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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Newsletter

2008년 8월 제9호

컴퓨터 및 IT 관련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동등성 체계 수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 어코드 중간회의가 우리나라를 비

롯한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6개국 인

증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27일(금), 28일

(토) 양일간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3p)

Highlight news
“Seoul Accord Interim 

Meeting” 성공리에 개최

■ Seoul Accord 로드맵

• 2007년 2월 ~ 2007년 7월, 우선 대상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사 타진

• 2007년 11월 5일 ~ 6일, 각 나라의 상황과 인증제도 소개를 위한 심포지움 주최

• 심포지움 결과로 서울 선언 채택

• 각 나라 안 인증기구와 인증제도에 대한 약속, 협의체 구축 약속, Working Group결성

• 나라별 제도 및 기구 정비, 새 협의체 규정 등 구축

•2008년 후반 ~ 2009년 초반, Seoul Accord 출범

■ Seoul Accord 조직구조

분위기 조성 단계

각국의 여건 파악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다자간협의체를 위한

서울선언

Seoul Accord 발족

●Organizational Structure
•Chair : Dr. S. Yang
• Steering Committee :  Representatives of Member Organizations
•Secretatiat : CAC-ABEEK (IRIS LEE) 
•Working Groups

●Working Groups
•WG1 : Rules and Procedures
•WG2 : Scope and Standard 
•WG3 : Finance, Operations, Organization

●WG Chair Assignment
•WG1 : U.S.A. (G.Peterson, Ph.D.) 
•WG2 : Japan (Katsuhiko Kakehi, Ph.D.)
•WG3 : Korea (Bok Ki Kim, Ph.D.) 

Steering Committee Secretariat

Chair

WG1 WG3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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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원 서남표 원장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서남표 원장이 4월 14일 제2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현대자동차의 

공동창업자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포니 정)을 따 2006년 제정된 이 상은 혁신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UN) 사무총

장이 지난해 첫 수상했다. 포니정 재단은 수상 선정에 이유에 대해 서남표 총장이 2006년부터 KAIST 총

장으로 재직하면서 강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교수평가 제도와 학제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며 

창의와 혁신을 몸소 실천해온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남표 원장은 MIT 기계공학과 교수와 석좌교수, 미국과학재단 

공학담당 부총재, 스웨덴 왕립 공학아카데미 외국 회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좌교수 등을 두루 거쳤으며, 2006년 7월 제13

대 KAIST 총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제3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 공인원 전 상임고문 한송엽 서울대 명예교수 '수당상' 수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전 상임고문이자 현 산업체 회원 (주)에렐의 대표이사로 있는 한송엽 서울대 명예교

수(69, 전기공학)가 제17회 ‘수당상’ 응용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당상은 삼양그룹이 세운 수당

재단(이사장 김상홍 삼양그룹 명예회장)이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

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송엽 교수는 전기기기 최적설계이론 확립, 초전도 전기

기기 연구개발, 공학교육인증제도 도입과 보급으로 국내 공학 교육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응용과

학부문 ‘수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송엽 교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부원장을 역임하면

서 인증제도를 정착시켰다. ‘한국 공학 교육의 전도사’라 불리는 한 교수의 이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한국공학교육학회는 ‘한

송엽 공학 교육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체자문위원회원  장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위원회

부원장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컴퓨터정보기술인증평의회
(CAC)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운영위원회

공학인증기준위원회

공학인증평의회(EAC)

감  사 이사장 운영이사회

사무처국제협력위원회대외홍보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교육정보위원회인증사업단

■ 2008년 공인원 조직도

■ 공인원 회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정   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KT, SK텔레콤

LG석유화학, S-Oil, 녹십자㈜, 대덕전자㈜

대우엔지니어링, 도레이새한, 일진전기㈜

㈜효성, LG화학, LG전자, LG-Nortel, ㈜ 에렐

산업체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교육학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관, 단체 및 법인

대한건축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농공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산업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공학전문학회



Highlight news

http://abeek.or.kr

3

■ “Seoul Accord Interim Meeting” 

성공리에 개최

컴퓨터 및 IT 관련 분야에서 회원국 사이의 교육 프로그램

의 기본적인 동등성 체계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어코

드 중간회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6개국 인증기구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7

일(금), 28일(토) 양일간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일  시 : 2008. 6. 27(금) ~ 28(토) 

● 장  소 : 르네상스 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2007. 11)에 참여

한 6개국 대표

•호  주 : Paul O'Briens(ACS)

•캐나다 : Ken Takagaki(CIPS)

• 일  본 :  Hiroshi Fukusaki(JABEE),   

Katsuhiko Kakehi(IPSJ), Tetsuo Tamai(IPSJ)

•한  국 : 김성조, 윤우영, 김복기(ABEEK)

•영  국 : Mike Rodd(BCS)

•미  국 : George Peterson, Joe Turner(ABET)

회의 1일째에는 서울 어코드 수립을 위한 Working Group

별 활동 중간 점검 및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며, 회의 2일째

에는 서울 어코드 수립 요구 조건 및 제안을 담은 문서를 6개

국 대표 합의하에 채택하였다. 서울 어코드 수립을 위한 차기 

회의는 2008년 12월 6일(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속) 2008년 하반기 대학생들 대상   

다양한 경진대회 개최

▶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Global 산업 및 연구의 요구에 부

응하는 대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2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포트폴리오는 

자기 소개서, 학생의 교과목 성적 및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의 기본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설계한 창작물, 아르바

이트, 여행 등의 경험을 담아서 대학생활 동안 일궈낸 자신의 

실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제2회 대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2008년 가을학

기 현재, 4년제 공과대학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4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본 경진대회에 참여하길 원하

는 학생들은 9월 1일~9월 17일까지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e-mail(keerc@abeek.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9월 

18일~9월 26일까지 포트폴리오 작품을 우편 등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포트폴리오

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선발하게 되며, 

10월 30일(목)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주요일정

•접수기간 : 2008. 9. 1(월) ~ 9. 17(수)

•포트폴리오 제출기간 : 2008. 9. 18(목) ~ 9. 26(금)

•심    사 :  △1차 심사 2008. 10. 4(토)    

△2차 심사 2008. 10. 17(금)

•시 상 식 : 2008. 10. 30(목) (예정)

●   참가대상 : 2008년 가을학기 현재 4년제 공학계열대학  

재학 중인 3, 4학년 대학생

▶ Solar Car 경진대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

발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설계능력, 팀워크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제 2회 Solar 

Car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Solar Car 경진대회는 전국 2-4년

제 대학생들을 참가대상으로 하며, 예비심사를 거쳐 10월경에 

Solar Car 경주대회 및 디자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일정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 2008. 8. 1(금) 

•Solar Car 1차 예비심사 : 2008. 9. 1(월) 

•Solar Car 본선대회 및 시상식 :  2008. 10. 2(목)  

(서울시청 앞 광장 예정)

● 참가대상 : 전국 2~4년제 대학생(전공 및 학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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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동계 확대 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2008년 동계확대운영위원

회가 용인 한화콘도에서 개최

되었다. 서남표 원장의 인사

말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작년도 진행업무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과 예

산에 관한 토의, 사무처 운영, 

새로운 위원회 업무영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하는 자리였다. 

•일  시 : 2008. 1. 31(목) ~ 2. 1(금) 

•장  소 : 용인 한화콘도 

•참석자 : 서남표 원장, 김도연 수석부원장 외 19명

■ 2008년도 1차 평가단장 워크숍 개최 
2008년도 1차 평가단장 워

크숍이 2월 10일(일)부터 12

일(화)까지 대전 유성호텔 코스

모스홀에서 공인원 원장 및 부

원장, 인증사업단장, 평가단장, 

Advis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2008

년 인증평가 유의사항, 인증평가일정 및 작성서류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

여 인증기준별 중점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  시 : 2008. 2. 10(일) ~ 12(화)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코스모스홀

•참석자 : 공인원 원장/부원장, 인증사업단장, 평가단장, Adviser 

■ 2008년 1차/2차 평가자 워크숍 개최
2008년 상반기 평가자 워크

숍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대

강당에서 1차 1월 17일(목)과 

2차 1월 18일(금)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 상반기 평가

자 워크숍은 워싱턴 어코드 정

회원 가입에 힘입어 대학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일  시 : 1차 2008. 1. 17(목) / 2차 2008. 1. 18(금) 

•장  소 :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대강당 

•참석자 : 1차 126명(대학:121명, 산업체:5명) 

           2차 169명(대학:156명, 산업체:13명)

■ 제1회 Solar car 경진대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속 한

국공학교육연구센터가 주관하

고 경상북도와 영남대학교가 

주최하는 「제1회 Solar Car 

경진대회」가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환경에 대한 대학

생들의 관심 유발 및 학생들의 

창의적인 설계능력,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본 대회는 전국 2-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1, 2차 예선을 거쳐 총 

17개 대학 2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본선 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영남대학교 이오팀(김동재외 4명)이, 금상은 Pride of Kookmin팀(최두

진외 3명)과 인제대 I.S.F-ZERO팀(박대경외 3명)에게로 돌아갔다. 

•일  시 : 2008. 2. 1(금) 

•장  소 : 영남대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참가팀 : 17개 대학 22개팀

■ 2008년도 2차/3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 개최
2008년도 2차/3차 평가위

원 교육 워크숍이 2월 16일

(2차)과 23일(3차) 숭실대학

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되

었다. 평가위원 및 운영위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

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증평

가 판정가이드 소개 및 평가판정 워크숍을 비롯하여 모의 평가 워크

숍이 진행되었다.

•일  시 : △2차 2008. 2. 16(토), △3차 2008. 2. 23(토)

•장  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참석자 :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 공인원 운영위원

■ 전국 공학교육연구/혁신 센터장 워크샵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한국

공학교육인증원 부속)는 전국 

공학교육연구/혁신 센터장 워

크샵을 2008년 2월 14-15

일 양일간 대전 리베라 호텔

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

샵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이

해”란 주제 아래 교육기관에서 공학교육인증을 총괄하고 있는 공학

교육연구/혁신센터장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일  시 : 2008. 2. 14(목) ~ 15(금)

•장  소 : 대전 리베라 호텔

•참석자 : 전국 52개 대학의 64명의 센터장 및 교수

■ 제14차/15차/16차 공학교육연구포럼 개최
제14차/15차/16차 공학교육연구포럼이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 연구원 및 공과대학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14차
•일 시 : 2008. 2. 22(금) 

•내 용  - 2008 현장방문평가 대비    

   (윤수경,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 학습성과 평가방법 사례발표    

   (최명석, 건국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PD 교수)

● 15차
•일 시 : 2008. 4. 18(금)

•내 용 - 2008 2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소개

          (한중근,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기획처장)

       -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홍효정, 한국해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 교과목 포트폴리오 사례발표

          (홍기호,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학생 포트폴리오 사례발표

          (최금진,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공인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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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차
•일 시 : 2008. 6. 13(금)

•내 용 -  미국 대학의 공학교육혁신 방향 : MIT, Rowan, 

Harvey-mudd college (송동주, 영남대학교 공학교육혁

신센터 소장)

       - 日本 岡山大學 인증평가 참관보고

          (이원, 숭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 제18차 운영이사회/2008년도 제1차 총회 개최
공인원 제18차 운영이사

회 및 2008년도 제1차 총회

가 윤종용 이사장, 서남표 원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

다. 운영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공인원 정관 개정(안), 신임 이

사 선임(안),  원장 연임(안), 신임 부원장 승인(안)의 의결 및 공인원 

2007년도 연차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공인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  시 : 2008. 3. 26(수) 11:00 ~13:30 

•장  소 : 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 

•참석자 : 윤종용 이사장, 서남표 원장 외 운영이사진 20여명

■ 2008년도 2차 평가단장 워크숍 개최 
2008년도 2차 평가단장 

워크숍이 4월 19일(토)에 한

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과 

공인원 회의실에서 공인원 부

원장, 인증사업단장, 평가단장, 

평가단 부단장, Advis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번 워크숍에서는 방문평가 전 서면평가 조율 결과 발표, 2008년 인

증평가 유의사항, 부족사항 설명서 및 예비논평서 초안 작성 유의사항,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 실수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  시 : 2008. 4. 19(토)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공인원 회의실

•참석자 : 공인원 부원장, 인증사업단장, 평가단장/부단장, Adviser

■ 2008년 하계 확대 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2008년 하계 확대 운영위

원회 워크숍이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숙인 신임 수석부원

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용인 

한화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는 각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사업계획 소개, 산업체 대상 홍보방법논의, 공인원 내·외부 

소통 방법 모색 및 공인원의 당면과제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토

론하고 점검하는 자리였다. 

•일  시 : 2008. 6. 14(토) ~ 15(일)

•장  소 : 용인 한화콘도

•참석자 : 권숙인 수석 부원장, 각 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 인증프로그램 방문평가 실시
공인원은 2008년 42개 대학 328개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 40개 대학 317개 프로그램에 대한 5월 방

문평가가 완료되었다. 

일 정 평가대학 프로그램수 평가단장

1주차

(4/27(일) ~29(화))

경북대학교 16 김성조

경희대학교 9 민경원

목원대학교 1 김복기

부경대학교 12 유인근

서강대학교 4 권해욱

선문대학교 1 민상원

성균관대학교 9 정윤철

숭실대학교 8 최판규

조선대학교 8 이종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3 김종화

한양대학교(서울) 13 양성채

2주차

(5/5(월)~7(수))

금오공과대학교 11 강준우

단국대학교(천안) 8 부준홍

이화여자대학교 5 이희원

인제대학교 2 민상원

울산대학교 7 이  원

전북대학교 11 강무진

충남대학교 19 김복기

한밭대학교 1 이강우

호남대학교 7 황성호

3주차

(5/12(월)~14(수))

경상대학교 11 송동주

공주대학교 4 박영환

광운대학교 11 김기만

군산대학교 3 이경우

부산대학교 4 김차종

서울대학교 9 홍의석

연세대학교 11 김관주

한남대학교 4 강행봉

홍익대학교(조치원) 1 강준우

홍익대학교(서울) 1 윤우영

4주차

(5/18(일)~20(화))

강릉대학교 4 류  철

건국대학교 2 안종석

고려대학교(서울) 7 이윤준

동아대학교 5 김정수

명지대학교 13 민상원

목포대학교 9 진영택

인천대학교 7 홍원화

인하대학교 16 이강우

충북대학교 15 윤우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9 이건영

한국외국어대학교 6 문  일

9월(예정)

(9/7(일)~9(화))

강원대학교 7 민상원

군산대학교 1 이경우

부산대학교 3 김차종

공인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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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원 사업현황

■ 공학교육인증 사업  

● 공학교육인증 현황

공학교육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총 295개 프로그램이 인증(인증 133개, 예비인증 162개)을 받았으며, 2008년도

까지 2007년도 대비 약1.7배 증가한 502개 프로그램(인증 180개, 예비인증 322개)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까지 인증받은 대학은 총 37개 대학으로 우리나라 공과대학 전체의 약 2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인증받은 대학의 지역별 현황

을 살펴보면 서울·수도권 대학이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평가자 풀 현황

공인원은 매년 평가자 교육 워크샵을 통해 총 2276명의 평가자 풀(2008년 6월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구성별 평가자 비율

을 살펴보면 대학이 전체 88%를 차지해 산업체(14%) 및 연구소(3%) 소속 종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추진 사업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구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포함) 지원 ‘공학교육인증사업’, ‘공학교

육인증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인증평가 사례 연구’ 등 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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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21개 대학 133개 프로그램 (EAC: 131개 프로그램, CAC: 2개 프로그램)

강릉대학교(4)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첨단재료공학 
•기계공학심화 

경상대학교(2)
•고분자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공주대학교(3)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광운대학교(8)
•전자공학전문 
•전파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정보제어공학전문 
•전자통신공학전문
•컴퓨터소프트웨어전문 
•전자재료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동국대학교(9)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생명화학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산업시스템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CAC)

동아대학교(10)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자원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부경대학교(10)
•심화건설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기계시스템공학 
•심화냉동공조공학 
•심화지능기계공학 
•심화전기공학
•심화제어자동화공학
•심화고분자공학
•심화공업화학
•심화화학공학

부산대학교(6)
•전자전기통신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재료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조선해양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연세대학교(7)
•화학공학심화 
•전기전자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금속시스템공학심화 
•컴퓨터과학심화 

영남대학교(3)
•디스플레이화학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울산대학교(7)
•기계자동차공학심화
•전기전자제어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건설환경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인하대학교(6)
•기계공학전문
•선박해양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창원대학교(11)
•기계공학전문 
•기계설계공학전문 
•금속재료공학전문 
•산업시스템공학전문 
•세라믹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제어계측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한국해양대학교(8)
•토목공학심화 
•전파공학심화 
•컴퓨터정보공학심화 
•에너지자원공학심화 
•제어자동화공학심화
•전자통신공학심화 
•전기전자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한양대학교-서울(2)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건국대학교(7)
•인터넷미디어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섬유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항공우주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고려대학교(5)
•기계공학전문 
•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문 
•신소재공학전문 
•전기전자전파공학전문 
•화공생명공학전문 

군산대학교(4)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나노화학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인제대학교(5)
•전문기계자동차공학 
•전문나노공학 
•전문시스템경영공학 
•전문정보통신공학
•전문토목공학 

홍익대학교-서울(8)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심화 
•도시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CAC)

홍익대학교-조치원(8)
•건축공학심화 
•기계정보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조선해양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화학시스템공학심화 

※2008년 7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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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예비인증 프로그램
24개 대학 162개 프로그램 (EAC: 155개 프로그램, CAC: 7개 프로그램)

강원대학교(13)
•건축공학심화
•기계의용공학심화
•메카트로닉스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생물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기전자공학심화
•전자통신공학심화
•지구시스템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CAC)

중앙대학교(6)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CAC)

건국대학교(6)
• 건축공학심화
• 사회환경시스템공학심화 
• 신소재공학심화
• 전기공학심화
• 전자공학심화 
• 화학공학심화

경북대학교(14)
•심화건축공학 
•심화고분자공학 
•심화금속신소재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섬유시스템공학 
•심화응용화학공학 
•심화전기공학 
•심화전자공학 
•심화전자재료공학
•심화토목공학 
•심화컴퓨터과학 
•심화컴퓨터공학 
•심화화학공학 
•심화환경공학 

공주대학교(1)
•기계시스템공학심화 

군산대학교(1)
•토목공학심화

부산대학교(3)
•토목공학전문
•건축공학전문 
•정보컴퓨터공학전문 

서울대학교(9)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원자핵공학 
•재료공학 
•조선해양공학 
•토목도시공학
•항공우주공학
•화학생물공학 

성균관대학교(9)
•고분자시스템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사회환경시스템공학심화 
•시스템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인제대학교(1)
•전문컴퓨터공학 (CAC) 

창원대학교(1)
•화공시스템공학전문 

한밭대학교(15)
•컴퓨터공학전문 
•건축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기계설계공학전문
•멀티미디어공학전문
•산업경영공학전문
•생산가공공학전문

•응용소재공학전문
•재료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전파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제어계측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한양대학교-서울(11)
•기계공학심화 
•미디어통신공학심화 
•분자시스템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원자시스템공학심화 
•전기제어공학심화 
•전자통신컴퓨터공학심화 
•지구환경시스템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컴퓨터심화 

계명대학교(11)
•건축공학심화

•교통공학심화 

•기계자동차공학심화 

•도시공학심화 

•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화학시스템공학심화 

국민대학교(4)
•건설시스템공학심화 
•기계자동차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대구대학교(1)
•건축공학전문 

상명대학교(2)
•심화컴퓨터과학 (CAC)
•심화디지털미디어 (CAC)

서울산업대학교(12)
•건축공학심화 
•금형설계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기계설계자동화공학심화 
•매체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정보공학심화 
•제어계측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숙명여자대학교(1)
•컴퓨터과학 (CAC)

아주대학교(12)
•심화건설시스템공학 
•심화건축공학 
•심화교통시스템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산업정보시스템공학 
•심화생명공학 
•심화신소재공학 
•심화응용화학
•심화전자공학 
•심화정보및컴퓨터공학
•심화화학공학 
•심화환경공학 

안동대학교(10)
•심화금속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기계설계공학 
•심화멀티미디어공학 
•심화세라믹공학 
•심화전자공학 
•심화정보통신공학 
•심화컴퓨터공학
•심화토목공학 
•심화환경공학 

영남대학교(8)
•섬유나노소재공학심화 
•금속공학심화 
•세라믹반도체재료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전남대학교(1)
•컴퓨터공학 (CAC)

한양대학교-안산(10)
•건설환경시스템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교통시스템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전자및통신공학심화
•전자정보시스템공학심화
•정보경영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2008년 7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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