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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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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현황과 분석

공학교육 관련 국제협약

국내외 인증졸업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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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BET 모델을 기초로 1999. 8 설립

공학공동체에 의한 자발적 기구이며 NGO 단체

3

Academy
• 공학전문학회

• 한국공학한림원

•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 한국공학교육학회

•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공 과 대 학

정부 및 유관기관

• 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인력

공단

평 가 대 응 인 증

산 업 체 관련

기업체 / 한국기술사회

ABEEK 설립목적

4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과 관련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개선과 엔지

니어의 자질향상을 추구한다.

산업체

교육부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관련 전문학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과대학

공학과 관련 분야의 교육개선과 엔지니어 자질 향상

공학(EAC)
컴퓨터정보기술(CAC)
공학기술(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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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기능 및 역할

5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인증기준
제정과 공표

영속적인 인증기구로서
독립성과 권위 확보

공학교육 개선과
지속적 품질 향상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 확보

인증 프로그램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노력

효과적
인증 활동

공학교육개선 및
Engineer 자질 향상

1999년 8월 30일 창립총회
– 목적: 인증평가를 통한 공학교육의 개선과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향상

2000년 4월 ~ 2001년 8월: EAC, CAC
– 동국대와 영남대 인증평가 시작

한국형 인증기준 준비: KEC2005로 공포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 ABEEK에 위탁(2006년)
– (구)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에서 가산점 및 지원사업 시행

2007년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
– 공학분야 졸업생의 국제적인 동등성 보장을 위한 노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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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C 출범
– 2009년 시범평가 후 2010년 정규평가 시작

– 2013년 13개 대학 48개 인증학위과정 운영 중

국제활동 강화
– 2008년 Seoul Accord 주도

– 2010년 Sydney/Dublin 준회원 가입

– 2012년 Washington Accord 정기평가

– 2013년 Sydney/Dublin 정회원 가입

– 2013년 IEAM, SAGM 서울에서 개최

ABEEK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
– 2013년 1월 4일 교육부: 2013.1.7 -2018.1.6

7

ABEEK 조직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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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증대학 현황

9

 대학 수(EAC/CAC)

인증 졸업생의 혜택(국내)

10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주)안철수연구소, NHN, KT, SK커뮤니케이션즈, 서울반도체, 오텍
서울9호선운영(지하철9호선), 서울옵토디바이스, SK텔레콤, 가온미디어㈜, 
㈜윈스테크넷, STX 그룹, 주성엔지니어링,캐리어,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삼성전자,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LG-노텔 10% 가산점 부여

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모비스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서울통신기술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드림위즈, 몬티스타텔레콤,인성정보 및 5개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벤처기업협회 18,000 회원사, 인증제 홍보

온세텔레콤, SK C&C, 휴맥스, 콤텍시스템, 콤텍정보통신, 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 퓨처시스템, 옴니시스템, 나모인터렉티브, SK하이닉스,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우대(이력서 표기)

인크루트, OCI, 효성, 현대제철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체 평가위원 추천,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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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졸업생의 혜택(국제)

11

호주(EA) : 기술독립이민 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제출 면제

캐나다(EC) : 학사 자격을 인정받아 기술취업 가능

아일랜드(EI) : 아일랜드 공인기술 자격을 위한 교육여건 충족을 인정

영국(ECUK) : 공인기술사(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

미국(ABET) : 기술사가 되기 위한 FE시험 자격 부여

홍콩(HKIE) : HKIE에 등록된 기술사와 동등한 교육요건을 갖췄음을 인정

남아프리카공화국(ECSA) : 기술사 후보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함을 인정

일본(JABEE) : 1) 일본의 석ㆍ박사 과정 진학 시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는 추천서 발급, 2) 취업 시 JABEE 명의로 추천서 발급

싱가포르(IES) : 싱가포르 내 PE가 되기 위해 학력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
부와 협의 중

대만(IEET): 정회원국 간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뉴질랜드(IPENZ) : IPENZ의 기술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

공학교육 인증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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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서

공학교육인증의 기본 방향

- 수요 지향 교육

- 성과 중심 교육

- 공학교육의 Global Standard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특징

ABEEK 평가가 기존 평가와 다른 점

공학교육인증의 기본 방향

수요 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
– 교육목표 수립 및 학습성과 수준 설정 시 수요자 의견 수렴
– 수요자: 졸업생이 활동할(하고 있는) 산업체, 정부기관, 대학원 등

성과 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
– 프로그램, 학과, 대학: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교육 개선
– 순환형 자율개선 구조(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보장(Quality Assurance)

공학교육의 Global Standard
– 공학인의 국제적 교류 지원(Washington and Seoul Accords)
– 공학교육과 공학교육평가제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
– 국제적 동등성을 지닌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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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지향 공학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구성원의 합의 도출
– 구성원: 산업체, 학생, 교수 등
– 교육기관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교과영역, 교육환경
등
– 목표 수립, 달성 여부 분석평가 등에 수요자(산업체) 의견 반

영
– 교수진, 교과영역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기준 만족 여부 분석

정기적인 산업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에 대한 문서화
– 수요자 의견 수렴 및 반영

15

(2) 성과 중심 공학교육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에 중심: 결과가 중요함
– 교육과정(재학 과정)은 바로 결과를 위하여 존재함

– 2008년도 졸업생 vs. 2004년 입학생(04학번)

교육기관,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보장
– 교육기관: 프로그램과 졸업생의 질적 연속성 보장

• 졸업생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달성 목표 공개 (불만족시 졸업 불가)

– 교수: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졸업할 시기의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목표 달성 위한 노력
• 입학, 전입할 때: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목표 인식

산업체: 졸업생에 대한 신뢰

ABEEK: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이 졸업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고 차기평가 때까지 질적유지가 가능한 경우 인증 부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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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교육의 Global Standard

모든 분야의 Global Standard 요구
– (공학)교육 개방, 국제교류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

– 산업체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인적 교류 빠짐

– 전문인의 인적 교류 필요: 의료, 법조, 간호, 공학 분야
• 공학인의 전문인 분류

공학교육평가의 Global Standard
– 공학인의 인적 교류 가능: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

(2012년에 WA 정회원 유지 평가: 2013년 유지/탈락 결정)

– 인증프로그램 졸업생 WA 회원국에서 활동 가능

– ABEEK은 WA 비회원 외국 대학 인증평가 가능

– Seoul Accord for Computer Engineers

17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특징

 공학(EAC), 컴퓨터정보기술(CAC), 공학기술(ETAC) 분야를 대상

 전공분야(program) 별로 인증

– 두 개의 전공 명기하는 경우 두 전공분야의 인증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함

 창의적 공학교육과 방법 도입을 적극 권장

– 인증제도의 최소기준 만족 범위 내에서 융합과정 신설 등 적극 권장

 교육기관의 CQI를 도와주고 보장하기 위한 주기적인 외부평가

 최소한의 인증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문하는 동료 간 상호평가

– 희망 대학에 한하여 평가하고, 서열화, 등급화 배제

– 산업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목표 수립 및 달성이 중요

 평가 결과: 인증 프로그램은 공개하나 그 세부 결과는 대외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 및 자질 배양이 최대 관심

 교육과정 충실도 및 교육체계의 완성도 진단 및 자문

– 자문하는 평가위원 수준 향상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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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 평가가 기존 평가와 다른 점

자문 역할의 평가
– 방문평가, 논평서, 논평대응 과정 등을 통하여 자문 수행

서면평가부터 최종 판정까지 약 1년 동안 평가
– 방문평가가 최종평가가 아님. 최종판정은 ‘인증평의회’에서 결정

여러 단계의 조율과정을 거친 평가
– 평가위원 조율, 평가단 내/평가단 간 조율, 연도별/대학별 조율

인증평가 잣대를 순차적으로 향상
– 국제적 공학분야 및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눈높이 조절

학생이 습득한 학습성과(Outcomes) 중심으로 평가
– 학생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

정성적인 평가

19

Output과 Outcomes의 개념(예)

Input Process Output Outcomes

학생

입학 성적 재학기간
중 성적 및
학생활동

이수 학점, 
평점

졸업 후 학생의 능
력과 자질

교수진

교수진의 학
력 및 경력

교수의 교
육 및 연구
활동

강의 시수, 
SCI 논문 수

(양적 평가)

학생의 강의 만족
도, 논문의 인용횟
수(질적 평가)

교육환경

실험실, 강
의실, PC 
시설 등

구성원들의
시설 활용

1년 동안 활
용 실적, 관
리 일지 등

교육목표, 학습성
과 달성에 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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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평가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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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진행과정

2

 2014 년도 인증평가 일정

 평가단의 구성

 평가자 vs. 평가위원

 평가단(위원)의 임무

- 방문전 사전평가

- 방문평가

- 방문후 평가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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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1박 2일

평가결과
구두 전달

2월 3월 4월 7월6월5월 8월 9월 10월

자체평가보
고서 제출

평가단 구성
및

서면평가

서면평가
의견서

3.31

방문평가
(대학 방문: 

1박2일)

전공분야
별 조율 예비논평서

논평대응서

인증판정대학 ·연도 조율

(7일 대응 없음)

Pipeline 방식 진행

인증신청대학

공인원

4

인증평가절차 신/구 비교

항목 현행 개선안 일정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2.1

서면평가 형식적, 개별적 집중식(1박2일) <강화> 2월

서면평가의견서
없음 (평가단 사전 2~3회 검토) (실질적 평가 및 조율 강화 ) 3월

없음 (평가단장 검토) 교육기관 전달 3.31

방문평가
4~5월 평가결과 구두로 전달

5월(V)
부족사항설명서 예비논평서로 갈음

7일대응 있음 없음 V+1주

전공분야별 조율 6~7월 (pipeline 방식 진행) V+2주

예비논평서 준비 7~8월 예비논평서 초안 V+3주

예비논평서 전달 8월말 예비논평서 전달 V+4주

논평대응서 9월말~10월초 논평대응서 V+6주

논평대응 검토 평가단검토
평가단장 + 인증사업단 담당위원

검토
V+10주

대학․연도조율 11월 <최소화> - 9월 V+16주

인증평의회 12월 인증판정 - 10월 V+20주

 
- 14 -



5

 평가단 구성: 평가단장,평가위원(프로그램x2),부단장,간사,Advisor, 옵저버 , 모니터
 평가단 수: 당해년도 평가신청 대학수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

: 인증제도,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필요

: 평가과정 및 결과의 책임

- 부단장

: 평가단장 보좌

: 평가단 규모에 따라 선정

- 평가위원

- Advisor, Observer, Monitor

- 공학한림원,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

- 평가전반에 걸친 자문 및 관찰

-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평가자 (Program Evaluator Candidate)

- 평가자 교육을 이수한 평가위원 후보자

- 평가자 신청자격:

. 공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 평가자 자격 유지조건

. 평가자 교육 이수 후 3 년이내 평가위원 활동 실적

. 3년내 평가위원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재교육대상

 평가위원 (Program Evaluator)
- 평가자 중에서 당해년도 평가단 소속으로 위촉된 전문가

- 평가위원 교육웍샵 이수자

- 서면평가로부터 시작 하여 논평대응서 작성시까지 평가업무 수행

- 한 프로그램당 1-2 인 선정

6

평가자 vs.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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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의 임무

 방문전 서면평가 및 조율

 방문 평가 및 조율

 방문후 평가

- 방문평가보고서 작성

- 대응서 검토의견서 작성

7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 보고서 구성: 본보고서 1 책 및 부록1,2 (AMS 상 업로드)

8

방문 전 서면평가

본 보고서

I. 배경정보
1. 학위명칭
2. 프로그램 운영방식
3. 학사행정단위 연역

II. 인증에 관한 요약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부록 1 (프로그램자료)

1. 프로그램 자료표
표 1: 기본교과과정표

2: 프로그램소속 학생수
3: 졸업생성적증명서 분석
4: 교수진 업무량분석
5: 교수진 정보분석

2. 강의 계획서
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용)
4. 제증명서(졸업, 성적 및 예정)
5. 인증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
6.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제반
양식

부록 2(교육기관 및 대학)

1. 교육기관 배경
2. 소속대학의 배경
3. 인증제도 지원
4. 참고자료
-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룦
표
-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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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 사항
-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판정가이드 내용 참조

- 인증기준별, 세부항목별 부족사항 기술

- 평가 결과 판정: 만족(S), 보완(C), 미흡(W), 결함(D)

* 부족사항 지적 및 판정에 대한 상세는 평가위원 웍숍에서 교육

 방문전 조율회의
- 평가단 조율회의 (오프라인으로 1,2 회)

- 기 작성된 부족사항 내용 검토

- 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평가단내 조율

- 사전 서면 평가의견서 작성

- 방문평가 일정에 대한 토의

- 방문평가시 주요 확인사항 점검

9

방문 전 서면평가

 방문평가 일정 및 내용

- 기간: 2박3일 (목요일 오후 – 토요일 오후)

- 0 일차

: 서면평가 결과 조율 및 방문평가 일정확인

- 1 일차 (대학방문)

: 종합설계 포트폴리오 점검

: 프로그램별 준비사항 점검

: 각종 면담 (학생, 교수, 교직원 등)

- 2 일차 (대학방문)

: 프로그램별 평가

: 평가단 조율

: 마무리 면담 (부족사항 구두전달)
10

방문 평가 및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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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논평서 작성
- 서면평가의견서, 방문 평가 내용을 기초로,

- 프로그램의 대응자료를 바탕으로 예비논평서 작성

 논평대응서 검토의견
- 예비논평서에 대한 프로그램의 대응내용 검토

- 지적사항별로 보완이나 계획을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 추가 자료 요청가능

11

방문 후 평가

서면평가 방문평가
논평
대응서

서면평가
의견서

예비논평서

인증평가 지원시스템 (AM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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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지원시스템 (AM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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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기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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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체계

목차

인증기준 분류

인증기준 적용

인증기준 구성

CQI & 교육개선주기

교육단위, 프로그램, 학위명칭

인증단위

학위명칭의 중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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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분류 : EAC, CAC, ETAC

공학인증기준(EAC: Engineering Accreditation Criteria)
– KEC2000: 미국 ABET EC2000 참조

– KEC2005: 한국형 인증기준으로 개정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CAC: Computing Accreditation 
Criteria)
– CAC: (전)정보통신부 지원으로 IT 분야 인증기준 제정

– KCC2005: KEC2005와 함께 개정 공표

– KCC2010: Seoul Accord 출범 이후 공표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Engineering Technology Accreditation 
Criteria)
– KTC2009: 미국 ABET TAC 참조

– 2년제(전문기술인:Technician), 3년제 이상(공학기술인:Technologist)

3

인증기준 적용

2014년 인증평가 신규 신청 대학
– KEC2005, KCC2010, KTC2009 적용

2014년 중간방문 대학 (EAC/CAC 해당)
– 이전평가 KEC2000/KCC2005 적용

• KCC2005 적용 희망: 가능

• KEC2005/KCC2010로 변경 희망: 적용 방법에 대한 공문 접수

– 이전평가 KEC2005: 2014년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014년 차기정기평가(NGR) 대학
– '인증','예비인증' 모두 KEC2005/KCC2010 적용 원칙

– KCC2005/KEC2005에서 KCC2010으로 전환신청 프로그램
• 2014년 8월 졸업생까지 유예, 2015년부터 KCC2010으로 졸업사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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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KEC2005/KCC2005/KCC2010

 교육기관(대학)은 인증희망
교육프로그램이 다음 8가지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 인증기준 KEC2005 적용대상
교육기관은 공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이며, 적용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사과정 공학 프
로그램임

5

인증기준 구성

 일반 인증기준

– 모든 공학분야가 만족해야 하는

공통 요구사항

– ABEEK에서 제정 공포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 해당 전문학회에서 인증기준 제시

–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에서 조율 담당

– 전공학위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인증기준위원회 업무

– 일반 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 대한 수정 변경 논의

– 수정 변경 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정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General Criteria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Program Criteria

기

계

공

학

전

기

공

학

토

목

공

학

화

학

공

학

기

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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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구성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CQI 체계

–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자체에 대한 개선 활동

– 개선결과는 교육과정(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 등)에
반영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환경의 CQI 체계

– 인증기준별 개선 활동

교과
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프로그램 교육목표

교육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7

CQI & 교육개선 주기

8

학습성과
(재)설정

교육개선

성취도
평가

학습성과1년 주기

졸업예정자

교수진

학생
교과
영역

교육
환경

학회

기준별 CQI

교육목표
(재)설정

교육개선
달성도
평가

교육목표CQI
3~4년 주기

졸업생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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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 교육개선 주기

교육목표
(재)설정

교육개선
달성도
평가

교육목표CQI
3~4년 주기 졸업생

산업체

9

CQI & 교육개선 주기

학습성과
(재)설정

교육개선

성취도
평가

학습성과
1년주기

졸업예정자

10

교수진

학생
교과
영역

교육
환경

학회

기준별 C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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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위, 프로그램, 학위 명칭

 교육단위: 학사행정단위 (학과, 학부 등)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교수진 구성 단위
-예: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기계공학과, 복합공학부 내 신소재공학전공

 프로그램 단위: 교육단위 내의 학위과정
-졸업기준이 다르며 (입학조건도 다를 수 있음) 각각의 교육목표에 따라 고유의
학위과정 운영
-예: 화공생명학과(학부, 전공)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공학사): ABEEK 인증제도에 맞게 운영

•생명공학 프로그램(공학사): 졸업기준:교양 35학점, 전공 35학점

•화학공학 프로그램(공학사): 야간강좌

•화학생명학 프로그램(학사): 복수전공, 부전공 과정

•화공생명공학 석사과정

•화공생명공학 산업석사과정: 야간대학원과정

•화공생명공학 박사과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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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EK 인증은 프로그램(학위과정)에 부여
-졸업생 개인, 학과, 공과대학,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아님
-학과 명칭과 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이 다를 수 있음

기
계
공
학
전
문

기
계
공
학

전
자
공
학
심
화

컴
퓨
터
공
학
심
화

전
기
공
학

기
계
공
학
전
문

기
계
공
학

전
자
공
학
전
문

전
자
공
학

기계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재
료
공
학
심
화

13

 Washington Accord 회원국의 국제적 동등성 부여
-해당 프로그램은 ABEEK에서 공개함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학위명칭으로 구분됨

 BS(or BE) in Mechanical Engineering 과 같이 특정 전공을 명기
-여기서 지칭한 전공은 교육단위 명칭과 다를 수 있음

-현재 영문명칭과 국문명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예: 화공생명학과(학부, 전공): Dept. of Chemical-Bio Engineering

•화학공학 전문 프로그램(공학사): BS in Chemical Engineering

•생명화학공학 프로그램(공학사): BS in Engineering

•화공생명공학 석사과정: MS in Chemical and Bio Engineering

•화공생명공학 박사과정: Ph. D in Chemical and Bio Engineerin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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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준 1

 
- 28 -



인증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인증기준 전문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

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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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1의 취지 :

- 학생이 졸업 후 2∼3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능력과 자질

- 졸업생들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에 부합

- 산업체의 의견, 최신 기술동향, 졸업생의 진로, 재학생의 희망진로 등을 포함
한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

- 교육기관의 특성화된 교육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

- 교육목표 성취도는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
과가 도출되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측정

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의 공학 프로그램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
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
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는 측정가능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4) 교육목표 달성을 입증할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문서화되며, 프로그램의 평가에 이용되
어야 한다.

(5)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는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사
용되어야 한다.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

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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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의 구성원 요구사항 반영

-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설문조사 등)하고 반영하는 체계

☞ 다양한 설문조사 등의 예시 : 졸업생 설문조사, 고용주/산업체자문단
설문조사, 초점그룹(focused group) 면담, 졸업생 진로조사, 재학생
희망진로조사 등

- 의견 수집의 시행주체, 시기 및 방법, 교육목표에의 반영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내규나 운영매뉴얼로 문서화

- 교육기관과의 목표 및 특성(대학교, 공과대학 등)과 유기적 관계

- 신규평가의 경우에는 의견 수집 실적 및 교육목표 설정에 반영한 실적이 필요

6

 교육목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다양한 공개적 자료의 예 :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자료, 학생지도 매뉴얼
등 내·외부에 공개하는 다양한 공식적 자료 또는 매체

- 적극적인 교육목표의 공개 및 노출의지 요구

- 공개된 자료의 일관성

 
- 31 -



7

 교육목표 성취도를 문서화된 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평가체계 필요 (시행주체, 평가대상, 측정시기, 평가시기 및 주기, 평가도구, 
분석, 프로그램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

- 설정된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측정(Assessment) 하고 자료 수집

☞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는 고용주 및 졸업생
설문조사, 졸업생 진로조사, 산학자문위원회 개최, 초점그룹(focused 
group)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평가시기가 도래한 경우) 체계에 따라 측정된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 및 관
리되는 실적

- 2개 이상의 평가도구 사용 시, 각 도구별 측정결과를 정성적 분석하여 활용

- 기준 1. 에서는 측정만을 요구하고 평가 및 개선은 기준 7 에서 다룸

8

 잘못된 작성 예

- 신규평가인데 졸업생 측정평가 결과 제시

-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평가대상으로 포함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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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1. 프로그램 교육목표

1.1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정

1.1-1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문서화된 체계

가) 산업체를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원에 대한 정의

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문서화된 체계

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양식에 대한 요약

1.1-2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한 실적 (신규 평가에 한함)

1.1-3 수집한 구성원의 의견을 교육목표에 반영한 실적 (신규 평가에 한함)

1.1-4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유기적 연관성

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나)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설명

다) 교육기관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유기적 연관성

10

 자체평가보고서 목차(계속)

1.2 교육목표의 공식적 공개

1.2-1 교육목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

1.3 교육목표 성취도의 정기적인 측정

1.3-1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

1.3-2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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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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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2

 인증기준 전문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나타

내는 학습성과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측정

하여야 한다. 학습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학습성과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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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전문 (계속)

학습성과(KEC2005)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4

 인증기준 전문 (계속)

학습성과(KCC2010)
(1) 수학, 기초과학, 전문교양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수 있는능력
(2)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이해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
(3)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5)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6)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7)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8) 컴퓨터·정보기술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9)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0)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1)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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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2의 취지

- 학습성과는 학생이 졸업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능력과 자질
을 의미

- 4년제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국
가와 사회의 요구는 물론 국제적 동등성에 부합하고 프로그
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도록 설정

- 프로그램은 졸업시점에 있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평가체계를 수립
및 운영

-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입증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학습성과
-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

 졸업생들이 모든 학습성과를 만족하는지 입증

- 평가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실적
-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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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준거(Performance Criteria)

- 학습성과 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 내용과 성취수준 목표 수립

• 루브릭(Rubrics)

- 주관적 평가를 정량화하는 채점기준

• 평가도구(Assessment Tools)
-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

- 직 ·간접적 도구를 사용

- 직접평가 도구는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 가능한 평가도구의 예
— 졸업시험, 졸업논문, 포트폴리오, 설문조사

—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터뷰(Exit Interview) 등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더
라도 평가체계는 즉시 실행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어야 함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출처: 'PEO and PO: Same but different' by Gloria Rogers, www.abet.org/newsletter.shtml March 2008)

프로그램 교육목표 (PEO) 프로그램 학습성과 (PO)

개념

프로그램이 사회에 배출한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졸업 2~3년 후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성과 (프로그램의 졸업
생은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무엇을 할 수 있
다)

프로그램의 재학생이 졸업 시점에 갖추게
될 지식과 능력 (우리 학생은 졸업 시까
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다)

구체성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산업체, 대학원, 
군대 등) 진출하므로 PEO는 다소 넓게 정
의됨.

일부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재
학생들은 공통된 교과과정을 이수하므로
PO는 구체적으로 정의됨.

구성원의

역할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졸업생의 성
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산업체(고용주), 졸업
동문, 교수진 등이 참여하여 PEO의 달성도
를 평가

재학생의 능력은 교수진이 제공하는 교과
과정에 의해 배양되므로 교수진이 주도적
으로 PO 달성도를 평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비교(1)

8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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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O and PO: Same but different' by Gloria Rogers, www.abet.org/newsletter.shtml March 2008)

프로그램 교육목표 (PEO) 프로그램 학습성과 (PO)

측정

도구

졸업생 진로조사 (능력, 지위, 연봉), 졸업
생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담, 고용주 또는
대학원 지도교수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담 , 
졸업생에 대한 외부평가 등

졸업예정자에 대한 시험, 수행평가, 심층면접 등을

통한 학생 능력 평가

측정

주기

졸업생 발생 2~3년 후부터 매년(안정화
촉진을 위해 매년 권장)

개인별 학습성과: 매년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사정에
모든 PO의 최소이수기준 반영)

개선

주기

3년 내외(누적된 측정결과 분석 평가+ 전
공분야 변화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등에
의해 PEO를 개선하거나 재설정)

프로그램 학습성과: 1~3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PO를 매년 측정하지는 않더라도 주기적인 측정
과 인증 평가주기에 맞춘 교육체계 개선이 요구됨)

예
PEO: 책임감 있는 시민 양성

평가도구: 고용주와 졸업생 설문

PO: 직업적 책임과 윤리성 배양

PC1: 전공분야의 윤리헌장을 이해하고 있다.

PC2: 전공분야의 실제 문제에서 윤리적 측면을 평
가할 수 있다.

평가도구: 필기시험, 에세이 평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비교(2)

9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학습성과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함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고유의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음.

-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함.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로 측정 가능하도록 수행준거를 설정

- 적절한 행위동사를 선택하여 수행준거의 내용이 측정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성취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10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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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수행준거별로 그 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평가도구, 측정방법,

달성목표, 루브릭(채점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내규나 운영 매뉴얼 등을 구비

하고 있어야 함.

11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합리적인 평가체계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

- 특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습성과 측정 결과로 연계하여서는 안됨.

: 특정 교과목 성적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는 전반적
인 교과 내용, 학생들의 다양한 과제물, 출석 현황,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상대 평가된 결과물이므로 학습성과
항목으로 구분된 특정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임.

: 단, 특정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편
성되어 있고, 해당 교과목에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통해 학습 성과 성
취도를 측정할 수 있음.

☞ cource embeded assessment : 교과목과 학습성과와의 연관성에 근거하
여 학습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예)캡스톤디자인 교과 결과물 발표 평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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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합리적인 평가체계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계속)

- 다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연산 처리하면 안됨.

: 동일한 능력 또는 자질 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도구 별로 측정
된 결과가 편차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측정 결과를 연산 처리
(합산, 평균 등)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보유한 능력과 자질의
수준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 학습성과 항목별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직접 평가도구 포함

: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간접적인 평가도구로 알려진 설문조사를 활용 하
는 경우, 학습성과 성취도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결과를 졸업생의 수준을 보장하거나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13

2.2 졸업생들이 모든 학습성과를 만족하는지 입증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가 정기적으

로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함.

− 평가 유보 조항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개시한 후 졸업생이 배출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함.

− 측정 의미 :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성과의 성취도 수준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함.

−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시기 및 주기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학
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매번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모든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목표 달성 여부 제시

- 졸업생이 배출된 경우,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로 목표로 하는 수준

과 성취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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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졸업생들이 모든 학습성과를 만족하는지 입증

 만족 여부 입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매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 목표 달성 여부가 제시되지 않음.

: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든 학습성과 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단,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통하여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7.2에서 제시하여야 함.

15

16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2.1-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학습성과
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내용과 수준의 정당성
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유기적 연관성

2.1-2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측정가능한 수행준거
나)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2.1-3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
2.2 졸업생들이 모든 학습성과를 만족하는지 입증

2.2-1 평가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실적
2.2-2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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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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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3 교과영역

인증기준 3 교과영역

2

 인증기준 전문 (KEC2005)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설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
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교과목을 합하여 30학점 이
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기초과학은 생물 분야, 화학 분야, 물리 분야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한다. 단,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 전공 교과목은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설계교육과정에
는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설계 교과목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학실무에서 요구되는 설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18
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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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3 교과영역

3

 인증기준 전문 (KCC2010)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도
록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을 15학점(졸업요구 140학점 기준) 이상으로 적절히 구
성되어야 한다. 기초과학은 생물 분야, 화학 분야, 물리 분야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한다. 
(3) 전공 교과목은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60학점(졸업요구 140학점 기준)
이상으로 한다. 프로젝트 교육과정에는 기초프로젝트와 종합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프로젝트 교과목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학실무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어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인
문, 사회과학, 예술 및 학문분야 교과목을 15학점(졸업요구 140학점 기준) 이상으
로 한다.

4

인증기준 3 교과영역

 인증기준3의 취지

-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MSC, 전
공,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 및 운영되
어야 함

- 지속적으로 개선 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 이수체계와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수립되어 실질적으
로 운영됨으로써 학습성과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함

- 향후에는 교과목 별로 학습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성취도 수준을 평가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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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교과영역 및 교과목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졸업생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 관
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공학설계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설계(또는 설계입문) 교과목과 고학년에서는 저학년에서 배
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주요 설계경험을 아우르는 종합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설계와 종합설계에서는 일
련의 설계 구성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
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학점 수는 아래와 같다.

(1)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합하여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전산학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6학점까지
만 인정하고, 컴퓨터공학 분야 프로그램은 전산학을 포함할
수 없다.

(2) 공학주제 교과목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과정
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양 교
과목을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설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
어야 한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교과

목을 합하여 30학점 이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기
초과학은 생물분야, 화학분야, 물리분야 그리고 지구과학분
야로 정의한다. 단,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6학점까지만 인
정한다.

(3) 전공 교과목은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으
로 한다. 설계교육과정에는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종합설계 교과목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학실무에서 요구되는 설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인증기준 3 교과영역

인증기준
교과영역

구분
설계/프로젝트
교과목 구분 이수학점

KEC2005
•MSC

•전공

•전문교양

•기초설계

•종합설계

•개별설계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규정
-MSC: 30학점

(컴퓨터 6학점 이내)

-전공: 54학점 (설계 포함)

-전문교양: 18학점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KCC2010

•BSM

•전공

•기타 학문분야

(언어 제외)

•기초프로젝트

•종합프로젝트

•개별프로젝트

•최소이수 총학점 140학점 기준으
로 교과영역별 최소이수학점 규정

-BSM: 15학점

-전공: 60학점 (프로젝트 포함)

-기타 학문분야: 15학점

•최소이수 총학점이 다른 경우, 환
산 적용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6

인증기준 3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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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BSM 교과영역

 설계/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교양/기타 학문분야 교과목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8.2 교과과정)

- 인증기준 3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특정 전공분야에만 요구되는 교과과정 기준

인증기준 3 교과영역

7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된 교과과정

- 교과과정 이수체계 수립 및 공개

-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과 실질적으로 준수

- MSC/BSM, 전공, 전문교양/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의 운영 관리 체계

및 운영

- MSC/BSM, 전공, 전문교양/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의 CQI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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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체계적인 교과과정 수립과 운영은 교육목표는 물론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
기 위한 핵심 요소임.

-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인턴십, 팀활동, 현장실습, 해외 교육기관과 학생 교류, 
기숙사 교육, 학생회, 동아리, 연구회, MT, 축제 및 체육 행사 등 일체를 포함
함. 

- 학생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기회로는, 종교 활동, 농활, 해외연수, 방학 중 활동, 
학기 중 부업, 학원 수강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교과목별로 학습성과 항목별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성취도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립하여 강의계획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 명확하게 제시
함과 더불어 각 교과목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권장함.

- 비교과 항목이 포함된 경우, 비교과 항목들이 학습성과 성취도에 기여함을 논리
적으로 제시함.

9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체계

- 교과목들 간의 선수, 후수, 병수 관계가 명시된 교과목 이수체계.

- 교과목들간의 선․후수 관계에 있어서, 후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 과목
」이란 필수 이수가 보장되는 교과목으로서 「권장 선수」나 「추천 선수」 등의
지정은 해당되지 않음.

 이수체계 공개

-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식적인 자료에 충분
하게 공개되어야 함.

- 교과목들간의 선수-후수 관계가 명시된 공식적인 자료에는 이수체계도, 이수체계
표 또는 선수과목이 명시된 강의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10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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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체계 준수의 보장

-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
수가 충분한 상담이나 이수지도를 통하여 후수 교과목의 이수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됨.

-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칙으로부터 비롯하여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체계를 갖는 문서화된 규정 또는 내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교과목의 체계적 관리

-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운영 현황 등을 프로그램에서 인지하고, 프
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해당 교과목의 편성이나 운영 등에 반영
되어야 함

11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과과정 운영실적

- 각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설계교과목의 경우 설계교육계획 포함), 과제물과 시험
내용, 평가 방법 및 결과, CQI보고서 등이 관리되어야 함.

 교과목 CQI

- 교과목별로 다루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안,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인증평가에서는 모든 교과목별 지속적인 개선(CQI)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함.

- 교과목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학기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이 다음 학기에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함.

12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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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2005)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MSC) 교과영역

- 최소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단, 전산학은 6학점까지만 인정

- 기초과학 교과목이란 「기술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

과학 영역의 교과목」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교과목의 명칭만이 아니

라,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짐.

-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

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소한 한 영역에서는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가 완성되도록 편성되

어야 함.

- 모든 교과목이 MSC 분야의 교과목으로서 적절하여야 함.

3.2 수학,기초과학,전산학(MSC) 교과영역

13

 (KEC2005)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 최소 54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 저학년 과정에서의 공학주제 기초 교과목들과 고학년 과정에서의 “심화된

(advanced) 공학주제 교과목”(이하 ‘전공심화 교과목’)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고학년의 전공심화 교과목들은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최신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공분야별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른 전문

자격 또는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함.

-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

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14

 
- 50 -



 (KEC2005)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 저학년에는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수행 절차에 대한 교육과 더

불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설계(또는 설계입문)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함.

- 고학년에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으

로부터의 설계 경험을 아우르는 종합설계(또는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야 함.

- 학생들이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예,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

- 설계 교과목 이수요건은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교과과정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

음.

15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설계

- 설계 절차나 설계의 결과물이 목표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

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을 포함함. 

- 수학, 기초과학, 전공 영역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함. 

- 실험․실습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향하여 기 수립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문제를 해결

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임.

16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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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교과목

- 설계 교과과정 전반에서 설계 구성요소 및 현실적 제한조건을 포함하는 경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편성

-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을 다룸

• Open-ended problem, Communication skill, Teamwork을 모

두 다룸

- 모든 개별설계 교과목에서

• Open-ended problem을 다룸

• 배정된 설계학점에 부합하는 설계교육이 이루어짐

17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설계 구성요소

-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함. 

- 설계의 목표, 기능과 성능 및 목표 이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결과 도출 및 보고 등이 포함됨.

- 설계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방법(개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현대적인 설계
이론과 방법의 개발, 설계 문제의 공식화,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고찰, 가능성
의 고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작성 등)으로 설계 구성요소
를 교육하여야 함.

- 단,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련의 설
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현실적 제한조건

- 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 등 설
계의 절차나 설계의 결과물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 조건.

18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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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설계 교과목

- 여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한 후 첨단 도구

를 사용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

식을 토대로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교수진의 밀착지도를 통하여 설계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다루어야 하는 주된 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신 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19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개별설계 교과목의 설계 구성요소 및 현실적 제한조건

-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설계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현실적 제한조건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 다만, 전체 설계 교과과정에 있어서, 설계 구성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20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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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2005)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

- 최소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 공학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지식으로, 광범위한 일반교양뿐만 아

니라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지식, 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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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리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됨.

-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육을 위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하며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함. 즉, 전공분야의 전문교양 영역 교과목으로서 적절하여야 함.

3.4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

21

 자체평가보고서 (KEC2005) 목차
3. 교과영역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3.1-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
3.1-2 교과과정 이수체계
3.1-3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과 이수 실태

가)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
나) 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1-4 MSC, 전공, 전문교양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
가)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
나) 모든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운영 실적 요약

3.1-5 MSC, 전공, 전문교양 교과목의 CQI
3.2 최소한 30학점 이상의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교과영역

3.2-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분야의 교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나) MSC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다) 최소한 30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3.2-2 기초과학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편성
3.2-3 모든 교과목이 수학, 기초과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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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KEC2005) 목차
3. 교과영역 (계속)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최소한 54 학점의 전공 교과영역

3.3-1 전공 교과목을 최소 54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전공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나) 전공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다) 최소한 54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3.3-2 설계 교과과정에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 포함
3.3-3 기초설계 교과목의 내용
3.3-4 종합설계 교과목의 내용
3.3-5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의 내용

가) 설계 구성요소
나) 현실적 제한조건
다) Open-ended problem, Teamwork, Communication skill

3.3-6 기초 및 종합설계를 제외한 개별설계 교과목의 내용
가) 개별설계 교과목에서의 설계 구성요소
나) 개별설계 교과목에서의 현실적 제한조건
다) Open-ended problem
라) 설계 학점에 부합하는 설계 교육

23

 자체평가보고서 (KEC2005) 목차
3. 교과영역 (계속)

3.4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18학점 이상의 전문교양 교과목

3.4-1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18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전문교양 교과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나)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다) 최소한 18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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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기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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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4 학 생

2

 인증기준 전문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수, 수강,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의 기회가 모든 학생
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 57 -



3

 인증기준 전문 (계속)

4)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졸업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
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단 여기서 졸업생은 졸
업 직전의 학생을 의미함)

 인증기준 4의 취지
-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교육기관/프로그램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상담하고, 관찰해야 함

- 전입생이 전적 대학/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 절차
를 문서화 (전입생은 프로그램에 중도에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 복학생 등을 모두 포함)

- 전입생 수용정책 : 졸업할 때는 재학생과 동등한 자질 보장

-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졸업함을 보장
하는 기준과 절차를 수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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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학업수행 능력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
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4.1 평가, 상담, 관찰

(1) 학생에 대한 단계별(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평가가 이루어져
야하고, 그 결과가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대한 상담이 모든 학생
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
다.

4.2 전입생

(1)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4.3 졸업기준

(1) 모든 졸업예정자가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
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프로그램
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수, 수강,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
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
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4)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
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졸업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여기
서 졸업생은 졸업 직전의 학생을 의미
함)

5

− 평가: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실적: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실적

− 평가 자료, 평가결과 및 분석결과 제시

− 평가 결과 및 분석 결과를 교육 목표의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어야 함.

− 모든 평가 과정이 문서화 되어야 하고 자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분석: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성적을 포함한 학업 이수 능력과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이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와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임.

−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
어야 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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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 학생을 위한 취업지도, 신상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상
담을 시행하는 주체, 시기, 분석, 프로그램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
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상담 종류: 정기상담, 수시상담, 수강상담, 교과상담, 일반상담(진로, 신상 문제 등)

- 상담 실적: 상담 실적과 함께 내용 분석에 의한 프로그램 개선안 도출을 포함함.

- 상담결과: 상담결과가 분석되어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학생 상담에 대한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프로그
램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 수가 충분히 많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

- 프로그램이 수립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수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교과목 수강, 학업, 진로, 신상, 취업 등에 대해 시기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함.

7

- 관찰: 상담과 달리 학업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행동을 의미함. (관찰은 학생이 부지 중에 교수진에 의한 일방적 활동으로
상담과 구별됨)

- 학업관련 활동은 물론 학업 이외의 활동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관찰 내용: 학업과 관련한 학생활동, 동아리, 학생회 등을 통한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등을 포함함.

- 관찰실적 및 분석: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생의 자기발전 노력에 대한 관찰 실적 및
관찰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함.

(학생 관찰에 대한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관찰을 시행하는 방안의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학업활동이 저조하고 소속감이 결여된 학생을 집중 관찰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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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생 수용정책의 의미: 첫째, 전입생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며, 둘째,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
로 소속된 전입생들이 기존의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
는 것임.

- 전입생이란,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을 의미하며,복학생이란, 프로그램이 공학
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이전에 입학하여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을 마
친 후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복학한 학생들을 의미함.

- 정책이란, 문서화된 체계와는 달리, 공식적인 자료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
았으나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의미함.

- 전입생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
함.

-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속된 전입생들이 기존의 학생들과 동등
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는 전입생 수용정책과 운영실적을 마련함.

9

10

- 전입생의 학점 수, 설계교육 내용, 실험교육 내용 등 교과목의 동등성에 대한
점검을 통한 학점 인정절차의 운영 실적을 마련함.

- 전입생 취득학점 인정절차: 전입생들이 기존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
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일차적으로는 전입생들이 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들과 프로그램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하여, 전입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함. (교과목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과목의 명칭만으로 판
단하기보다는, 개설된 학년, 학점 수는 물론 교과목에서 다루는 실험과 프로젝
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동등성을 확인하여야 함)

- 전입생 학점인정 내역은 최종적으로 졸업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에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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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간 이동 규정 마련과 준수:

재학생: 졸업 1년 이전. 전입생: 전입 후 한 학기 이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 시점 1년 이내에는 공

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음에 대한 사항도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운

영되어야 함)

−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구분이 분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

은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시적

으로 구분되어야 함[영문명칭과 국문명칭의 일치 여부는 대학 자율]

11

12

- 졸업기준은 학칙에 준하는 수준에서 규정화되어야 함.
(설계 교과목 및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특정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영역별
이수요건,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정한
졸업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졸업기준: 모든 학생이 졸업 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절차

• 문서화되고 공개되어 학생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학교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에 이수학점 명시
• 교과목 이수체계도,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 안내
• 체계적인 학생지도와 절차

-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졸업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
하여 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함. (이는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
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며,학생들이 학업이수 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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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증제도 운영하는/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간 학생이동규정

– 규정목적: 개인 인증과 프로그램 인증 차이를 두며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소속 학생 지도

– 2010년 까지: 졸업 2년 전에 프로그램 이동

– 2011년 이후: 졸업 1년 전에 프로그램 이동

14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4. 학생
4.1 평가
4.1-1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4.1-2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 방안 도출

4.2 상담
4.2-1 상담 체계에 따르는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 신상 및 진로지도
가) 상담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
나) 문서화된 체계에 따르는 상담 실적

4.2-2 상담 결과의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 방안 도출
4.2-3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4.3 관찰
4.3-1 학생에 대한 관찰이 시행되고 있으며
4.3-2 관찰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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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체평가보고서 목차(계속)

4.4 전입생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절차
4.4-1 전입생 수용정책 및 시행 실적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가)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나) 전입생 학점인정 시행 실적

4.5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기준과 절차

4.5-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기준 및 절차
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졸업기준
나) 모든 졸업생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
다) 프로그램 간 이동에 관한 규정
라)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현황

4.5-2 프로그램의 학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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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5 교수진

2

 인증기준 전문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인증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2) 교수진은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교수진은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 교수의 교육 개선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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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기준5 취지

-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도를 제공하기에 적

절해야 함

- 교수진은 프로그램 발전 의지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함

- 교수의 교육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함

4

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교수진은 학생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5.1 교수의 수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강의부담이 적절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충분한 수의 교

수가 있어야 한다.
5.2 교수의 자질
(1) 교육경험과 공학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3 교수-학생 유대관계 및 교수의 학생지도
(1) 학생지도를 통하여 교수진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5.4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
(1) 교수의 교육개선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

다.
(2)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
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
추어야 한다.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교수진은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3)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교수진은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

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66 -



5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교수진의 자기계발 노력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 교수진의 유대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6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교수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책임자

-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과 수준을 확보 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충
분성 요구

- 편성된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 수

-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교
수진의 구성과 규모에 대한 현황파악, 평가 및 분석이 필요

- 전임 및 비전임 교수 강의 부담율, 업무량 분석, 학생-교수 비율 등
분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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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은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강의와 더불어 학생지도가 매우 중요

- 학생에 대한 평가, 상담, 관찰을 통한 학생지도에 충분한 교수진
필요

8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함

-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 필요

-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외활동 권장

- 교수학습법의 개선 노력

- 공학인증제 운영에의 적극적 참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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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은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함

- 공학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산업체와의 긴밀한 유대 유지 필요

- 프로그램 및 교수 개개인의 산업체와의 지속적 유대활동 요구

- 유대활동 실적 제시와 교육에의 반영실적 요구

10

 교수의 교육 개선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교수의 업적평가에 교육개선 활동이 포함되도록 유도

- 구체적 지원제도의 확립과 보장요구

 
- 69 -



11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5. 교수진

5.1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5.1-1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룰 전문능력을 갖춘 교수진

5.1-2 교수의 강의부담

5.1-3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

5.2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5.2-1 학생지도에 충분한 교수진의 규모

5.2-2 교수진의 충실한 학생지도

5.3 교수진의 자기계발 노력

5.3-1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5.3-2 공학교육을 위한 자기계발에 참여

5.3-3 전공분야 계발결과를 교육에의 반영

12

 자체평가보고서 목차(계속)

5.4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

5.4-1 산업체 및 전문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결과를 교육에의 반영

5.5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5.5-1 교수진의 교육개선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

5.5-2 교수진의 교육, 연구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의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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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기준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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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6 교육환경

2

 인증기준 전문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2)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충분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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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기준6 취지

-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함

- 행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4

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
록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인증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질
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1 대학의 지원
(1) 프로그램의 질과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
고, 실제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여야 한다.
6.2 시설 및 장비
(1) 강의실은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실험․실습, 설계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
어야 한다.
(3) 학습정보의 접근과 자료처리를 위한 전산 및 정보처리 시설이 충분하여야
한다.
6.3 재정지원
(1) 시설과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시설확충과 최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
원이 있어야 한다.
(2) 실험․실습, 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충분히 지원되
어야 한다.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1) 학사와 학생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한다.
(2) 실험․실습과 강의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체
계가 있어야 한다.

(2)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충분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
조 인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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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순환형 자율개선구조 운영)하는 행정체계

-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프로그램위원회, 교과과

정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포함됨

- 프로그램내의 조직 외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본부 행정조직

,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도 필수적인 행정조직임

-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의 목적과 기능 등을 입

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

6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의 운영실적

-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프로그램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 실적

-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요구하는 제반 규정의 수립, 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을 포함한 학교당국의 행정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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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현황 및 적절성, 그

리고 유지보수

-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항목과 수량, 규모 등에 관한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 공간,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제시하여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적절성

확보 판단 후,

- 자체 수립 목표치 이하인 경우 교육환경 개선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함

- 실험 실습 장비와 관련 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필요함

8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

정지원이 적절하여야 함.

- 개설된 강좌의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 이의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 목표치 에 대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판
단

- 재정지원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 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최근의 재정지원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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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충분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정의하고,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정지원 인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
를 수립하고, 

- 개설된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보조 업무를 정의하고, 교육보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보조 인력 규모
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 목표치 대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인력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 에 이르
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육보조 인력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함

10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6. 프로그램 교육목표

6.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6.1-1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행정체계

6.1-2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의 운영 실적

6.2 공간, 시설, 장비

6.2-1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현황

6.2-2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6.2-3 공간,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6.3 재정지원

6.3-1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적절성

가) 재정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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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6.4-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

6.4-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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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7 교육개선

2

 인증기준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문서화에 의거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한다.

1)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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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7의 취지

- 이전평가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목표설정, 실행, 평가(측정과 결과분석),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하는 순환형 자율개선 구조가 구축되어 체계적
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3

이전 KEC2005 2013년 적용 KEC2005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
이 있어야 하며 관련된 자료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제
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실천방안
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7.1 교육개선
(1) 이전의 평가에서 부족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하
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수행된 평가 자료와 외부에서
취합된 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교육개선 방안을 수립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7.2 발전계획
(1) 프로그램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순환형 자율 개선 구
조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구축되
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수준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프로그램
의 수준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7.3 자료관리
(1)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자료
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문서화에 의거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한다.
(1)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
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성취
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
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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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인증평가를 통하여 접수된 최종논평서 상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부족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된
체계, 제도 등 개선된 결과 등을 제시함.

- 결함(D)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은 물론, 미흡(W),     
보완(C)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도 포함함

 이전에 인증평가 이외의 다른 평가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따라 개선
된 결과와 교육기관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 등을 활
용할 수 있음.

이외의 다른 평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정부부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
한 평가 등

 체계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증빙: 규정 또는 세칙(매뉴얼) 등의 문
서화

 교과과정, 이수체계 개선: 교과과정표, 성적증명서 분석표 등

 교과목 운영 및 교육내용 등 개선: 교과목 포트폴리오 등 5

 인증기준 1(교육목표)와 인증기준 2(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에서
제시한 성취도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함).
측정: 평가체계에 따라 자료를 수집(측정)하고 수집(측정)된 자료
의 통계처리, 표, 그래프 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분석: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성취도 수준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프로
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함

 다양한 내·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내·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자체 평가 또는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등 정부부처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의미함

6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을 통한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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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개선 실적은 기준 1과 기준 2 뿐만 아니라, 모든 인증기준
에 적용되어야 함. 즉, 모든 기준 별로 프로그램은 목표설정 → 
실행 → 측정(평가) → 개선의 순환형 자율 개선(CQI) 구조가
구축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의 범위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및 평가체계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진, 교육환경 등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을 통한 개선 실적

8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7. 교육개선
7.1 이전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신규 평가 프로그램은 제외)
7.1-1 이전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가) 결함(D)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나) 미흡(W)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7.2 교육개선 실적
7.2-1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
7.2-2 다양한 내․외부 평가 결과 분석
7.2-3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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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2

 인증기준 전문

각 프로그램은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

행정단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프로그램이 그 명칭 때문에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 시

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사항들은 한번만 만족 시키면 된다.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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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조선해양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항공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 기타 (비전통적 공학프로그램)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4

 인증기준의 구성

- 인증기준 1-7: 일반기준 (General Criteria)

- 인증기준 8: 전공분야 기준 (Program Criteria)

 17 개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 주관학회 및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제안하여 공인원에서 제정

- 기타분야의 경우, 평가 당해년도에 관련학회에서 기준제시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제정

- 주관학회(관련학회) 제안: 기준 및 관련자료

- 공인원 인증기준위 – 운영위- 이사회 에서 제정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적용

- 학위명칭에 해당분야의 명칭만 허용

- 두개 이상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 인증기준을 동시만족필요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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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구성: 적용, 교수진, 교과과정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6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수진

8.1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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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 전공분야별로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

- 개설 요구

- 이수 요구

- 능력(지식) 입증요구

8.2 교과과정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건축공학

1) 건축구조, 환경및설비, 재료및시공 3개중 2개분야 이상

2) 12학점 이상의 설계교육과정

3) 요소지식을 설계도서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4) 현장실습 또는 건축실무관련 교과목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기계공학 -

1) 수학분야(미적분, 미분방정식, 선형대수 )

2) 물리학분야

3) 기초전공(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4)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5) 실험실습 충분히

-

농공학

(농업토목)

1) 기초과목(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농학관련)

2) 공학기초(공업수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3) 농업토목기초과목(수리학, 수문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

4) 세부전공 3개중 2개 분야이상

-농업수리지역환경분야(관개배수공학, 지역환경공학,실험실습)

-농촌정비분야(농지공학, 농촌계획학, 실험실습)

-농업시설구조분야(농업시설공학, 농업토목설계, 실험실습) )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농공학

(농업기계)

1) 기초과목(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농학관련)

2) 공학기초(공업수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3) 농업기계기초과목(열역학, 기계요소설계, 농업전기전자)

4) 세부전공3개중 2개 분야이상

-농외기계시스템분야(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학, 실험실습)

-농산가공생물공정분야(농산가공기계학, 생물공정공학, 실험실습)

-농업자동화분야(시설환경제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실험실습)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주> ‘이수’란에서 ‘기초’ 및 ‘종합’은 각각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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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산업공학

1) 효율적인 설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
2)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 분석기법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3) 정보기술의 활용과 응용 능력
4) 실무상의 문제를 이해, 해결, 실무적용, 의사전달 능력
5)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육과정(하드웨어설계, 소프트웨어설계, 방법론
설계 등을 포함)

- -

생물공학

1) 기초분야(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 (일부 실험 포함))
2) 기초 생명과학(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에서 2개 이상)
3) 화학기초과목(유기화학, 물리화학 에서 2개 이상) 
4) 공학기초과목(생물공학양론 , 기초계산, 미생물공학 에서 2개 이상)
5) 생물공학심화과목(반응공학, 열역학, 생물화학공학, 배양공학, 단위조
작, 효소공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대사공학, 생
의약공학, 생의학공학, 생물정보학, 세포생물공학, 산업미생물공학, 생물
공정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나노생명공학, 생물산업공장설계, 생물산업
현장개론 에서 필수교과목 3개 이상) 
6) 2학점 이상의 실험실습 2과목 이상

1) 기초분야(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 (일부 실험 포함))
2) 기초 생명과학(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에서 2개 이상)
3) 화학기초과목(유기화학, 물리화학 에서 1개 이상) 
4) 공학기초과목(생물공학양론 , 기초계산, 미생물공학 에서 1개
이상)
5) 생물공학심화과목(반응공학, 열역학, 생물화학공학, 배양공학, 
단위조작, 효소공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대사공학, 생의약공학, 생의학공학, 생물정보학, 세포생물공학, 산
업미생물공학, 생물공정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나노생명공학, 생
물산업공장설계, 생물산업현장개론 에서 필수교과목 3개 이상) 
6) 2학점 이상의 실험실습 2과목 이상
7)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10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섬유공학

1) 세부전공 2개 분야 이상
- 섬유재료(천연섬유와 인조섬유들의 구조, 특성, 응용 등)
- 고분자(고분자의 합성과 구조, 고분자의 특성과 분석, 고분자 가공과 응용
등)
- 섬유화학공정(섬유제품의 전처리, 염색 및 가공 등의 섬유습식공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처리제, 염료 및 가공제 등)
- 섬유물리공정(섬유형성, 방적, 제직, 편성, 의류공학 등 섬유집합체 및 섬
유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1) 세부전공 2개 분야 이상
- 섬유재료(천연섬유와 인조섬유들의 구조, 특성, 응용 등)
- 고분자(고분자의 합성과 구조, 고분자의 특성과 분석, 고분자
가공과 응용 등)
- 섬유화학공정(섬유제품의 전처리, 염색 및 가공 등의 섬유습
식공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처리제, 
염료 및 가공제 등)
-섬유물리공정(섬유형성, 방적, 제직, 편성, 의류공학 등 섬유
집합체 및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2)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원자력공학
1) 고등수학, 응용 핵물리, 원자로이론, 열유체공학, 방사선 수송, 방사선 상
호작용 및 방사선 계측

1) 고등수학, 응용핵물리, 원자로이론, 방사선 계측실험
2)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자원공학

1) 자원개발공학 분야, 암반공학 분야, 물리탐사 분야, 응용지질/응용지구화
학 분야, 자원처리/자원재활용공학 분야, 석유공학 분야, 자원환경 분야, 자
원경제 분야
2) 충분한 설계 및 실험․실습 과목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12학점 -

재료공학

1) 최소한 12학점의 설계
2) 기초과학과 공학원리를 재료공학 제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
3) 구조, 물성, 공정, 성능평가에 대한 내용
4) 요소들을 종합하여 재료의 선정과 설계 문제
5) 실험적, 통계적,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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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전기전자공학

1) 일반영역(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또는 기타 유사 복합영
역) 또는 전문영역(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제어계
측공학, 전기전자재료 공학 및 전기철도공학 또는 기타 유사영역) 각
각에 대하여 전공기초 및 심화전공에 대한 지식을 제공
2) 요소설계 6학점 이상
3) 미분방정식

1) 일반영역(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또는 기타
유사 복합영역) 24학점 이상
2) 요소설계 6학점 이상

분석,설계 능력

조선해양공학

1) 수학, 기초과학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
2) 주요 요소, 즉 유체, 구조, 설계 및 생산에 대한 공학적 법칙과
응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 능력
3) 주요 요소들에 대한 지식활용하여 설계문제 해결능력
4)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능력
5) 미분방정식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9학점
-

컴퓨터공학
1)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컴퓨터시스템

1)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컴퓨터시스템
2)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

토목공학 -

1) 미분방정식, 2개 분야의 기초과학 교과목(물리학 분야, 
화학 분야, 생물학 분야, 지구과학 분야)
2) 토목공학의 13개 전공분야 중 최소 4개 이상의 전공
분야에서 각 전공별 2개 이상
3) 전공교과목 중에서 1개 이상의 실험교과목
4)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

12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항공우주공학

1) 기초수학, 기초과학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을 항공우주
공학분야에 적용 능력 습득
2)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초전공 교과목
3) 심화전공 교과목

1)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

화학공학

(화학공학, 응용화
학공학 전공분야)

1) 공정해석 및 제어, 공정설계 및 모델링 교과목

1)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과 같은 고급 화학
2)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과목
3)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4) 열역학(다성분계 상평형과 반응평형 포함), 열, 물질 및 운동량 전
달론, 반응공학, 분리공정, 물질 및 에너지 수지

-

화학공학

(고분자 전공분야)
-

1)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과 같은 고급 화학
2)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과목
3)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4) 고분자 합성 및 화학, 고분자의 물성과 물리, 고분자의 구조와 특
성해석, 그리고 고분자의 가공과 응용 교과목

-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
학 전공분야)

1) 소재 개발과 공학적 응용에 관한 교과목

1)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과 같은 고급 화학
2)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과목
3)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4) 열역학,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의 합성 및 물성, 구조 해석 교과목

-

화학공학

(화공생명공학, 화
학생물공학 전공분

야)

1) 화학공학 교과목 및 생물공학의 기초 및 응용과학

1)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과 같은 고급 화학
2)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과목
3)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4) 열역학(다성분계 상평형과 반응평형 포함), 열, 물질 및 운동량 전
달론, 반응공학, 물질 및 에너지수지에 관한 교과목 및 생물화학공학
(또는 생물공정공학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과목)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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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의 만족여부: 교과과정

8.2 교과과정

전공분야
교과과정

편성 이수 능력

환경공학
-

1) 수학, 일반화학, 기초물리학, 컴퓨터 분야 내용
2)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윤리의식의 고취 등 내용
3) 대기, 수질(상하수도 및 폐수 포함), 폐기물,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의 전공분야에서 2개 분야 이상 내용
4) 전공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실험을 수행능력
5) 환경공학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6) 기초, 종합 포함 설계 12학점

-

14

 자체평가보고서 목차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8.1 교수진

8.1-1 교수진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수 수 의 적절성

8.2 교과 과정

8.2-1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만족

8.2-2 졸업생 능력 측정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와 측정실적

인증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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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QI 체계 사례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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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체계 사례

CQI 체계

1. 목표 및 자체 기준 설정

2. 평가체계 수립

3. 측정평가(assessment)

4. 분석평가(evaluation)

5. 개선

2

Establish Purpose
& Set Goals

Objectives &
Outcomes

Design and
Conduct Assessments

Evaluate
Assessment
Findings

Use Results for 
Decision Making

ABET의 CQI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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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및 자체 기준 설정 : 예) 수행 준거 및 목표 설정

2. 평가체계 수립 : 예) 평가주체와 대상, 평가도구, 채점 기준, 실행계획

3. 측정평가(현황조사 포함) : 예) 자료 수집, 신규의 경우에도 수행

4. 분석평가(운영실적 포함) : 예) 측정 데이터 분석, 신규의 경우에도 수행

5. 개선 : 예) 교과과정 개편, 성취목표 상향, 평가도구 개선

CQI 체계 -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예

3

CQI 단계 1. 목표 및 자체기준 설정

 인증기준별 성취 수준 수립
– 주요 구성원 (예: 산업체 등) 의견 반영

– 국내외 대학의 유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모델 설정이 바람직함

– 자체역량 분석

구성원 의견 반영

교수,… 산업체,…

타 대학 벤치마킹 자체역량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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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1. 목표 및 자체기준 설정

 수행준거 : 학습성과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 PC(performance criteria)  : 수행준거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

2)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응용하여 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 PC descriptor  : 수행수준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

상)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수식화 할 수 있다.

중)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하) 수학, 기초과학,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 할 수 있다.

• 목표 설정
졸업예정자 70%가 “중”이상
학습성과 달성

5

 수행준거 : 1번 학습성과 수행준거 설정 예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 PC(performance criteria)  : 수행준거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으며 응용하여 설
계를 수행 할 수 있다. (X)

=> 4가지의 행위 동사로 구성

==== 예 : 1~2 개의 행위동사로 구성, 다수의 level를 혼합하지 않아야 =====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

2)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응용하여 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CQI 단계 1. 목표 및 자체기준 설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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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vanced

intermediate

novice Introduction(define, describe, identify…)

Reinforce(explain, propose, justify…)

Create(construct, modify, argue…) 

comprehension
knowledge

analysis
application

evaluation
synthesis

CQI 단계 1. 목표 및 자체기준 설정

 수행준거 : 행위동사의 예

 수행수준 : 1번 학습성과 수행수준 설정 예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PC(performance criteria)  : 수행준거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

• 1번 PC의 수행수준 설정

상)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중 3개 이상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X)

중)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중 2개 이상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X)

하)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중 1개 이상을 이해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X)

상)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수식화 할 수 있다.

중)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하) 수학, 기초과학,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등을 이해할 수 있다.

CQI 단계 1. 목표 및 자체기준 설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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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2. 평가체계 수립

 예) 졸업생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수립
– 목적:수립한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 여부

–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Outcomes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 수립

–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교
과
영
역

학
생

교
수
진

교
육
환
경

프로그램 학습성과

프로그램 교육목표

교육개선

설정한 학습성과 성취수준

평가체계 수립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주체

분석결과 평가

자료 수집

평가주기(기간)

평가도구/루브릭

평가대상

수집자료 분석

평가기반 개선

평가 목적

수립된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

설정한 학습성과 성취수준 달성 평가대상: 졸업예정자

평가대상: 2~3년 졸업생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9

CQI 단계 2. 평가체계 수립

 예 : 1번 학습성과
-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PC(performance criterion)  : 수행준거

• PC descriptor  : 수행수준

• 평가도구

1) 종합설계보고서

2) 출구 설문조사

• 평가도구 별 Rubric
• 목표설정

예) 졸업예정자 70%가 “중” 이상 성취

• 평가주기 설정

예) 측정/분석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개선실행은 3년 주기로 한다

• 실행방안 수립

예) 종합설계보고서 평가는 매 학기 말에 하되, 평가자는 교수와 산업체 인사 등으로 약
5명 내외로 구성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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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2. 평가체계 수립

 평가도구 (assessment methods)

1) 직접 평가도구 2) 간접평가도구

종합설계 보고서,  졸업시험 설문조사, exit interview
설계결과 발표,simulation focus group
졸업시험, … archival records (academic etc)
oral examination

11

 예 : 1번 학습성과 1번 학습성과

• 평가도구(종합설계보고서) 평가지 1번 평가도구 rubric

상 중 하

설계 문제
정의 및
배경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정보기술

설계
아이디어
및 내용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정보기술

설계 결과
분석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정보기술

상 중 하

3개 항목
이상 “상”
이며, 
“하”가
없을 경우

상,하
제외한
경우

2개
평가항목
이상 “하”
일 경우

12

CQI 단계 2. 평가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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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3. 측정평가(Assessment)

 목적: 분석평가를 위한 자료수집/현황조사

 예)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 여부 측정평가

– Outcomes 측정

– 수립된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평가대상: 2~3년 졸업생

– 설정한 학습성과 성취수준 달성도 측정 평가대상: 졸업예정자

설정한 학습성과 성취수준

평가(현황파악) 체계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주체

분석결과 평가

자료 수집
평가주기(기간)

평가도구/루브릭

평가대상

수집자료 분석

평가기반 개선

평가 목적

13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도 측정

CQI 단계 3. 측정평가(Assessment)

 예) 매 학기/년 조사 주기인 교육과정 운영 자료수집/현황조사

– (예) 매 학기 말 교과운영 실적 수집, 재학생 평가, 상담, 관찰 시행

– (예) 매 학기말 교과목 포트폴리오/CQI 수집

– (예) 실험실, 설계 운영에 대한 교수, 학생 설문조사 시행

설정한 학습성과 성취수준

평가체계 : 현황파악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주체

분석결과 평가

자료 수집
평가주기(기간)

평가도구/루브릭

평가대상

수집자료 분석

평가기반 개선

평가 목적

14

• 교육과정 운영 자료수집/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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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4. 분석평가(Evaluation)

 목적: 수집된 자료 분석하여 교육개선 위한 분석평가

 예)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 여부 분석평가

– Outcomes과 교육목표 측정한 자료 분석평가

* 측정평가(Assessment)와 분석평가(evaluation) 주기가 다를 수 있음 (교육목표 측
정은 매년 시행하지만, 분석평가는 2~3년 주기인 경우)

–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도는 2~3년 지난 졸업생, 학습성과 성취수준 달성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분석 평가

 예) 1번 학습성과 달성 여부 분석평가 결과

– 2010년 70%, 2011년 68%, 2012년 64% 달성

– 예1) 2012년 64% (수학적 응용: 70%, 공학s/w사용: 47%, 정보기술: 75%)

– 예2) 종합설계보고서 68%

(수학적 응용: 70%, 공학s/w사용: 59%, 정보기술: 75%)

설문조사 60% (수학적 응용: 70%, 공학s/w사용: 40%, 공학지식: 70%)

=> 개선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음

15

CQI 단계 5. 개선(Improvement)

 목적: 분석평가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선

 예) 교육목표, 학습성과 달성 평가결과 기초 개선

–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인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 달성한 경우: 성취목표 상향 수정 및 발전계획에 반영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주기(기간)

평가도구/루브릭

평가대상

자료 수집

평가 목적

평가결과 후 개선

분석결과 평가

수집자료 분석

16

•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하기 위한
교과영역, 학생, 교수, 교육환경 규모 자체목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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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단계 5. 개선(Improvement)

 예) 종합설계보고서 분석평가에 따르면 졸업예정자 68%만 목표 달성

(수학적 응용: 70%, 공학 s/w 사용: 59%, 정보기술: 75%)

설문조사 60% (수학적 응용: 70%, 공학 s/w 사용: 40%, 

정보기술: 70%)

=> 공학 s/w사용 관련 교육활동을 개선해야 함

관련 교과목의 강의실태 및 학생 만족도 재분석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공학지식 상황 점검

=> 개선 내용 및 계획

2012년 관련 전공 교수 회의

2012년 공학 s/w 및 관련 기자재 긴급 유지보수 실시

2013년 공학 s/w 및 관련 기자재 확충 예산 확보

2014년 교과과정 개편시 “공학 s/w 응용” 과목 추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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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2012-ABE-010

공학인증기준2005(KEC2005)

(2013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2004. 12. 31. 제정

2005. 5. 6. 개정

2005. 12. 7. 개정

2006. 12.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11. 7. 15. 개정

2012. 7. 10. 개정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

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나타내는 학습성과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학습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

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학습성과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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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기준 3. 교과영역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설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

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교과목을 합하여 30학점 이상으로 적절

히 구성되어야 한다. 기초과학은 생물 분야, 화학 분야, 물리 분야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한다. 단,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 전공 교과목은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설계교육과정에는 기초설

계와 종합설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설계 교과목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학실무에서 요구되는 설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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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4. 학생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수, 수강,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4)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정책과 취득학

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졸업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여기서 졸업생은 졸업 직전의 학생을 의미함)

기준 5. 교수진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교수진은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교수진은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6. 교육환경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2)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충분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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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7. 교육개선

프로그램에서는 문서화에 의거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한다.

(1)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

경이 가능하다1).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

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프로그램

이 그 명칭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각

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

다.

Ÿ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조선해양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기타(비 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1)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인증기준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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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ARCHITECTURAL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건축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건축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

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건축공학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

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해당 전문 공학 분야의 업무를 이해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책임감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건축공학분야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진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현장 경험 또는 현장 적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1) 교과과정은 건축공학의 주요 분야인 건축구조,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중 2

개 이상의 분야를 포함하거나, 건축구조,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재료 및 시공, 건축계획 

및 설계 중 3개 이상의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과정은 최소한 12학점의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은 건축공학 주요 분야에서 습득한 요소지식을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교과과정은 현장실습 또는 건축실무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교과과정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및 건축법규 관련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교과목의 이수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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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및 유사 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MECHANIC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기계학회의 주관으로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한국반도체및디스플레이장비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한국소성가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액체미립화학회, 한국연소학회, 한국윤활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철도학회 (가나다순) 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기계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

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진(전임, 겸임 및 비전임을 포함)은 담당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상

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임 교수진은 해당분야

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학생들은 미적분, 미분방정식, 선형대수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수학분야의 교과목

과 물리학분야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학의 기초가 되는 고체역

학, 열역학, 유체역학, 및 동역학과 관련된 주요 역학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은 기계공학의 주요 분야에 대한 실험실습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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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AGRICULTURAL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농공학회의 주관과 한국농업기계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농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

다. 

프로그램 명칭에 농업토목, 지역기반, 지역건설, 지역시스템, 지역기반건설, 지역환경토목, 지

역자원시스템, 사회환경시스템, 바이오시스템공학, 생물생산기계공학, 생물산업공학, 산업기

계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

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해당 전문 공학 분야의 업무를 이해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책임감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1) 농공학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농업토목공학 프로그램과 농업기계공학 프로그램의 교수진을 

포함한다.

2) 프로그램의 전임 교수진은 농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며,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과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박사,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3) 농업토목공학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농업수리(農業水利)․지역환경, 농촌정비, 농업시설·구

조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야 농업기계공학 프로그램 교수진으로 인정된다.

4) 농업기계공학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세부전공분야로는 노외(路外)기계시스템, 농산가공ㆍ생

물공정, 농업자동화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야 농업기계공학 프로그램 교수진으

로 인정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기준 2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

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1) 일반기초과목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농학관련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학기초과목에는 공업수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인증기준2005 ABEEK-2012-ABE-010

- 8 -

(3) 농업토목공학 프로그램은 농업토목 기초교과목을 포함하여 세부전공으로 농업수리(農業
水利)․지역환경, 농촌정비, 농업시설·구조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업토목 기초과목에는 수리학, 수문학, 토질역학, 응용역학, 측량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수리(農業水利)·지역환경 세부전공에서는 관개배수공학, 지역환경공학, 그리고 이

와 관련된 실험 또는 실습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촌정비 세부전공에서는 농지공학, 농촌계획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험 또는 실습과

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시설·구조 세부전공에서는 농업시설공학, 농업토목설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험 

또는 실습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농업기계공학 프로그램은 농업기계 기초교과목을 포함하여 세부전공으로 노외(路外)기계

시스템, 농산가공ㆍ생물공정, 농업자동화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기초과목에는 열역학, 기계요소설계, 농업전기전자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외(路外)기계시스템 세부전공에서는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

험 또는 실습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산가공ㆍ생물공정 세부전공에서는 농산가공기계학, 생물공정공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험 또는 실습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자동화 세부전공에서는 시설환경제어공학, 정보통신공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험 

또는 실습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실험 및 실습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론의 이해 및 응용기술을 습득

할 수 있어야 한다. 농공학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실험 및 실습과목이 충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공학적인 대안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발표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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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INDUSTRI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산업공학회의 주관과 한국경영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인증기준은 산업공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는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산업정보(경영/시스템)공학, 시

스템경영공학, 경영공학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

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진의 규모는 산업공학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실무 지도 능력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이 편성되어야 한다.

(1) 산업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

(2) 산업시스템의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 분석기법에 대한 지식

과 활용 능력

(3) 정보기술의 활용과 응용 능력

(4) 산업공학도가 경험하는 실무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

(5) 교과과정에는 최소한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 교육과정이

란 하드웨어설계, 소프트웨어설계, 방법론설계 등을 포함한다. 

2) 교과목의 이수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 12학점의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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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BIOLOGIC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생물공학회의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생물공학, 생명공학, 미생물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생물, 생명, 미생물, 생화학, 응용생명을 포함하거나 생물화학공학, 화학생명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전임 교수진은 생물공학 분야의 각 교육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초분야 및 심화과목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교수

진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또는 현장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1) 교과과정은 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 (일부 실험 포함) 등에 관한 기초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과정은 기초 생명과학 관련 핵심과목인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유

사과목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은 화학 관련 기초과목인 유기화학, 물리화학 또는 이와 유사과목에서 2개 이상

의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교과과정은 공학 관련 기초과목인 생물공학양론 또는 기초계산, 미생물공학 또는 이와 

유사과목에서 2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교과과정은 생물공학 관련 심화과목인 반응공학, 열역학, 생물화학공학, 배양공학, 단위

조작, 효소공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대사공학, 생의약공학, 생의

학공학, 생물정보학, 세포생물공학, 산업미생물공학, 생물공정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나

노생명공학, 생물산업공장설계, 생물산업현장개론 등 생물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필

수교과목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교과과정은 생물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기술 및 경험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2학점 이

상의 실험실습 교과목 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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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의 이수

(1)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 (일부 실

험 포함) 등에 관한 기초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기초 생명과학 관련 기초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유사과목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

여야 한다.

(3)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화학 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원리를 이

해하기 위해, 유기화학, 물리화학 또는 이와 유사과목에서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야 한다. 

(4)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생물공학 관련 심화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공학 관련 기초과목인 생물공학양론 또는 기초계산, 미생물공학 또는 이와 유사과목에서 

1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생물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생물공학 관련 심화과목인 반응공학, 열역학, 생

물화학공학, 배양공학, 단위조작, 효소공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대사공학, 생의약공학, 생의학공학, 생물정보학, 세포생물공학, 산업미생물공학, 생물공정

공학, 생물분리정제공학, 나노생명공학, 생물산업공장설계, 생물산업현장개론 등 필수교

과목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생물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기술 및 현장

경험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2학점 이상의 실험실습 교과목 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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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TEXTILE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섬유공학회의 주관과 한국염색가공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섬유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

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섬유, 파이버, 유기소재, 텍스타일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본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섬유공학 분야의 업무를 이해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야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섬유공학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책임감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에 있어 중요한 섬유재료, 고분자, 섬유

화학공정 및 섬유물리공정 등의 분야 중 최소 2개 이상의 분야가 제공되어야 하며, 섬유 및 

섬유제품과 관련된 제반 이론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실험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섬유재료 :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들의 구조, 특성, 응용 등 섬유재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를 부여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고분자 : 고분자의 합성과 구조, 고분자의 특성과 분석, 고분자 가공과 응용 등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섬유화학공정 : 섬유제품의 전처리, 염색 및 가공 등의 섬유습식공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처리제, 염료 및 가공제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4) 섬유물리공정 : 섬유형성, 방적, 제직, 편성, 의류공학 등 섬유집합체 및 섬유제품을 제조하

는 공정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1)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섬유재료, 고분자, 섬유화학공정, 섬유물리공

정 등의 분야 중 최소 2개 이상의 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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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NUCLEAR,  RADIOLOGICAL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원자력학회의 주관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

다.

프로그램 명칭에 원자력, 방사선, 양자, 에너지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

이 포함된 공학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 참여 교수진은 원자핵을 기원으로 하는 에너지나 입자를 이용하는 기술의 원리와 

실제를 심도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원자력공학 또는 방사선공학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연구 

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임 교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고등수학, 응용 핵물리, 원자로이론, 열유체공학, 방사선 수송, 방사선 상호작용 및 방사선 계

측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1)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

록 상기 교과목 중에서 고등수학, 응용핵물리, 원자로이론, 방사선 계측실험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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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ENERGY & MINERAL RESOURCES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자원공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자원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

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에너지자원, 자원에너지, 자원환경, 지구시스템공학, 석유공학을 포함하거

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전임 교수진은 자원공학 분야의 각 교육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박사

학위,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장 경험 또는 현장 적용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기준 2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1) 자원개발공학 분야, 암반공학 분야, 물리탐사 분야, 응용지질/응용지구화학 분야, 자원

처리/자원재활용공학 분야, 석유공학 분야, 자원환경 분야, 자원경제 분야 등이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

(2) 전공의 교육 목표 및 학습 효과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설계 및 실험․실습 과목이 개설되

어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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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MATERIALS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주관으로 한국재료학회, 한국소성가공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열처리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주조공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부식방식학회, 한국표면공학회, 한국자기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재료, 금속, 요업, 고분자 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재료, 재료의 가공, 소재, 금속, 세라믹, 무기재료, 요업, 나노, 고분자, 신소

재 및 열처리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

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진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등

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장 경험  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은 최소한 12학점의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초과학과 공학원리를 재료공학 제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

(3) 재료분야의 중요 요소인 구조, 물성, 공정, 성능평가에 대한 공학 원리를 이해하는 교과내

용

(4)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재료의 선정과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내용

(5)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적, 통계적,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

2) 교과목의 이수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9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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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ELECTRICAL, ELECTRONIC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전기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제어ㆍ로봇ㆍ시스템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전기․전자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

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전기, 전자, 통신, 전파, 제어, 전기전자재료, 반도체 및 전기철도를 포함하거

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는 설정된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충분하

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임교수진은 교과과정에서 정의한 일반영역 및 해당 전문영역

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은 전기, 전자 및 유사 명칭 공학의 일반영역(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또는 

기타 유사 복합영역) 또는 전문영역(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파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전자재료 공학 및 전기철도공학 또는 기타 유사영역) 각각에 대하여 전공기초 및 심화전

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일반영역에서는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전

문영역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분야의 특성 반영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술의 기초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분야와 전통기술분야에서 각기 독자적인 전문기술인으로 활동

하는 데 필요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요소설계는 학생들이 종합설계를 원만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종합설계 이전에 설계구성요소 및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루 경험하도록 체계적

(최소 6학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MSC 교과영역에서는 미분방정식의 이해 및 응용능

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반 학기 이상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교과과정의 이수

본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일반영역의 교과과정을 이수(최소 24학점)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

은 최소한 한부분의 전문영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과과정과 이수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조건은 각 프로그램에서 자

율적으로 정하되,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종합설계 이수 이전에 요소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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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최소 6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졸업생의 능력

본 프로그램 졸업생은 다음의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 구성된 전기·전자·통신장치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에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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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조선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조선해양, 선박해양, 조선, 선박, 해양 공학 및 이와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조선해양, 선박해양, 조선, 선박, 해양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

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확립, 

이행 및 개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현재의 

기술수준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학, 기초과학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조선해양공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

(2)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주요 요소, 즉 유체, 구조, 설계 및 생산에 대한 공학적 법칙과 응용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

(3)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설계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

(4)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치하는 이론적, 실험적 및 전산학적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

(5) 수학 교과과정 중에서는 미분방정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9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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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COMPUTER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정보과학회의 주관과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컴퓨터, 전자계산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컴퓨터, 전자계산, 정보,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을 포함하

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며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의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책임감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1) 학생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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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Civil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대한토목학회의 주관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토목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

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토목, 건설, 건설환경, 교통, 도시, 사회환경, 지구환경, 지리정보, 철도, 해

양, 플랜트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프로그램은 본 기준

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토목공학의 13개 전공분야인 구조공학, 콘크리트공학, 수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지반공학, 터널공학, 건설관리학, 교통공학, 도로 및 철도공학, 환경공학,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학, 지역 및 도시계획학, 플랜트공학 중 최소 4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1)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과 2개 분야의 기초과학 교과목(물리학 분야, 화학 분야, 생물학 

분야, 지구과학 분야)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토목공학의 13개 전공분야 중 최소 4개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각 전공별 2개 교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교과목 중에서 1개 이상의 실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설계교과목은 기초설계, 요소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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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AEROSPACE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항공우주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항공우주공학, 항공공학, 우주공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

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항공 및 우주를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제공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진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적인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진은 항공우주 공학 분야의 업

무 및 현재의 기술수준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정의, 수정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취하고자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교과과정

1) 기초수학,  기초과학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을 항공우주공학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2)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초전공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3)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심화전공 교과목을 개설하여, 항공우주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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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CHEMIC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화학공학회의 주관과 한국고분자학회와 한국공업화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화학공학, 고분자, 공업화학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화학공학, 응용화학공학, 고분자, 공업화학, 응용화학, 화공생명공학, 화학

생물공학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

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는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진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한 최신의 이론 및 연구능력과 현장적용능력을 균형적으로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든 졸업생들이 인증기준에서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교과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화학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전공분야별 목표에 맞도록 적절하게 선택된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과 같은 고급 화학과 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과목 및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

함한 설계학점 12학점 이상의 설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화학공학, 응용화학공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화공 관련 제반 분야에서 요구되는 열역학(다성분계 상평형과 반응

평형 포함), 열, 물질 및 운동량 전달론, 반응공학, 분리공정, 물질 및 에너지수지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해석 및 제어, 공정설

계 및 모델링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2) 고분자를 주전공으로 하는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고분자 합성 및 화학, 고분자의 물성과 물리, 고분자의 구조와 특

성해석, 그리고 고분자의 가공과 응용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공업화학, 응용화학 등의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열역학,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의 합성 및 물성, 구조 해석 등 원리

적 지식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한 소재 개발과 공학적 응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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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4) 화공생명공학, 화학생물공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열역학(다성분계 상평형과 반응평형 포함), 열, 물질 및 운동량 전달론, 반응공학, 물질 및 

에너지수지에 관한 교과목 및 생물화학공학(또는 생물공정공학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화학공학 교과목 및 생물공

학의 기초 및 응용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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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본 기준은 대한환경공학회의 주관으로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소음진동학회, 한국지하수토양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의 참여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환경공학 및 이와 유사한 공학프로그램 기준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생물공학, 건설환경, 지구환경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교수진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각자 전문분야에서 

현재의 기술을 이해하고 충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본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서 

각 교육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교과과정

본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환경산업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한다. 

1) 수학, 일반화학, 기초물리학, 컴퓨터 등에 관한 기초분야에 대한 내용

2)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윤리의식의 고취 등에 대한 내용

3) 대기, 수질(상하수도 및 폐수 포함), 폐기물,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의 전공분야에서 

2개 분야 이상에 대한 내용

4) 환경공학의 주요 전공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 교과과정의 설계경험을 통하여 환경공학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6) 학생들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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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2010(KCC2010)

(2013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2010. 5. 24. 제정

2011. 7. 8. 개정

2012. 7. 00. 개정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은 4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컴퓨

터․정보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3) 교과영역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교육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컴퓨터 정보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교육목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컴퓨터 정보기술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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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학습성과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학습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

로 정의한 학습성과가 추가될 수 있다.

(1) 수학, 기초과학, 전문교양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이해하여 모델링할 수 있는 능

력

(3)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

는 능력

(5)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6)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7)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8) 컴퓨터․정보기술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9)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0)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1)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기준 3. 교과영역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15학점§§ 이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기초

과학은 생물 분야, 화학 분야, 물리 분야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한다.

(3) 전공 교과목은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프로

§ 프로젝트란 시간, 예산, 성능 요구(Performance Requirements) 등 주어진 여러 제한조건 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문제의 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탐구, 

수행 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 구현 및 테스팅 등 점진적 상세화(Progressive Elaboration)의 단계를 거쳐 패

키지 SW,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등 "결과물"로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 졸업 요구 140학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이하 동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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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교육과정에는 기초프로젝트와 종합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

합프로젝트 교과목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

여 공학실무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어 관련 교과목을 제외

한 인문, 사회과학, 예술 및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기준 4. 학생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컴퓨터 정보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수, 수강,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3) 학업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4)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수용

정책과 취득학점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5) 졸업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여기서 졸업생은 졸업 직전의 학생을 

의미함)

기준 5. 교수진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교수진은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교수진은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

(5)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준 6. 교육환경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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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2)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가 충분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기준 7. 교육개선

프로그램에서는 문서화에 의거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한다.

(1)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

다. 적용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프로그램이 그 명칭 때문

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

만 만족시키면 된다.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Ÿ 컴퓨터(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정보기술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Ÿ 정보보호(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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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COMPUTER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정보과학회 주관으로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컴퓨터(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 분야

에 대해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임교

수진은 컴퓨터(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목

표를 정의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책임감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

3. 교과과정

1) 교과과정 편성

(1) 교과과정은 수학 분야에서 이산수학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과정은 기초과학 분야의 교과목을 최소한 6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과과정은 기초과학 분야의 교과목 중 최소한 한 교과목은 실험을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 

(4) 교과과정은 컴퓨터 정보기술 주제의 교과목으로 알고리즘, 자료구조, 소프트

웨어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중 최소 5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의 이수

(1)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최소한 18학점
§
의 수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기초과학 분야의 실험이 포함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된 교과목

을 이수하여야 한다.

§ 졸업 요구 140학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이하 동일 적용함.

- 6 -

(4) 학생들은 기초프로젝트와 종합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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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주관학회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디지털컨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한국 HCI

학회)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멀티미디어(공)학, 디지털콘텐츠(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명칭에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분야

에 대해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임

교수진은 멀티미디어(공)학, 디지털콘텐츠(공)학 및 컴퓨터(공)학 분야 관련 분야

에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3. 교과영역

교과영역은 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 분야에 대하여 일반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

업생들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학은 이산수학과 선형대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기초수학, 미적분학, 공업수

학, 기하학, 수치해석, 확률 및 통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기초과학 과목 중 최소한 한 분야는 실험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

다.

(3) 멀티미디어(공)학 및 유사명칭 분야 교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료구조, 소프트웨어설계, 멀티미디어 콘

텐츠 개발, 멀티미디어통신, 영상처리, 가상현실, HCI 등 7분야 중 최소한 4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문교양으로 디지털스토리텔링 혹은 디지털디자인과 관련된 교과를 포함한 

인문과학영역 및 예술영역 교과목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5) 졸업생은 최소한 하나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 8 -

(6) 졸업생은 다양한 복잡도를 가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결과물을 개발하거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설계 및 개

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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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주관학회 : 한국정보기술학회)

1. 적 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정보기술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프로

그램 명칭에 정보기술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은 본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분

야에 대해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영역

교과영역은 정보기술 분야에 대하여 일반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학 과목은 최소한 6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학 과목은 이산수학, 수치해석,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학, 공업

수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정보기술 주제 교과목 중에서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

력 향상을 위해 정보 관리 및 관련된 프로그래밍,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분산 환경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컴퓨터 보안 관

리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졸업생은 최소한 하나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하여야 한다.

§ 졸업 요구 140학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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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주관학회 : 한국정보보호학회)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정보보호(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명칭에 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보안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

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은 본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분

야에 대해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

임 교수진은 정보보호(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경영

학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3. 교과영역

교과영역은 정보보호(공)학 분야에 대하여 일반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다

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학과 기초과학을 포함하여 최소한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은 

최소한 6학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학은 이산수학, 정수론을 포함하여야 하고 기초수학, 미적분학, 공업수학,

선형대수학, 확률과 통계, 추상(응용)대수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공학사인 경우 기초과학 과목 중 최소한 한 분야는 실험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4) 정보보호(공)학 주제 교과목은 정보보호(공)학 개론, 인터넷윤리는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

(5) 정보보호(공)학 주제 교과목은 또한 암호기술 분야, 시스템보안기술 분야, 네

트워크보안기술 분야, 응용보안기술 분야 중 각 분야별 최소한 1과목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졸업 요구 140학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이하 동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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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또는 ‘ABEEK’)의 공학인증기준2005(이하 ‘KEC2005' 또는 

’인증기준‘)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습득하는 능력과 자질(학습성과: Outcom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도(이

하 ’인증제도‘)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고유의 교육목표와 졸업기준에 따라 고유의 학위를 수여하는 교

육과정(혹은 학위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적 최하위 학사행정단위(단과대학,

학부(전공), 혹은 학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학부(전공), 혹은 학과)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를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한 실적과 더불어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인증평가의 대상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사행정단위와 그 학사행정단위가 속한 공학계

열 또는 컴퓨터․정보기술계열 단과대학(이하 ‘소속대학’), 대학본부의 행정부서, 컴퓨터․정보기술교육 

관련 부속기관 등을 포함하는 교육기관 전체이다. 공인원은 이러한 교육기관 전체를 평가하여 인증기준

의 모든 항목에 부합되도록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1. 자체평가보고서의 목적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자료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단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진행되는 공인원의 인증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자료이다.

(1)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인증평가 신청

(2)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3) 프로그램 평가단의 방문평가 

(4) 평가단은 방문평가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의 평가 결과를 요약한 “프로그램 부족사항설명서”(이하 

‘부족사항설명서’)를 방문평가가 종료된 이후 7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전달 

(5) 평가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속대학장은 부족사항설명서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결과에 대한 의견서(“7일대응서”)를 부족사항설명서를 전달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공인원에 제출

(6) 교육기관에 예비논평서 발송

(7) 평가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속대학장은 예비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과 보완

/개선된 사항(실적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는 “논평대응서“를 예비논평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공인

원에 제출

(8) 공학인증평의회(EAC)의 최종 인증판정

(9) 교육기관에 최종논평서 발송   

2. 자체평가보고서의 요구사항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절차의 중요한 과정인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기본자료이자 국내·외적인 

인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는 교육기관,

소속대학 및 학사행정단위와 프로그램의 장ㆍ단점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예: 학과, 학부(전

공))는 공인원이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본문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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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방문평가에 앞서 서면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는 인증평가대상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

를 들면,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체 자문위원회, 졸업생, 졸업생의 고용주

등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 품질개선 체계, 즉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서 프로그램 교육목표 및 프

로그램 학습성과는 핵심이 되는 기준으로 이 두 기준의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인증기준의 

달성목표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반면, 나머지 인증기준은 현황을 파악(조사/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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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4) 측정(혹은 현황조사, assessment)체계 운영을 통한 자료 수집 

(5) 수집된 자료의 분석(혹은 현황분석, evaluation)

(6)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분석 결과의 활용

(7)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개선된 실적

3. 취 지
인증평가 대상 교육기관은 공인원이 교육기관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술

되는 모든 자료는 공인원에서 제공한 당해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교육기관에서 정한 자체문서양식을 이용할 경우에도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항목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

도록 공인원에서 제공한 자체평가보고서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인원에 자체평가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명칭

인증평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 명칭이 자체평가보고서의 표지에 표기되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 명칭이 대학요람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명칭은 대학에서 발급되는 모든 증명

서(국문/영문)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학과 또는 학부

(전공))의 명칭과는 상이할 수 있다.

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교육기관은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별책부록 I 및 II 포함)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보고서 본문과 별책부록 I , II

: 프로그램 별 인쇄본 4부(자체평가보고서 본문에 한함)와 보조저장매체 1세트(검색이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된 CD/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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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I , II

: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만 입력

- 보내는 곳 

수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주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운영팀

(우편번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빌딩 17층

또한 “평가단 어드바이저” 등 참관인이 평가단에 포함되는 경우, 평가단 평가단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자체평가보고서 발송 후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드시 정오표 형태로 

작성하여 방문평가 최소 4주 전에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후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일부

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정오표 형태로 제출하여 평가받고, 그 정오표를 공

인원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이는 방문평가 이후의 평가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의하

여야 한다.

6. 기밀 사항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공인원과 공인원이 인정하는 대리인에게만 공개되며, 간략한 

요약자료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의 사전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 121 -



교육기관 자체평가보고서(KEC2005) 양식 ABEEK-2013-SR05-010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10.01- 4 -

7. 실행수준평가표

소속대학장(또는 독립학부장)과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는 각각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아래의 실행수

준평가표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하여야 한다. 한편, 평가단장은 방문

평가가 끝나면 소속대학에 대한 실행수준평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인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프

로그램과 소속대학의 운영 책임자들이 작성한 실행수준평가표는 인증사업단에게만 제공되며, 평가단에

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인증평가가 종료된 후 시행되는 평가분석을 위하여 수집되는 것이다.

실행수준평가표

 

교육기관 명칭 소속대학 명칭

학사행정단위 명칭 프로그램 명칭

작성자 (소속대학장 또는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작성 일시

구분 실행 요소
실행수준
(1 ~ 5)

평가 근거

가 교육목표

나 구 성 원

다 절    차

라 성과 평가

마 결    과

바 시 스 템

(도움말)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대학에 대한 실행수준과 평가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수

준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표에는 현재의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실행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 

쪽의 실행수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각 사항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실행수준을 1~5점 척도

로 표시한다.

가. 교육목표가 수립되어 있으며, 잘 유지되고 있는가.

나.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평가할 때 참여하고 있는가.

다. 필요한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라. 성과 평가가 실행되고 있는가.

마. 성과 및 다양한 절차의 결과들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바.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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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평가기준

항

목

수

준

교  육  목  표 구  성  원 절    차 성과 평가 결    과 시  스  템

1 잘 정의되지 않음 비공식적인 관계

절차가 정의되거나 

문서화되어 

있더라도 거의 

없음

임시 변통적인 

노력에 의존함

비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옴
보이지 않음

2

대강 정의되고 

문서화됨; 

사명에 명확히 

관련됨;

구성원의 참여 

증거가 있음

교육목표를 

정의하는 것과 

목표, 성과, 평가에 

약간만 참여됨

주요 절차들 

일부만 정의되고 

문서화됨;

사명과 프로그램 

목표에 명확히 

부합

성과 일부는 

체계적으로 

정의되고 개선됨;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정함

만족할만한 성과;

몇 개의 전공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경향의 

증거

초기 단계;

프로그램과 

단과대학 내에

부분적인 배치

3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정량평가 가능함;

사명과 구성원의 

필요에 명확히 

부합

교육목표를 

정의하는 것과 

목표, 성과, 

평가에 명확히 

포함됨;

약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의 증거

기준의 모든 주요 

요소에 대한 

절차가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관리됨;

사명과 프로그램 

목표, 구성원의 

요구에 명확히 

부합

모든 주요 성과가 

정의됨;

체계적인 평가와 

절차 개선이 

수행됨;

문제점을 예상하고 

예방함

우수한 성과;

여러 주요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경향;

체계적인 학습법에 

따른 결과임이 

증명됨

수행되고 있음;

프로그램과 

소속대학 전체에 

배치;

사명과 목적에 

따라 성립됨

4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정량평가 가능함;

사명에 명확히 

부합;

구성원의 필요를 

반영함;

체계적으로 

검토되며 심사,

개정됨

교육목표를 

정의하는 것과 

목표, 성과, 평가에 

적극 참여함;

모든 구성원 그룹의 

협력관계가 많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임의 증거

기준의 모든 

주요요소에 대한 

절차가 정량적으로 

이해되고 관리됨;

사명과 프로그램 

목표, 구성원의 

요구에 명확히 

부합

모든 성과가 

정의됨;

체계적인 평가와 

절차개선이 

수행됨;

많은 프로그램이 

참여함;

문제점의 근원을 

이해하고

해결함

훌륭한 성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경향;

체계적인 학습법에 

따른 결과의 증거

통합됨;

프로그램, 

단과대학, 

지원학과 전체에 

배치;

사명과 목적에 

따라 성립됨

5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되고 

정량평가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음;

사명에 명확히 

부합;

구성원의 필요에 

쉽게 적응됨;

체계적으로 

검토되며 심사,

개정됨

교육목표를 

정의하는 것과 

목표, 성과, 평가에 

적극 참여함;

모든 중요 

구성원들과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지속적임

기준의 모든 주요 

요소에 대한 

절차가 정량적으로 

이해되고 관리됨;

사명과 프로그램 

목표, 구성원의 

요구에 명확히 

부합;

다른 교육기관에 

의해 벤치마크로 

사용됨

모든 주요 성과가 

정의됨;

체계적인 평가와 

절차개선이 

수행됨;

많은 프로그램이 

참여함;

문제점의 

공통근원을 

이해하고 해결함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 지속적인 

결과; 그 결과가 

체계적인 과정에 

의한 결과임을 

명백히 밝힘

확고하고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시스템;

프로그램, 

소속대학, 

교육기관 전체에 

배치;

사명과 목표에 

따라 성립됨

주) 이 표에서 ‘사명’이라 함은 교육기관의 건학이념, 설립목적 또는 교육목표 등을 포함한다.

 
- 122 -



교육기관 자체평가보고서(KEC2005) 양식 ABEEK-2013-SR05-010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10.01- 6 -

□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이 장에는 프로그램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과 작성 지침 등을 기술하

였다.

프로그램에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는 본 양식에서 제시하는 장, 절의 제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

며, 본 양식이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은 별도의 장과 절을 정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리

고 공인원에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는 도움말로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0.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 및 제출문
표 0.1의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과 설명’을 참조하여 제출할 자체평가보고서의 표지를 작성한다.

또한 표 0.2의 ‘제출문’은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0.1 자체평가보고서 표지 양식과 설명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2013년 2월 1일

전자공학전공

IT공과대학

한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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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칭 >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설명 : “프로그램 명칭”에는 프로그램 명칭을 정확히 기술한다. 프로그램 명칭은 대학에서 발급되는 공식적인 

증명서에 적용되는 공학사를 제외한 학위 명칭과 동일하여야 한다.

예)

1. 전자공학심화 : 학위 명칭이 “공학사(전자공학심화)”일 경우 “전자공학심화”가 프로그램 명칭임.

2. 기계정밀공학전문 : 학위 명칭이 “공학사(기계정밀공학전문)”일 경우 “기계정밀공학전문”이 프로그램 명칭임.

< 제출일자 >
설명 : 제출일자에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xxxx년 x월 x일의 형태로 기술한다.

예) 2013년 2월 1일

< 학사행정단위 명칭  >
설명 : 학사행정단위 명칭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의 명칭을 기술한다.

예) 1. 화학공학과 : 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을 화학공학과에서 운영하는 경우

2. 기계공학부 기계정밀공학전공 

: 기계정밀공학전문 프로그램을 기계공학부 기계정밀공학전공에서 운영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이 행정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학부 명칭을 포함한 전공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명칭에 작성한다. 독립학부인 경우에도 여기에 작성한다.

< 소속 단과대학 명칭 >
설명 : 소속 단과대학(이하 ‘소속대학’ 이라고도 함) 명칭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의 상위 학사행정단위인 공학계열 소속대학 명칭을 기술한다. 만일 인증평가를 신청한 프로그램의 

소속대학이 없는 경우, 독립학부의 명칭을 여기에 다시 기술한다.

예) 1. IT공과대학 :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컴퓨터공학과의 상위 단과대학이 IT공과대학인 경우

2. 공과대학 

: 기계정밀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계공학부 기계정밀공학전공의 상위 단과대학이 공과대학인 경우    

3.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라는 독립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의 상위 학사행정단위인 경우          

< 교육기관 명칭 >
설명 : 교육기관 명칭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소속대학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기술한다.

예) 한국대학교

(주의) 본 양식에 표시된 “< xxx >"를 설명에 따라 작성하되, 제출일시, 학사행정단위, 소속대학, 교육기관 명칭을 

작성할 때 설명을 없애고 줄을 바꾸어 차례로 기술하고(”<“, ”>“ 기호도 삭제), 전체적인 형태와 디자인은 

교육기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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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인증신청 프로그램 명 (예) 기계공학전문 인증평가의 구분 신규 / 중간방문 / NGR

적용 인증기준 (예) KEC2005 적용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예) 기계공학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

국문명 영문명

소속 공학계열 단과대학 
명칭 (또는 독립학부 명칭)

(예) 공과대학 (예) Engineering College

소속 학부 명칭
(또는 독립학부 명칭)

(예) 기계공학부
(만일 없으면 공란)

(예)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소속 학과(전공) 명칭
(예) 기계공학과 혹은 

기계정밀공학전공 등
(예)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명

#1 #2

(예) 기계공학 (예) 기계정밀공학

학위명칭 국문명 영문명

학부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 공학사(기계공학전문) (예)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1

(예) 공학사
(만일 없으면 공란)

(예) BS in Engineering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2

(예) 공학사
(만일 없으면 공란)

(예) BS

대학원
석사 과정 (예) 공학석사(기계공학) (예) MS in Mechanical Engineering

박사 과정 (예) 공학박사(기계공학) (예)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교육인증제 시작년도 (예) 2008년 3월 최초졸업생 배출연월 (예) 2012년 2월 

인증신청 당시 최고학년(신규) (예) 3학년 학사행정단위 교수진의 수 (예) 15 명

학사행정단위 운영 책임자 학부(과)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책임자 (PD)
행정직원(조교)

이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졸업생 현황 재학생 현황

배출년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소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소계

2009년 

이전
1학년

‘09.3
~’10.2 2학년

‘10.3
~’11.2

3학년

‘11.3
~’12.2 4학년

‘12.3
~’13.2 총계

총계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졸업학점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보조인력

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설계
행정직원

(비정규직포함)
교육조교 실험실 기사 기타

외부기관 지원 현황 (예) 교육부 누리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넥스트사업 등

2013년도 인증평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자체평가보고서

의 모든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1일

O O 대학교 총장 O O O (인)

표 0.2 제출문 양식 (AMS 출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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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위 명칭

인증평가 대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하위 학사행정단위”(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의미함, 이하 

‘학사행정단위’)에서 수여하는 모든 학위의 명칭(주야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특수대학원과정의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에 명시되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열거하고, 인증제도 관련 내용(시작년도,

인증평가 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별도의 졸업기준과 학위명칭

으로 구분되는 교육과정(혹은 학위과정)을 의미한다. 즉,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을 모두 열거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방식

학사행정단위에 소속된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예; 주간편성, 야간편성, 산학협동, 교외수업, 원격강

좌, 인턴과정 등)과 규모를 기술해야 한다.

3. 학사행정단위의 연혁

학사행정단위의 연혁을 간단히 작성해야 한다.

II. 인증에 관한 요약

프로그램은 정확한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명확하고 자세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준에 있

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주요 인증기준별로 목표

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수립과 운영, 성과의 측정(또는 현황)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과 「평

가체계의 운영을 통한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프로그램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실적」등 지속적 품질개선(CQI) 체계로 운영

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

성도 또는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분석된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위원이 자체평가보고서만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충분한 근거

자료(가급적 부록에 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 자료는 중복 작성될 수 있으며, 중복 작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조되는 자체평가보고서 내용(해당 내용, 그림 및 표 등)을 포함하는 쪽 번호를 명확하

게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책부록에는 공인원에서 제시한 양식 외에 교육기관에서 인증평가에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또한 평가단(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평가를 위하여 자

체평가보고서 이외의 자료를 서면평가, 방문평가 또는 대응기간 중에 해당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늦어도 논평대응서 제출시기까지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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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교육목표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 즉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소속 학생이 졸업 후 2∼3년 내에 보유하기를 기대하는 능력

과 자질을 의미하므로 4년제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과 자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교육목표에는 산업체의 의견, 최신 기술동향, 졸업생의 진로, 재학생의 희망진로 등

을 고려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화된 교육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목표의 성취도는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합리적인 방

법으로 정기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1.1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정

1.1-1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문서화된 체계

가) 산업체를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원에 대한 정의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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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comes-based education)」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음. 여기서, 수요지향 교육은 목표 설정의 방법을 의미

하는 바, 교육의 실천적 목표를 교수나 학교 경영자 측면에서만 설정하지 말고, 교육의 수요자인 산업체,

국가 및 사회는 물론 학생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설정해야 함을 의미함.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공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원에는 산업체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을 포함한 구성원과 구성원별 중요성이나 역할 등을 기술함.

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문서화된 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문서화된 체계란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한 내규

나 운영 매뉴얼 등을 의미함.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의 내용에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교육목표에 반영

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시행 주체, 의견 수집 방법,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법 등 일련의 체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체와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더불어 졸

업생들의 진로와 재학생들의 희망 진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는 문서화된 체계를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 또는 운영 매뉴얼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양식에 대한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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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한 양식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모든 양식을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6.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제반 양식」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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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졸업생 진로조사, 재학생 희망진로 설문조사 등

▹즉, 예를 들어, 본 자체평가보고서의 목차에 「6.1 졸업생 설문조사 양식」, 「6.2 고용주/산업체자문단 

설문조사 양식」, 「6.3 FGI(Focus Group Interview) 양식」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고 

해당 양식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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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한 실적 (신규 평가에 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본 항목은 신규 평가 프로그램에 한하여 요구되며, 중간 또는 NGR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규 평가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시기가 도래하여 교육목

표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목표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3-2에서 측정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이나 개선 실적은 7.2의 해당 항목에서 기술함.

※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신규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위의 1.1-1 의 나)항과 같이 문서화된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 수집한 

실적을 요약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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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수집한 구성원의 의견을 교육목표에 반영한 실적 (신규 평가에 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본 항목은 신규 평가 프로그램에 한하여 요구되며, 중간 또는 NGR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규 평가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시기가 도래하여 교육목

표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목표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3-2에서 측정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이나 개선 실적은 7.2의 해당 항목에서 기술함.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목표 수립과 무관한 정보는 기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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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된 구성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1.1-4 교육기관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유기적 연관성

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육기관의 교육목표를 제시함.

나)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설명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제시함.

◦이 때, 교육목표의 항목별 내용이 4년제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에 부합함은 물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교육목표의 내용과 수준이 수립되

어 있음을 설명함.

다) 교육기관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유기적 연관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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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며,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교육기관 교

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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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목표의 공식적 공개

1.2-1 교육목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육목표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실적을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기술함.

▹교육목표를 공개하는 자료에는 학과 홈 페이지, 학과 소개자료, 학업이수가이드 등 학과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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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목표를 공개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1.3 교육목표 성취도의 정기적인 측정

1.3-1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과 더불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은 교육 개시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

육개선에 활용하여,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함.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교육목표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 평가 대상,

평가 시기 및 주기, 평가도구 별 자료 수집, 분석, 프로그램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함.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는 고용주 및 졸업생 설문조사, 졸업생 진로조사, 산학자

문위원회 개최, 초점그룹(focused group) 면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성취도 측정이란, 문서화된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목표의 성취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함.

◦교육목표 성취도는, 졸업 후 일정 기한(예를 들어 2~3년을 권장하며, 자체적으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이 

경과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함. 측정의 주기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

영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측정을 시행함으로써 안정화를 촉진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된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를 「별책부록 Ⅰ

(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 또는 운영 매뉴얼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 교육목표 평가체계에 대한 유의 사항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졸업생이 졸업 후 수년 내에 보유해야 할 포괄적인 역량을 나타냄.

◦또한, 학습성과와는 달리, 평가 대상이 졸업생들 또는 산업체 인사 등이 포함되어, 전수 평가가 불가능함은 

물론, 평가에 참여한 인사들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했을 때,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에, 교육목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성취도 달성 목표, 성취도 달성 수준 등을 고려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예 : 학습성과 평가체계와 유사하게 ‘졸업생 또는 평가 참여자의 70% 이상이 (상) 수준’ 등으로 설

정), 다양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성취도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프

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설문조사 항목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목표 (또는 학습성과) 항목들을 그대로 제시하여 중요도 또

는 성취도를 질의하기보다는, 해당 능력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동일한 교육목표 항목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한 경우, 측정된 결과를 조합(가중치

의 연산이나 평균 등)을 하면 각 도구별로 측정된 결과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각 평가도구별 측정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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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한 자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을 배출한 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시점인 20○○년이 도래하지 

않아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수립된 체계에 따라 연차별로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를 교육목표 항목별, 평가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교육목표 성취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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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학습성과는 학생이 졸업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므로, 4년제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는 물론 국제적 동등성에 부합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졸업시점에 있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평가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차원에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1 문서화된 평가체계로 학습성과 측정

2.1-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학습성과

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내용과 수준의 정당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고 있

음을 입증해야하는 일종의 교육목표를 의미함.

◦본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학습성과는 오랜 기간의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당연히 갖추어야할 능

력과 자질에 대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한으로 결집한 것이므로, 각 교육기관의 역사와 전통,

구성원의 차이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분명히 졸업 전에 또는 사회에 진출

하기 전에 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야할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의미함.

◦각 프로그램에서는 제시된 학습성과 외에도 프로그램 고유의 학습성과를 추가할 수 있음.

◦학습성과는 졸업하는 시점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므로, 교육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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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학습성과 항목별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내용과 수준의 정당

성을 기술함.

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유기적 연관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가 교육목표 달성이라면, 이를 위한 핵심적인 단계별 목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임.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음을 제시함.

▹필요한 경우,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2.1-2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측정가능한 수행준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성과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과 「지속적 품질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이 있어야 하며, 「순환루프(closed loop)」가 완성되어야 함.

◦인증기준 2의 핵심은 첫째, 학습성과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행 준거가 수립되어 있으며, 둘

째, 합리적인 평가 체계(학습성과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 수준의 설정, 문서화된 평가 절차 

및 평가 도구)에 있으며, 셋째, 졸업생 개개인이 프로그램이 정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과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목표로 하는 수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보여야 하는 것이며,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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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목별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학습성과의 핵심 내용(contents)과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동사

(action verb)를 선택하여 고유의 내용과 수준(수행준거)이 정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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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에서와 같이, 수립된 수행준거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통하여 프로그램 차원의 달성도를 객관적인 방법

과 절차에 따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수행준거별 루브릭과 평가기준은 물론 수행준거의 내용에 부합하는 성취수준, 평가도구, 측정

방법, 달성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특히, 평가체계의 합리성은 졸업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질의 수준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보

장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핵심 사항」이므로 면밀하게 평가될 것임.

■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임.

▹특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습성과 측정 결과로 연계하여서는 안됨 : 교과목 성적은, 해당 교과목에서 다

루는 전반적인 교과 내용, 학생들의 다양한 과제물, 출석 현황, 수업참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

로 대부분의 경우 상대 평가된 결과물이므로 학습성과 항목으로 구분된 특정 능력이나 자질의 수준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임.

▹다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연산처리(합산, 평균 등)하면 안됨 : 동일한 능력 또는 자질 

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도구 별로 측정된 결과가 편차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측정 결과를 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보유한 능력과 자질의 수준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학습성과 항목별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직접적인 평가도구가 포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간접적인 평가도구로 알려진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우, 학습성과 성취도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

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결과를 졸업생의 수준을 보장하거나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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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course embedded assessment를 통해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

취도를 측정할 수 있음.

2.1-3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는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 평가 대상, 평가 시기 및 

주기, 평가도구 별 자료 수집, 분석, 프로그램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

정함. 성취도 측정이란, 문서화된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성취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마다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된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체계를 「별책부록 Ⅰ

(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 또는 운영 매뉴얼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2.2 졸업생들이 모든 학습성과를 만족하는지 입증

2.2-1 평가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실적

 
- 127 -



교육기관 자체평가보고서(KEC2005) 양식 ABEEK-2013-SR05-010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10.01- 16 -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거나 경과된 프로그램은, 이전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시

점 이후, 수립된 체계에 따라 연차별로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를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

목별, 평가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2.2-2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목표 달성 여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졸업생이 배출된 경우,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로 목표로 하는 수준과 성취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목

표 달성 여부를 제시함.

▹필요한 경우, 목표 대비 성취도를 표로 제시할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모든 학습성과 항목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목

표 달성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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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영역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 및 

운영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이수체계와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수립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성과가 단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3.1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3.1-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세부평가항목 2.1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였으므로, 본 세부 평가항

목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평가의 대상임.

◦ 교육목표는 물론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수립과 적절한 운영이 핵

심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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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기회는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인턴십, 팀활동, 현장실습, 해외 교육기관

과 학생 교류, 기숙사 교육, 학생회, 동아리, 연구회, MT, 축제 및 체육 행사 등 일체를 포함하며, 학생 스

스로 얻을 수 있는 기회로는, 종교 활동, 농활, 해외연수, 방학 중 활동, 학기 중 부업, 학원 수강 등이 모

두 포함될 수 있음.

▹프로그램이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비교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들이 

학습성과 성취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교과목별로 학습성과 항목별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내용과 학생의 성취도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립하

여 강의계획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 명확하게 제시함과 더불어 각 교과목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이

루어질 것을 권장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이 학습성과 항목별 성취도

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 때, 「부록 Ⅰ 표 I-1 기본교과과정표」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함.

◦또한, 비교과 항목이 포함된 경우, 비교과 항목들이 학습성과 성취도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들과 교과목들과의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3.1-2 교과과정 이수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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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교과목 이수체계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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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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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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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도움이 되어야 함.

▹교과목들간의 선수-후수 관계가 명시된 공식적인 자료에는 이수체계도, 이수체계표 또는 선수과목이 명

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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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여 제시함.

3.1-3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과 이수 실태

가)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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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

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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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 실

적을 관리하여 인증평가 시 이수체계가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칙으로부터 비롯하여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체계를 갖는 문서화된 규정 또는 내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교과과정 이수제도에 관련된 상위 규정별로, 상위 규정의 명칭과 하위 규정에 위임을 허용하는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또한, 상위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규정 또는 내규에서는 위임을 허용한 상위 규정의 명칭과 수임을 

명시하는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는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나) 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공인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단과대학 또는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운

영 실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함.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을 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예를 들어, 모든 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에는 졸업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음. 이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들은, 학생들에게 졸업기준을 널리 공지하고 충분한 학업 이수 지도를 제공함을 물론 체계적인 졸업 사

정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졸업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이수제도를 널리 공지하고 충분한 학업 이수 지도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행 방안이 있을 것이며, 이를 본 항목에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수제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단과대학 또는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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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MSC, 전공, 전문교양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

가)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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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교과과정이 

제시되었으므로,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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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 운영 실적으로서 각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설계교과목의 경우 설계교육계획 포함), 과제물과 시험 내

용, 평가 방법 및 결과, CQI보고서 등이 관리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나 방

안을 제시함.

나) 모든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운영 실적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에서 제시한 모든 교과목의 운영을 관리하는 체계나 방안을 운영한 실적으로,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

의 교과목의 운영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3.1-5 MSC, 전공, 전문교양 교과목의 CQI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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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이에,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는 모든 교과목별 지속적인 개선(CQI)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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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의 CQI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 MSC, 전공, 전문교양 영역의 모든 교과목 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3.2 최소한 30학점 이상의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교과영역

3.2-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분야의 교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을 포함한 자연계열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학과 기초과학이다. 수학

과 기초과학에 충분한 기초가 있어야만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전문지식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여기서 기초과학이라 함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를 의미하며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30학점 이상의 수학과 기초과학 및 전산학 교과목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함. (단, 전산학은 

6학점까지만 인정)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최소한 30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MSC 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나) MSC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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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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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함.

다) 최소한 30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전산학 교과목을 최소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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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기초과학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편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소한 한 영역

에서는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가 완성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실험을 포함하여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

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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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모든 교과목이 수학, 기초과학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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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학 교과목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적시하고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 「기술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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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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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함」이라고 기술함.

3.3 설계교육과정을 포함한 최소한 54 학점의 전공 교과영역

3.3-1 전공 교과목을 최소 54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전공 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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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주제(전공) 영역은 최소한 54학점 이상을 포함하고, 저학년 과정에서의 공학주제 기초 교과목들과 고학

년 과정에서의 “심화된(advanced) 공학주제 교과목”(이하 ‘전공심화 교과목’)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유

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고학년의 전공심화 교과목들은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최신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

영되어야 하며 전공분야별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른 전문자격 또는 관련된 전문적 실무지식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공 교과목을 최소한 54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최소한 54 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전공 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나) 전공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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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

을 요약하여 제시함.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다) 최소한 54 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최소한 54 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

과목 지정 등)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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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설계 교과과정에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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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는 설계 절차나 설계의 결과물이 목표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

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을 포함함.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수학, 기초과학, 전공 영역의 이

론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반복

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함.

◦저학년에는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수행 절차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설계(또는 설계입문)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함.

◦고학년에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으로부터의 설계 경험을 아

우르는 종합설계(또는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명을 다음 표에 작성하여 자체평가보고서의 본문에 제시함.

기초설계 교과목 종합설계 교과목

교과목명

기타 정보
학점 수 개설 학년/학기 필수 여부 학점 수 개설 학년/학기 필수 여부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

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

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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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기초설계 교과목의 내용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 교과과정에서, 저학년에는 설계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수행 절차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창

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설계 (또는 설계 입문) 교과목을 포함해야 함.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기초설계 교과목의 교육내용, 교과목 운영방식, 학생들이 수행하는 설계 과제의 내

용, 평가방법, 강좌 개설현황, 학생들의 이수현황 등을 요약하여 제시함.

3.3-4 종합설계 교과목의 내용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 교과과정에서, 고학년에는 수학, 기초과학, 기타 교과목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전공에서 배운 기초 이

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 있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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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교수진의 밀착지도를 통하여 설계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된 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최신 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

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설계 교과목의 교육내용, 교과목 운영방식, 학생들이 수행하는 설계

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강좌 개설현황, 학생들의 이수현황 등을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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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의 내용

가) 설계 구성요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 구성요소란 설계 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함.

◦설계 구성요소의 예시로는 설계 목표, 기능과 성능 및 목표 이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 요

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결과 도출 및 보고 등이 포함됨.

◦프로그램은 전공의 특성과 최신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물론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프로그램이 수립한 설계 교과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있음. 단, 그 내용은 위에서 예시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설계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방법(개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현대적인 설계 이론과 방법의 개발, 설계 

문제의 공식화,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고찰, 가능성의 고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작

성 등)으로 설계 구성요소를 교육하여야 함.

◦단,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술함.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 및 항목별 설명.

▹기초 및 종합 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 및 교육 내용.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제시하거

나 강의계획서 전체를 제시함.

※ 위에서 제시한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일련의 설계 구성요소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

료(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나) 현실적 제한조건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현실적인 제한조건이란, 예를 들어, 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 

등 설계의 절차나 설계의 결과물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 조건을 의미함.

◦프로그램은 전공의 특성과 최신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물론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프로그램이 수립한 설계 교과과정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들을 

정의할 수 있음.

◦설계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함.

◦단,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현실적 제한조건 중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술함.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다양한 현실적 제한조건.

▹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루는 현실적 제한조건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제시하거

나 강의계획서 전체를 제시함.

※ 위에서 제시한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현실적 제한조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교

육 자료 및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다) Open-ended problem, Teamwork, Communication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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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란, 실험․실습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향하여 기 수립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임.

◦따라서 설계 교과목에서는 반드시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을 다룰 것을 요구함.

◦또한, 설계 결과물 도출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탐구, 수행 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 구현 및 테스팅 등 

점진적 상세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구는 여

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팀원들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술함.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을 다루고 있음.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Teamwork과 Communication Skill을 배양하고 있음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제시하거

나 강의계획서 전체를 제시함.

※ 위에서 제시한 기초 및 종합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Open-ended problem, Teamwork, Communication

skill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3.3-6 기초 및 종합설계를 제외한 개별 설계 교과목의 내용

가) 개별 설계 교과목에서의 설계 구성요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설계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즉,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 전체는 물론, 과정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또한,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현실적 제한조건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다만, 전체 설계 교과과정에 있어서, 설계 구성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

게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이 다루

는 설계 구성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을 교과목별로 요약하여 제시함.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다루는 설계 구성요소를 표로 제시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교과목들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기술함.

※ 위에서 제시한 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설계 구성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

료(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나) 개별 설계 교과목에서의 현실적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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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현실적 

제한조건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음.

◦다만,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다른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들로 이루어진 설계 교과과정에 

있어서, 현실적 제한조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이 다루

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교과목별로 요약하여 제시함.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다루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표로 제시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교과목들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기술함.

※ 위에서 제시한 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현실적 제한조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교육 자료 및 학생

들의 설계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다) Open-ended problem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팀을 이루어 설

계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다만,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설계과제에서도 

반드시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를 다루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들이 개

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를 다루고 있음을 설명함.

▹필요한 경우, 표로 제시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설계 교과목들의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발췌 또는 인용하여 기술함.

※ 위에서 제시한 설계 교과목에서 다루는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

료(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라) 설계 학점에 부합하는 설계 교육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계 교과목에서는, 「설계에 관련된」교육에 해당하는 비중만큼 설계 학점을 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과목 전체에서 「설계에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의 학점 수 전체를 설계 

학점으로 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설계에 관련된」 교육 이외에 전공 이론이나 실험․실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설

계에 관련된」 교육의 비중에 따라 교과목 학점 수 중 설계 학점으로 배정할 수 있음.

◦이 때, 「설계에 관련된」 교육의 비중이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① 전체 강의 시간에 대한 비중이나, ② 학생들이 수행하는 전체 학업 또는 과업에 대한 비중 또는 ③

프로그램이나 담당 교수가 합리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중

◦모든 설계 교과목은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의거하여 설계 학점 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된 학

점의 비중에 해당하는 설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교과목을 제외한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들의 설

계 학점 및 해당 학점을 부여한 논리를 요약하여 설명함.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설계 교과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표로 제시할 수 있음.

※ 위에서 제시한 설계 교과목별 설계 학점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설계 결

과물이나 보고서 등)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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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18학점 이상의 전문교양 교과목 

3.4-1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18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가) 전문교양 교과영역의 교과과정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전문가적 자질과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

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에 부합하고 기술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 예술 및 기타학문 분야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공학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지식으로, 광범위한 일반교양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

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팀의 구성원 및 리더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 문서 및 구두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의 의사를 비판적

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평생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

임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됨.

◦즉, 학생들이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전

문교양 교과목을 최소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함.

▹이러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개설한 교과목들은 연관성이 없는 일반적인 교과

목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져야하며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함.

▹기타 학문분야의 교과목들도 세부평가항목 3.1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프로그

램 학습성과와 명백하게 관련이 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 18 15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과정을 제시함.

나)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

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한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다) 최소한 18학점 이상 이수를 보장하는 제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들이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한 1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예를 들어, 졸업 기준, 필수 

교과목 지정 등)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등을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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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졸업생들의 자질과 학업성취도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교육기관은 교육목표

에 부합되도록 학생들을 평가, 상담, 관찰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수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하며, 학업과 진로에 대해 적시에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전입생(프로그램으로 중도 

진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등)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졸업생들은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4.1 평가

4.1-1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성적을 포함한 학업 이수 능력과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이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와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공학교육인증평가 이후 시행한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

여 제시함.

▹이 때, 신입생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 학생에 대한 평가에 관려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1-2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 방안 도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프로그램의 개선이 되는 대상에는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와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

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공학교육인증제도 있어서의 「분석」이란,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개선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본 자체평가보고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임.

▹예를 들어, 연구 논문 등에 비유하자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 등 다양한 

가공 절차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은 수집된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므로, 이

는 위의 4.1-1 항에서 제시한 결과에 해당함. 반면에, 「분석」과정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현」된 자

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가설을 입증하거나, 기존의 가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도

출하기 위함이므로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해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의 분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는 인증기준 7의 세부평가항목 7.2에서 제시함.

4.2 상담

4.2-1 상담 체계에 따르는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 신상 및 진로지도

가) 상담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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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이 수립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수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교과

목 수강, 학업, 진로, 신상, 취업 등에 대해 시기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아울러,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상담을 위한 체계에는 학생을 위한 학업지도, 신상 및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상담을 시행하는 주체, 시기,

분석, 프로그램의 개선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 상담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를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 또는 운영 매뉴얼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나) 문서화된 체계에 따르는 상담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에서 제시한 학생 상담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에 따르는 연차별 상담 실적을 프로그램에 소속된 교수별로 

요약하여 제시함.

▹필요한 경우, 표로 해당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

※ 학생 상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2-2 상담 결과의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 방안 도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 상담에 대한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학생 상담에 대한 결과는, 교수별 상담 횟수와 상담의 내용 등이 포함됨.

▹프로그램의 개선이 되는 대상에는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와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

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 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학생 상담 결과의 분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결과는 인증기준 7의 세부평가항목 7.2에서 제시함.

4.2-3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동등(substantial equivalence)한 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보유한 실력있는 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대학교는 물론 산업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 유관 정부 부처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 수와 프로그램이 배출하는 졸업생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

우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많은 노력들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나아가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상실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며, 이는 공학교육인

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진의 학생 지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록 Ⅰ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가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기술함.

▹본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문」에서의 연차별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에 대한 일관성도 확보하여야 함.

▹만일,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와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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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찰

4.3-1 학생에 대한 관찰이 시행되고 있으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상담과 달리 관찰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학업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행동을 의미함.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학업활동이 저조하고 소속감

이 결여된 학생을 집중 관찰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차별 학생 관찰 실적을 교수별로 요약하여 제시함.

▹필요한 경우, 표로 해당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

※ 학생 관찰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3-2 관찰 결과의 분석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 관찰에 대한 결과는 연차별로 「분석」되어 관찰을 시행하는 방안의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학생 관찰에 대한 결과는, 관찰을 시행한 대상이나 횟수와 관찰의 내용 등이 포함됨.

▹국내 현황을 볼 때, 관찰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관찰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므

로 이보다 적극적이고 효용성 있는 관찰 시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 관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관찰 시행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학생 관찰 결과의 분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4 전입생 수용정책과 취득학점 인정절차

4.4-1 전입생 수용정책 및 시행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이란,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복학생이란, 프로그램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이전에 입학하여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인

한 휴학을 마친 후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복학한 학생들을 의미함.

◦전입생 수용정책이란 전입생들이 기존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전입생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며, 둘째, 공학

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속된 전입생들이 기존의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

◦또한 「정책」이란, 「문서화된 체계」와는 달리, 공식적인 자료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프로그

램이나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의 존재 여부는 문서로 확인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시행 목적과 더불어 정기적인 시

행 실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입생 수용을 위한 정책이 있음을 「구체적인 시행 목적과 더불어 

정기적인 시행 실적」을 근거로 요약하여 제시함.

※ 전입생 수용정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가)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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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들이 기존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일차적으로는 전입생들이 

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들과 프로그램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동등성을 평

가하는 절차를 통하여, 전입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교과목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과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설된 학년, 학점 수는 

물론 교과목에서 다루는 실험과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동등성을 확인하여야 함.

◦또한, 전입생 학점인정 내역은 최종적으로 졸업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

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에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입생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

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나) 전입생 학점인정 시행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의 수에 대한 현황을 「부록 Ⅰ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 

요약하여 기술함.

▹즉, 전입생 전체 수 및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입생 수 등을 기술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입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관련하

여 수립된 규정에 따라,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시행한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즉, 연차별, 학생별로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등성이 

인정된 프로그램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등을 제시함.

※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실적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4.5 모든 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기준과 절차

4.5-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기준 및 절차

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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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졸업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충분히 공개하여야 함.

▹이는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이 학업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졸업기준은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하며, 졸업 기준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설계 교과목 및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특정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영역별 이수요건,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정한 졸업기준 등

◦이러한 졸업기준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 요건을 충족함으로 보장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졸업기준 및 졸업사정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나) 모든 졸업생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위에서 제시한 제반 졸업 요건을 감안하여, 졸업생이 배출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부록 Ⅰ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부록 Ⅱ 표 II-2 졸업생 현황」과 「제출문」에 제시된 정

보를 토대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연차별 졸업생 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함.

▹본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문」에서의 연차별 졸업생 현황에 대한 일관성도 확보하여야 함.

▹「부록 Ⅰ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

로그램의 졸업생들이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시함.

▹또한, 「부록 Ⅰ 3.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제시된 정보도 함께 확인함.

▹필요한 경우, 연차별, 졸업생별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표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졸업 사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다) 프로그램 간 이동에 관한 규정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 시점 1년 이내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

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음에 대한 사항도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

시된 규정으로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간 이동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

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라)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현황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관련 요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학생 이동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필요한 경우, 연차별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 실적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간 학생 이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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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프로그램의 학위명칭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하 ‘인증제도 운영 프

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일반 프로그램‘)의 구분이 분명하여야 함.

◦이러한 사실은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어야 함.

◦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단, 영문 명칭과 국문 명칭의 일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전문기계공학),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 CAC : 이학사(전문컴퓨터과학), BS in Computer Science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일반기계공학), BS in Engineering

▹ CAC : 이학사(일반컴퓨터과학), Bachelor of Science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학위 명칭이 적절함을 「부록 Ⅰ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

예정증명서」에 제시된 양식을 토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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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진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

도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교수진은 프로그램 발전 의지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교수의 교육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1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5.1-1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룰 전문능력을 갖춘 교수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

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므로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하

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과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함.

◦교수진은 프로그램 전문분야의 기술동향에 맞추어 기초 교과과정부터 최신 학문 분야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전임교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

여 편성된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진의 전공분야가 교과과정의 다양한 분야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교수진의 충분함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학기별로 개설된 강좌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교과과정을 효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진의 적절한 구성과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

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제시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룰 전문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적절함

을 「부록 Ⅰ 표Ⅰ-5. 교수진 정보 분석」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교수진의 구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수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5.1-2 교수의 강의 부담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의 5.1-1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 소속 교수진 규모의 적절함을 「부록 Ⅰ 표 

Ⅰ-4. 교수진 업무량 분석 (a) 강의 담당 실적, (b) 2012년도 전공 강의 담당 요약」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

대로 기술함.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교수진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수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교수진의 업무량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1-3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의 5.1-1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 소속 교수진 규모의 적절함을 「부록 Ⅰ 표 

Ⅰ-4. 교수진 업무량 분석 (b) 2012년도 전공 강의 담당 요약」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수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비율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2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의 구성

5.2-1 학생지도에 충분한 교수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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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목 강의와 함께 학생지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교수진은 학생에 대한 평가, 상담, 관찰을 통한 학생지도

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수

가 확보되어야 함.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하는 측면에서 교수진 규모의 적절함을 「부록 Ⅰ 표 Ⅰ-4. 교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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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원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나 교수-학생 비율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2-2 교수진의 충실한 학생지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의 5.2-1에서 제시한 내용을 감안하여, 교수진이 학생들을 충실하게 지도하고 있음을 인증기준 4의 세부

평가항목 4.1(평가), 4.2(상담), 4.3(관찰), 4.4(전입생) 등의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토대로 기술함.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3 교수진의 자기계발 노력

5.3-1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

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므로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교육열정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따라서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특정한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 개개인이 프로그램 내 위원회 운영 참여를 포함하여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교수진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는 내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3-2 공학교육을 위한 자기계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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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는 스스로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하며, 프로그램의 기술동향에 따라 자기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성 계발을 포함하여 교육방법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함.

◦교수진의 공학교육을 위한 전문성 계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교수학습법(강의 프리젠테이션 능력, 교안 개발 등)의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공학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등 공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역량 강화 활동 등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 개개인이 공학교육을 위한 전문성 계발 활동에 참여한 내역을 구

체적으로 제시함.

▹교수진의 공학교육을 위한 전문성 계발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 등

을 제시함.

※ 교수진의 공학교육을 위한 전문성 계발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3-3 전공분야 전문능력 계발 결과를 교육에 반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학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 개개인이 학회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교수진의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

선 방안 등을 제시함.

◦또한, 교수진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실적을 제시함.

※ 교수진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과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

문 평가 시 제시함.

5.4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

5.4-1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 결과를 교육에 반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상 현장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은 무의미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실무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교수 자신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교수는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 개개인이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교수진의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또한, 교수진의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실적을 제시함.

※ 교수진의 산업체 및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과 활동을 통한 결과를 교육에 반영한 구체적

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5 교육개선 활동의 교수업적평가 반영

5.5-1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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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의 업적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로 구성되는 바, 교육 부문 업적평가에는 강의담당 실적, 교

육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개선 활동으로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평가 활동, 공학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교육 및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교내외 인증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책부록 Ⅱ(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 자료)」의 「3.3.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등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Ⅱ(교육기관 및 소속

대학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5.5-2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교수진이 

전문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분야 계발 노력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이 제공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및 학사행정단위 차원에서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를 지원하

는 제도와 운영 실적을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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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환경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며, 행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6.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6.1-1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행정체계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정된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된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처리 과정을 갖추어져야 함.

◦행정처리 과정은 프로그램의 순환형 자율 개선구조를 운영하기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프로그램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포함됨.

◦프로그램 내의 조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

터 등도 필수적인 행정체계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프로그램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부록 Ⅱ 3.1.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제시된 정보

들을 토대로 기술함.

◦또한,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의 목적과 기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

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필요한 경우,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6.1-2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의 운영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위의 6.1-1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 프

로그램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여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요구하는 제반 규정의 수립, 교육과정의 수립 및 운영 등을 포함한 학교 

당국의 행정 지원 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한, 프로그램의 행정조직의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실적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2 공간, 시설, 장비

6.2-1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현황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함.

※ 아래의 6.2-2 항목에서 제시하는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함.

※ 공간,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2-2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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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육환경 중, 공간, 시설, 장비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함.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충분함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강좌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교과과정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항목과 수량, 규모 등에 대한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한 현황(6.2-2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함을 설명하여야 함.

▹공간, 시설, 장비의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

육환경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준에 대비한 보유 현황을 토대

로 한 적절성을 기술함.

※ 공간, 시설, 장비에 대한 현황 및 적절성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2-3 공간,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은 실험․실습 장비, 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교체, 현대화,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

여 실제로 시행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시설 및 장비의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임.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 장비와 관련 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 실적을 제시함.

※ 실험․실습 장비와 관련 시설물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적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3 재정지원

6.3-1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적절성

가) 재정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확보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구성원 모두가 실험․실습, 설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데 충분한 재료 구입비

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함.

◦재정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강좌의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현황을 토

대로 하여 이의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재정지원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재정지원 개

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첫째, 재정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둘째, 재정지원의 적절성을 기술함.

※ 재정지원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4 행정지원 및 교육보조

6.4-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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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진이 강의, 학생지도 등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진에 대한 행정적 보조를 

위해 프로그램이 소속된 학사행정단위(학과, 학부, 전공)에서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요구되며 전담 직

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함.

◦행정지원 인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정의하고,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정지원 인력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

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행정지원 인력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행정지

원 인력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첫째, 행정지원 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둘째, 행정지원 인력의 적절성

을 기술함.

※ 행정지원 인력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6.4-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진이 프로그램 교육목표가 달성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과 강의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보조 인력이 각 과목별 또는 교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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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교육보조 인력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교육보

조 인력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첫째, 교육보조 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둘째, 교육보조 인력의 적절성

을 기술함.

※ 행정지원 인력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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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개선

7.1 이전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신규 평가 프로그램은 제외)

7.1-1 이전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가) 결함(D)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나) 미흡(W)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본 항목은 중간 또는 NGR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요구되며, 신규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규 평가 프로그램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이전 인증평가를 통하여 접수된 최종논평서 상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개선된 

결과물 등에 대하여 기술함.

◦이전에 인증평가 이외의 다른 평가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따라 개선된 결과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장단

기 발전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을 결함(D) 평가를 받은 항목들과 미흡(W)

평가를 받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위의 가) 항 및 나) 항에 각각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 실

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 이전 평가 부족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7.2 교육개선 실적

7.2-1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성취도 측정 결과 분석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교육목표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은, 본 자체평가보고서의 인증기준 

1(교육목표)와 인증기준 2(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에서 제시한 성취도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공학교육인증제도 있어서의 「분석」이란, 성취도 측정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본 자체평가보고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임.

▹예를 들어, 연구 논문 등에 비유하자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 등 다양한 

가공 절차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은 수집된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므로, 이

는 인증기준 1과 2의 세부평가항목 1.3 및 2.1, 2.2 등에서 제시한 결과에 해당함. 반면에, 요구하는 

「분석」과정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현」된 자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가설을 입증하거

나, 기존의 가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해당함.

◦프로그램 개선의 범위에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및 그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육목표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분

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교육목표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구체적인 실적 자

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7.2-2 다양한 내․외부 평가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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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프로그램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을 통한 공학교육품질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이를 위하여, 교육목표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다양한 내·외부 평가를 통

하여 수집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내·외부 평가란,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와 외부 기관, 예를 들어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등 정부부처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의미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양한 내·외부 평가를 통하여 수집한 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실적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함.

▹프로그램 개선의 범위에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및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7.2-3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이라고 

현 위치에 기술함.

◦본 기준은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성과중심 교육」을 추구하고자 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바, 성과중심 

교육이 기준 1과 기준 2 뿐만 아니라, 모든 인증기준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함. 즉, 모든 기준 별로 프로

그램은 목표설정 → 실행 → 측정(평가) → 개선의 순환형 자율 개선(CQI) 구조의 운영을 요구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였음.

▹세부평가항목 1.3에서 수집한 교육목표 성취도 측정 결과를 7.2-1에서 「분석」하였음.

▹세부평가항목 2.1에서 수집한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결과를 7.2-1에서 「분석」하였음.

▹세부평가항목 4.1에서 학생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세부평가항목 4.2에서 학생 상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음.

▹인증기준 5에서 교수진의 규모의 적절성과 활동 내역의 적절성을 「분석」하였음.

▹인증기준 6에서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적절성을 「분석」하였음.

▹다양한 내․외부 평가를 통하여 수집한 결과를 7.2-2에서 「분석」하였음.

◦본 항목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프로그

램을 개선한 실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프로그램 개선의 범위에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및 평가체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법,

교수진, 교육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

선한 실적을 제시함.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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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교수진과 교과영역에 대해 특정 전공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기준 3과 5의 요구사

항은 물론 인증기준 8의 교수진과 교과영역 요구사항도 만족하여야 한다.

8.1 교수진

8.1-1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수의 수의 적절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각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16개 학문분야 별로 주관학회와 유관학회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진과 

교과영역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기준 5에서 기술하고 있는 교수진은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 8의 교

수진은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은 기준 1～7의 일반 인

증기준요구사항은 물론 기준 8의 교수진에서의 요구사항도 만족시켜야 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에서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함.

8.2 교과과정

8.2-1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만족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각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16개 학문분야 별로 주관학회와 유관학회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진과 

교과영역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기준 3에서 기술하고 있는 교과영역은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 8의 

교과영역은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은 기준 1～7의 일

반 인증기준요구사항은 물론 기준 8의 교과영역에서의 요구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에서 이 요구사항

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함.

◦즉, 다음과 같이 3 종류로 구분됨.

◦특정 교과목의 개설이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프로그램에서 해당 교과목을 개설 또는 편성하고 

있음을 제시함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나열하여 제시하고,해당 교과목을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 관계가 명시된 규정을 제시함

▹또한,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모든 졸업생들이 이수하였음을 제시함.

◦특정 능력(지식)의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

※ 아래의 8.2-2에서 평가함

※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8.2-2 (능력(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졸업생 능력 측정을 위한 문서화된 체계와 측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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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정 능력(지식)의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해당 능력(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립한 문서화

된 체계를 제시함.

▹또한, 문서화된 체계에 따라 모든 졸업생들에 대하여 해당 능력(지식)의 보유 여부를 평가한 실적을 제

시함.

▹아울러, 모든 졸업생들이 해당 능력(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함.

※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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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부록에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 입력함. 별책부록 I

양식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자료는 평가위원이 방문평가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비

치하도록 한다. 만일 방문평가 전 별책부록I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평가 최소 4주전에 공

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이후에 별책부록I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 시 평가

위원에게 제출하고 또한 공인원에 추가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는 방문평가 이후의 평가절차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

- 강의계획서와 같이 많은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평가위원이 참조가 용이하도록 세부목차(쪽 번호 

포함)를 표 I-1 기본 교과과정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

에도 표 I-1에 제시된 전문교양, MSC(또는 BSM), 공학주제 교과영역과 관련된 모든 교과목의 강

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학점이 포함된 교과목은 설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본 별책부록I 양식에서 제공한 표와 자료는 프로그램 평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으

로,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작성한 표와 자료는 위의 목차에 기술된 제목과 달리하여 별

도로 준비하고, 표 번호는 I-6, 자료 번호는 6. 이상으로 정의하고 목차에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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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자료 표

표 I-1 기본 교과과정표1

교과
영역 교과목명

개설
학년-
학기2

학교
이수
구분3

인증
이수
구분3

주관
학사행정
단위4

인증
기준5

졸업
학점5

학점구성6

시수7
쪽 번호8

(부록 
I의 2.)소계 이론 설계 실험 실습

전문

교양

교과목1

교과목2

(예) 공학윤리 1-1 전필 인필 교양학부 3 3 0 3 25

(예) 산업경제 1-2 전선 인선 경영대학 3 3 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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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1

기초
과학
(S)

교과목1

교과목2

(예)물리및실험1 1-1 물리학과 3 2 1 0 4 121

전산
학
(C)

교과목1

교과목2

(예)프로그램밍 1-2 교양학부 3 1 1 1 4 151

MSC 소계(b) 30 30 36 31 4 1 42

공

학

주

제

설계
학점

교과목1

교과목2

(예)공학설계입문 1-1 공대공통 3 0 3 0 0 3 201

(예)전자회로실험 3-1 학과 3 0 2 1 0 4 301

(예)캡스톤설계 4-1 학과 3 0 3 0 0 3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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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01

미포함 소계(ii) 42 45 87 75 10 10 95

공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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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1. 기본 교과과정표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당해연도의 교과과정을 기술하고, 교과과정의 변화

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방문평가 시에는 이에 대한 원천 자

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개설 학년 및 학기를 기술한다. 이는 교과과정에 표시된 학기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타에 기술된 교과목 혹은 개설학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수한 학

기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표기하는 방식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의 

예를 따를 수도 있다. 만일 복수학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학기 모두를 기입한다.

(작성 예) 개설 (학년)-(학기)

4-1 : 4학년 1학기

3-2 : 3학년 2학기 

3. 학사행정단위에서 정한 교과목 이수구분과 인증제도 운영프로그램이 정한 교과목 이수구분을 

기입한다.

4. 주관 학사행정단위는, 학사행정단위에서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학사행정단위 명”을 사

용하고, 다른 학사행정단위에 해당 교과목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학사행정단위 명”을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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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교양학부, 물리학과, 수학과). 그리고 공과대학 공통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대공통” 등으

로 표기한다.

5.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학점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졸업기준에는 프로그램이 소속

된 학사행정단위를 졸업하기 위한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을 기입한다.

6. 공인원에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한 학기 이수학점(one semester credit-hour)”은 매주 한 시간

의 강의 또는 한 시간 반 이상의 실험을 의미하고, “한 학년도(one academic year)”는 일반적

으로 4번의 시험과 최소 30주간의 수업을 의미한다. 만일 프로그램이 다른 기준을 이용한다면,

그 차이점을 반드시 설명한다.

7. 교과목에 배정된 시수를 기입한다.

8. 부록 I의 2.에 첨부되는 강의계획서의 쪽 번호를 기입한다.

9.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졸업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기입한다.

10. 프로그램이 소속된 학사행정단위를 졸업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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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교과과정의 개정 내용 및 설명

*. 최근 6년간(또는 첫 번째 NGR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

터 방문평가 연도까지)의 교과과정의 개정 내용을 ‘당해연도-5년’(혹은 인증제도 개시 연도)

부터 ‘당해연도’(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이 때 ‘당해연도-5년’(혹은 인증제도 개시 연도) 란에 개설한 교과과정 전체를 나열하고 여

기서부터 연도에 따라 개정된 교과과정의 내용을 왼쪽으로 기입하여 ‘당해연도’에 이르

도록 표기하도록 한다. 즉 ‘당해연도’와 ‘당해연도-5년’(혹은 인증제도 개시 연도)은 전체 

교과과정을 기입하고 나머지는 변경된 내용을 밑줄을 포함하여 기입한다. 아래의 표에서 

2007년도와 2011년도가 이에 해당된다.

*.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개정 내용을 교과영역/교과목별 연도별로 개정(신설, 폐지, 명

칭변경, 내용의 변경 등을 포함한)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을 개정했지만 대체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들은 한 줄에 작성한다. (아래 표에서 ‘공학및경제’ 교과목의 예)

*. 아래에서 제시한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표에서 제시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한다. (교과과정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난 6년간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포함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교과
영역

교과목명1

(당해년도)
(2012년)

개설
학년-
학기

학점
교과목의 개정 내역2

비고3

당해년도-1
(2011년)

당해년도-2
(2010년)

당해년도-3
(2009년)

당해년도-4
(2008년)

당해년도-5
(2007년)

전문

교양

교과목1 1-1 3 ← ← ← ← 교과목1

교과목2 1-1 3 ← ← ← ← 교과목2

(예)
법과경제 1-2 3 ← ← ← 법과경제4 법과경제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

(예)
공학윤리 1-2 3 ← 공학윤리 ← ← 공학및윤리 교과목명 변경

(예)
공학및경제 1-2 2 공학및경제 ← 공학경제 ← 경제학

교과목명 변경
표 하단에 (A)에 
자세히 설명

M

S

C

수학
(M)

교과목a 1-1 3 ← ← ← ← 교과목a

교과목b 1-2 3 ← ← ← ← 교과목b

(예)선형대수
(폐지)5 2-2 3 (폐지) 선형대수5 ← 선형대수 2008년 선형대수 

폐지 (B)에 설명

기초
과학
(S)

교과목c 1-1 3 ← ← ← ← 교과목c

교과목d 1-2 3 ← ← ← ← 교과목d

(예)
물리및실험1

1-1 3 ← 물리및실험1 ← ← 물리학 교과목명 변경,
실험을 포함,

전산
학
(C)

교과목e 1-1 3 ← ← ← ← 교과목e

교과목f 1-2 3 ← ← ← ← 교과목f

(예) C언어
(신설)5 1-2 3 ← ← ←

C언어5

(신설)
2005년 C언어 신설

(C)에 설명

공

학

주

제

설계
학점

교과목i 3-1 3 ← ← ← ← 교과목i

교과목ii 3-2 3 ← ← ← ← 교과목ii

(예)
공학설계입문

1-1
/1-26 3 ← ←

공학설계입
문 ← 설계기초

교과목명 변경,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

(예)
전기회로실험

1
2-1 3 ← ← 전기회로실

험14 ← 전기회로실
험1

설계학점을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
시수를 4시간으로 

변경

켑스톤설계 4-2 3 ← 캡스톤설계4 ← ← 켑스톤설계

4-1학기에서 
4-2학기개설,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

설계
미

포함
학점

교과목iii 3-1 3 ← ← ← ← 교과목iii

교과목iv 3-2 3 ← ← ← ← 교과목iv

(예) 동역학 2-2 3 ← ← 동역학4 ← 동역학 배정된 학습성과 
변경

(예)
전자회로2

3-2 3 ← 전자회로24 ← ← 전자회로2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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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의 표를 이용하여 설명한 예)

(A) 2007년도에 ‘경제학’ 교과목이 

- 2008년에 교과과정위원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2009년도부터 ‘공학경제’로 교과목명을 변경

- 2010년에 교과과정위원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2011년도부터 ‘공학및경제‘로 교과목명을 변

경하여 2012년 현재에 이름

- 따라서 ‘경제학’, ‘공학경제’는 ‘공학및경제’의 대체교과목으로 인정

(B) 2007년도에 ‘선형대수’ 교과목이

- 2009년에 교과과정위원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2010년도부터 폐지

(C) 2008년도에 ‘C언어’ 교과목이 신설

(도움말)

1. 자체평가보고서 부록 I-1에 기술된 당해 연도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명을 교과영역별로 

기술한다.

2. 최근 6년간(또는 첫 번째 NGR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

터 방문평가 연도까지)의 교과과정의 개정 내역을 기술한다.

- 만일 교과목명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교과목명을 기입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

이 있을 경우 비고란(혹은 표 하단)에 설명

- 교과목명의 변경 없이 교과목이 개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시수, 학점수, 강의계획서의 내

용의 대폭적인 수정, 개설학기, 학습성과(배정된 학습성과의 변경), 이수구분(필수, 선택 

등의 변경)에도 해당되는 세부적인 모든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 만일 임의의 년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연도(그 년도의 좌측)에 교과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의 년도(우측) 교과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뜻으로 

‘←’을 기입한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2006년도 전자회로 교과목이 2007년도에 변경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에서 2007년도/전자회로 란에 ‘←’을 기입한다.

3. 비고란에 교과과정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교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칸이 부족할 경

우 표 하단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위의 표 하단에 (A), (B) 및 (C)가 이에 대한 예이다.

4. 교과목명의 변경 없이 교과목의 다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과목의 내용이 개정되었음

을 표시하기 위하여 동일 교과목명을 기입하고 밑줄을 친다.

5. 신설 혹은 폐지된 교과목의 경우는 교과목 옆에 ‘(신설)’ 혹은 ‘(폐지)’를 기입한다. 특히 신설 

혹은 폐지된 연도에도 표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표 하단 설명 (B) 및 (C) 참조)

6. 복수 학기에 개설되는 경우는 복수 학기 모두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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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a)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
(e)

전체 학생 수
(f=d+e)

2010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0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

(도움말)

1.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의 수를 학년별, 학기별, 프로그램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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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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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을 당해년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별첨 3.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

: 최근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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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설명한다.

*. 표 1-3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1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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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표 1-3에 복학생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1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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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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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도2 비고(연구년,

보직, 파견 등)학년도 
학기 구분 교과목명 교과영역5 학점

2011학년

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1학년

도 

2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2학년

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2학년

도 

2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활용된 자료의 학년도와 기간을 나타내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을 기입한다.

3. 해당 교과목이 학부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분되는 과정 명칭(예: 야간대학

(원))을 기입한다.

4. 해당 학년도 및 학기에 강의한 총 학점 수를 기입한다.

5. 교과영역에는, EAC에서의 MSC, 공학주제(전공), 전문교양, 또는 CAC에서의 BSM, 전공, 기타영역 

중 한 영역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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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12년도 공학주제 강의 담당 요약

프로그램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공학주제로 개설한 교과목 총 학점 수 학점

프로그램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분반까지 고려한
공학주제 개설 교과목 총 학점 수 (a+b)

학점

전임교수 담당 학점 수(a) 전임교수 수(c) 전임교수 1인당 
담당 학점 (a/c)

비전임교수 담당 학점 수(b) 비전임교수 수(d)
비전임교수 1인당 
담당 학점 (b/d)

전임교수 공학주제 
담당 비율

[a/(a+b)×100] (%)
%

비전임교수 공학주제
담당비율

[b/(a+b)×100] (%)
%

(도움말)

1. 표 I-4(a) 교수진 업무량 분석표(강의 담당 실적)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연도를 기준

으로 작성한다.

2.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연구년 수행, 파견 등)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c) 지난 3년간 학생 지도 업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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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되어 있는 

전체 학생 수를 기입한다.(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소속 학생 포함)

2. 저학년 재학생을 다수의 학사행정단위가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이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소

속 학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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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

전임1,

비전임(겸임/계

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최종

학위

최종학위를 

받은 

교육기관과 

연도

경  력 전문

자격

(예,

기술사)

소속전문
학회

세부전공

분야정부/

산업체 

이전교
육기관
근무년

수

현 
교육기관
근무시작

년월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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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계획서

부록 표 I-1 ‘기본 교과과정표’에 수록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포함된다. 강의계획서는 교육기

관 혹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출력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이는 자체평가보고서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와 재학생이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강의계획서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강의계획서는 최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을 주관하는 학사행정단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작성자의 성명과 작성일시1)

- 수업일정(주당 강좌 수 및 강좌당 시간), 교재 및 부교재

- 교과목의 목표, 과목 내용 및 운영방식 설명(설계학점이 포함된 교과목인 경우 설계 내용 및 설명

이 꼭 포함되어야 함)

-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 과목수강 필수조건(예: 선수 교과목명)

- 교과목의 전문교양, MSC, 공학주제(설계 교과목 포함) 등 해당 교과영역, 배당학점, 시수 등 표시   

- 본 교과목의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표 I-1의 마지막 칼럼에 쪽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강의계획서에 대한 목차로 대체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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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부록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을 작성하

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때 사용한 성적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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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미만일 경우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시점

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졸업생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분석하여야 한다. 만일 프로그램에서 아직 졸업생

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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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성적증명서는 비치자료로 준비하여 방문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성적증명서이어야 하며, 전입생이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

램에 수용된 경우 이 학생들을 샘플로 꼭 포함하고, 전적대학, 전적 프로그램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이전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반드시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제

시하여야 한다.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중도 진입한 전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전적 프로그램 또는 인

증제도 운영 개시 이전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고 학점 인정 절차를 통해 대체 인정받은 교과목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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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발급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프로그램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

문으로 증명서당 4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

문으로 증명서당 6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일반 프로그램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첨부)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증명서를 샘플로 첨부하되, 인적사항(이름, 주

민번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부족

사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학사행정단위가 소속을 의미하는 “전공”일 경우, 소속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

를 영문의 Major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하는 전공을 영문으로 표

현할 경우에는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항목에 표현되는 것이 적절

한 용어이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취업과 진학 등에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증

명서이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이며, 졸업증명서에 준하여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소속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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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규정을 첨부한다(학칙 등의 상위 규정에 의해 위임된 인증제

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내규나 세부 지침 그리고 각종 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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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제반 양식

프로그램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들을 여기에 첨부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졸업생 

설문조사 양식, 고용주/산업체자문단 설문조사 양식, FGI(Focus Group Interview) 양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수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당 양식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록의 목차에 그 순서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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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II 목차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

※ 인증평가지원시스템(AMS)에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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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1. 여기 별책부록II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자료는 평가단이 방문평가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만일 방문평가 전 별책부록II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평가 이전 최소 4주 전에 공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그 이후에 별책부록II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평가시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 공인원에 접수하도록 한다.

2. 목차 4. 참고자료 양식에 따라 자료를 첨부한다.

3. 다수의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목차를 작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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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여기서는 공학사 또는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모두를 소속대학이라 통칭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II의 

양식과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소속대학에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 II는 본 양식의 형

태로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본 양식 이외의 소속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은 별

도의 장, 절을 이용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공인원에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 별책부록II에는 자체평가보

고서 별책부록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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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현황

공인원에서 제정한 인증기준을 적용한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최초 개시 연도와 지금까지의 인증

평가 현황과 과정을 기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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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의 기능, 활동내용 등을 요약 기술

2. 소속대학의 배경

2.1. 공학 학사행정단위

교육기관과 공학교육을 담당하는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소속대학 등의 학사 행정단위와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포함)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의 책임자(예,

교무 부총장 혹은 교무처장, 소속대학장, 독립학부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기관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자료 3.2.에 작성하고, 공학주제 교과영역에 포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및 기타 공

학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공학학사행정단위를 학과, 학부(전공), 프로그램별(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 학사행정단위의 임무와 업무를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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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학교육 프로그램 모두가 단일 소속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학위를 수여하는 

단과대학에 대하여 설명하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학사행정단위의 현황을 참고

자료 3.2. 전체 조직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2.2. 프로그램과 학위 명칭

교육기관의 다양한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인지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수여 받는 모든 학위의 명칭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한다. 제시되는 모든 프로그램 명칭은 대학요람

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명칭

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2.3 교수 인사제도

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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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별로 입학 및 졸업요건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하나의 학사행정단위 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 학사행정단위 전체로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각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이 다른 경우, 입학은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술하고, 졸업 요건은 프로그램 별로 작

성하여야 한다.

3. 인증제도 지원

소속대학은 프로그램이 공학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 자료 수집, 분석, 평가 

등을 지원하고, 소속대학 내의 모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고 변경하

는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소속대학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절차와 수행실적 등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 자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본문과 중복 작성될 수 있다.

소속대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증평가 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서 운영

하는 모든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인증 체계에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1. 프로그램 운영지원

소속대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 수집, 분석, 평가, 개선 등에 대한 제반 환경에 관하여 

소속대학이 지원하는 제도 및 절차, 점검 실적 등에 관하여 인증기준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소속

대학은 프로그램에서 수립한 체계가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분석, 평가한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프로

그램에서 요구한 개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소속대학 또는 공학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예, 공학

교육센터 혹은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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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 인용하고 이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대학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국문 

및 영문 학위명칭의 구분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속대학 소속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과목을 타 교

육부서(혹은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과목의 학습내용 및 학습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속대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증평가 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교육개선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3.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교육기관과 공학관련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독립학부를 포함한 소속대학 등)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의 책임자(예, 교무 부총장 및 교무처장, 소속대학장, 독립학부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여 전체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정보처 등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 및 교육지원부서 포함

- 소속대학의 경우 소속대학과 소속 학사행정단위의 관련성을 자세히 작성 

- 소속대학의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육을 운영하는 이과대학, 교양학부, 컴퓨터 학과 등은 

자세히 작성 

- 소속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학사행정단위는 간략하게 작성

3.3.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교육기관이나 소속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을 첨부한다(학칙 등의 상

위 규정에 위임 근거를 두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내규나 세부 지침 그리고 각종 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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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단
위

(학과,
학부,
전공)

프로그램
명칭1 학위명칭 프로그램 

운영방식2

수료
기간
(년)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현시점 
프로그램 
인증상태3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주
간

야
간

기
타

인증
평가
받음

인증
평가
받지
않음

예)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심

화
Electronics
Engineering

공학사(전
자공학심화
)

B.S. in
Electronics
Engineering

√ 4 홍길동 IV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Engineering 공학사 B.S. in
Engineering

√ 4 박기호 √

√

기계공학부
기계정밀공

학심화
Engineering √ 4 강감찬 √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심

화
Engineering √ 4 을지문 √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

공학심화
Engineering √ 4 이순신 √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Engineering √ 4 이순신 √

4. 참고자료

4.1.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 표 

표 II-1 공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도움말)

1.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다. 프로그

램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두 프

로그램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평가인 경우

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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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졸업생 현황

(AMS 제출문에서의 DATA로부터 자동 생성됨 -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학 년 도 학사행정단위 명
(학과, 학부, 전공)

학부 졸업생 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계

2007

(예) 전자공학과 20 28 48

(예) 기계공학과 15 20 35

(예) 화학공학과 20 19 39

(예) 토목공학과 36 30 66

계 91 97 188

2007

2009

2010

2011

2012

(도움말)

1.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소속대학 내의 학사행정단위 별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학생 수 현황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증제

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또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이수

자 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2. 만약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면 인증개시 이후 최고학년 학생에 대하여 전입(편입, 전

과, 복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현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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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부록I의 프로그램별 증명서에 입력한 정보로부터 자동 생성됨 -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공학교육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

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모든 프로그램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

문으로 증명서 총 4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

문으로 증명서 총 6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증명

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하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부족

사항으로 지적 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전공"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할 경우, 영문증명서에서 Major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며,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용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요구하는 것으로 취업과 진학 등에 매우 중요한 

증명서이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며, 졸업증명서에 준하여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소속 여부가 명기되어야 한다.부 지침 그리고 각종 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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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영역

교과목명
당해년도

개설
학년 학

기
학점

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
비고

대체교과목 유사교과목

전문
교양

교과목

교과목

예 공학윤리 공학및윤리 산업과윤리 윤리학 윤리생활 전통윤리

예 산업경제 공학경제 산업및경제 경제학 거시경제

수학
교과목

교과목

기초
과학

교과목

교과목

전산
학

교과목

교과목

공

학

주

제

설계
학점

교과목

교과목

예 공학설계입문 창의설계 기초설계
입문

설계
미
포함
학점

교과목

교과목

별첨 2.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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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KEC2005 자체평가보고서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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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

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부록 Ⅰ 표 I-2 강의 규모와 수업방식」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전

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3.2-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분야의 교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0페이지)

나) MSC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

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부록 Ⅰ 표 I-2 강의 규모와 수업방식」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

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함.

■ 3.3-1 전공 교과목을 최소 54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1페이지)

나) 전공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

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함.

■ 3.2-1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MSC) 분야의 교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0페이지)

나) MSC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수체계에 따라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

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함.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

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3.3-1 전공 교과목을 최소 54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1페이지)

나) 전공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별첨3. KEC2005 자체평가보고서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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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

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성적을 포함한 학업 이수 능력과 희망 진로가 중

요한 요소이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와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공학교육인증평가 이후 시행한 학생

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이 때, 신입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별책부록 Ⅱ 표 II-6 신입생 

현황」에서 제시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함.

※ 학생에 대한 평가에 관려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3.4-1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18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6페이지)

나)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

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한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

함.

▹「부록 Ⅰ 표 I-2 강의 규모와 수업방식」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전

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4.1-1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27페이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학생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점과 재학 중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등에 대

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성적을 포함한 학업 이수 능력과 희망 진로가 중

요한 요소이며,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와 희망 진로가 중요한 요소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공학교육인증평가 이후 시행한 학생

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이 때, 신입생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 학생에 대한 평가에 관려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3.4-1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 18 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 (26페이지)

나) 전문교양 영역의 교과목 개설 현황 요약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과과정은 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 이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

당 교과목들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한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

함.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함.

■ 4.1-1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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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30페이지)

가)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들이 기존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일차적으로는 전입생들이 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들과 프로

그램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하

여, 전입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교과목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과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개설된 학년, 학점 수는 물론 교과목에서 다루는 실험과 프로젝트 등을 포

함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동등성을 확인하여야 함.

◦또한, 전입생 학점인정 내역은 최종적으로 졸업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에 수립되어 시행되

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입생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단, 「부록 Ⅰ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의 「별첨 :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 포함)」에 제시된 정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

여야 함..

■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30페이지)

가)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들이 기존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일차적으로는 전입생들이 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들과 프로

그램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하

여, 전입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교과목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교과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개설된 학년, 학점 수는 물론 교과목에서 다루는 실험과 프로젝트 등을 포

함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동등성을 확인하여야 함.

◦또한, 전입생 학점인정 내역은 최종적으로 졸업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에 수립되어 시행되

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입생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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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30페이지)

나) 전입생 학점인정 시행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의 수에 대한 현황을 「부록 Ⅰ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에 제시
된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 요약하여 기술함.

▹즉, 전입생 전체 수 및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
입생 수 등을 기술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입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생 학점인정 절차에 관련하여 수립된 규정에 따라,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
차를 시행한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즉, 연차별, 학생별로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등성이 인정된 프로그램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등을 
제시함.

▹이 때, 전입생 현황에 대해서는 「별책부록 Ⅱ 표 II-7 전입생 현황」에서 제
시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함.

※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실적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4.4-2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시행 실적 (30페이지)

나) 전입생 학점인정 시행 실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전입생의 수에 대한 현황을 「부록 Ⅰ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에 제시

된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 요약하여 기술함.

▹즉, 전입생 전체 수 및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

입생 수 등을 기술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입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생 학점인정 절차에 관련하여 수립된 규정에 따라,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

차를 시행한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함.

▹즉, 연차별, 학생별로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전적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등성이 인정된 프로그램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등을 

제시함.

※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 및 실적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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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졸업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

여 충분히 공개하여야 함.

▹이는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

장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이 학업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임.

◦졸업기준은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

립되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하며, 졸업 기준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설계 교과목 및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특정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영

역별 이수요건,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

으로 정한 졸업기준 등

◦이러한 졸업기준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 요건을 

충족함으로 보장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졸업기준 및 졸업사정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

원의 제 규정」과 「별책부록 Ⅱ 2.7.2. 졸업 요건」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

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 4.5-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기준 및 절차 (31페이지)

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졸업기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졸업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

여 충분히 공개하여야 함.

▹이는 모든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

장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이 학업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임.

◦졸업기준은 학칙 등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 수

립되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하며, 졸업 기준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설계 교과목 및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특정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영

역별 이수요건,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

으로 정한 졸업기준 등

◦이러한 졸업기준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모든 졸업생들이 졸업 요건을 

충족함으로 보장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졸업기준 및 졸업사정에 관련된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

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4.5-1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졸업기준 및 절차 (31페이지)

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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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

그램(이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

그램(이하 ’일반 프로그램‘)의 구분이 분명하여야 함.

◦이러한 사실은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부터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

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단, 영문 명칭과 국문 명칭의 일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전문기계공학),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 CAC : 이학사(전문컴퓨터과학), BS in Computer Science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일반기계공학), BS in Engineering

▹ CAC : 이학사(일반컴퓨터과학), Bachelor of Science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학위 명칭이 적절함을 「부록 Ⅰ 4.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제시된 양식과 「부록 Ⅱ 2.2. 프로

그램과 학위 명칭」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제시함.

■ 4.5-2 프로그램의 학위명칭 (32페이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

그램(이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

그램(이하 ’일반 프로그램‘)의 구분이 분명하여야 함.

◦이러한 사실은 상위 규정으로부터의 위임-수임관계가 명시된 규정으로부터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생 성적증명서 등에서 명

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단, 영문 명칭과 국문 명칭의 일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전문기계공학),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 CAC : 이학사(전문컴퓨터과학), BS in Computer Science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학위) 명칭 예:

▹ EAC : 공학사(일반기계공학), BS in Engineering

▹ CAC : 이학사(일반컴퓨터과학), Bachelor of Science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학위 명칭이 적절함을 「부록 Ⅰ 4.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제시된 양식을 토대로 제시함.

 ■ 4.5-2 프로그램의 학위명칭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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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의 업적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로 구성되는 바, 교육 부문 업적

평가에는 강의담당 실적, 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개선 활동으로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평가 활동, 공학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교육 및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교내외 

인증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책부록 Ⅱ(교육기관 또는 소속대

학 자료)」의 「4.5. 교수업적평가 규정」, 「4.7.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된 대학차원의 제 규정」 등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Ⅱ(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프로그

램의 책임자로서, 교수진이 전문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분야 계발 노력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및 학사행정단위 차원에서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운영 실적을 제시함.

▹이 때, 「부록 Ⅱ 2.3. 교수 인사제도」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

문 평가 시 제시함.

■ 5.5-1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 (36페이지)

■ 5.5-2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36페이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교수의 업적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로 구성되는 바, 교육 부문 업적

평가에는 강의담당 실적, 교육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개선 활동으로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평가 활동, 공학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교육 및 강의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교내외 

인증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책부록 Ⅱ(교육기관 또는 소속대

학 자료)」의 「3.3.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등으로

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Ⅱ(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

을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설정과 교육환경을 기획하는 프로그

램의 책임자로서, 교수진이 전문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분야 계발 노력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및 학사행정단위 차원에서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운영 실적을 제시함.

※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한 구체적인 자료는 방

문 평가 시 제시함.

 ■ 5.5-1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 (36페이지)

■ 5.5-2 교수진의 교육ㆍ연구 능력 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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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정된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된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처리 과정을 갖추어져야 함.

◦행정처리 과정은 프로그램의 순환형 자율 개선구조를 운영하기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프로그램위원

회,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포함됨.

◦프로그램 내의 조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도 필수적인 행정체계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

신센터 등 프로그램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에 대한 내

용을 「부록 Ⅱ 2.8. 교육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서들」과 「부록 Ⅱ 3.1. 프

로그램 운영지원」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또한,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의 목적과 기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

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필요한 경우,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 6.1-1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
하는 행정체계 (37페이지)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설정된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된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처리 과정을 갖추어져야 함.

◦행정처리 과정은 프로그램의 순환형 자율 개선구조를 운영하기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프로그램위원

회,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포함됨.

◦프로그램 내의 조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도 필수적인 행정체계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학본부 행정조직, 단과대학, 공학교육혁

신센터 등 프로그램 이외의 행정체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지원에 대한 내

용을 「부록 Ⅱ 3.1.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또한, 프로그램의 행정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수조직의 목적과 기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별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의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

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으로부터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해당 규정의 명칭,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의 내용, 「별

책부록 Ⅰ(프로그램 자료)」에서의 쪽 번호 또는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제시함.

▹필요한 경우, 상․하위 규정간의 일련의 적절한 위임-수임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한 조항을 제시함.

 ■ 6.1-1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
영하는 행정체계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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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확보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여

야 함.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구성원 모두가 실험․실습, 설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

하는 데 충분한 재료 구입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함.

◦재정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강좌의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이의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재정지원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최근의 재정지원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첫째, 재정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둘째, 재

정지원의 적절성을 기술함.

▹이 때, 재정지원 현황은 「부록 Ⅰ 표 Ⅰ-7.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

단위의 운영 경비」와 「부록 Ⅱ 2.5. 운영경비」에 제시된 정보들을 토대로

기술함.

※ 재정지원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6.3-1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의 적절성 (38페이지)

가) 재정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와 

확보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여

야 함.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구성원 모두가 실험․실습, 설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

하는 데 충분한 재료 구입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야 함.

◦재정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강좌의 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이의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수립한 후, 목표치에 대비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설명하여야 함.

▹재정지원 현황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최근의 재정지원 개선 실적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첫째, 재정지원 현황을 제시하고, 둘째, 재

정지원의 적절성을 기술함.

※ 재정지원의 적절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은 방문 평가 시 제시함.

 ■ 6.3-1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와 확충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지
원의 적절성 (38페이지)

가) 재정지원 현황 및 재정지원의 적절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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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I 목차 (44페이지)

1. 프로그램 자료 표

   표 I.1 기본 교과과정표

   표 I.2 강의 규모와 수업방식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표 I.3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표 I.4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표 I.5 교수진 업무량 분석

   표 I.6 교수진 정보 분석

   표 I.7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사행정단위의 운영 경비 (변경될 양식에서삭제)

2. 강의 계획서

3.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5. 교수진 정보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6.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

7.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제반 양식

■ 부록 I 목차 (44페이지)

1. 프로그램 자료 표

   표 I.1 기본 교과과정표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표 I.4 교수진 업무량 분석

   표 I.5 교수진 정보 분석

2. 강의 계획서

3. 졸업생 성적증명서(분석용)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의 제 규정

6.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제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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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3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50페이지)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이전 연도에서 
진학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a)

당해 
연도에 

전입 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연도에서 

진학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연도에 
전입 학생 수

(e)

전체 학생 
수

(f=d+e)

2009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0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g) (h)

졸업생 (i) (j)

(도움말)

1.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을 학년별, 프로그램별로 구
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졸업생의 경우는 4학년 총 인원 중 졸업생의 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4학년을 이수하고 2012년 2월에 교육단위를 졸업하는 전체 학생 수 
(g+h)명 중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수를 (i)에 표기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졸업한 학생 수를 (j)에 표기한다.

■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49페이지)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a)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e)

전체 
학생 수
(f=d+e)

2010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0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

(도움말) 1.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의 수를 학년별, 학기
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1학기 졸업생에는 당해년도 8월 졸업생(직전 학년도 후기 졸업생), 2학기 졸업생에는 다
음 해 2월 졸업생(당해 학년도 전기 졸업생)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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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3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50페이지)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이전 연도에서 
진학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a)

당해 
연도에 

전입 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연도에서 

진학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연도에 
전입 학생 수

(e)

전체 학생 
수

(f=d+e)

2009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0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g) (h)

졸업생 (i) (j)

(도움말)

1.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을 학년별, 프로그램별로 구
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졸업생의 경우는 4학년 총 인원 중 졸업생의 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4학년을 이수하고 2012년 2월에 교육단위를 졸업하는 전체 학생 수 
(g+h)명 중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수를 (i)에 표기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졸업한 학생 수를 (j)에 표기한다.

■ 표 I-2 프로그램 소속 학생 수 (49페이지)

학년도 

학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a)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b)

전체 
학생 수
(c=a+b)

이전 학기에서  
진급한 학생 수 
또는 입학생 수

(d)

당해 
학기에 
전입한 

학생 수(e)

전체 
학생 수
(f=d+e)

2010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0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1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2012

학년도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

(도움말) 1. 위 표는 재학생(a, d)과 전입생(b, e: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의 수를 학년별, 학기
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2. 1학기 졸업생에는 당해년도 8월 졸업생(직전 학년도 후기 졸업생), 2학기 졸업생에는 다
음 해 2월 졸업생(당해 학년도 전기 졸업생)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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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4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51페이지)
※ 이 양식은 별첨의 액셀파일양식 참조

별첨 :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 포함)

*. 최근 6년간 또는 인증제도 운영 개시 연도부터 방문평가 연도까지 

적용한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을 첨부한다.

*. 또한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에 포함된 “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을 

당해연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 아래에서 제시한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표에서 제시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도

록 한다.

별첨: 표 I-4에 포함된 전입생의 학점인정 내용

*. 표 1-4에 포함된 전입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설명한다.

*. 표 1-4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1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

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

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표 1-4에 복학생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1인의 학점인

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

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

함하지 않아도 된다.

■ 표 I-3 졸업생 성적증명서 분석 (50페이지)

※ 이 양식은 별첨의 액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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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및유사교과목” 목록을 당해

년도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별첨 3. 전입생 학점인정 규정

: 최근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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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

고 이를 설명한다.

*. 표 1-3에 편입생과 전과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각각 1인의 

학점인정 내용을 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

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표 1-3에 복학생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들 중에 1인의 학점

인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 및 유사교과목 규정을 포함

한 전입생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설명한다.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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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5 교수진 업무량 분석 (a) 강의 담당 실적 (54페이지)

교수진
(성명)

전임1, 비전임
(겸임/계약/객
원 등) 혹은
시간강사

담당 교과목명 (이수시간) 기간과 연도2 활 동 분 포 총 계(%) 3

년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교  육 연  구 기타4

2011년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5

소계6

2011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5

소계6

2012년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5

소계6

2012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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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제외한 담당 교과목(예 야간대학(원))을 기입한다.

6. 해당 연도 학기에 강의한 총 학점 수를 기입한다.

교수진
(성명)

전임1, 비전임
(겸임/계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담당 교과목명 (이수시간) 기간과 학년도2

비고(연구년,

보직, 파견 등)
학년도 
학기 구분 교과목명 교과영역5 학점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1학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2학년도

1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2012학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기타3

소계4

■ 표 I-4 교수진 업무량 분석 (a) 강의 담당 실적 (51페이지)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활용된 자료의 학년도와 기간을 나타내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을 기입한다.

3. 해당 교과목이 학부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분되는 과정 명칭(예: 야
간대학(원))을 기입한다.

4. 해당 학년도 및 학기에 강의한 총 학점 수를 기입한다.

5. 교과영역에는, EAC에서의 MSC, 공학주제(전공), 전문교양, 또는 CAC에서의 BSM, 전공, 기
타영역 중 한 영역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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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6 교수진 정보 분석 (56페이지)

성명 나이

전임1,

비전임(겸임/계

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최종

학위

최종학위를 

받은 

교육기관과 

연도

경  력 전문

자격

(예,

기술사)

활동 정도

(상, 중, 하,

없음)2

정부/

산업
체 

교수직
총 근무
연수

현 
교육기관
근무연수

전문
학회

연구
산업계
자문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최근 3년간의 교수진 활동의 평균을 기초로 교수진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성명 생년

전임1,

비전임(겸임

/계약/객원 

등) 혹은 

시간강사

최종

학위

최종학위

를 받은 

교육기관

과 연도

경  력
전문

자격

(예,

기술사)

소속전
문학회

세부전공

분야정부/

산업체 

이전교육
기관 

근무년수

현 
교육기관
근무시작

년월

■ 표 I-5 교수진 정보 분석 (53페이지)

(도움말)

1. 전임은 교수의 직위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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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60페이지)
해당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발급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프로그램 별

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4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6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

램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일반 프로그램이 두 개 이

상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첨부)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증명서를 샘플로 첨부하되, 인적사항(이

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

다.

-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

어 부족사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학사행정단위가 소속을 의미하는 “전공”일 경우, 소속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영문의 Major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하는 전

공을 영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항목에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이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요구하는 것으로 취업에 매우 필요한 증

명서로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56페이지)
해당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발급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프로그램 별

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4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당 6장의 샘플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문 및 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

램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일반 프로그램이 두 개 이

상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첨부)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공식적인 증명서를 샘플로 첨부하되, 인적사항(이

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

다.

-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

어 부족사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학사행정단위가 소속을 의미하는 “전공”일 경우, 소속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영문의 Major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하는 전

공을 영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항목에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 용어이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취업과 진학 등에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

한 증명서이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이며, 졸업증명서에 준

하여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소속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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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II 목차 (64페이지)

 1. 교육기관의 배경
   1.1. 일반현황
   1.2. 사명
   1.3.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현황
   1.4. 교수진 및 학생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1.5. 교육지원 시설 및 부서

 2. 소속대학의 배경
   2.1. 공학학사행정단위
   2.2. 프로그램과 학위 명칭
   2.3. 부서 책임자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2.4. 지원 교육부서 혹은 학사행정단위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2.5. 운영경비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2.6. 교수 인사제도
   2.7. 입학 및 졸업요건
   2.8. 교육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서들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3. 인증제도 지원
   3.1. 소속대학 교육목표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3.2.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변경될 양식 3.1로 이동)

 4. 참고자료
   4.1. 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 자료 표
     표 II-1 교육기관의 교수 및 학생 현황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표 II-2 공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II-3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표 II-4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부서 현황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표 II-5 소속대학 운영경비
     표 II-6 신입생 현황
     표 II-7 전입생 현황
     표 II-8 졸업생 현황
   4.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변경될 양식 3.2로 이동)
   4.3.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4.4. 책임자 정보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4.5. 교수업적평가 규정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4.6. 프로그램 졸업심사 규정 (변경될 양식에서 삭제)
   4.7.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변경될 양식 3.3으로 이동)

■ 부록 II 목차 (59페이지)

1. 교육기관의 배경
   1.1. 일반현황
   1.2. 사명
   1.3.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현황
   1.4. 교육지원 시설 및 부서

 2. 소속대학의 배경
   2.1. 공학학사행정단위
   2.2. 프로그램과 학위 명칭
   2.3. 교수 인사제도
   2.4. 입학 및 졸업요건

 3. 인증제도 지원
   3.1. 프로그램 운영 지원
   3.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기존 4.2에서 이동)
   3.3.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 (기존 4.7에서 이동)

 4. 참고자료 
   4.1. 교육기관 및 소속대학 자료 표
     표 II-1 공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II-2 졸업생 현황
   4.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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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프로그램과 학위 명칭 (67페이지)

교육기관의 다양한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참고자료 표 II-2에 나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인지 혹은 일반 프로그램인지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

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수여 받는 모든 학위(예, 학

사, 학석사 공통과정, 석사, 전문석사, 박사 등)의 명칭을 참고자료 표 II-3에 

나열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국문 

및 영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위명칭과 내용이 프로그램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증

명서를 프로그램별로 참고자료 4.3에 첨부한다. 이때 동일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하는 일반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증명서도 같이 첨부되어

야 한다.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명서 내용이 완전히 기입된 양

식을 첨부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프로그램 명칭은 대학요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명칭이 분명하게 구

분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 2.6. 교수 인사제도 (68페이지)

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에서 정한 교수 임용 및 승진 제도와 시간강사 선발 

등 관리제도, 교수 업무 및 역할, 책임시수, 교수업적평가 관련 규정 등에 대

한 사항을 기술하고, 참고자료 4.5에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 2.2. 프로그램과 학위 명칭 (61페이지)

교육기관의 다양한 학사행정단위에서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증제도를 운영

하는 프로그램인지 혹은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인지 구분하여 명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수여 받는 모든 학위의 명칭을 참고자료 표 II-1에 나열한다. 제시되는 모든 

프로그램 명칭은 대학요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

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공

개되어야 한다.

■ 2.3. 교수 인사제도 (61페이지)

교육기관 또는 소속대학에서 정한 교수 임용 및 승진 제도와 시간강사 선발 

등 관리제도, 교수 업무 및 역할, 책임시수, 교수업적평가 관련 규정 등을 제

시하여야 한다.

 
- 182 -



기존 양식 변경 양식 비고

■ 2.7. 입학 및 졸업요건 (68페이지)
 
참고자료 표 II-2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별로 

입학 및 졸업요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학사행정단위 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 학사행정단위 전체로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각 프

로그램의 졸업요건이 다른 경우, 입학은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술하고, 졸업 요

건은 프로그램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7.1. 입학 및 2.7.2 졸업요건 삭제)

■ 4.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79페이지)

교육기관과 공학관련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독립학부를 포함한 

소속대학 등)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각의 책임자(예, 교무 부총장 및 

교무처장, 소속대학장, 독립학부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여 전체 조직

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정보통신처 등 교무위원급 기타 행정기관

- 소속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학사행정단위는 간략하게 작성

- 소속대학의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육을 운영하는 이과대학, 교

양학부, 컴퓨터 학과 등은 자세히 작성 

- 소속대학의 경우 소속대학과 소속 학사행정단위의 관련성을 자세히 작성 

■ 2.4. 입학 및 졸업요건 (61페이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별로 입학 및 졸업요건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학사행정단위 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 학사행정단위 전체로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각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이 다

른 경우, 입학은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술하고, 졸업 요건은 프로그램 별로 작

성하여야 한다.

■ 3.2 교육기관의 전체 조직도 (62페이지)

교육기관과 공학관련 학사행정단위(예, 학부(전공), 학과, 독립학부를 포함한 

소속대학 등)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의 책임자(예, 교무 부

총장 및 교무처장, 소속대학장, 독립학부장, 학부장, 학과장 등)를 포함하여 전

체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정보처 등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 및 교육지원부서 포함

- 소속대학의 경우 소속대학과 소속 학사행정단위의 관련성을 자세히 작성 

- 소속대학의 전문교양 및 MSC 교과영역의 교육을 운영하는 이과대학, 교

양학부, 컴퓨터 학과 등은 자세히 작성 

- 소속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학사행정단위는 간략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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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2 공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72페이지)

학사행정단
위

(학과,
학부, 전공,
독립학부 

등)

프로그램
명칭1

프로그램 운영방식2

최소
수료
기간

프로그
램

운영
책임자

예산
통제권을 
지닌 

학사행정단
위

현시점 프로그램 
인증상태3

교내 산학
협동

교
외

원
격
강
의

기
타

인증평가
받음

인증평가
받지않음

인
증
프
로
그
램

예비
인증
프로
그램

인
증
제
도
운
영

일반

예)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심화
√ 4 홍길동 전자공학과 √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 √ 4 박기호 전자공학과 √

기계공학부
기계정밀

공학심화
√ 4 강감찬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심화
√ 4 을지문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기계시스

템공학심

화

√ 4 이순신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 4 이순신 기계공학부 √

(도움말)

1.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

다. 프로그램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모두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두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평

가인 경우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학사행
정단위
(학과,
학부,
전공)

프로그램
명칭1 학위명칭 프로그램 

운영방식2

수료
기간
(년)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현시점 
프로그램 
인증상태3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주간 야간 기타
인증
평가
받음

인증
평가
받지
않음

예)

전자공

학과

전자공학

심화
Electronics
Engineering

공학사(
전자공
학심화)

B.S. in
Electronics
Engineering

√ 4 홍길동 IV

전자공

학과
전자공학 Engineering 공학사 B.S. in

Engineering
√ 4 박기호 √

√
기계공

학부

기계정밀

공학심화
Engineering √ 4 강감찬 √

기계공

학부

기계공학

심화
Engineering √ 4 을지문 √

기계공

학부

기계시스

템공학심

화

Engineering √ 4 이순신 √

기계공

학부
기계공학 Engineering √ 4 이순신 √

■ 표 II-1 공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63페이지)

(도움말)

1. 대학요람에 공시된 모든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을 학사행정단위 별로 기입한

다. 프로그램의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증제

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한 학사행정단위에 두 개

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두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두 표시한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인증 상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신규평

가인 경우도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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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8 졸업생 현황 (78페이지)

학 년 도 학사행정단위 명
(학과, 학부, 전공)

학부 졸업생 수

석사
학위자
수

박사
학위자
수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계

2007

(예) 전자공학과 20 28 48 2 2

(예) 기계공학과 15 20 35 3 3

(예) 화학공학과 20 19 39 4 2

(예) 컴퓨터공학과 36 30 66 3 3

계 91 97 188 12 10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움말)

1.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소속대학 내의 학사행정단위 별로 프로

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학생 수 현황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

분하여 기입한다. 또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이수자 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여기에는 부록 자료 4.6.에서 제시한 소속대학에서 프로그램별 졸업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하

여 확인한 졸업생 수를 기입한다.

3. 만약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면 인증개시 이후 최고학년 학생에 대하여 전입(편입, 전과,

복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현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학 년 도 학사행정단위 명
(학과, 학부, 전공)

학부 졸업생 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계

2007

(예) 전자공학과 20 28 48

(예) 기계공학과 15 20 35

(예) 화학공학과 20 19 39

(예) 토목공학과 36 30 66

계 91 97 188

2007

2009

2010

2011

2012

■ 표 II-2 졸업생 현황 (64페이지)
(AMS 제출문에서의 DATA로부터 자동 생성됨 -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도움말)

1.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소속대학 내의 학사행정단위 별로 프로

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학생 수 현황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

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만약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면 인증개시 이후 최고학년 학생에 대하여 전입(편입, 전과,

복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현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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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80페이지)

공학교육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모든 프

로그램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 총 4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 총 6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하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

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

어 부족사항으로 지적 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전공"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할 경우, 영문증명서에서 Major로 표현되어

서는 안 되며,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용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요구하는 것으로 취업에 매우 필요한 증

명서이고,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 4.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65페이지)
(부록I의 프로그램별 증명서에 입력한 정보로부터 자동 생섬됨 - 부록에 입력할 필요 

없음)

공학교육 학사행정단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졸업증명서(학위 

명칭 중심)와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국․영문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모든 프

로그램 별로 각각 한 부씩 첨부한다.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각각의 증명서를 첨부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1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 총 4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만일 한 학사행정단위에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1개와 일반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된다면 

국․영문으로 증명서 총 6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국․영문 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동일 증명서의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의 

증명서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순서로 함께 첨부한다.

1. 졸업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2. 졸업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3. 성적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4. 성적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일반 프로그램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7. 기타 증명서

* 졸업생을 배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하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

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제출된 증명서는 대학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증명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

어 부족사항으로 지적 받을 수 있다.

* 증명서의 항목 중에 "전공"이 학사행정단위를 의미할 경우, 영문증명서에서 Major로 표현되어

서는 안 되며, “Department”, “School”, “Division” 등 소속을 의미하는 용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재학생이 주로 요구하는 것으로 취업과 진학 등에 매우 

중요한 증명서이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준비는 필수적인 것이며, 졸업증명

서에 준하여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소속 여부가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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