3 캐나다
CCTT
(Canadian Council of Technicians and 
Technologists)

www.cctt.ca 2001

4 남아프리카
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www.ecsa.co.za 2001

5 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 www.engc.org.uk 2001

6 호주 EA
(Engineers Australia)

www.engineersaus
tralia.otg.au 2001

7 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

www.engineersirel
and.ie 2001

8 대만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www.ieet.org.tw 2014

9 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Z) www.ipenz.org.nz 2001

10 홍콩 HKIE
(The Hong 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www.hkie.org.hk 2001

▪ 더블린 어코드 정회원 기관         (2014년 6월 현재, 인증 기구 Alphabet 순)

연번 국가 회원기관 홈페이지 가입연도

1 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www.abet.org 2013

2 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www.abeek.or.kr 2013

3 캐나다
CCTT
(Canadian Council of Technicians and 
Technologists)

www.cctt.ca 2002

4
남아프리카
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www.ecsa.co.za 2002

5 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 www.engc.org.uk 2002

6 호주 EA
(Engineers Australia)

www.engineersaus
tralia.otg.au 2013

7 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

www.engineersirel
and.ie 2002

8 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Z) www.ipenz.org.nz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