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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has strived to promote 
quality and innovation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enhance the quality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and establish a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other accrediting bodies 
worldwide. For the year 2006, there has been a steady growth in the number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applying for the accreditation. In particular, ABEEK sought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process by hosting the Verification Team for full membership in the Washington 
Accord. 

In 2006, the accreditation visits were extended to 114 engineering programs at 20 
institutions (EAC), to 10 computing programs at 9 institutions (CAC).  The interim 
accreditation visits were extended to 9 computing programs at 6 institutions (CAC) as well.  
As of 2006, the accumulated accreditation visit has reached 182 programs in 25 institution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7% of engineering programs in Korea.

 
Workshops for the program evaluators have been held on five occasions to help secure an 

adequate pool of experienced evaluators for accreditation. Moreover, discussion sessions 
for PD's (Program Director) and several "traveling sessions" for disseminating and advising 
institutions/programs already in or preparing for the accreditation have been held by ABEEK. 

In May of 2006, 7 reviewers from 6 WA signatory countries (Japan, South Africa, New 
Zealand, Canada, Hong Kong, Ireland) have observed and evaluated our accreditation 
process for 7 days. In September, we hosted 3 reviewers from 3 signatory countries (U.S.A, 
Canada, South Africa) for in-depth evaluation of our accreditation process as part of the 
verification procedure for full membership in the WA.  In November, one of the 3 reviewers 
visited again to observe the our Engineering Education Commission (EAC) sessions.  
ABEEK has begun to take steps need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identified by these WA 
reviewers, with accompanying documentation for future reference.

Korea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Center (KEERC) has pushed ahead with formation 
of association of Research Centers, in step with a rapid expansion of accreditation activity 
in Korea, and has hosted inaugural meeting of association of directors of Research Centers 
on Sep. 15, 2006.  KEERC will continue to play an active role in stimulating research and 
proposing policies for future development of engineering education.

Since 2006, the Korea Engineering Education Assesment Center (KEEAC) has been  
commissioned to perform the academic quality assessment of engineering discipline. Various 
activities have been undertaken to assess the quality of 4-year programs in  Electrical & 
Electronics, Computing,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at universities 
nationwide.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  i
■ 원장 인사말  .....................................................................................  iii
■ 이사장, 원장, 부원장  ........................................................................  v

1. 공인원 현황  ......................................................................................  3
	 1.1	공인원	연혁		.................................................................................. 	3
	 1.2	공인원	조직		.................................................................................. 	4
	 1.3	운영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5
	 1.4	EAC/CAC	위원회		.......................................................................... 	7
	 1.5	사무처	조직		.................................................................................. 	8
	 1.6	공인원	회원		.................................................................................. 	8
	 1.7	국제적	협력	체계의	구축	...............................................................	10

2. 인증에 관한 통계 자료  ................................................................... 13
	 2.1	인증	평가	기초	통계	자료	..............................................................	13
	 2.2	인증	평가	결과	.............................................................................	20
	 2.3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지역별	구성	비율	..................................	21
	 2.4	평가자	워크샵	현황	.......................................................................	22

3. 인증 평가 활동  ............................................................................... 25
	 3.1	EAC/CAC의	활동	.........................................................................	25
	 3.2	2006년도	인증	평가	활동	내역	.......................................................	25
	 3.3	평가단장/평가위원	워크샵	..............................................................	27
	 3.4	인증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	29
	 3.5	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	..................................................................	43
	 3.6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	46
	 3.7	EAC/CAC	인증위원회		..................................................................	46
	 3.8	평가자	워크샵		.............................................................................	47
	 3.9	인증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	50

4. 국제협력 활동  ................................................................................. 55
	 4.1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		.........................	56
	 4.2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	....................58

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 63
	 5.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	63
	 5.2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	63
	 5.3	공학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성		.........................................................	67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목 차

6.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 71
	 6.1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의	설립		.........................................................71
	 6.2	교육부	학문분야평가(공학분야)	평가	주요	사업	보고		........................	72

7. 재무 보고서  .................................................................................... 99

부   록  ..............................................................................................  103
	 Ⅰ.	공인원	정관	제규정	일람표		........................................................ 	103
	 Ⅱ.	공인원	행사	화보	....................................................................... 	105
	 Ⅲ.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발간목록		.................................................. 	118
	 Ⅳ.	공인원	활동	내역		...................................................................... 	120
	 Ⅴ.	2001-2006	인증	프로그램	현황	.................................................. 	125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뜻있는 교수님들의 노력과 정부기관, 학

술단체, 산업체, 그리고 공과대학 대표기구들의 협조를 토대로 

1999년에 설립 된지 올해로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한국의 산업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과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실

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5년 6월에 국제적인 공학교육 인증기관 협의체인 워싱

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7년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우리의 인증을 받은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국적 기업으로 취업하

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국제화된 공학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윤 종 용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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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통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꽃피우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습

니다. 공학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

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식 및 기술주도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지구촌 경쟁 속에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고한 공학교육 기반의 확립이 필

요합니다. 산업 경쟁력은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곧 엔지니어 자질에 

의해 좌우됨을 감안할 때, 공과대학 교육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 및 인증은 우

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립 이래 8년여 동안 본원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연

구와 인증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의 발전에 조용한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교육의 혁신은 현란한 구호나 단기 집중식 정

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원의 공학교육 인증사업과 같은, 장기적이

고 일관성 있는 노력의 결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공학은 국지적 학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세계 공통 학문이고, 

공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의 자질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

원의 인증을 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자들은 그 자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해외 취업도 가능하게 될 수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원은 국제적 상호인증기구인 워싱톤 어코드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2005년 6월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2007년 정회원 가입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 본원의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원의 다양한 업무와 활동 내역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공학교육인증

원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이를 통해서 본원의 현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 주시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박 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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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원 현황

1.1 공인원 연혁

1998.   8 ABBEK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999.   1 ABEEK 설립취진위원회, 설립실무위원회 발족

1999.   8 ABBEK 창립

   (초대 이사장 취임 : 이기준 서울대 총장, 초대 원장 취임 : 김우식 연세대 부총장)

2000.   6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2000. 12 홈페이지 운영(http://abeek.or.kr) 

2001.   1 인증기준 KEC2000 제정 

2001 인증 방문 평가 : 동국대(프로그램 수 : 8), 영남대(3)

2002.   6 2대 이사장 취임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2. 1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KEERC)설립 

2002        인증 방문 평가 : 부경대(3), 울산대(10), 인하대(4) 

2003        인증 방문 평가 : 경상대(4), 공주대(3), 동국대(2), 부경대(2), 영남대(1), 

    창원대(12), 한국해양대(10) 

2004.   6 2대 원장 취임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2004. 11 일본 JABEE와 MOU체결 

2004. 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4 인증 방문 평가 : 강릉대(7), 광운대(8), 동국대(6), 부경대(1),

    부산대(7), 연세대(7), 영남대(1), 울산대(1), 한양대(2)  

2005.   3 미국 ABET과 MOU 체결  

2005.   6 Washington Accord 준회원 가입 

2005. 12 인증기준 KEC2005 제정 

2005. 12 인증기준 KCC2005 제정 

2005 인증 방문 평가 : 경상대(2), 공주대(1), 군산대(4), 동국대(1), 동아대(10),   

    부경대(5), 부산대(1), 영남대(2), 인제대(5), 인하대(7),   

    울산대(7), 창원대(7), 한국해양대(9), 홍익대  서울캠퍼스(8),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8)

2006.   1   공학교육 평가센터 설립

2006.   9     WA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Review팀 방문

2006. 11    WA Reviewer 공학인증위원회 참관

2006      인증 방문 평가 : 강릉대(5), 건국대(2), 경북대(14), 경상대(5), 고려대(6), 

    공주대(4), 광운대(4), 군산대(3), 동국대(3), 동아대(4), 

    부경대(8), 부산대(2), 서울대(9), 성균관대(10), 연세대(3), 

     울산대(10), 인제대(1), 인하대(2), 창원대(6), 한국해양대(7),  

    한밭대(1), 한양대(13), 홍익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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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원 조직

  

산업체자문위원회원  장
박찬모

컴퓨터정보기술인증
기준위원회

부원장
 홍의석(수석), 이병기, 김덕규, 이희국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장 문일, 위원 배영찬, 한중근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
(CAC)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소장 김성조, 부소장 이강우, 위원 문봉희

운영위원회

공학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공학인증위원회(EAC)

부단장 강준우
 김차종
 민상원
 이건영

위  원 강무진

부위원장 김기만
 박진철
 유인근

위  원 강동진
 김상균
 김중규
 양영일
 양형식
 유기영
 정효태
 최승호

부위원장 강소연
 고승영
 이청원

위  원 김인원
 성관제
 윤성희
 윤순종
 이경우

부위원장 김낙교
 이정배

위  원 김남호
 김시범
 류봉조
 박상흡
 송영채

부위원장 김정수
 손소영
 류  철
 홍원화

위  원 박성환
 장영민

부처장 장준호
 

위  원 김웅식
 이재명
 

사무처
처  장 김복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윤우영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대행) 이의수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대행) 윤우영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김관주

인증사업단
단  장 권오양

감  사
김수일, 이재령

이사장
윤종용

운영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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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영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운영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가. 운영이사회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이사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수석 부원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부원장

이  병  기(서울대학교 교수)

김  덕  규(경북대학교 교수)

이  희  국(LG전자 사장)

상임고문 한  송  엽(서울대학교 교수)

공학전문학회
대표 이사

심  우  갑(대한건축학회 회장)
성  굉  모(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권  숙  인(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박  창  호(대한토목학회 회장)
신  현  동(대한기계학회 회장)
김  봉  식(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정  태  호(대한전기학회 회장)
이  현  순(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  동  윤(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문  상  흡(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곽  경  섭(한국통신학회 회장)

산업체
대표 이사

이  종  수(현대건설 대표이사)
김  신  배(SK Telecom 사장)
윤  종  용(삼성전자 부회장)
이      윤(포스코 사장)
박  진  수(LG석유화학 사장)
남  중  수(KT 사장)
김  선  동(S-oil 회장)

단체 및 법인 
대표 이사

윤  종  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강  성  군(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임  승  순(한국공과대학장�의회 회장)(한국공과대학장�의회 회장)
이  종  서(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  종  갑(산업자원부 차관)
유  영  환(정보통신부차관)
박  영  일(과학기술부 차관)
김  영  식(한국대학교육�의회 사무총장)
김  용  달(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환  범(한국기술사회 회장)
김      윤(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감  사
김  수  일(연세대학교 교수)
이  재  령(LG노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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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위원회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운영위원회 명단 명단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원    장 박  찬  모(포항공대 총장)

수 석 부 원 장 홍  의  석(광운대학교 교수)

 부     원    장
이  병  기(서울대학교 교수)
김  덕  규(경북대학교 교수)
이  희  국(LG전자 사장)

상임고문 한  송  엽(서울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단장 권  오  양(인하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강  준  우(한국외국어대학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김  차  종(한밭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민  상  원(광운대학교 교수)

인증사업단 부단장 이  건  영(광운대학교 교수)

대외�렵위원회 위원장 윤  우  영(고려대학교 교수)

대외렵력위원회 부위원장 김  정  수(홍익대학교 교수)

대외�력위원회 부위원장 손  소  영(연세대학교 교수)

대외�력위원회 부위원장 류      철(동국대학교 교수)

대외�력위원회 부위원장 홍  원  화(경북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김  관  주(홍익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김  기  만(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박  진  철(중앙대학교 교수)

교육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유  인  근(창원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대행) 윤  우  영(고려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강  소  연(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고  승  영(서울대학교 교수)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이  청  원(광운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일  영(부경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의  수(동국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부위원장 김  낙  교(건국대학교 교수)

홍보·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이  정  배(선문대학교 교수)

사무처 처장 김  복  기(광운대학교 교수)

사무처 부처장 장  준  호(상명대학교 교수)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소장 문      일(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소장 김  성  조(중앙대학교 교수)

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부소장 이  강  우(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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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AC/CAC 위원회위원회

가. EAC 위원회 명단. EAC 위원회 명단위원회 명단 명단명단

추천분야 성  명 소  속 (추천학회)

당연직

홍의석 광운대

권오양 인하대

김복기 광운대

학회 추천

김덕규 경북대(대한전자공학회)

송동주 영남대(대한기계학회)

김성조 중앙대(한국정보과학회)

이의수 동국대(한국화학공학회)

고승영 서울대(대한토목학회)

산업체 추천

김상준 Ai view technology

박영환 (주)대우엔지니어링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공인원 원장추천

한송엽 서울대

김관주 홍익대

이일영 부경대

윤우영 고려대

나. CAC 위원회 명단

추천분야 성  명 소  속 (추천학회)

당연직

홍의석 광운대

권오양 인하대

김복기 광운대

학회 추천

이병기 서울대(한국통신학회)

이정배 선문대(한국정보과학회)

배현덕 충북대(대한전자공학회)

이윤준 KAIST(한국정보과학회)

이강우 동국대(대한전자공학회)

산업체 추천 김상준 Ai view technology

공인원 원장추천

김성조 중앙대

이동호 광운대

김지인 건국대

유철중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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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무처 조직사무처 조직 조직조직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김복기 사무총괄 사무처장

한유식 사무행정 사무차장

윤수경 인증사업 수석연구원

김지은 사무행정 선임연구원

김지혜 교육정보 연구원

박선미 전산 및 홍보편집 연구원

박장일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선임연구원

박혜진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연구원

송미애 사무행정 연구원

신은정 재정 선임연구원

신현실 재정 연구원

이지영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진순 대외�력 선임연구원

홍순영 홍보편집 선임연구원

1.6 공인원 회원공인원 회원 회원회원

가. 산업체 회원. 산업체 회원산업체 회원 회원회원

회사명 구  분 가입년도

삼성전자㈜ 이사 1999년 

포스코㈜ 이사 1999년 

현대건설 이사 1999년 

LG 석유화학 이사 1999년 

SK 텔레콤㈜ 이사 1999년 

KT 이사 2006년 

S-Oil 이사 2006년 

고려제강㈜ 회원 2005년 

녹십자㈜ 회원 2006년 

대덕전자㈜ 회원 2006년 

대우엔지니어링 회원 2006년 

도레이새한 회원 2006년 

일진전기㈜ 회원 2006년 

㈜효성 회원 2006년 

LG화학 회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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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회 회원. 학회 회원학회 회원 회원회원

학회명 구  분 가입년도

대한건축학회 이사 1999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이사 1999년 

대한기계학회 이사 1999년 

대한전기학회 이사 1999년 

대한전자공학회 이사 1999년 

대한토목학회 이사 1999년 

한국고분자학회 이사 1999년 

한국자동차공학회 이사 1999년 

한국정보과학회 이사 1999년

한국통신학회 이사 1999년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1999년 

대한조선학회 회원 2005년 

한국강구조학회 회원 2006년 

한국공업화학학회 회원 2005년 

한국농공학회 회원 2005년 

한국분말야금학회 회원 2005년 

한국섬유공학회 회원 2005년 

한국세라믹학회 회원 2006년 

대한환경공학회 회원 2006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원 2006년 

다. 기관회원. 기관회원기관회원

단체명 구  분 가입년도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1999년 

한국공학교육학회 이사 1999년 

한국공과대학장�의회 이사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 이사 1999년 

산업자원부 이사 1999년 

정보통신부 이사 2006년 

과학기술부 이사 2006년 

한국대학교육�의회 회원 200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원 2006년 

한국기술사회 회원 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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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적 협력 체계의 구축국제적 협력 체계의 구축 협력 체계의 구축협력 체계의 구축 체계의 구축체계의 구축 구축구축

•2003.6    뉴질랜드 IEM 2003 대회 참석뉴질랜드 IEM 2003 대회 참석 IEM 2003 대회 참석대회 참석 참석참석
•2004.5    Washington Accord(WA) 정회원 4개국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정회원 4개국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 4개국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개국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영남대 방문평가 참관 방문평가 참관방문평가 참관 참관참관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홍콩)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홍콩), 캐나다, 호주, 홍콩)캐나다, 호주, 홍콩), 호주, 홍콩)호주, 홍콩), 홍콩)홍콩))
•2004.6    영국 IEM 2004 대회 참석영국 IEM 2004 대회 참석 IEM 2004 대회 참석대회 참석 참석참석
•2004.11   일본 JABEE와 MOU 체결일본 JABEE와 MOU 체결 JABEE와 MOU 체결와 MOU 체결 MOU 체결체결
•2004.12   호주 EA와 MOU 체결호주 EA와 MOU 체결 EA와 MOU 체결와 MOU 체결 MOU 체결체결

•2005.4    남아공 인증 평가 참관(Cape Town 대학)남아공 인증 평가 참관(Cape Town 대학) 인증 평가 참관(Cape Town 대학)인증 평가 참관(Cape Town 대학) 평가 참관(Cape Town 대학)평가 참관(Cape Town 대학) 참관(Cape Town 대학)참관(Cape Town 대학)(Cape Town 대학)대학)) 
•2005.5    WA 정회원 5개국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정회원 5개국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 5개국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개국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창원대 방문평가 참관 방문평가 참관방문평가 참관 참관참관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호주)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호주)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호주), 아일랜드, 영국, 호주)아일랜드, 영국, 호주), 영국, 호주)영국, 호주), 호주)호주)) 
•2005.6 미국 ABET과의 MOU 체결미국 ABET과의 MOU 체결 ABET과의 MOU 체결과의 MOU 체결 MOU 체결체결
•2005.6 홍콩 IEM 2005 대회 참석홍콩 IEM 2005 대회 참석 IEM 2005 대회 참석대회 참석 참석참석
•2005.6 워싱턴어코드 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워싱턴어코드 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 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Provisional member) 가입가입 
•2005.11 미국 인증 평가 참관(Rice 대학)미국 인증 평가 참관(Rice 대학) 인증 평가 참관(Rice 대학)인증 평가 참관(Rice 대학) 평가 참관(Rice 대학)평가 참관(Rice 대학) 참관(Rice 대학)참관(Rice 대학)(Rice 대학)대학))        
•2005.11 일본 인증 평가 참관 (Kinki 대학)일본 인증 평가 참관 (Kinki 대학) 인증 평가 참관 (Kinki 대학)인증 평가 참관 (Kinki 대학) 평가 참관 (Kinki 대학)평가 참관 (Kinki 대학) 참관 (Kinki 대학)참관 (Kinki 대학) (Kinki 대학)대학))                 

•2006.2 영국 인증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영국 인증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 인증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인증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 참관(Strathclyde 대학)참관(Strathclyde 대학)(Strathclyde 대학)대학))   
•2006.2 아일랜드 인증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아일랜드 인증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 인증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인증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 참관(Dublin City 대학)참관(Dublin City 대학)(Dublin City 대학)대학)) 
•2006.5 WA 정회원 6개국 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정회원 6개국 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 6개국 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개국 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 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고려대 인증 평가 참관 인증 평가 참관인증 평가 참관 평가 참관평가 참관 참관참관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 일본, 캐나다, 홍콩)일본, 캐나다, 홍콩), 캐나다, 홍콩)캐나다, 홍콩), 홍콩)홍콩))   
•2006.6    아일랜드 IEM 2006(워크숍) 대회 참석아일랜드 IEM 2006(워크숍) 대회 참석 IEM 2006(워크숍) 대회 참석워크숍) 대회 참석) 대회 참석대회 참석 참석참석
•2006.9    WA Review Team 울산대, 창원대 인증 평가 심사울산대, 창원대 인증 평가 심사, 창원대 인증 평가 심사창원대 인증 평가 심사 인증 평가 심사인증 평가 심사 평가 심사평가 심사 심사심사
            (남아공, 캐나다, 미국)남아공,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캐나다, 미국), 미국)미국)) 
•2006.10   미국 인증 평가 참관(Columbia 대학)미국 인증 평가 참관(Columbia 대학) 인증 평가 참관(Columbia 대학)인증 평가 참관(Columbia 대학) 평가 참관(Columbia 대학)평가 참관(Columbia 대학) 참관(Columbia 대학)참관(Columbia 대학)(Columbia 대학)대학))
•2006.11   WA Reviewer(미국) 공학인증위원회 참관미국) 공학인증위원회 참관) 공학인증위원회 참관공학인증위원회 참관 참관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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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1 인증 평가 기초 통계 자료

가. 인증 방문 평가 현황 

공인원은 2001년 동국대와 영남대의 인증 방문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인 인

증 방문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인증 방문 평가 현황은 표 2.1과 같다. (인증철회 및 인증 불가 대학 포함)

표 2.1 연도별 공학 교육 인증 방문 평가 현황

연도

EAC CAC

평가 대학수 프로그램수 평가 대학수 프로그램수

신규 중간 신규·중간* 계 신규 중간 계 신규 중간 계 신규 중간 계

2001 2 2 11 11

2002 3 3 17 17

2003 4 3 7 29 5 34

2004 5 3 1 9 33 8 41

2005 5 8 2 15 40 36 76

2006 4 12 4 20 59 59 118 8 2** 10 9 2** 11

*  : 신규방문과 중간방문을 동시에 평가 받은 대학 
** : EAC에서 CAC로 전환되어 평가 받은 대학 및 프로그램 수

아울러 KEC2005를 적용한 시범 인증 평가(2개 대학 4개 프로그램)와 CAC 시범 인
증 평가(6개 대학 9개 프로그램)가 진행되었다.

나. 공학 교육 인증 현황 

(1) 연도별 공학 교육 인증 현황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인증 현황은 표 2.2와 같다.(인증철회 및 인증 불

가 대학 제외)

2006년까지 총 25개 대학 182개 프로그램이 공학교육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나라 전체 공과대학 중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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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별 공학 교육 인증 현황

인증 년도
EAC CAC

대학수 프로그램수 대학수 프로그램수

2001 2 11

2002 3 14

2003 4 27

2004 5 30

2005 5 39

2006 4 52 8 9

계 23 173 8 9

※ 표 2.2는 연도별 신규 인증 대학 및 신규 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성 됨.

(2)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인증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의 인증기준별 현황을 살펴보
면 표 2.3 및 표 2.4와 같다. 및 표 2.4와 같다.같다.

표 2.3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EAC)

프로그램 명칭 인증 프로그램 수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2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8*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0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0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3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8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43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6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6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6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0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4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1

계 173

*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과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 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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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EAC 분야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 전자

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분야가 43개(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기계

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분야가 28개(16%)로 높게 나타났다.분야가 28개(16%)로 높게 나타났다.야가 28개(16%)로 높게 나타났다.가 28개(16%)로 높게 나타났다.28개(1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인증기준별 분포

      
건축공학분야

기계공학분야

농업공학분야

산업공학분야

생물공학분야

섬유공학분야

원자력,방사선공학분야

자원공학분야

재료공학분야

전기,전자공학분야

조선공학분야

컴퓨터공학분야

토목공학분야

항공우주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환경공학분야

기타

               7%

                                  16%

0%

              6%

0%

   1%

   1%

    2%

                       10%

                                                       25%

      3%

      3%

                    9%

   1%

                          12%

     2%

   1%

0% 5% 10% 15% 20% 25% 30%

백분율

  프로그램 인증기준

표 2.4 인증기준별 인증현황(CAC) 2.4 인증기준별 인증현황(CAC)인증기준별 인증현황(CAC) 인증현황(CAC)인증현황(CAC)(CAC)

프로그램 명칭 인증 프로그램 수

컴퓨터정보기술인증 9

계 9



Assessment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16 |

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3)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EAC)

2006년까지의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와 같다. 같다.

표 2.5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현황(EAC)

대학

프로그램 명칭

강
릉
대

경
북
대

경
상
대

고
려
대

공
주
대

광
운
대

군
산
대

동
국
대

동
아
대

부
경
대

부
산
대

서
울
대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1 4 1 1*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2 1 1 1 1 1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2 8 3 2 1 1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1 1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3 1 1 1 1 1 1 1 1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계 6 13 2 6 4 8 4 8 10 7 7 8

*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과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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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대학

프로그램 명칭

성 
균
관
대

연
세
대

영
남
대

울
산
대

인
제
대

인
하
대

창
원
대

해
양
대

한
양
대

홍
익
대
서울

홍
익
대
조치원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2 1 1 2 1 1 1 1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2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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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1 1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1 1 1 1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2 1 1 1 2 1 1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1 1 1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계 9 7 3 9 5 6 12 11 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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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4)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CAC)

  2006년까지의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표 2.6 대학별 인증기준별 인증현황(CAC)

대학

프로그램 명칭

건
국
대

경
북
대

동
국
대

서
울
대

성
균
관
대

인
제
대

한
밭
대

홍
익
대

컴퓨터정보기술인증 프로그램 2 1 1 1 1 1 1 1

계 2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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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

2006년까지의 연도별 인증기준별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과 같다. 같다.

표 2.7 연도별 인증기준별 인증현황(EAC 및 CAC)

년도

프로그램 명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1 1 2 3 3 12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4 4 3 5 10* 28

농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0

산업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1 2 3 3 10

 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생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0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2

원자력,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방사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2

자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1 1 3

재료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2 4 5 6 18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3 3 10 10 9 8 43

 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조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3 1 1 1 6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2 1 2 6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3 4 4 4 16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1 2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1 2 1 5 9 20

환경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2 1 1 4

기타(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비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 공학 프로그램)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1 1

컴퓨터정보기술인증 프로그램(�A�) 프로그램(�A�)프로그램(�A�)(�A�) 9 9

계 11 14 27 30 39 61 182

* :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과 항공우주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   

    는 프로그램이 1개 포함이 1개 포함 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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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2 인증 평가 결과 

가. 연도별 인증 판정 결과

당해연도 인증 방문 평가 결과의 연도별 인증 판정 결과는 표 2.8과 같다.연도별 인증 판정 결과는 표 2.8과 같다.과 같다. 같다.

(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외)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외)

표 2.8 연도별 인증 판정 결과(EAC 및 CAC)

 인증판정
년도  

6년 4년 3년 2년 1년 불가

2001 0 2 6 3 0 0

2002 0 3 11 2 1 0

2003 0 5 7 22 0 0

2004 0 13 4 21 2 1

2005 0 0 2 44 30 0

2006 0 0 3 81 30 10

계 0 23 33 173 63 11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인증 판정 결과에서 1년 및 2년 인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간방문 대학이 부족사항 개선이 미흡하여 발생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간방문 대학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2 연도별 인증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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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지역별 구성 비율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EAC 및 CAC)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 보면 그림 2.3과 같다. 지금까지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과 같다. 지금까지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 같다. 지금까지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

리나라 전국 공과대학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수도권(44%)이었다.

 

그림 2.3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지역별 구성 비율(2001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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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3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지역별 구성 비율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EAC 및 CAC)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 보면 그림 2.4와 같다. 지금까지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신청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우리나라 전국 공과대학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수도권(44%)이었다.

 

그림 2.4 인증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지역별 구성 비율(2001년~2006년)

영남권
40%
(10개 대학)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중부권
12%
(3개 대학)
공주대, 강릉대, 한밭대

호남권
4%
(1개 대학)
군산대

서울 수도권
44%
(11개 대학)
건국대, 광운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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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에 관한 통계자료

2.4 평가자 워크샵 현황

매년 실시 되고 있는 평가자 워크샵이 2006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참여

인원은 1차 213명(EAC), 2차 52명(CAC), 3차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상자를 대상으

로 하여 50명, 4차 삼성전자와 기술사를 대상으로 63명, 5차 200명으로 총 578명이 참

여하였다. 그 동안 총 1,515명이 평가자 워크샵에 참석 하였으며 년도별 참석자 현황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

2002년 2003년

1차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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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3.1 EAC/CAC의 활동 

3.2 2006년도 인증 평가 활동 내역 

3.3 평가단장/평가위원 워크샵 

3.4 인증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 

3.5 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 

3.6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3.7 EAC/CAC 인증위원회 

3.8 평가자 워크샵 

3.9 인증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3. 인증 평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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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활동

3.1 EAC/CAC의 활동 

공학인증위원회(EAC) 및 컴퓨터정보기술위원회(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EAC) 및 컴퓨터정보기술위원회(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및 컴퓨터정보기술위원회(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컴퓨터정보기술위원회(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컴퓨터정보기술위원회(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CAC)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가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관장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업무를 요약하면업무를 요약하면 요약하면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같다.같다..

○ 인증 규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인증 규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규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운영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구성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방문평가 및 준비에 관한 사항방문평가 및 준비에 관한 사항 및 준비에 관한 사항및 준비에 관한 사항 준비에 관한 사항준비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인증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인증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대한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및 통보에 관한 사항및 통보에 관한 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통보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인증 판정에 관한 사항인증 판정에 관한 사항 판정에 관한 사항판정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평가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평가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인증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인증의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및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유지에 관한 사항유지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관한 사항 사항사항

○ 기타 평가사업에 필요한 사항기타 평가사업에 필요한 사항 평가사업에 필요한 사항평가사업에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필요한 사항 사항사항

EAC는 2006년 인증평가에서 KEC2000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는 2006년 인증평가에서 KEC2000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2006년 인증평가에서 KEC2000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년 인증평가에서 KEC2000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KEC2000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을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적용한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신규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평가와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중간 방문평가를 진행중간 방문평가를 진행 방문평가를 진행방문평가를 진행 진행진행

하였으며, KEC2005를 적용하여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KEC2005를 적용하여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를 적용하여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적용하여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적용하여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2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개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대학의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시범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인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AC 진행하였다. 또한 EAC진행하였다. 또한 EAC. 또한 EAC또한 EAC EAC

와는 별도로 9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별도로 9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별도로 9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9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대학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10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개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프로그램의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CAC 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정규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인증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가 진행되었다.평가가 진행되었다. 진행되었다.진행되었다..

3.2 2006년도 인증 평가 활동 내역년도 인증 평가 활동 내역 인증 평가 활동 내역인증 평가 활동 내역 평가 활동 내역평가 활동 내역 활동 내역활동 내역 내역내역

2006년도의 인증 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년도의 인증 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 인증 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인증 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 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평가를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 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위한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 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활동 내역은 표 3.1과 같다. 내역은 표 3.1과 같다.내역은 표 3.1과 같다. 표 3.1과 같다.표 3.1과 같다. 3.1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표 3.1 인증평가 활동 내역 3.1 인증평가 활동 내역인증평가 활동 내역 활동 내역활동 내역 내역내역

월 활동 내역 내역내역

1
- 평가자 ���� 2회 실시(1�14, 1�21)평가자 ���� 2회 실시(1�14, 1�21)

-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 선정

2
- 평가위원통보 및 제척사유 접수

- 자체보고서 접수마감(2�28)

3

- 자체보고서 서면검토(3�1~4�30)

- 평가단장 ���� 및 회의(3�17~18)

- 제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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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활동 내역 내역내역

4

- 차년도 인증평가 신청 공문 발송 

- 평가위원 ���� 2회 실시(4�8, 4�15)

- 인증대상 대학 보충자료 요청 

- 방문평가일정 조정

5
- 평가대학 현지방문(4�30~5�30)

- 차년도 공학교육인증 설명회(5�17)

6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6�28)

- 중간방문(9월) 평가단장�평가위원 선정

- 중간방문(9월) 자체보고서 제출 마감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6�29)

7
- 예비논평서 초안 제출 마감(~7.12)

- 차년도 인증대상대학 선정 및 통보(7�31)

8
- 예비논평서 초안 검토(8.2~8.31)

- 9월 평가위원 ����(8�26)

9

- 중간방문(9월) 현지 방문평가(9�3~19)

- 중간방문(9월) 평가보고서 제출

- 예비논평서 완성 및 발송(9�25)

10

- 중간방문(9월) 14일 대응서 접수 마감(9�20~10�10)

- 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10�31, 11�1)

- 논평대응서 접수 마감

11

-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제출(~11�10)

- 최종논평서 초안 제출(평가단장→공인원)

-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11�15)

- 공학인증위원회(EA�)(11�28~30)

12

- 최종논평서 준비(인증사업단)

- 운영이사회보고(12�1~12�22)

-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A�)(12�26)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A�)(12�26)퓨터·정보기술인증위원회(�A�)(12�26)

- 인증결과서 통보 및 최종 논평서 전달(2007�1)

표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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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단장/평가위원 워크샵평가단장/평가위원 워크샵/평가위원 워크샵평가위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가. 2006년 평가단장 워크샵

 2006년도 평가단장 워크샵은 3월년도 평가단장 워크샵은 3월 평가단장 워크샵은 3월평가단장 워크샵은 3월 워크샵은 3월워크샵은 3월 3월월 

17일 - 18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일 - 18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 - 18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 대전 유성 스파피아대전 유성 스파피아 유성 스파피아유성 스파피아 스파피아스파피아 

호텔에서 참석 대상자 30명(EAC : 15 참석 대상자 30명(EAC : 15참석 대상자 30명(EAC : 15 대상자 30명(EAC : 15대상자 30명(EAC : 15 30명(EAC : 15명(EAC : 15(EAC : 15

명, CAC : 11명, 부단장 : 4명)중 28, CAC : 11명, 부단장 : 4명)중 28명, 부단장 : 4명)중 28, 부단장 : 4명)중 28부단장 : 4명)중 28 : 4명)중 28명)중 28)중 28중 28 28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가운데 개최되었다.가운데 개최되었다. 개최되었다.개최되었다.. 

이번 평가단장 워크샵에서는 해당 평가단장 워크샵에서는 해당평가단장 워크샵에서는 해당 워크샵에서는 해당워크샵에서는 해당 해당해당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미리 우송 자체평가보고서를 미리 우송자체평가보고서를 미리 우송 미리 우송미리 우송 우송우송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 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그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나를 임의로 선택 임의로 선택임의로 선택 선택선택

하여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다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다평가위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다 입장에서 평가한 다입장에서 평가한 다 평가한 다평가한 다 다다

음 평가 결과(평가위원 평가표와 보충 평가 결과(평가위원 평가표와 보충평가 결과(평가위원 평가표와 보충(평가위원 평가표와 보충평가위원 평가표와 보충 평가표와 보충평가표와 보충 보충보충

설명서 등)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등)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등)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토론에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방식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지금까지의 간담회 형식의 평가 간담회 형식의 평가간담회 형식의 평가 형식의 평가형식의 평가 평가평가

단장 워크샵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워크샵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워크샵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완전히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효과를 거두었다.효과를 거두었다. 거두었다.거두었다.. 

나. 2006년 제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 2006년 제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년 제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 제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제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1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차·2차 평가위원 워크샵·2차 평가위원 워크샵차 평가위원 워크샵 평가위원 워크샵평가위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인증사업단에서는 2006년도 평가단 2006년도 평가단년도 평가단 평가단평가단

장 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공학인증 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공학인증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공학인증 확정됨에 따라 공학인증확정됨에 따라 공학인증 따라 공학인증따라 공학인증 공학인증공학인증

평가위원 선정에 착수하여, 2006년 2 선정에 착수하여, 2006년 2선정에 착수하여, 2006년 2 착수하여, 2006년 2착수하여, 2006년 2, 2006년 2년 2 2

월 14일까지 평가단장 16명을 선정 14일까지 평가단장 16명을 선정일까지 평가단장 16명을 선정 평가단장 16명을 선정평가단장 16명을 선정 16명을 선정명을 선정 선정선정

하였고, 2월 21일까지 평가위원 후보, 2월 21일까지 평가위원 후보월 21일까지 평가위원 후보 21일까지 평가위원 후보일까지 평가위원 후보 평가위원 후보평가위원 후보 후보후보

자(프로그램에 따라 3배수~6배수) 약(프로그램에 따라 3배수~6배수) 약프로그램에 따라 3배수~6배수) 약 따라 3배수~6배수) 약따라 3배수~6배수) 약 3배수~6배수) 약배수~6배수) 약6배수) 약배수) 약) 약약

450명을 선정하였다. 후보자 명단을명을 선정하였다. 후보자 명단을 선정하였다. 후보자 명단을선정하였다. 후보자 명단을. 후보자 명단을후보자 명단을 명단을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 대학에 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대학에 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 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 제척 여부 확제척 여부 확 여부 확여부 확 확확

인을 받은 후 3월 6일까지 평가위 받은 후 3월 6일까지 평가위받은 후 3월 6일까지 평가위 후 3월 6일까지 평가위후 3월 6일까지 평가위 3월 6일까지 평가위월 6일까지 평가위 6일까지 평가위일까지 평가위 평가위평가위

원 175명을 확정하였다. 175명을 확정하였다.명을 확정하였다. 확정하였다.확정하였다..

2006년도 평가위원 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년도 평가위원 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평가위원 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평가위원 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워크샵은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평가위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8일 주기 위하여 4월 8일주기 위하여 4월 8일 위하여 4월 8일위하여 4월 8일 4월 8일월 8일 8일일

과 4월 15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4월 15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월 15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15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일로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나누어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제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3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공학관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C040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호에서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2일, 참가자는 2일참가자는 2일 2일일

에 걸쳐 평가위원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걸쳐 평가위원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걸쳐 평가위원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평가위원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평가위원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204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명,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평가단장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및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부단장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31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명,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공인원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 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운영위원(임원) 8명으로 총(임원) 8명으로 총임원) 8명으로 총) 8명으로 총명으로 총 총총 

243명이 참석하였다.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하였다.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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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표 3.2 2006년 평가위원 워크샵 일정 및 내용

시  간 내  용 발표자 담당부서

10:00 ~ 10:10 인사말 박찬모 원장

10:10 ~ 10:40 평가위원의 �� ���� 권오양 인증사업단

10:40 ~ 11:30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평가보고서 
작성 지� 지�지�

EA� 이건영
인증사업단

�A� 김차종

11:30 ~ 12:00 평가단 별 모임 별 모임별 모임 모임모임 - 인증사업단

12:00 ~ 13:00 점심식사 - 사무처

13:00 ~ 14:20 세부평가 판정 가이드
EA� 윤우영

인증사업단
�A� 김성조

14:20 ~ 14:40 휴식 및 이동 - 사무처

14:40 ~ 16:40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발표 및 토론

분야별사회자 인증사업단

16:40 ~ 17:00 휴식 및 이동 - 사무처

17:00 ~ 17:30 인증판정 사례 소개 이건영 인증사업단

17:30 ~ 18:00 마무리 토의 권오양 인증사업단

18:00 ~    귀가 - 사무처

     

2006년에는 CAC 정규인증이 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년에는 CAC 정규인증이 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CAC 정규인증이 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정규인증이 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있어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시범인증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포함한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평가위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40명에 대한 교육을명에 대한 교육을 대한 교육을대한 교육을 교육을교육을 

EAC와 분리하고, 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와 분리하고, 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분리하고, 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분리하고, 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평가위원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역할과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인증판정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사례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등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공통되는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내용은 두 인증분야의내용은 두 인증분야의 두 인증분야의두 인증분야의 인증분야의인증분야의 

평가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교육하였으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작성지침, 세부평가 판작성지침, 세부평가 판, 세부평가 판세부평가 판 판판

정 가이드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가이드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가이드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관한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관한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교육은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교육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장소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분리하여 실시하였다.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실시하였다.실시하였다.. 

다. 9월 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 9월 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월 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 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방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 위한 평가위원 워크샵위한 평가위원 워크샵 평가위원 워크샵평가위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9월에 실시된 공학교육인증 현지방월에 실시된 공학교육인증 현지방 실시된 공학교육인증 현지방실시된 공학교육인증 현지방 공학교육인증 현지방공학교육인증 현지방 현지방현지방

문평가에 대비한 평가위원 워크샵이 대비한 평가위원 워크샵이대비한 평가위원 워크샵이 평가위원 워크샵이평가위원 워크샵이 워크샵이워크샵이

8월 26일(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월 26일(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 26일(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일(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토)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 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고려대 공학관 5층 대강 공학관 5층 대강공학관 5층 대강 5층 대강층 대강 대강대강

당에서 공인원 관계자와 80여명의 평 공인원 관계자와 80여명의 평공인원 관계자와 80여명의 평 관계자와 80여명의 평관계자와 80여명의 평 80여명의 평여명의 평 평평

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가운데 진행되었다.가운데 진행되었다. 진행되었다.진행되었다..

워크샵의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평가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평가세부내용은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평가 평가평가

보고서 작성지침(KEC2000)과 평가위 작성지침(KEC2000)과 평가위작성지침(KEC2000)과 평가위(KEC2000)과 평가위과 평가위 평가위평가위

원의 역할에 대한 내용, 세부평가 판 역할에 대한 내용, 세부평가 판역할에 대한 내용, 세부평가 판 대한 내용, 세부평가 판대한 내용, 세부평가 판 내용, 세부평가 판내용, 세부평가 판, 세부평가 판세부평가 판 판판

정 가이드(KEC2000), 자체평가보고서 가이드(KEC2000), 자체평가보고서가이드(KEC2000), 자체평가보고서(KEC2000), 자체평가보고서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결과발표 및 토론, 인증판정 결과발표 및 토론, 인증판정결과발표 및 토론, 인증판정 및 토론, 인증판정및 토론, 인증판정 토론, 인증판정토론, 인증판정, 인증판정인증판정 

사례소개 등이었다. 등이었다.등이었다..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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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증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인증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 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신청 대학의 방문 평가 대학의 방문 평가대학의 방문 평가 방문 평가방문 평가 평가평가

가. 2006년도 신규 인증 방문 평가. 2006년도 신규 인증 방문 평가년도 신규 인증 방문 평가 신규 인증 방문 평가신규 인증 방문 평가 인증 방문 평가인증 방문 평가 방문 평가방문 평가 평가평가

2006년 5월 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년 5월 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5월 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월 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신규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인증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방문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평가는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6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개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대학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48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개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프로그램으로 평가단의 평가단 평가단의 평가단평가단의 평가단 평가단평가단

장과 평가위원 수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평가위원 수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평가위원 수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수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수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그리고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방문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평가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일정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등에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대한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현황은 표 3.3과 같다. 또한 CAC 표 3.3과 같다. 또한 CAC표 3.3과 같다. 또한 CAC 3.3과 같다. 또한 CAC과 같다. 또한 CAC 같다. 또한 CAC같다. 또한 CAC. 또한 CAC또한 CAC CAC

의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대한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정규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인증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방문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평가(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표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 3.4 참조)가 실시되었고, 9참조)가 실시되었고, 9)가 실시되었고, 9가 실시되었고, 9 실시되었고, 9실시되었고, 9, 9

개 프로그램의 시범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프로그램의 시범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프로그램의 시범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시범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시범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인증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방문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평가(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3.5 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참조)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가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실시되었다.(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인증철회 프로그램 제인증철회 프로그램 제

외) 앞으로 인증기준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앞으로 인증기준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앞으로 인증기준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인증기준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인증기준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적용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점점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엄격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질수록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중간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방문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평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 더욱 많아질 것이더욱 많아질 것이 많아질 것이많아질 것이 것이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현상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현상은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현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공학교육인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교 완전히 정착되어 교완전히 정착되어 교 정착되어 교정착되어 교 교교

육 기관이 제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기관이 제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기관이 제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제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제대로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시행한다면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6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년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주기로만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평가하게 되고 당해년도 인증 되고 당해년도 인증되고 당해년도 인증 당해년도 인증당해년도 인증 인증인증 

평가의 대상 프로그램수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프로그램수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대상 프로그램수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수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수도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것으로 기대된다.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된다.기대된다.. 

표 3.3 2006년도 EAC 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3.3 2006년도 EAC 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년도 EAC 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EAC 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 프로그램 현황평가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현황 현황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일자 프로그램수
평가
위원수

경북대학교 이병기 5. 14 ~~ 16 13 26

고려대학교 김덕규 5. 21 ~~ 23 6 12

공주대학교 이의수 5. 28 ~ 30 1 6

서울대학교 김병식 5. 21 ~ 23 8 16

성균관대학교 김성조 5. 21 ~ 23 9 18

한양대학교 김복기 5. 21 ~ 23 11 22

계 6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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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표 3.4 2006년도 CAC 신규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일자 프로그램수
평가
위원수

건국대학교 이윤준 5. 21 ~ 23 2 4

경북대학교 이병기 5. 14 ~ 16 1 2

동국대학교 유인근 5. 21 ~ 23 1 2

서울대학교 김병식 5. 21 ~ 23 1 2

성균관대학교 김성조 5. 21 ~ 23 1 2

인제대학교 이동호 4. 30 ~ 5. 2 1 1

인하대학교 문  일 9. 17 ~ 9.19 1 2

한밭대학교 이정배 5. 28 ~ 30 1 1

홍익대학교 유철중 5. 21 ~ 23 1 1

계 9 10 17

표 3.5 2006년도 CAC 시범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3.5 2006년도 CAC 시범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년도 CAC 시범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CAC 시범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시범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인증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 프로그램 현황평가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현황 현황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일자 프로그램수
평가

위원수

동명정보대학교 김지인 5. 14 ~ 16 3 6

선문대학교 배현덕 5. 28 ~ 30 1 1

상명대학교-서울 이강우 5.  7 ~ 9 2 4

상명대학교-천안 김문희 5. 28 ~ 30 1 1

숙명여자대학교 박세근 5.  7 ~ 9 1 1

중앙대학교 김상준 5. 28 ~ 30 1 1

계 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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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 2006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 5월 중간 방문 평가월 중간 방문 평가 중간 방문 평가중간 방문 평가 방문 평가방문 평가 평가평가 

2001년도 시범 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년도 시범 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시범 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시범 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인증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평가를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시행한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이후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점차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중간방문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평가에 대한 수적 증가가 대한 수적 증가가대한 수적 증가가 수적 증가가수적 증가가 증가가증가가 

지속되어 2005년도에는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2005년도에는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년도에는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10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대학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36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프로그램,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2006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년도에는 11개 대학 33개 프로 11개 대학 33개 프로개 대학 33개 프로 대학 33개 프로대학 33개 프로 33개 프로개 프로 프로프로

그램을 평가하였다.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평가하였다.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평가하였다.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현황은 표 3.6과 같다.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과 같다.표 3.6과 같다. 3.6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표 3.6 2006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3.6 2006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년도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5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 프로그램 현황평가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현황 현황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일자 프로그램수
평가 
위원수

강릉대학교 정윤철 5. 28 ~ 30 3030 5 10

공주대학교 이의수 5. 28 ~ 30 3030 2 4

광운대학교 김청균 5.  7 ~ 9 4 8

동국대학교 유인근 5. 21 ~ 23 2323 1 2

부경대학교 김낙교 4. 30 ~ 5. 2 5 10

부산대학교 유성연 4. 30 ~ 5. 2 2 4

연세대학교 김광렬 5. 7 ~ 9  7 ~ 97 ~ 9 99 3 6

울산대학교 윤우영 5. 14 ~ 16 3 6

창원대학교 김문겸 4. 30 ~ 5. 2 5 10

한국해양대학교 김관주 4. 30 ~ 5. 2 1 2

한양대학교 김복기 5. 21 ~ 23 2 4

계 11 33 66

다. 2006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 2006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 9월 중간 방문 평가월 중간 방문 평가 중간 방문 평가중간 방문 평가 방문 평가방문 평가 평가평가

2006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는 9월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는 9월9월월

10일 동국대 1개 프로그램과 울산대일 동국대 1개 프로그램과 울산대 동국대 1개 프로그램과 울산대동국대 1개 프로그램과 울산대 1개 프로그램과 울산대개 프로그램과 울산대 프로그램과 울산대프로그램과 울산대 울산대울산대 

7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3일은 창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3일은 창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3일은 창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3일은 창 시작으로 13일은 창시작으로 13일은 창 13일은 창일은 창 창창

원대 1개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고, 1개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고,개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고, 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고,프로그램이 평가를 받았고, 평가를 받았고,평가를 받았고, 받았고,받았고,,

17일에는 나머지 7개 대학 19개 프일에는 나머지 7개 대학 19개 프 나머지 7개 대학 19개 프나머지 7개 대학 19개 프 7개 대학 19개 프개 대학 19개 프 대학 19개 프대학 19개 프 19개 프개 프 프프

로그램이 평가를 받아 9월 중간 방문 평가를 받아 9월 중간 방문평가를 받아 9월 중간 방문 받아 9월 중간 방문받아 9월 중간 방문 9월 중간 방문월 중간 방문 중간 방문중간 방문 방문방문 

평가의 일정이 종료되었다. 일정이 종료되었다.일정이 종료되었다. 종료되었다.종료되었다.. 

위의 평가대상 대학 가운데서 울산 평가대상 대학 가운데서 울산평가대상 대학 가운데서 울산 대학 가운데서 울산대학 가운데서 울산 가운데서 울산가운데서 울산 울산울산

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평가단에는 창원대학교의 평가단에는창원대학교의 평가단에는 평가단에는평가단에는 

WA 리뷰팀(3인으로 구성)이 옵져버로리뷰팀(3인으로 구성)이 옵져버로(3인으로 구성)이 옵져버로인으로 구성)이 옵져버로 구성)이 옵져버로구성)이 옵져버로)이 옵져버로이 옵져버로 옵져버로옵져버로

서 함께 참여하였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함께 참여하였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함께 참여하였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참여하였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참여하였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방문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평가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프로그램의 현황은 표 3.7과 같다. 현황은 표 3.7과 같다.현황은 표 3.7과 같다. 표 3.7과 같다.표 3.7과 같다. 3.7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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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6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3.7 2006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년도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9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월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중간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방문 평가 프로그램 현황 평가 프로그램 현황평가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현황 현황현황

평가대학 평가단장 방문일자 프로그램수
평가
위원수

경상대학교 이일영 9. 17 ~ 19 5 10

군산대학교 민상원 9. 17 ~ 19 3 6

공주대학교 이의수 9. 17 ~ 19 1 2

동국대학교 유인근 9. 10 ~ 12 1 2

동아대학교 김차종 9. 17 ~ 19 4 8

부경대학교 김낙교 9. 17 ~ 19 3 7

울산대학교 윤우영 9. 10 ~ 12 7 14

인하대학교 문  일 9. 17 ~ 19 1 2

창원대학교 김문겸 9. 13 ~ 15 1 2

한국해양대학교 김관주 9.   3 ~ 5 6 11

홍익대학교(조치원) 신치범 9. 17 ~ 19 1 1

계 11 33 65

 
WA 리뷰팀의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리뷰팀의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 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및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 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활동 내역은 표 3.8과 같다. 내역은 표 3.8과 같다.내역은 표 3.8과 같다. 표 3.8과 같다.표 3.8과 같다. 3.8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표 3.8 WA 리뷰팀의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 3.8 WA 리뷰팀의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리뷰팀의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주요 일정 및 활동 내역 일정 및 활동 내역일정 및 활동 내역 및 활동 내역및 활동 내역 활동 내역활동 내역 내역내역

옵져버 명단 명단명단 국가 직위 방문 일정

Hu Hanrahan 남아공

- Professor Emeritus
- School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2006년 9월 9일 :
  공인원 원장 주최 만찬

•2006년 9월 10일~12일:  
  울산대 기계자동차공학 
  프로그램 참관

•2006년 9월 13일~15일
  창원대 환경공학 프로그램
  참관

•2006년 9월 15일 :
  공인원 이사장 주최 만찬

L.S. Skip Fletcher 미국

- Regents Professor Emeritus
-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 Texas A&M University
  �ollege Station

Malcolm Reeves 캐나다

- Assistant Dean of
  Undergraduate Programs
- �ollege of Engineering
- University of Saskatche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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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6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EAC). 2006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EAC)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EAC) 인증 방문 평가 대학(EAC)인증 방문 평가 대학(EAC) 방문 평가 대학(EAC)방문 평가 대학(EAC) 평가 대학(EAC)평가 대학(EAC) 대학(EAC)대학(EAC)(EAC)

■ 강릉대학교 (중간 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월 28일(일) ~ 30일(화) 28일(일) ~ 30일(화)일(일) ~ 30일(화)(일) ~ 30일(화)일) ~ 30일(화)) ~ 30일(화)일(화)(화)화))

정윤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속재료공학 허근태(경성대학교), 최병호(금오공과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이병기(명지대학교), 고제석(광주대학교)(명지대학교), 고제석(광주대학교)명지대학교), 고제석(광주대학교)), 고제석(광주대학교)고제석(광주대학교)(광주대학교)광주대학교))

세라믹공학 김영백(배재대학교), 지충수(국민대학교)(배재대학교), 지충수(국민대학교)배재대학교), 지충수(국민대학교)), 지충수(국민대학교)지충수(국민대학교)(국민대학교)국민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신동헌(서울시�대학교), 이희원(서울산업대학교)(서울시�대학교), 이희원(서울산업대학교)서울시�대학교), 이희원(서울산업대학교)), 이희원(서울산업대학교)이희원(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 김동하(국민대학교), 배상근(계명대학교)(국민대학교), 배상근(계명대학교)국민대학교), 배상근(계명대학교)), 배상근(계명대학교)배상근(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계 5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경북대학교 (신규)경북대학교 (신규) (신규)신규))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14일(일) ~ 16일(화)

이병기(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오창학(태산구조안전㈜), 김무한(충남대학교)(태산구조안전㈜), 김무한(충남대학교)태산구조안전㈜), 김무한(충남대학교)), 김무한(충남대학교)김무한(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 최수형(전북대학교), 이영우(충남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 김윤주(동신대학교), 김호성(전남대학교)

기계공학 강희용(전북대학교), 이  원(숭실대학교)

무기재료공학 이재호(홍익대학교), 김선태(한밭대학교)(홍익대학교), 김선태(한밭대학교)홍익대학교), 김선태(한밭대학교)), 김선태(한밭대학교)김선태(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

섬유시스템공학 박원호(충남대학교), 서문호(건국대학교)(충남대학교), 서문호(건국대학교)충남대학교), 서문호(건국대학교)), 서문호(건국대학교)서문호(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응용화학 김병직(숭실대학교), 김형수(단국대학교)(숭실대학교), 김형수(단국대학교)숭실대학교), 김형수(단국대학교)), 김형수(단국대학교)김형수(단국대학교)(단국대학교)단국대학교))

전기공학 최학근(단국대학교), 김경태(한남대학교)(단국대학교), 김경태(한남대학교)단국대학교), 김경태(한남대학교)), 김경태(한남대학교)김경태(한남대학교)(한남대학교)한남대학교))

전자공학 이충호(한밭대학교), 이현화(한��엔�스)(한밭대학교), 이현화(한��엔�스)한밭대학교), 이현화(한��엔�스)), 이현화(한��엔�스)이현화(한��엔�스)(한��엔�스)한��엔�스))

컴퓨터공학 차국찬(건양대학교), 김창규(동의대학교)(건양대학교), 김창규(동의대학교)건양대학교), 김창규(동의대학교)), 김창규(동의대학교)김창규(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

토목공학 이종석(한밭대학교), 최�식(상지대학교)(한밭대학교), 최�식(상지대학교)한밭대학교), 최�식(상지대학교)), 최�식(상지대학교)최�식(상지대학교)(상지대학교)상지대학교))

화학공학 김교근(청주대학교), 박성�(부산대학교)(청주대학교), 박성�(부산대학교)청주대학교), 박성�(부산대학교)), 박성�(부산대학교)박성�(부산대학교)(부산대학교)부산대학교))

환경공학 최근찬(동아대학교), 박영환(㈜대우엔지니어링)(동아대학교), 박영환(㈜대우엔지니어링)동아대학교), 박영환(㈜대우엔지니어링)), 박영환(㈜대우엔지니어링)박영환(㈜대우엔지니어링)(㈜대우엔지니어링)㈜대우엔지니어링))

계 13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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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 (중간방문)군산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

9월 17일(일) ~ 19일(화)

민상원(광운대학교)

기계공학 강무진(성균관대학교), 이상철(대한항공)

나노화학공학 이재욱(서강대학교), 이문용(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 김기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판규(MTI)

계 3개 프로그램

■ 고려대학교 (신규)고려대학교 (신규) (신규)신규))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김덕규(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 

기계공학 송동주(영남대학교), 이강수(한밭대학교)(영남대학교), 이강수(한밭대학교)영남대학교), 이강수(한밭대학교)), 이강수(한밭대학교)이강수(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 백성용(인제대학교),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인제대학교),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인제대학교),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

신소재공학 강찬형(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임연수(명지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임연수(명지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임연수(명지대학교)), 임연수(명지대학교)임연수(명지대학교)(명지대학교)명지대학교))

전기공학 이상�(경남대학교), 이숭희(인제대학교)

전자공학 정양희(여수대학교), 조영선(KMB)

화공생명공학 류시옥(영남대학교), 한윤봉(전북대학교)

계 6개 프로그램

■ 공주대학교 (신규 1/중간방문 3)공주대학교 (신규 1/중간방문 3) (신규 1/중간방문 3)신규 1/중간방문 3) 1/중간방문 3)중간방문 3) 3)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월 28일(일) ~ 30일(화) 28일(일) ~ 30일(화)일(일) ~ 30일(화)(일) ~ 30일(화)일) ~ 30일(화)) ~ 30일(화)일(화)(화)화))
9월 17일(일) ~ 19일(화)월 17일(일) ~ 19일(화) 17일(일) ~ 19일(화)일(일) ~ 19일(화)(일) ~ 19일(화)일) ~ 19일(화)) ~ 19일(화)일(화)(화)화))

이의수(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건축공학 이영욱(군산대학교), 유병억(강남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 박정규(건국대학교), 박종근(경남대학교)

토목공학 박상국(주��E��), 이상호(부경대학교)(주��E��), 이상호(부경대학교)주��E��), 이상호(부경대학교)E��), 이상호(부경대학교)이상호(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

화학공학 김영철(전남대학교), 이태진(영남대학교)(전남대학교), 이태진(영남대학교)전남대학교), 이태진(영남대학교)), 이태진(영남대학교)이태진(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계 4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광운대학교 (중간방문)광운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7일(일) ~ 9일(화)

김청균(홍익대학교)

전파공학 박재윤(경남대학교), 김인택(명지대학교)

정보제어공학 박종욱(인천대학교), 김용주(한국전기연구원)

컴퓨터공학 강문설(광주대학교), 정태원(충남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김정태(목원대학교), 박대희(원광대학교)

계 4개 프로그램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35

■ 동국대학교 (중간방문)동국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
9월 10일(일) ~ 12일(화)

유인근(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유왕진(건국대학교), 김중순(계명대하교)(건국대학교), 김중순(계명대하교)건국대학교), 김중순(계명대하교)), 김중순(계명대하교)김중순(계명대하교)(계명대하교)계명대하교))

생명화학공학 여영구(한양대학교), 김승욱(고려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 동아대학교 (중간방문)동아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9월 17일(일) ~ 19일(화)월 17일(일) ~ 19일(화) 17일(일) ~ 19일(화)일(일) ~ 19일(화)(일) ~ 19일(화)일) ~ 19일(화)) ~ 19일(화)일(화)(화)화))

김차종(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

자원공학 최승필(관동대학교), 김기만(한국해양대학교)

전기공학 장용무(한양대학교), 류홍우(두산중공업)

토목공학 장연수(동국대학교), 김철(호남대학교)

화학공학 노인섭(서울산업대학교), 김원호(부산대학교)

계 4개 프로그램

■ 부경대학교 (중간방문)부경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4월 30일(일) ~ 5월 2일(화)월 30일(일) ~ 5월 2일(화) 30일(일) ~ 5월 2일(화)일(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 ~ 5월 2일(화)월 2일(화)  2일(화)일(화)(화)화))
9월 17일(일) ~ 9월 19일(화)월 17일(일) ~ 9월 19일(화) 17일(일) ~ 9월 19일(화)일(일) ~ 9월 19일(화)(일) ~ 9월 19일(화)일) ~ 9월 19일(화)) ~ 9월 19일(화)월 19일(화) 19일(화)일(화)(화)화))

 김낙교(건국대학교)김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기계공학 장인식(홍익대학교-조치원), 최윤호(아주대학교)(홍익대학교-조치원), 최윤호(아주대학교)홍익대학교-조치원), 최윤호(아주대학교)-조치원), 최윤호(아주대학교)조치원), 최윤호(아주대학교)), 최윤호(아주대학교)최윤호(아주대학교)(아주대학교)아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김시범(동아대학교), 서태원(안동대학교)(동아대학교), 서태원(안동대학교)동아대학교), 서태원(안동대학교)), 서태원(안동대학교)서태원(안동대학교)(안동대학교)안동대학교))

냉동공조공학 김경�(경희대학교), 김상태(영남대학교)

전기제어공학 이재명(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일(목포대학교)

지능기계공학 이상윤(건국대학교), 김정수(홍익대학교)

계 5개 프로그램

 

■ 부산대학교 (중간방문)부산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4월 30(일) ~ 5월 2일(화)월 30(일) ~ 5월 2일(화) 30(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 ~ 5월 2일(화)월 2일(화) 2일(화)일(화)(화)화))

유성연(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

산업공학 홍정의(충주대학교), 김연수(인천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송무석(홍익대학교), 유승현(아주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Assessment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36 |

3. 인증 평가 활동

■ 서울대학교 (신규)서울대학교 (신규) (신규)신규))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김병식(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건축공학 김용이(군산대학교), 이용택(한밭대학교)

기계항공공학 고준수(국방과학연구소), 이재효(건국대학교)

산업공학 임태진(숭실대학교), 오현승(한남대학교)

원자핵공학 박원주(영남대학교), 허남(한국기술사회)

재료공학 안병국(전북대학교), 홍주화(충북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한문식(계명대학교), 조규남(홍익대학교)

토목도시공학 허재영(대전대학교), 김영욱(명지대학교)

화학생물공학 박승빈(한국과학기술원), 김오영(단국대학교)

계 8개 프로그램

■ 성균관대학교 (신규)성균관대학교 (신규) (신규)신규))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김성조(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건축공학 정명채(전주대학교), 전학진(㈜정림D&B)(전주대학교), 전학진(㈜정림D&B)전주대학교), 전학진(㈜정림D&B)), 전학진(㈜정림D&B)전학진(㈜정림D&B)(㈜정림D&B)㈜정림D&B)D&B)

고분자시스템공학 김대흠(광운대학교), 김병관(창원대학교)(광운대학교), 김병관(창원대학교)광운대학교), 김병관(창원대학교)), 김병관(창원대학교)김병관(창원대학교)(창원대학교)창원대학교))

기계공학 양성모(전북대학교), 부준홍(한국항공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 윤�용(동아대학교), 이덕주(경희대학교)

신소재공학 김성�(신라대학교), 김명호(인하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오성근(아주대학교), 손상희(청주대학교)

텍스타일시스템공학 김성동(건국대학교), 안용식(부경대학교)

토목환경공학 이남주(경성대학교), 송종걸(강원대학교)

화학공학 김형일(충남대학교), 변홍식(계명대하교)

계 9개 프로그램

■ 연세대학교 (중간방문)연세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7일(일) ~ 9일(화)월7일(일) ~ 9일(화)7일(일) ~ 9일(화)일(일) ~ 9일(화)(일) ~ 9일(화)일) ~ 9일(화)) ~ 9일(화)일(화)(화)화))

 김광렬(충북대학교)김광렬(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

건축공학 오영석(대전대학교), 최현식(계명대하교)

토목공학 편무욱(건국대학교), 김종우(청주대학교)

화학공학 임경희(중앙대학교), 김학준(경남대학교)

계 3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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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중간방문)울산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14일(일) ~ 16일(화)월 14일(일) ~ 16일(화) 14일(일) ~ 16일(화)일(일) ~ 16일(화)(일) ~ 16일(화)일) ~ 16일(화)) ~ 16일(화)일(화)(화)화))
9월 10일(일) ~ 12일(화)월 10일(일) ~ 12일(화) 10일(일) ~ 12일(화)일(일) ~ 12일(화)(일) ~ 12일(화)일) ~ 12일(화)) ~ 12일(화)일(화)(화)화))

 윤우영(고려대학교)윤우영(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조선공학 최현구(�허청), 박익근(서울산업대학교)(�허청), 박익근(서울산업대학교)�허청), 박익근(서울산업대학교)), 박익근(서울산업대학교)박익근(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정구범(상주대학교), �유모(명지대학교)(상주대학교), �유모(명지대학교)상주대학교), �유모(명지대학교)), �유모(명지대학교)�유모(명지대학교)(명지대학교)명지대학교))

해양공학 박길문(조선대학교), 박주혁(세종대학교)

건축공학 이준복(경희대학교), 홍원화(경북대학교)

기계공학 정진택(고려대학교), 김봉수(현대자동차)

재료공학 권해욱(영남대학교), 윤종원(동의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 김동민(홍익대학교), 김갑일(명지대학교)

토목공학 김영욱(명지대학교), 박명균(㈜삼보기술단)

화학공학 박소진(충남대학교), 이봉희(충북대학교)

계 9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인하대학교 (중간방문)인하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9월 17일(일) ~ 19일(화)월 17일(일) ~ 19일(화) 17일(일) ~ 19일(화)일(일) ~ 19일(화)(일) ~ 19일(화)일) ~ 19일(화)) ~ 19일(화)일(화)(화)화))

 문 일(연세대학교)문  일(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선박해양공학 이주성(울산대학교), 박�재(신동아건축사무소㈜)(울산대학교), 박�재(신동아건축사무소㈜)울산대학교), 박�재(신동아건축사무소㈜)), 박�재(신동아건축사무소㈜)박�재(신동아건축사무소㈜)(신동아건축사무소㈜)신동아건축사무소㈜))

 계 1개 프로그램

■ 창원대학교 (중간방문)창원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4월 30일(일) ~ 5월 2일(화)월 30일(일) ~ 5월 2일(화) 30일(일) ~ 5월 2일(화)일(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 ~ 5월 2일(화)월 2일(화)  2일(화)일(화)(화)화))
9월 13일(일) ~ 9월 15일(화)월 13일(일) ~ 9월 15일(화) 13일(일) ~ 9월 15일(화)일(일) ~ 9월 15일(화)(일) ~ 9월 15일(화)일) ~ 9월 15일(화)) ~ 9월 15일(화)월 15일(화) 15일(화)일(화)(화)화))

김문겸(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금속재료공학 이상화(동아대학교), 강정윤(부산대학교)

기계공학 임문혁(계명대학교), 정은수(홍익대학교)

기계설계공학 류봉조(한밭대학교), 최영(중앙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유한규(한양대학교), 이충수(광주대학교)

전자공학 전중창(진주산업대학교), 장우진(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 김지형(고려대학교), 김영주(경북대학교)

계 6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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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 한국해양대학교 (중간방문)한국해양대학교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4월 30일(일) ~ 5월 2일(화)월 30일(일) ~ 5월 2일(화) 30일(일) ~ 5월 2일(화)일(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일) ~ 5월 2일(화)) ~ 5월 2일(화)월 2일(화) 2일(화)일(화)(화)화))
9월 3일(일) ~ 9월 5일(화)월 3일(일) ~ 9월 5일(화)  3일(일) ~ 9월 5일(화)일(일) ~ 9월 5일(화)(일) ~ 9월 5일(화)일) ~ 9월 5일(화)) ~ 9월 5일(화)월 5일(화) 5일(화)일(화)(화)화))

김관주(홍익대학교)(홍익대학교)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윤기병(원광대학교), 김엄기(공주대학교)

냉동공조�너지시스템 김재도(인하대학교)

반도체물리공학 최정철(아주대학교), 김상문(LG Philips)

�너지자원공학 고승영(서울대학교), 양형식(전남대학교)

제어자동화공학 전석희(인천대학교), 최석림(세종대학교)

토목공학 하태준(전남대학교), 이상순(KG 엔지니어링)

환경공학 이동석(강원대학교),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 7개 프로그램

■ 한양대학교 (신규 11 / 중간 2)한양대학교 (신규 11 / 중간 2) (신규 11 / 중간 2)신규 11 / 중간 2) 11 / 중간 2)중간 2) 2)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김복기(광운대학교)(광운대학교)광운대학교))

건축공학 고성석(전남대학교), 박태희(휴�텍코리아)(전남대학교), 박태희(휴�텍코리아)전남대학교), 박태희(휴�텍코리아)), 박태희(휴�텍코리아)박태희(휴�텍코리아)(휴�텍코리아)휴�텍코리아))

기계공학 심우건(한남대학교), 정경렬(한남대학교), 정경렬한남대학교), 정경렬), 정경렬정경렬(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어통신공학 김홍배(청주대학교), 김형석(중앙대학교)(청주대학교), 김형석(중앙대학교)청주대학교), 김형석(중앙대학교)), 김형석(중앙대학교)김형석(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분자시스템공학 노승백(계명대학교), 이상백(제주대학교)

산업공학 고창성(경성대학교), 전영록(경남대학교)

신소재공학 김송희(강원대학교), 조동환(금오공과대학교)

원자시스템공학 배원병(부산대학교), 이창�(연세대학교)

전기제어공학 도양회(제주대학교), 오도창(건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 김재준(대구대학교), 송명현(순천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민경원(강원대학교), 심범보(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 남현도(단국대학교), 민용기(광주대학교)

토목공학 모귀석(대�대학교), 이범희(배재대학교)(대�대학교), 이범희(배재대학교)대�대학교), 이범희(배재대학교)), 이범희(배재대학교)이범희(배재대학교)(배재대학교)배재대학교))

화학공학 김도형(전남대학교), �경호(충북대학교)(전남대학교), �경호(충북대학교)전남대학교), �경호(충북대학교)), �경호(충북대학교)�경호(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

계 13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홍익대학교-조치원 캠퍼스 (중간방문)홍익대학교-조치원 캠퍼스 (중간방문)-조치원 캠퍼스 (중간방문)조치원 캠퍼스 (중간방문) (중간방문)중간방문))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9월 17일(일) ~ 19일(화)월 17일(일) ~ 19일(화) 17일(일) ~ 19일(화)일(일) ~ 19일(화)(일) ~ 19일(화)일) ~ 19일(화)) ~ 19일(화)일(화)(화)화))

신치범(아주대학교)(아주대학교)아주대학교))

화학시스템공학 박성수(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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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6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 2006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년도 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 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 대학(CAC)대학(CAC)(CAC)  

 ■ 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이윤준(KAIST)이윤준(KAIST)(KAIST)

인터넷미�어 성낙운(경성대학교), 이양원(호남대학교)(경성대학교), 이양원(호남대학교)경성대학교), 이양원(호남대학교)), 이양원(호남대학교)이양원(호남대학교)(호남대학교)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 임한규(안동대학교), 신위재(경남대학교)(안동대학교), 신위재(경남대학교)안동대학교), 신위재(경남대학교)), 신위재(경남대학교)신위재(경남대학교)(경남대학교)경남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 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14일(일) ~ 16일(화)월 14일(일) ~ 16일(화) 14일(일) ~ 16일(화)일(일) ~ 16일(화)(일) ~ 16일(화)일) ~ 16일(화)) ~ 16일(화)일(화)(화)화))

 이병기(서울대학교)이병기(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컴퓨터과학 오용선(목원대학교), 이용석(전북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유인근(창원대학교)(창원대학교)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

오�석(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광석(진주산업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23일(화)월 21일(일)~23일(화) 21일(일)~23일(화)일(일)~23일(화)(일)~23일(화)일)~23일(화))~23일(화)일(화)(화)화))

 김병식(동국대학교)김병식(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안동언(전북대학교), 홍유식(상지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김성조(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 안병철(영남대학교), 강준우(한국외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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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4월 30일(일) ~ 5월 2일(화)

이동호(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 한성국(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한밭대학교한밭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

이정배(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 �호영(안양대학교)(안양대학교)안양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홍익대학교홍익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1일(일) ~ 23일(화)월 21일(일) ~ 23일(화) 21일(일) ~ 23일(화)일(일) ~ 23일(화)(일) ~ 23일(화)일) ~ 23일(화)) ~ 23일(화)일(화)(화)화))

유철중(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 박혁로(전남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바. 2006년도 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 2006년도 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년도 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 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 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인증 방문 평가 대학(KEC2005) 평가 대학(KEC2005)평가 대학(KEC2005) 대학(KEC2005)대학(KEC2005)(KEC2005)KEC2005))

■ 건국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

9.3(일) - 9.5(화)

이건영(광운대학교)

기계공학 윤구영(홍익대학교), 안정호(세진EM�기술사사무소)

섬유공학 김환철(전북대학교), 박원호(충남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 한밭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

9.10(일) - 9.12(화)

민상원(광운대학교)

정보통신 백�기(전북대학교), 이기준(충남대학교)

멀티미�어 박능수(전북대학교), 강행봉(충남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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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6년도 시범 인증 방문 평가 대학(CAC)

■ 동명정보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14일(일) ~ 16일(화)월 14일(일) ~ 16일(화) 14일(일) ~ 16일(화)일(일) ~ 16일(화)(일) ~ 16일(화)일) ~ 16일(화)) ~ 16일(화)일(화)(화)화))

김지인(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멀티미�어공학 최병조(인천대학교) ,최승호(동신대학교)(인천대학교) ,최승호(동신대학교)인천대학교) ,최승호(동신대학교)) ,최승호(동신대학교)최승호(동신대학교)(동신대학교)동신대학교)) 

정보보호학 홍성찬(한신대학교), 권오준(동의대학교)(한신대학교), 권오준(동의대학교)한신대학교), 권오준(동의대학교)), 권오준(동의대학교)권오준(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 한윤식(한동대학교), 류시국(경남정보대학교)(한동대학교), 류시국(경남정보대학교)한동대학교), 류시국(경남정보대학교)), 류시국(경남정보대학교)류시국(경남정보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계 3개 프로그램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서울캠퍼스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7일(일) ~ 9일(화)월 7일(일) ~ 9일(화) 7일(일) ~ 9일(화)일(일) ~ 9일(화)(일) ~ 9일(화)일) ~ 9일(화)) ~ 9일(화)일(화)(화)화))

이강우(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

미�어 박상호(안동대학교), 김종화(목포대학교) 

소프트웨어 이문노(동의대학교), 장원태(동서대학교) 

계 2개 프로그램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천안캠퍼스천안캠퍼스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월 28일(일) ~ 30일(화) 28일(일) ~ 30일(화)일(일) ~ 30일(화)(일) ~ 30일(화)일) ~ 30일(화)) ~ 30일(화)일(화)(화)화))

김문희(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건국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정진균(전북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선문대학교선문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

배현덕(충북대학교)
컴퓨터정보학 최승�(덕성여대학교)(덕성여대학교)덕성여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

■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7일(일) ~ 9일(화)

박세근(인하대학교)
컴퓨터과학 정충교(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 

계 1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 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방문일자/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평가단장(소속)(소속)소속)) 프로그램명 평가위원(소속)(소속)소속))

5월 28일(일) ~ 30일(화)

김상준(Ai View technology)
컴퓨터공학 양우석(홍익대학교-조치원) 

소  계 1개 프로그램개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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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가위원 비율 분포. 평가위원 비율 분포평가위원 비율 분포 비율 분포비율 분포 분포분포

2001년부터 2006년간 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년부터 2006년간 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 2006년간 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년간 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평가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 그림 3.1과 같이 산업체 평가위원은산업체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은평가위원은 

10% 내외로 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내외로 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있다.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앞으로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산업체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평가위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높아질 수 있도록 수 있도록수 있도록 있도록있도록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많은 관심과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과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관심과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산업체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평가위원을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늘리기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위한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공인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필요하다.. 

그림 3.1 평가위원 비율 분포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6년

교수 19명
73%

산업체 3명
12%

연구소 등 4명
15%

교수 243명
89%

산업체 23명
8%

연구소 등 9명
3%

교수 27명
72%

산업체 5명
14%

연구소 등 5명
14%

교수 60명
87%

산업체 5명
7%

연구소 등 4명
6%

교수 59명
69%

산업체 18명
21%

연구소 등 9명
10%

교수 119명
80%

산업체 18명
12%

연구소 등 12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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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프로그램별 조율위원회 조율위원회조율위원회

2006년 5월 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년 5월 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5월 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월 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방문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프로그램의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경우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5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월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30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일에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방문평가를 종료하고, 6월 7일 종료하고, 6월 7일종료하고, 6월 7일, 6월 7일월 7일 7일일 

평가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개최하였으며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개최하였으며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월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8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일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조율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개최하였다.개최하였다..

2006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조율위원회는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2006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년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6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월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28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일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15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시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한국기술센터 21층한국기술센터 21층 21층층 

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 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참석자는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 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평가위원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 123명 평가단장(부단장) 18명 평가단장(부단장) 18 평가단장(부단장) 18평가단장(부단장) 18(부단장) 18부단장) 18) 18

명, 공인원 임원(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공인원 임원(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공인원 임원(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임원(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임원(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부원장,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인증사업단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2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총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율 참석하였으며 조율참석하였으며 조율 조율조율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구성은 아래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구성은 아래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아래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아래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표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3.9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와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같다.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조율을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위해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프로그램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 7개 그룹으로 구성하개 그룹으로 구성하 구성하구성하

였으며, 조율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조율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조율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운영을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위하여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각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그룹에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 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평가단장(부단장)을 사회자로 배(부단장)을 사회자로 배부단장)을 사회자로 배)을 사회자로 배을 사회자로 배 사회자로 배사회자로 배 배배

치하였다.. 

2006년 조율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년 조율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조율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조율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평가위원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부 깊이 인식하여 대부깊이 인식하여 대부 인식하여 대부인식하여 대부 대부대부

분 참석하였다. 조율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조율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조율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 필요성이 높아지필요성이 높아지 높아지높아지

고 있으며, 이번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있으며, 이번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있으며, 이번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이번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이번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조율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통해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조율을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위한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충분한 그룹 구성과 그룹장 그룹 구성과 그룹장그룹 구성과 그룹장 구성과 그룹장구성과 그룹장 그룹장그룹장

(Moderator)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대한 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대한 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사전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교육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및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그룹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단위의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독립된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조율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 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공간(소회의실 등) 확보 등(소회의실 등) 확보 등소회의실 등) 확보 등 등) 확보 등등) 확보 등) 확보 등확보 등 등등

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과제로 인식되었다.과제로 인식되었다. 인식되었다.인식되었다..

표 3.9 2006년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 3.9 2006년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년도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 구성 조율위원회 구성조율위원회 구성 구성구성

그룹별 프로그램 인증평가대학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프로그램평가자(소속)프로그램평가자(소속)(소속)소속)) 그룹장

1그�그�

건축공학분야

경북대 : 건축공학-오창학(태산구조안전(주)), 김무한(충남대)

공주대 : 건축공학-이영욱(군산대)

서울대 : 건축공학-김용이(군산대)

성균관대 : 건축공학-정명채(전주대) 김차종 교수

(경북대 

부단장)

토목공학분야

경북대 : 토목공학-이종석(한밭대), 최�식(상지대)

연세대 : 토목공학-편무욱(건국대)

한양대 : 토목공학-이범희(배재대)

도시공학분야 서울대 : 토목도시공학-김영욱(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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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프로그램 인증평가대학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프로그램평가자(소속)프로그램평가자(소속)(소속)소속)) 그룹장

2그�그�

기계공학분야

강릉대 : 정밀기계-이희원(서울산업대)

경북대 : 기계공학-이원(숭실대)

고려대 : 기계공학-이강수(한밭대)

공주대 : 반도체기계공학-박종근(경남대)

부경대 : 기계공학-최윤호(아주대)

         기계시스템공학-김시범(동아대)

         냉동공조공학-김경�(경희대), 김상태(영남대)

서울대 : 기계항공공학-고준수(국방과학연구소),

                       이재효(건국대)

성균관대 : 기계공학- 부준홍(한국항공대)

창원대 : 기계공학-정은수(홍익대)

         기계설계공학-최영(중앙대)

한국해양대 : 제어자동화공학-최석림(세종대)

한양대 : 기계공학-심우건(한남대)

김관주 교수

(한국해양대

 단장)

해양공학분야

서울대 : 조선해양공학-한문식(계명대)

울산대 : 해양공학-박길문(조선대)

         조선공학-박익근(서울산업대)

원자력

공학분야
한양대 : 원자시스템공학-배원병(부산대)

3그�그� 산업공학분야

강릉대 : 산업시스템공학-이병기(명지대), 고제석(광주대)

부산대 : 산업공학-홍정의(충주대), 김연수(인천대)

성균관대 : 시스템경영공학-이덕주(경희대)

창원대 : 산업시스템공학-이충수(광주대)

한양대 : 산업공학-고창성(경성대), 전영록(경남대)

김낙교 교수

(부경대 

단장)

4그�그� 재료공학분야

강릉대 : 금속재료공학-허근태(경성대)

         세라믹공학-지충수(국민대)

경북대 : 무기재료공학-김선태(한밭대)

         금속신소재공학- 김호성(전남대)

고려대 : 신소재공학-강찬형(한국산업기술대), 

                     임연수(명지대)

서울대 : 재료공학-홍주화(충북대)

창원대 : 금속재료공학-이상화(동아대)

한양대 : 신소재공학-조동환(금오공대)

김기만 교수

(성균관대 

부단장)

표 3.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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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프로그램 인증평가대학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및 프로그램평가자(소속) 프로그램평가자(소속)프로그램평가자(소속)(소속)소속)) 그룹장

5그�그� 전기·전자
컴퓨터

경북대 : 컴퓨터공학-김창규(동의대)
         전기공학-최학근(단국대)
고려대 : 전기공학-이상�(경남대)
         전자공학-조영선(KBM)
성균관대 : 전자전기공학-오성근-(아주대)
한양대 : 미�어통신공학-김형석(중앙대)
         전기제어공학-도양회(제주대)
         컴퓨터공학-남현도(단국대)

김덕규 교수

(고려대 
단장)

광운대 : 컴퓨터공학-정태원(충남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박대희(원광대)
         정보제어공학-박종욱(인천대)
부경대 : 전기제어공학-이재명(한국산업기술대), 
         이상일(목포대)
창원대 : 전자공학-장우진(서울산업대)

6그�그�

화학공학분야

경북대 : 응용화학-김병직(숭실대)
         화학공학-김교근(청주대)
         고분자공학-최수형(전북대)
고려대 : 화공생명공학-류시옥(영남대)
공주대 : 화학공학-김영철(전남대), 이태진(영남대)
서울대 : 화학생물공학-김오영(단국대)           
성균관대 : 화학공학-변홍식(계명대)
           고분자시스템공학-김대흠(광운대)
연세대 : 화학공학-임경희(중앙대)
한양대 : 화학공학-김도형(전남대), �경호(충북대)
         분자시스템공학-이상백(제주대)

김광렬 교수

(연세대 
단장)

환경공학분야
경북대 : 환경공학-최금찬(동아대)
고려대 : 사회환경시스템-기성태(서울산업대)
한양대 : 지구환경시스템공학-심범보(상지대)

섬유공학분야 경북대 : 섬유시스템공학-서문호(건국대)

7그�그�
컴퓨터

(�A�)분야

동명정보대 : 멀티미�어공학-최병조(인천대)
             정보보호학-권오준(동의대)
상명대(서울) : 소프트웨어-이문노(동의대)울) : 소프트웨어-이문노(동의대)) : 소프트웨어-이문노(동의대)
            미�어-박상호(안동대)
상명대(천안) : 컴퓨터소프트웨어-정진균(전북대)안) : 컴퓨터소프트웨어-정진균(전북대)) : 컴퓨터소프트웨어-정진균(전북대)
선문대 : 컴퓨터정보학-최승�(덕성여대)
숙명여대 : 컴퓨터과학-정충교(강원대)
중앙대 : 컴퓨터공학-양우석(홍익대-조)

김성조 교수

(성균관대 
단장)

건국대 : 인터넷미�어-이양원(호남대)
경북대 : 컴퓨터과학-오용선(목원대)
동국대 : 컴퓨터공학-오�석(한국산업기술대)
서울대 : 컴퓨터공학-안동언(전북대)
성균관대 : 컴퓨터공학-강준우(한국외대)

표 3.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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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연도별 조율위원회연도별 조율위원회 조율위원회조율위원회

이 위원회의 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위원회의 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위원회의 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목적은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대학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그리고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연도별로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따른 평가결과의 형평성 평가결과의 형평성평가결과의 형평성 형평성형평성 

및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조율하는데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있다.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이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조율위원회를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통해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인증평가결과의 확인(30 확인(30확인(30(30

일 대응에 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대응에 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대응에 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대한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판정사항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프로그램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기준별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조율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의결결과에 대한 확인),의결결과에 대한 확인), 대한 확인),대한 확인), 확인),확인),), 

인증기준에 따른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따른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따른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대학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대한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의견교환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및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최종 조율 확인 등이 이루 조율 확인 등이 이루조율 확인 등이 이루 확인 등이 이루확인 등이 이루 등이 이루등이 이루 이루이루

어진다. 참석 위원은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참석 위원은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참석 위원은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위원은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위원은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2006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년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평가단장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19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명(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EAC 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분야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17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명, CAC 분야 2명)과 공인원, CAC 분야 2명)과 공인원분야 2명)과 공인원 2명)과 공인원명)과 공인원)과 공인원과 공인원 공인원공인원 

수석부원장, 인증사업단장, 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 인증사업단장, 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인증사업단장, 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 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인증사업부단장으로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 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구성되어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 2006년 11월 18일(토) 한국기년 11월 18일(토) 한국기 11월 18일(토) 한국기월 18일(토) 한국기 18일(토) 한국기일(토) 한국기(토) 한국기토) 한국기) 한국기한국기

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다. 21층 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다.층 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다. 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다.기술인클럽 ‘용궁’에서 개최되었다. ‘용궁’에서 개최되었다.용궁’에서 개최되었다.’에서 개최되었다.에서 개최되었다. 개최되었다.개최되었다..

3.7 EAC/CAC 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가. EAC 인증위원회. EAC 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2006년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년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최종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판정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위한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 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공학인증위원회(EAC)가2006년(EAC)가2006년가2006년2006년년 

11월 28-30일간 WA 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월 28-30일간 WA 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28-30일간 WA 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일간 WA 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WA 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리뷰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별관 동강홀에서 개최별관 동강홀에서 개최 동강홀에서 개최동강홀에서 개최 개최개최

되었다.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인원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구성은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표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3.10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과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같다.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참관인으로는 L.S. Skip Fletcher 교수 L.S. Skip Fletcher 교수교수

(WA 심사단 대표), 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심사단 대표), 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대표), 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대표), 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손소영(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연세대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교수),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김정수(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홍익대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교수),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인증사업단 부단인증사업단 부단 부단부단

장), 조벽(미시건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조벽(미시건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조벽(미시건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미시건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미시건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가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참석하였으며,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김광렬(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연세대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평가단장), 정윤철(강릉대 평), 정윤철(강릉대 평정윤철(강릉대 평(강릉대 평강릉대 평 평평

가단장), 유인근(동국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 유인근(동국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유인근(동국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동국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동국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 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김차종(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동아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 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민상원(군산대 평가단장),(군산대 평가단장),군산대 평가단장), 평가단장),평가단장),),  

문 일(인하대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 일(인하대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일(인하대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인하대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인하대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 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평가단장),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 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김청균(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홍익대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 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평가단장)교수가 참여하였다.)교수가 참여하였다.교수가 참여하였다. 참여하였다.참여하였다..

표 3.10 EAC 위원회 명단 3.10 EAC 위원회 명단위원회 명단 명단명단

추천분야 성  명 소  속 (추천학회)(추천학회)추천학회))

당연직

홍의석 광운대

권오양 인하대

김복기 광운대

학회 추천

김덕규 경북대(대한전자공학회)

송동주 영남대(대한기계학회)

김성조 중앙대(한국정보과학회)

이의수 동국대(한국화학공학회)

고승영 서울대(대한토목학회)

산업체 추천

김상준 Ai view technology

박영환 (주)대우엔지니어링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공인원 원장추천

한송엽 서울대

김관주 홍익대

이일영 부경대

윤우영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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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C 인증위원회. CAC 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2006년도 CAC 분야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년도 CAC 분야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CAC 분야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분야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대한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최종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판정을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위한 CAC 인증위원회가위한 CAC 인증위원회가 CAC 인증위원회가인증위원회가 

2006년 12월 26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년 12월 26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12월 26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월 26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26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일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용궁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개최되었으며,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참석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위원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인원 구성은 표 3.11과 같다. 구성은 표 3.11과 같다.구성은 표 3.11과 같다. 표 3.11과 같다.표 3.11과 같다. 3.11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표 3.11 CAC 위원회 명단 3.11 CAC 위원회 명단위원회 명단 명단명단

추천분야 성  명 소  속 (추천학회)(추천학회)추천학회))

당연직

홍의석 광운대

권오양 인하대

김복기 광운대

학회
추천

이병기 서울대(한국통신학회)

이정배 선문대(한국정보과학회)

배현덕 충북대(대한전자공학회)

이윤준 KAIST(한국정보과학회)

이강우 동국대(대한전자공학회)

산업체 추천 추천추천 김상준 Ai view technology

공인원
원장추천

김성조 중앙대

이동호 광운대

김지인 건국대

유철중 전북대

3.8 평가자 워크샵평가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가. 2006년 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 2006년 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년 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 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평가자 워크샵 참석자 현황 워크샵 참석자 현황워크샵 참석자 현황 참석자 현황참석자 현황 현황현황

평가자 교육은 평가자,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교육은 평가자,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교육은 평가자,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평가자,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평가자,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평가위원(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실제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방문평가자),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평가단장으로 3개의 교육으로 구 3개의 교육으로 구개의 교육으로 구 교육으로 구교육으로 구 구구

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있고,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있고,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일반적으로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평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가장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기본적인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평가자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 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워크샵(1일 교육)을 참여함으(1일 교육)을 참여함으일 교육)을 참여함으 교육)을 참여함으교육)을 참여함으)을 참여함으을 참여함으 참여함으참여함으

로 평가자 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평가자 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평가자 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등록하게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아래의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표는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현재까지의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워크샵 참석 현황워크샵 참석 현황 참석 현황참석 현황 현황현황

으로 2006년에는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2006년에는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년에는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실시되었으며,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총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1,515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명이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평가자가 워크샵에 참석하 워크샵에 참석하워크샵에 참석하 참석하참석하

였다. 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 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 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워크샵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 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참석 현황은 표 3.12와 같다. 현황은 표 3.12와 같다.현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와 같다.표 3.12와 같다. 3.12와 같다.와 같다. 같다.같다..

표 3.12 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3.12 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연도별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평가자 워크샵 참석 현황 워크샵 참석 현황워크샵 참석 현황 참석 현황참석 현황 현황현황

교육년도 1차차 2차차 3차차 4차차 5차차 소계

2002 41 19 41 - - 101

2003 50 49 미실시 - - 99

2004 123 110 120 - - 353

2005 112 154 118 - - 384

2006 213(EA�) 52(�A�) 50 63 200 578

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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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이와 같이 공인원에서는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같이 공인원에서는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같이 공인원에서는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공인원에서는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공인원에서는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매년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3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회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이상의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걸친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평가자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통하여 산업체의 평가통하여 산업체의 평가 산업체의 평가산업체의 평가 평가평가

자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주력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주력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지속적인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평가자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풀의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확대와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평가자의 재교육을 시행하여 재교육을 시행하여재교육을 시행하여 시행하여시행하여 

양질의 평가자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 평가자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평가자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양성에 노력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노력할 것이다.. 

나. 2006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 2006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 평가자 워크샵 현황평가자 워크샵 현황 워크샵 현황워크샵 현황 현황현황

 표 3.13은 2006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표 3.13은 2006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3.13은 2006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은 2006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06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년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동안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진행된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평가자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워크샵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한 것이다.정리한 것이다. 것이다.것이다..

표 3.13 2006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 3.13 2006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년 평가자 워크샵 현황 평가자 워크샵 현황평가자 워크샵 현황 워크샵 현황워크샵 현황 현황현황

평가자 
워크샵

일  시 장  소  내용 및 참여인원내용 및 참여인원 및 참여인원및 참여인원 참여인원참여인원

제1차1차차 2006. 1. 14
연세대 제2공학관 

B039, B040

- EA� 평가자�� 대상�로 하여평가자�� 대상�로 하여 대상�로 하여대상�로 하여 하여하여

  인증제도 소개, 공학교육인증제의인증제도 소개, 공학교육인증제의 소개, 공학교육인증제의소개, 공학교육인증제의, 공학교육인증제의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기준별 점검사항 설명, 인증기준별 점검사항 설명인증기준별 점검사항 설명 점검사항 설명점검사항 설명 설명설명 

- 213명 참석명 참석 참석참석 

제2차 2006. 1. 21
연세대 제2공학관 

B039, B040

- �A� 평가자�� 대상�로 하여

  인증제도 소개,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기준별 점검사항 설명 

- 52명 참석

제3차 2006. 6. 23

 

평창 정보과학회 ���� 

- 정보과학회 ���� 참석대상자�� 

   대상�로 개최

- 50명 참석

제4차 2006. 7. 6 고려대 창의관 117호

- 산업계 인사�의 평가자 �� 참여��산업계 인사�의 평가자 �� 참여�� 인사�의 평가자 �� 참여��인사�의 평가자 �� 참여�� 평가자 �� 참여��평가자 �� 참여�� �� 참여���� 참여�� 참여��참여�� 

   늘리기 위하여 개최� 위하여 개최�위하여 개최� 개최�개최�

-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 30명, 기술사회 26명 ��명, 기술사회 26명 ��, 기술사회 26명 ��기술사회 26명 �� 26명 ��명 �� ���� 

   63명 참석명 참석 참석참석

제5차5차차 2006.10. 27
숭실대 �처중소기업센터 �처중소기업센터�처중소기업센터 

309호호

- 인증제도� 대한 전반적인 소개, 공인증제도� 대한 전반적인 소개, 공 대한 전반적인 소개, 공대한 전반적인 소개, 공 전반적인 소개, 공전반적인 소개, 공 소개, 공소개, 공, 공공

  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기준별 필요성, 인증기준별필요성, 인증기준별, 인증기준별인증기준별 

  점검사항 설명 및 전공분야� ��� 설명 및 전공분야� ���설명 및 전공분야� ��� 및 전공분야� ���및 전공분야� ��� 전공분야� ���전공분야� ��� ������ 

  그�토의 실시 실시실시

- 200여명 참석여명 참석 참석참석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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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제1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년 제1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 제1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제1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1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차, 제2차 평가자 워크샵, 제2차 평가자 워크샵제2차 평가자 워크샵2차 평가자 워크샵차 평가자 워크샵 평가자 워크샵평가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2006년도 인증평가를 진행하기년도 인증평가를 진행하기 인증평가를 진행하기인증평가를 진행하기 진행하기진행하기 

위한 평가자 워크샵은 평가자로 선 평가자 워크샵은 평가자로 선평가자 워크샵은 평가자로 선 워크샵은 평가자로 선워크샵은 평가자로 선 평가자로 선평가자로 선 선선

정된 인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1 인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1인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1 두 차례로 나누어 1두 차례로 나누어 1 차례로 나누어 1차례로 나누어 1 나누어 1나누어 1 1

월 14일(토)과 21일(토)에 연세대학 14일(토)과 21일(토)에 연세대학일(토)과 21일(토)에 연세대학(토)과 21일(토)에 연세대학토)과 21일(토)에 연세대학)과 21일(토)에 연세대학과 21일(토)에 연세대학 21일(토)에 연세대학일(토)에 연세대학(토)에 연세대학토)에 연세대학)에 연세대학에 연세대학 연세대학연세대학

교 제2공학관에서 실시되었다. 공인 제2공학관에서 실시되었다. 공인제2공학관에서 실시되었다. 공인2공학관에서 실시되었다. 공인공학관에서 실시되었다. 공인 실시되었다. 공인실시되었다. 공인. 공인공인

원 및 인증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자 및 인증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자및 인증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자 인증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자인증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자 소개를 시작으로 자소개를 시작으로 자 시작으로 자시작으로 자 자자

체 평가 보고서, 인증기준별 점검사 평가 보고서, 인증기준별 점검사평가 보고서, 인증기준별 점검사, 인증기준별 점검사인증기준별 점검사 점검사점검사   

항, 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 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 역할에 대해 교육역할에 대해 교육 대해 교육대해 교육 교육교육

하고 마무리 토의가 이루진 가운데 마무리 토의가 이루진 가운데마무리 토의가 이루진 가운데 토의가 이루진 가운데토의가 이루진 가운데 이루진 가운데이루진 가운데 가운데가운데 

진행되었다..

(2) 2006년 제3차 평가자 워크샵년 제3차 평가자 워크샵 제3차 평가자 워크샵제3차 평가자 워크샵3차 평가자 워크샵차 평가자 워크샵 평가자 워크샵평가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공인원의 3차 평가자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3차 평가자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차 평가자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평가자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평가자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워크샵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6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월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23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일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평창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열린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정보과학회 워크샵 참석대 워크샵 참석대워크샵 참석대 참석대참석대

상자를 대상으로 학술회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대상으로 학술회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대상으로 학술회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학술회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학술회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한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섹션을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맡아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KCC2005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에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대한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평가자 워크샵을 진행 하 워크샵을 진행 하워크샵을 진행 하 진행 하진행 하 하하

였으며,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약 50명이 참석하였다.약 50명이 참석하였다. 50명이 참석하였다.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하였다.참석하였다..

        

(3) 2006년 제4차 평가자 워크샵년 제4차 평가자 워크샵 제4차 평가자 워크샵제4차 평가자 워크샵4차 평가자 워크샵차 평가자 워크샵 평가자 워크샵평가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공인원은 대학측의 증가하는 공학 대학측의 증가하는 공학대학측의 증가하는 공학 증가하는 공학증가하는 공학 공학공학

교육인증 평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평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평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충족시키기 위충족시키기 위 위위

하여 지속적으로 공학인증 평가자를 지속적으로 공학인증 평가자를지속적으로 공학인증 평가자를 공학인증 평가자를공학인증 평가자를 평가자를평가자를 

양성하여 필요한 평가자 풀을 관리하 필요한 평가자 풀을 관리하필요한 평가자 풀을 관리하 평가자 풀을 관리하평가자 풀을 관리하 풀을 관리하풀을 관리하 관리하관리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 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그러나, 현재의 공인원 평가, 현재의 공인원 평가현재의 공인원 평가 공인원 평가공인원 평가 평가평가

자 풀에서 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 풀에서 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풀에서 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 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산업체 종사자가 차지하는 종사자가 차지하는종사자가 차지하는 차지하는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목표치(전체 평가자 여전히 목표치(전체 평가자여전히 목표치(전체 평가자 목표치(전체 평가자목표치(전체 평가자(전체 평가자전체 평가자 평가자평가자 

풀의 약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약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약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5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크게 미달하고 있다.크게 미달하고 있다. 미달하고 있다.미달하고 있다. 있다.있다..

대학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과정에서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과정에서 인증 평가 과정에서인증 평가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평가 과정에서 과정에서과정에서

산업계로부터 대학 졸업생 학습성과 대학 졸업생 학습성과대학 졸업생 학습성과 졸업생 학습성과졸업생 학습성과 학습성과학습성과

에 관련된 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관련된 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관련된 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요구를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대학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피드백하는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유용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통로는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산업체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평가위원으로 

직접 대학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대학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대학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참여하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것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산업계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인사들의 평가자 풀 참여를 늘 평가자 풀 참여를 늘평가자 풀 참여를 늘 풀 참여를 늘풀 참여를 늘 참여를 늘참여를 늘 늘늘

리는 방법의 하나로,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방법의 하나로,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방법의 하나로,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하나로,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하나로,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금년도부터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산업체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평가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양성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개최하였으며, 삼성전자, 삼성전자삼성전자

(주), 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주), 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협조를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받아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삼성전자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30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명,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기술사회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26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명,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대학교수 7명이 참석한 7명이 참석한명이 참석한 참석한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7월 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월 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일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고려대학교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창의관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117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호에서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산업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개최하였다.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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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평가 활동

(4) 2006년 제5차 평가자 워크샵년 제5차 평가자 워크샵 제5차 평가자 워크샵제5차 평가자 워크샵5차 평가자 워크샵차 평가자 워크샵 평가자 워크샵평가자 워크샵 워크샵워크샵

제5차 평가자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5차 평가자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차 평가자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평가자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평가자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워크샵이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10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월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2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200여명이 참석한여명이 참석한 참석한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개최되었다. 이번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개최되었다. 이번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이번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이번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평가자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워크샵은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산업체(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기술사회,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한림원 등)가 추천한 전문 등)가 추천한 전문등)가 추천한 전문)가 추천한 전문가 추천한 전문 추천한 전문추천한 전문 전문전문

가를 주 대상으로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주 대상으로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주 대상으로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대상으로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대상으로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한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점과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KEC2005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인증 기준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점이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특징이며, 숭실대학교의, 숭실대학교의숭실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지원 하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지원 하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하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하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전반적인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소개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및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공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인증 필요성, 인증필요성, 인증, 인증인증 

기준 별 점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별 점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별 점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점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점검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상세하게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순서로 진행되었다.순서로 진행되었다. 진행되었다.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워크샵에 참가한 평가자들이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참가한 평가자들이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참가한 평가자들이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평가자들이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평가자들이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가장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만족한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내용으로는 오후에 있내용으로는 오후에 있 오후에 있오후에 있 있있

었던 각 전공분야에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각 전공분야에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각 전공분야에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전공분야에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전공분야에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따라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분반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나눠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진행된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그룹토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나타났다. 교육을나타났다. 교육을. 교육을교육을 

들으며 막연하게 느껴졌던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막연하게 느껴졌던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막연하게 느껴졌던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느껴졌던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느껴졌던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공학인증평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자체평가보고서에 대 대대

한 평가 연습,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 연습,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평가 연습,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연습,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연습,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사례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분석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및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게 되었다할 수 있게 되었다 수 있게 되었다수 있게 되었다 있게 되었다있게 되었다 되었다되었다

는 평이다. 평이다.평이다..

3.9 인증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인증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위한 자문 활동위한 자문 활동 자문 활동자문 활동 활동활동 

인증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정보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전달과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홍보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위해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 2006년부터 지역순회 간년부터 지역순회 간 지역순회 간지역순회 간 간간

담회와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준비하거나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준비하거나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받고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있는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PD 초청 대상으로 한 PD 초청대상으로 한 PD 초청 한 PD 초청한 PD 초청 PD 초청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시하게 되었다.실시하게 되었다. 되었다.되었다.. 

 

가. 지역순회 간담회. 지역순회 간담회지역순회 간담회 간담회간담회

지역순회 간담회는 첫째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간담회는 첫째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간담회는 첫째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첫째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첫째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공학인증에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대하여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일선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대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잘못 알고 있는 인증 평 알고 있는 인증 평알고 있는 인증 평 있는 인증 평있는 인증 평 인증 평인증 평 평평

가의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용을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내용을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알리고,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둘째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홍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짐으로써이루어짐으로써 

인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전국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인증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할 필요성을 느할 필요성을 느 필요성을 느필요성을 느 느느

끼게 되어, 8월과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되어, 8월과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되어, 8월과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8월과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월과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11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월에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걸쳐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총 3차례를 개최하였다. 3차례를 개최하였다.차례를 개최하였다. 개최하였다.개최하였다..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신청을 준비하는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신청을 준비하는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준비하는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준비하는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학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및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지원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대상으로 하여 1차는 8월 16일 하여 1차는 8월 16일하여 1차는 8월 16일 1차는 8월 16일차는 8월 16일 8월 16일월 16일 16일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진행되었다.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진행되었다.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2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차는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8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월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1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약 80여명이 참 약 80여명이 참약 80여명이 참 80여명이 참여명이 참 참참

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가운데 진행되었으며,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진행되었으며,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진행되었으며,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3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차는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2006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년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월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16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약 용봉문화관에서 약용봉문화관에서 약 약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가운데 진행되었다.가운데 진행되었다. 진행되었다.진행되었다..

나. 대학 관계자 초청 간담회. 대학 관계자 초청 간담회대학 관계자 초청 간담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관계자 초청 간담회 초청 간담회초청 간담회 간담회간담회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준비하거나 인증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준비하거나 인증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인증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인증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평가를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진행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중인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대학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원활한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역 준비를 위한 자문 역준비를 위한 자문 역 위한 자문 역위한 자문 역 자문 역자문 역 역역

할을 담당하기 위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담당하기 위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담당하기 위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위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위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PD 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간담회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걸쳐 실시되었다.걸쳐 실시되었다. 실시되었다.실시되었다.. 

(1) 제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제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PD 간담회간담회

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PD 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간담회는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3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월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25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일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 제2공학관 대강당에서제2공학관 대강당에서2공학관 대강당에서공학관 대강당에서 대강당에서대강당에서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진행되었으며,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평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프로그램에 대한 Q&A 시간과 대한 Q&A 시간과대한 Q&A 시간과 Q&A 시간과시간과 

2006년 인증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년 인증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인증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인증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중점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사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및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대한 안내가 있었다.대한 안내가 있었다. 안내가 있었다.안내가 있었다. 있었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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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제1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간담회 내용 및 일정 내용 및 일정내용 및 일정 및 일정및 일정 일정일정

시 간 (오후)  간 (오후)간 (오후)(오후)오후)) 내 용  용용 진행 운영위원 운영위원운영위원

1:40 ~ 2:00 �� 록  록록 사회: 교육정보위 김기만

2:00 ~ 2:10 개회사  홍의석수석부원장

2:10 ~ 3:00 기준별 점검사항 인증사업단 이건영

3:00 ~ 4:00
신청프로그램 Q & A
 (자체보고서 지적사항)

교육정보위원회 김관주, 
대외�력위원회 윤우영,

사무처장 김복기,
교육정보위원회 유인근

4:00 ~ 4:30
올해 평가 중점 사항 
및 평가절차 안내 

인증사업단 권오양 

4:30 ~ 4:40 마무리 총평 한송엽 상임고문

(2) 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PD 간담회간담회
 

PD 간담회 첫째 날은 신규평가간담회 첫째 날은 신규평가 첫째 날은 신규평가첫째 날은 신규평가 날은 신규평가날은 신규평가 신규평가신규평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0월 31일과 대상으로 10월 31일과대상으로 10월 31일과 10월 31일과월 31일과 31일과일과 

11월 1일에 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월 1일에 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 1일에 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일에 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 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걸쳐 숭실대 벤처중소기 숭실대 벤처중소기숭실대 벤처중소기 벤처중소기벤처중소기

업센터 309호에서 총 213명이 참석 309호에서 총 213명이 참석호에서 총 213명이 참석 총 213명이 참석총 213명이 참석 213명이 참석명이 참석 참석참석

하여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중간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중간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중간, 둘째 날은 중간둘째 날은 중간 날은 중간날은 중간 중간중간

평가 대상으로 60여명이 참석하였으 대상으로 60여명이 참석하였으대상으로 60여명이 참석하였으 60여명이 참석하였으여명이 참석하였으 참석하였으참석하였으

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및 인 작성방법 및 인작성방법 및 인 및 인및 인 인인

증평가에 대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 대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대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준비사항 등에 대한 등에 대한등에 대한 대한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후의 질의 응답 있었다. 오후의 질의 응답있었다. 오후의 질의 응답 질의 응답질의 응답 응답응답

시간에서는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각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각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각 토의를 통하여 각토의를 통하여 각 통하여 각통하여 각 각각 

대학 공학교육인증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공학교육인증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공학교육인증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기회가 되었다. 되었다.되었다.. 

표 3.15 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 3.15 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제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2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차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 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인증대상 프로그램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 PD 간담회 내용 및 일정간담회 내용 및 일정 내용 및 일정내용 및 일정 및 일정및 일정 일정일정

시  간 내  용 담담부서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원장 박찬모

14:10 ~ 15:30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방법 인증사업단 민상원

15:30 ~ 15:50 휴 식

15:50 ~ 16:30
교육기관 준비사항 

(신규�중간)
인증사업단

강준우
김차종

16:30 ~ 17:00 질의 응답 인증사업단장 권오양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4. 국제협력 활동

4.1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

4.2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



4. 국제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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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활동

공인원은 국내에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국내에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국내에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대한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이해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증진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및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정착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통용될 수통용될 수 수수 

있는 공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공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공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질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확보하고,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이를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외국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시스템의 구축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을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노력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노력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대외협력위원회는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공인원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목표를 달성하고자 국제적 달성하고자 국제적달성하고자 국제적 국제적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위한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위한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해외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활동과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WA 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회원국의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국내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초빙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하고 있다. 2006년하고 있다. 2006년 있다. 2006년있다. 2006년.  2006년년 

국제 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활동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다. 같다.같다..

◦ 2006. 5 

 WA 정회원 6개국 고려대 기계공학 

 프로그램 방문평가 참관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

◦ 2006. 7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

◦ 2006. 9  

 WA Review Team 9월 중간 방문 평가 

 참관 

  (남아공, 미국, 캐나다)

◦ 2006. 9  

 캐나다 CEAB 회의 참가

◦ 2006. 10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 평가 참석

◦ 2006. 10 

 미국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 참가

◦ 2006. 11 

  WA Reviewer(미국) 공학인증위원회  

 (EAC) 참석

◦ 2006. 12 

  JABEE FEISEAP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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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활동

4.1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Equivalence) 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확보를 위한 해외 활동 위한 해외 활동위한 해외 활동 해외 활동해외 활동 활동활동

2006년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년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대외협력위원회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활동은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2005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년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6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월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홍콩에서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열린 Washington Accord회의 Washington Accord회의회의

에서 공인원이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 공인원이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공인원이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 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준회원(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provisional member)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으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 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가입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 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이후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 2007년 워싱턴에서 개최년 워싱턴에서 개최 워싱턴에서 개최워싱턴에서 개최 개최개최

될 제 8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제 8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제 8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8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차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WA 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대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정회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승격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위한 활동에 집중하였 활동에 집중하였활동에 집중하였 집중하였집중하였

다. 2006년은 WA 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2006년은 WA 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년은 WA 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WA 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강화하고 상호 공학교육 상호 공학교육상호 공학교육 공학교육공학교육

에서의 “Substantial Equivalency”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Substantial Equivalency”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인정받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중점을 두었다.중점을 두었다. 두었다.두었다..

가. IEM 2006 Workshop 참가. IEM 2006 Workshop 참가참가

2006년 IEM Workshop은 6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년 IEM Workshop은 6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IEM Workshop은 6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은 6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6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월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27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일-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3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더블린에서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열렸으며, 윤우영 교수열렸으며, 윤우영 교수, 윤우영 교수윤우영 교수 교수교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 위원장)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위원장)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와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 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손소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 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부위원장)가 한국기술사회의)가 한국기술사회의가 한국기술사회의 한국기술사회의한국기술사회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자격으로 참석하였다.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참석하였다.참석하였다.. 

이번 Workshop은 2005년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Workshop은 2005년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은 2005년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2005년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년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결정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못한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많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안건을 다루기 위해안건을 다루기 위해 다루기 위해다루기 위해 위해위해 

소집되었으며 특히 WA 규정(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 특히 WA 규정(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특히 WA 규정(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 WA 규정(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규정(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Rules and Procedure)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 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전면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 개정 및 WA 사무총장의개정 및 WA 사무총장의 및 WA 사무총장의및 WA 사무총장의 WA 사무총장의사무총장의 

상근직 계획 검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 계획 검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계획 검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 검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검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 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대한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 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내용이 중요한 논제였다. 중요한 논제였다.중요한 논제였다. 논제였다.논제였다..

공인원은 2007년 IEM 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2007년 IEM 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년 IEM 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IEM 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대회에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상정될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안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목적 기회를 갖는 목적기회를 갖는 목적 갖는 목적갖는 목적

으로 참가하였다. 참가하였다.참가하였다..

나.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

2006 Summer Commissions Meeting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월 20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 20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일부터 22일까지 Crystal Gateway 22일까지 Crystal Gateway일까지 Crystal Gateway Crystal Gateway 

Marriott Hotel, Arlington 에서 열렸으며,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에서 열렸으며,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 열렸으며,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열렸으며,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 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공인원에서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 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김덕규 교수(부원장), 민상 교수(부원장), 민상교수(부원장), 민상(부원장), 민상부원장), 민상), 민상민상

원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인증사업단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인증사업단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부단장),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김성조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교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평가센터 소장)가 참가하 소장)가 참가하소장)가 참가하)가 참가하가 참가하 참가하참가하

여 EAC/CAC Simultaneous and Joint Visit Training, EAC/CAC Annual Program EAC/CAC Simultaneous and Joint Visit Training, EAC/CAC Annual Program 

Accreditation Decision Meeting 등에 참석하여 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등에 참석하여 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 참석하여 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참석하여 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 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공인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 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인증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 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조율 과정을 ABET과 비교 과정을 ABET과 비교과정을 ABET과 비교 ABET과 비교과 비교 비교비교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좋은 기회를 가졌다.좋은 기회를 가졌다. 기회를 가졌다.기회를 가졌다. 가졌다.가졌다..

다. 124회 캐나다 CEAB 참가. 124회 캐나다 CEAB 참가회 캐나다 CEAB 참가 캐나다 CEAB 참가캐나다 CEAB 참가 CEAB 참가참가

CEAB(Canadian Engineering Accreditation Board)는 CCPE의 공학교육 인증을는 CCPE의 공학교육 인증을 CCPE의 공학교육 인증을의 공학교육 인증을 공학교육 인증을공학교육 인증을 인증을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로 매년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기구로 매년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기구로 매년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매년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매년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1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회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연례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회의를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갖고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그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해의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인증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대해 최종 결정을 하며, 최종 결정을 하며,최종 결정을 하며, 결정을 하며,결정을 하며, 하며,하며,, 

동시에 인증기준 변화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인증기준 변화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인증기준 변화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변화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변화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및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국제인증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대한 회의를 갖는다.대한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갖는다.회의를 갖는다. 갖는다.갖는다..

2006년은 124회로 9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년은 124회로 9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124회로 9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회로 9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9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월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24-25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일간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캘거리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시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열렸으며, 회의 안건에 공인원, 회의 안건에 공인원회의 안건에 공인원 안건에 공인원안건에 공인원 공인원공인원

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포함되어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있고,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공식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참관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요청이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있어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대외협력위원회 위원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위원위원

장)와 류철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와 류철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와 류철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류철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류철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교수(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부위원장)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참석하였다.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이곳에서 2006년 인증에 대한 2006년 인증에 대한년 인증에 대한 인증에 대한인증에 대한 대한대한 

최종 결정과 외국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결정과 외국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결정과 외국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외국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외국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대학에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대한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Substantial Equivalency” 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결정을 참관하였으며, 인증평 참관하였으며, 인증평참관하였으며, 인증평, 인증평인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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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시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얻는 시간이 되었다.얻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시간이 되었다. 되었다.되었다.. 

라. 미국 ABET 인증 방문 평가 참관. 미국 ABET 인증 방문 평가 참관미국 ABET 인증 방문 평가 참관 ABET 인증 방문 평가 참관인증 방문 평가 참관 방문 평가 참관방문 평가 참관 평가 참관평가 참관 참관참관

공인원에서 권오양 교수(인증사업단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 권오양 교수(인증사업단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권오양 교수(인증사업단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인증사업단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인증사업단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 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단장)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 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김차종 교수(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인증사업단 부단장)가 대 부단장)가 대부단장)가 대)가 대가 대 대대

표로 10월 15일-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10월 15일-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월 15일-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15일-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일-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17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일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뉴욕주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콜럼비아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대학의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기계공학프로그램과 생명공학 프로그램 생명공학 프로그램생명공학 프로그램 프로그램프로그램 

평가를 참관하였다. 이는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참관하였다. 이는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참관하였다. 이는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이는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이는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미국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ABET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과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기관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상호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인정(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MOU)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을 맺은 이후 두 번째 갖 맺은 이후 두 번째 갖맺은 이후 두 번째 갖 이후 두 번째 갖이후 두 번째 갖 두 번째 갖두 번째 갖 번째 갖번째 갖 갖갖

는 미국의 인증 평가 현장 방문이다. 인증 평가 현장 방문이다.인증 평가 현장 방문이다. 평가 현장 방문이다.평가 현장 방문이다. 현장 방문이다.현장 방문이다. 방문이다.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WA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방문은 WA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방문은 WA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WA 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정회원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가입을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앞두고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한국의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인증활동을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점검하고 인증활동의 질 인증활동의 질인증활동의 질 질질

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위한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것으로,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미국의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선진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인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직접 방문하여 평가일직접 방문하여 평가일 방문하여 평가일방문하여 평가일 평가일평가일

정, 평가위원의 사전준비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평가위원의 사전준비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평가위원의 사전준비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사전준비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사전준비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및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현장방문평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현황,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평가단의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활동,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피평가 기관의 평가 준 기관의 평가 준기관의 평가 준 평가 준평가 준

비상황 등을 참관하였다.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등을 참관하였다.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등을 참관하였다.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참관하였다.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참관하였다.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또한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아울러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피평가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기관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교육시설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확인함으로써 한국의확인함으로써 한국의 한국의한국의 

공학교육 인증활동을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인증활동을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인증활동을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좋은 기회로 삼았다.좋은 기회로 삼았다. 기회로 삼았다.기회로 삼았다. 삼았다.삼았다..

마. 2006년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 참가. 2006년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 참가년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 참가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 참가및 Annual Meeting 참가 Annual Meeting 참가참가

ABET은 매년 10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은 매년 10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 매년 10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매년 10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 10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월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 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말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 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평가위원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 workshop, Summit Commission과 Annual과 Annual Annual 

Meeting을 Board Meeting과 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을 Board Meeting과 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Board Meeting과 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과 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함께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갖는다.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이는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평가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workshop 양성하기 위한 workshop양성하기 위한 workshop 위한 workshop위한 workshop workshop

과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준비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준비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위한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각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프로그램의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PD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와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행정책임자들을 위한 workshop, 그리 위한 workshop, 그리위한 workshop, 그리 workshop, 그리그리

고 주로 산업체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주로 산업체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주로 산업체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산업체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산업체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등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외부의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수요자들이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공학교육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사항들을 듣고 1년간의 활 듣고 1년간의 활듣고 1년간의 활 1년간의 활년간의 활 활활

동을 결산하는 정기대회를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결산하는 정기대회를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결산하는 정기대회를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정기대회를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정기대회를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한꺼번에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갖는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의미를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가지며,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ABET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 개최하는 가장 큰 행개최하는 가장 큰 행 가장 큰 행가장 큰 행 큰 행큰 행 행행

사이다. 이와 함께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이와 함께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이와 함께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함께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함께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외국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위한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평가자를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교육하는 INTAC 평가자 교 INTAC 평가자 교평가자 교 교교

육, 또 새로운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또 새로운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또 새로운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새로운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새로운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Board 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회원교육과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새로운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회장과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유공자에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행사도 함께행사도 함께 함께함께 

갖는다. 특히 올해는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특히 올해는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특히 올해는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올해는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올해는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Annual Meeting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을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제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3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Accreditation, and Practice” 행사와 병행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행사와 병행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병행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병행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의미 있는 대회였다.의미 있는 대회였다. 있는 대회였다.있는 대회였다. 대회였다.대회였다.. 

2006년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은 10월 24일 ~ 29일까지년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은 10월 24일 ~ 29일까지 ABET Summit Conference 및 Annual Meeting은 10월 24일 ~ 29일까지및 Annual Meeting은 10월 24일 ~ 29일까지 Annual Meeting은 10월 24일 ~ 29일까지은 10월 24일 ~ 29일까지 10월 24일 ~ 29일까지월 24일 ~ 29일까지 24일 ~ 29일까지일 ~ 29일까지 ~ 29일까지일까지 

Grand Hyatt Tampa Bay, Tampa, FL에서 열렸으며, 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에서 열렸으며, 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 열렸으며, 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열렸으며, 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 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미국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 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행사의 내용을 벤치마킹하 내용을 벤치마킹하내용을 벤치마킹하 벤치마킹하벤치마킹하

여 국내에 소개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국내에 소개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국내에 소개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소개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소개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및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적용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할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목적으로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복기 교수 위원장), 김복기 교수위원장), 김복기 교수), 김복기 교수김복기 교수 교수교수

(사무처장)가 참석하였다.사무처장)가 참석하였다.)가 참석하였다.가 참석하였다. 참석하였다.참석하였다..

바.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Accord Committee 참가.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Accord Committee 참가참가 

일본기술사협회(IPEJ)와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JABEE) 주최로 12월 17일 일본 동(IPEJ)와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JABEE) 주최로 12월 17일 일본 동와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JABEE) 주최로 12월 17일 일본 동(JABEE) 주최로 12월 17일 일본 동주최로 12월 17일 일본 동 12월 17일 일본 동월 17일 일본 동 17일 일본 동일 일본 동 일본 동일본 동 동동

경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세미나실에서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열린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Asian Regional Engineering Education 

Accord Committee에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에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 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윤우영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 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교수(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 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위원장)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와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 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김정수 교수(대외협력위원 교수(대외협력위원교수(대외협력위원(대외협력위원대외협력위원

회 부위원장)가 참가하였다. 부위원장)가 참가하였다.부위원장)가 참가하였다.)가 참가하였다.가 참가하였다. 참가하였다.참가하였다..

회의는 사회를 맡은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사회를 맡은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사회를 맡은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맡은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맡은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Nishino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박사의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배경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설명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후,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각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나라의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공학 교육의 현황과 인 교육의 현황과 인교육의 현황과 인 현황과 인현황과 인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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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활동

증기구에 대해 돌아가며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대해 돌아가며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대해 돌아가며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돌아가며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돌아가며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소개하였다.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공개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토론에서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아시아지역의 엔지니어 관련 이슈 엔지니어 관련 이슈엔지니어 관련 이슈 관련 이슈관련 이슈 이슈이슈

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논의를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시작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가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주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귀결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 이는 아시아 지이는 아시아 지 지지

역의 엔지니어 교류(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엔지니어 교류(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엔지니어 교류(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교류(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교류(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mobility) 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문제와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공학교육의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상호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인증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문제였다. 여러 시간의 토. 여러 시간의 토여러 시간의 토 시간의 토시간의 토 토토

론의 결과, 우선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결과, 우선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결과, 우선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우선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우선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아시아지역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내에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통용될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수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있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공학교육의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상호 인증기구를 만드는 인증기구를 만드는인증기구를 만드는 만드는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결정하여 그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결정하여 그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그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그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이름을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가칭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Asia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ccord”

로 하는 등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는 등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하는 등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등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등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국제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현황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따른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많은 논의가 있었다.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있었다.논의가 있었다. 있었다.있었다.. 

4.2 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국제적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 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동등성(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Equivalence) 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확보를 위한 국내 초빙 활동 위한 국내 초빙 활동위한 국내 초빙 활동 국내 초빙 활동국내 초빙 활동 초빙 활동초빙 활동 활동활동

본 활동은 2004년부터 지속되어 활동은 2004년부터 지속되어활동은 2004년부터 지속되어 2004년부터 지속되어년부터 지속되어 지속되어지속되어 

2004년엔 영남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년엔 영남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영남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영남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기계공학프로그램을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4개국(캐나다, 홍콩, 호주, 4개국(캐나다, 홍콩, 호주,개국(캐나다, 홍콩, 호주,(캐나다, 홍콩, 호주,캐나다, 홍콩, 호주,, 홍콩, 호주,홍콩, 호주,, 호주,호주,,

아일랜드)의 옵저버가 참관하였으며,)의 옵저버가 참관하였으며,의 옵저버가 참관하였으며, 옵저버가 참관하였으며,옵저버가 참관하였으며, 참관하였으며,참관하였으며,,

2005년에는 창원대 전기공학 프로그년에는 창원대 전기공학 프로그 창원대 전기공학 프로그창원대 전기공학 프로그 전기공학 프로그전기공학 프로그 프로그프로그

램을 대상으로 5개국(호주, 아일랜드, 대상으로 5개국(호주, 아일랜드,대상으로 5개국(호주, 아일랜드, 5개국(호주, 아일랜드,개국(호주, 아일랜드,(호주, 아일랜드,호주, 아일랜드,, 아일랜드,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의 옵저버가, 남아공, 영국)의 옵저버가남아공, 영국)의 옵저버가, 영국)의 옵저버가영국)의 옵저버가)의 옵저버가의 옵저버가 옵저버가옵저버가 

참관하였다. 2006년 참관은 3년차 활. 2006년 참관은 3년차 활년 참관은 3년차 활 참관은 3년차 활참관은 3년차 활 3년차 활년차 활 활활

동으로 Review Team 방문을 앞둔 마 Review Team 방문을 앞둔 마방문을 앞둔 마 앞둔 마앞둔 마 마마

지막 점검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점검의 기회이기도 하였다.점검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기회이기도 하였다.기회이기도 하였다. 하였다.하였다.. 

2006년 5월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년 5월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5월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월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기계공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대상으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인증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평가 참관에는 뉴질랜드, 참관에는 뉴질랜드,참관에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홍콩, 아일랜드,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홍콩, 아일랜드,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아일랜드,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아일랜드,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남아공,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일본의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6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개국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7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 특히 2007년특히 2007년 2007년년 

정회원 승격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승격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승격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예상되는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캐나다의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인사들에게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공인원의 인증 성숙에공인원의 인증 성숙에 인증 성숙에인증 성숙에 성숙에성숙에 

대해 새로이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새로이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새로이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가장 큰 수확이다.가장 큰 수확이다. 큰 수확이다.큰 수확이다. 수확이다.수확이다..  

3년에 걸친 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년에 걸친 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걸친 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걸친 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활동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결과,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2006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년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5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월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현재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WA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의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회원인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 미국을 제외하고 모미국을 제외하고 모 제외하고 모제외하고 모 모모

든 나라가 공인원의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나라가 공인원의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나라가 공인원의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공인원의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공인원의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인증을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참관하게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되었다.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특히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공인원의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스폰서국인 호주와 아일랜 호주와 아일랜호주와 아일랜 아일랜아일랜

드, 비교적 교류가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비교적 교류가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비교적 교류가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교류가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교류가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없었던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뉴질랜드와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남아공의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인증기구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좋은 인상을 심어좋은 인상을 심어 인상을 심어인상을 심어 심어심어

준 계기가 되었으며 공인원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으며 공인원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계기가 되었으며 공인원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되었으며 공인원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되었으며 공인원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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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리뷰팀의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리뷰팀의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 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일정 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 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및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 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활동 내역은 표 4.1과 같다. 내역은 표 4.1과 같다.내역은 표 4.1과 같다. 표 4.1과 같다.표 4.1과 같다. 4.1과 같다.과 같다. 같다.같다..

표 4.1 WA 리뷰팀의 일정 및 활동 내역 4.1 WA 리뷰팀의 일정 및 활동 내역리뷰팀의 일정 및 활동 내역 일정 및 활동 내역일정 및 활동 내역 및 활동 내역및 활동 내역 활동 내역활동 내역 내역내역

옵져버 명단 국  가 직  위 방문 일정

Denis McGrath 아일랜드 Engineers Ireland, Registrar 

•2006년 5월 20일  

  공인원 환영 만찬

•2006년 5월 21일 ~ 23일: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프로그램 참관

•2006년 5월 23일 :

  공인원 이사장 초청   

  만찬

•2006년 5월 24일 :

  참관 보고서 작성

•2006년 5월 25일 :

  출국

K. �hristopher 

Watts
캐나다

Prof. of Dalhousie Univ.

Assistant Dean (Student Affairs)

Bob Hodgson 뉴질랜드

Prof. of Massey Univ.

President of Dean’s Association 

of �ewZealand

Rod Harker 남아공

- Member of E�SA’s �ouncil

- �hairperson of the Professional    

  Advisory �ommittee on Electrical     

  Engineering

- Past-president of 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r) Kenneth HSU 홍콩

The Deputy �hairman of the 

Accreditation Board of the Hong 

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Hiroshi Fukusaki 일본 JABEE Executive Director

Shona Minamino 일본 JABEE Secretary International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5.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5.2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5.3 공학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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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업 활동

5.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소개소개

지난 2002년 12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2002년 12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년 12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12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월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창립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이래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질을 높이기질을 높이기 높이기높이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에 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공학교육혁신에 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공학교육혁신에 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필요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공학교육 평가방법,공학교육 평가방법, 평가방법,평가방법,, 

공학소양 교육법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교육법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교육법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노력을노력을 

통해 국내 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국내 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국내 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공학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역할을 해 왔다.역할을 해 왔다. 해 왔다.해 왔다. 왔다.왔다..

본 센터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센터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센터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한국의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현실에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맞는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공학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위하여 학계·산업계의 요구를 학계·산업계의 요구를학계·산업계의 요구를·산업계의 요구를산업계의 요구를 요구를요구를 

받아들여 공학교육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공학교육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공학교육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특성에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맞는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교재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및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수업을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개발하고,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 조조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정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정착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있도록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공학교육체제와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운영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대학에 보급하고, 자료를 보급하고, 자료를보급하고, 자료를, 자료를자료를 

공유하여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아래와 같은 역할을아래와 같은 역할을 같은 역할을같은 역할을 역할을역할을 

하고 있다. 있다.있다..

1) 한국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공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공학교육체제의 연구공학교육체제의 연구 연구연구· 개발  

 및 보급및 보급 보급보급  

2) 공학교육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 네트워크(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네트워크(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Innovation Engineering Education Network)를 통하여를 통하여 통하여통하여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공유 위한 연구결과 공유위한 연구결과 공유 연구결과 공유연구결과 공유 공유공유  

3) 공학교육 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인증평가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등을 연구개발하고등을 연구개발하고 연구개발하고연구개발하고

 이를 개선이를 개선 개선개선

4) 한국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조사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조사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조사 문제점을 조사문제점을 조사 조사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공학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공학교육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공학교육 제시하며 바람직한 공학교육제시하며 바람직한 공학교육 바람직한 공학교육바람직한 공학교육 공학교육공학교육

 체제를 권장체제를 권장 권장권장

5) 공학교육 개선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개선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개선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세미나 및 포럼 개최 주관 및 포럼 개최 주관및 포럼 개최 주관 포럼 개최 주관포럼 개최 주관 개최 주관개최 주관 주관주관 

6) 공학소양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위한 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위한 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교과서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개발하여 보급개발하여 보급 보급보급 

5.2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구축」 사업구축」 사업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구축 사업은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구축 사업은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사업은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사업은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수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 필요한 도구필요한 도구 도구도구

를 연구 연구연구·개발하고 이것을 전국대학에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이것을 전국대학에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이것을 전국대학에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전국대학에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전국대학에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전수하여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우리나라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공과대학이 효율적으로 수 효율적으로 수효율적으로 수 수수

요자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중심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지원하는데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사업 진행을 위하여 총 24 진행을 위하여 총 24진행을 위하여 총 24 위하여 총 24위하여 총 24 총 24총 24 24

억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으며,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으며,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으며,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지원받으며,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지원받으며,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5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년간(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54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개월)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연구가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진행된다. 2006년 5월 31일. 2006년 5월 31일년 5월 31일 5월 31일월 31일 31일일 

4차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차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종료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2006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년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6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월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1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일부터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5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차년도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사업이 2007년 5월 31일까 2007년 5월 31일까년 5월 31일까 5월 31일까월 31일까 31일까일까

지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될 예정이다.진행될 예정이다. 예정이다.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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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표. 사업목표사업목표
 

국내의 공과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공과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공과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공학교육인증을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받으려면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공과대학의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교육체제가 현재의 공급자 현재의 공급자현재의 공급자 공급자공급자

중심 교육체제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체제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교육체제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바뀌어야 한다. 한다.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사업의 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사업의 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목적은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공과대학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수요자중심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교육체제(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자율개선형 교육체제)를 교육체제)를교육체제)를)를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제공하고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기술지도 하는데 있다.기술지도 하는데 있다. 하는데 있다.하는데 있다. 있다.있다.. 

나. 사업내용. 사업내용사업내용

  ○ 입문공학, 복합학제 설계교과목 운영 및 교재 개발, 복합학제 설계교과목 운영 및 교재 개발복합학제 설계교과목 운영 및 교재 개발 설계교과목 운영 및 교재 개발설계교과목 운영 및 교재 개발 운영 및 교재 개발운영 및 교재 개발 및 교재 개발및 교재 개발 교재 개발교재 개발 개발개발

  ○ 공과대학생들을 위한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 개발 위한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 개발위한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 개발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 개발교수방법 및 학습방법 개발 및 학습방법 개발및 학습방법 개발 학습방법 개발학습방법 개발 개발개발

  ○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평가방법평가방법

  ○ 공과대학생들을 위한 공학소양 교과목 및 교재 개발 위한 공학소양 교과목 및 교재 개발위한 공학소양 교과목 및 교재 개발 공학소양 교과목 및 교재 개발공학소양 교과목 및 교재 개발 교과목 및 교재 개발교과목 및 교재 개발 및 교재 개발및 교재 개발 교재 개발교재 개발 개발개발 

  ○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경진대회경진대회 

  ○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위한 네트워크 구축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네트워크 구축 구축구축

 

다. 사업추진 조직. 사업추진 조직사업추진 조직 조직조직

운영위원회

한국공학교육센터

소    장 자문위원회

상임고문

연구처사무처 대회협력처

공학교육혁신

네트워크 구축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공학소양공학교육평가설계교육방법교수/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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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재개발

공학교육연구센터에서는 공과대학에서 필요한 필수 혹은 선택으로 수강하는 과목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 발간물은 다음과 

같다.

표 5.1 2006년 공학교육연구센터 발간물

구분 제  목 저  자
발간년도
(출판사)

소   개 

출판
교재

공학기술과 
사회 

공학교육학회
2006
(지호)

현대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사회�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한 이해�� 도움

공학입문설계 김길희 외
2006

(구미서관)

창의성 개발, 팀웍기술 습득 및 의사 
소통기술 �양 ��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및 공학설계개념 이해�� 목표로 
구성됨

공학과 
팀�� 기술

안용식 외
2006

(제이앤씨)

공학교육을 받는 학습자�이 앞�로 
사회� 나가 자신의 조직�서 인정 
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로 구성됨

공학문제 
해결 입문

이경우,�농문 외
2006
(시그마
프레스)

주어진 정답 찾기 위주의 교육� 
익숙한 우리 학생�이 본격적인 공학 
전공교육을 이수하기 전� 기본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 수 있도록 우리 
실정� 맞는 교재로 개발�

공학기술과 
경영

정재용
2006
(지호)

이 책은 선진기업� 의해 진행돼 온 
기술경영의 실천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가 모방형 기술혁신�서 선도형 
기술혁신�로 가기 위한 단초로서 
기술경 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 초점을 두어 구성됨

창의성은 
과학이다

박성균
2006

(인터비전)
TRIZ, 발명문제 해결 이론

마. 공학교육연구포럼 운영

공학교육연구포럼은 2005년 9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공학교육연구센

터의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공학교육인증에서의 문제점이나 

부족사항을 논의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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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공학교육연구센터(유사기관 :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 공학교육센터, 공학

교육원 등)의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

는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다.

표 5.2 공학교육연구 포럼 내역

포럼 일시
포럼 내용

주제 발표자

제 5회 포럼

2006. 

1. 18(수) 

주제 1 : 공학교육�서의 문제중심 학습

주제 2 : Tools for Using �ourse-Embedded 
Assessment to Validate Program Outcomes 
and �ourse Objectives 

주제 3 : Using Learning Objectives for �ourse 
Design and �urriculum Improvement

강소연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곽진숙 (서강대 공학교육센터) 

김정식 (한양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제 6회 포럼

2006. 

2. 23(목) 

주제 1 : Effective, Efficient, Direct Assessment 
of programmatic Outcomes

주제 2 : �ounting down to 2004: Some 2 : �ounting down to 2004: Some2 : �ounting down to 2004: Some : �ounting down to 2004: Some: �ounting down to 2004: Some �ounting down to 2004: Some�ounting down to 2004: Some 
Insights and Strategies for Satisfying T�2K 
While There is Still Time  

주제 3 : Will ten pounds fit into a five pound 
bag? (US military academy) 

강소연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김미경 (서울대 공학교육연구센터) 

김정식 (한양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제 7회 포럼

2006. 

4. 19(수) 

주제 1 : 팀�� 기술 Ⅰ

주제 2 :  팀��  기술  Ⅱ

안용식 (부경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송엽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상임고문)

제 8회 포럼

2006. 

5. 29(월) 

주제 : 학생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평가의 사례조사 

2. 학생 학습성과 관리 s�w(E-Portfolio) 

3. 삼성전자가 바라는 인재상

한송엽(공인원 상임고문)

이명식(동국대교수) 

이준수(삼성전자)

제 9회 포럼

2006.

10.20(금)

주제 : KE�2005 시범운영사례

1. 건국대학교
   
2. 한밭대학교

주제 2 : 공학윤리 학습성과 평가법 해외사례 

최금진(건국대 공학교육연구센터)

김인선(한밭대 공학교육센터)

김정식(한양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제 10회 포럼

2006.

12.15(금)

주제 : 학습성과 평가

1. 루브릭이란 무엇인가?
  
2. 개인별 학습성과 측정표 
  
3. 연세대학교 학습성과 평가법 사례 

김명랑(고려대 공학교육센터)

김정식(한양대 공학교육연구센터) 

강소연(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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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학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성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국내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에 필요

한 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 평가방법, 공학소양 교육법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를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국내 공학교육 발전

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연구센터 사업의 목적과 역할을 실행함에 있어 공

학교육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가. 전국 공과대학 공학교육연구센터장 회의 

   

본 연구센터는 공학교육인증과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공학교육연구센터(유사기

관 :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 공학교육혁

신센터 등)’의 센터장 협의체 결성 추진

을 위해 2006년 2회 회의(2.13 / 5.29)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 9월 15일에는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협의회 창립총

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공학교

육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며 

공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의 목적을 가진 관련 단체 네트워크 형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나. 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연구센터 사업과 관련된 자문과 조

언을 얻기 위하여 산업체(삼성전자,

GS-Caltex), 학계(한국공과대학장협의 

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  

학회), 정부부처(과기부, 교육부, 산자  

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2006년 2회의 자문위원회(4.7 / 9.7)를 통

해 설계교육지원센터,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공학교육연구센터(EERC) 역

할과 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구

했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안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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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 산학협력 Techno-Fair

연구센터는 11월 6~7일 양일간 쉐

라톤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학술

진흥 재단 주최의 “2006년 산학협력 테

크노 페어” 관련의 전시 부스에 참

여하였다. 전시내용은 연구센터 소개,

전국 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5차년

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과제 소개 등으

로 구성되어 있었고, 세부과제 관련으

로 발간된 책자와 입문공학설계 작품

을 전시하고, 학습성과 E-portpolio를 

시연하였다. 전시회에는 많은 공과대학 교수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을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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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6.1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의 설립

가. 설립목적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는 공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고 국제적 수준의 공학교육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사회적,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있

다.

나. 역할
   

1)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공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사업평가

2) 공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개발

3) 국내외의 공학 분야 관련 평가에 대한 사례조사

4) 학계, 산업계 및 정부를 대상으로 평가 성과 조사 및 분석 

5) 평가결과 활용방안 수립 및 국제상호인증시스템 구축 

다.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조직도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센터소장

정책기획부 평가사업부 교육정보부 센터지원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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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육부 학문분야평가(공학분야) 평가 주요 사업 보고

가. 학문분야 평가의 개요

1982년 대학의 상호 협조를 통해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전

국의 4년제 대학 간 협의체로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대학평가사업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 3727호, 1984. 4. 10 공포) 제 3조 5항 및 제 18조에 의거한 

법정사업으로 설립 이후 대교협의 역점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며 발전되어 왔다. 

대교협의 대학 평가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전체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고, 다른 하나

는 학과 또는 학문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 평가인정제”이다. 전자는 1982

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학기관평가”, “대학종합평가”의 명칭으로 각 대학을 5년 주기

로 평가하였고, 1994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명칭으로 평가인정의 개념을 도

입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2000년도까지 신설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회원대학

이 1주기 평가인정을 받게 되었고, 2001년부터 새로운 2주기 평가인정이 진행 중이다. 

후자의 경우 또한 1990년까지의 학문영역별 또는 학과별 평가를 발전시킨 “평가인정”

제를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을 특정학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벗어나, 

학문계열 및 학문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학제 간 연구 및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유사학과 간의 통합 및 학부제 시행 등의 대학 환경의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학의 개별 학문분야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여건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학과 및 학문분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1992년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개념이 “평가인정”제로 전환된 이후, 2005년부터 전 

학문 분야에 대해 5년 주기로 사전 예고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학 분야의 경우 2005

년에는 해당분야가 없었고, 올 2006년 IT분야에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

신공학) 대한 학문분야 평가인정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학 분야의 경우 

1999년 설립된 민간 전문 인증평가기관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 학문분

야 평가를 위탁함으로서 공학 학문분야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학문분야평가 소개

(1) 목적 및 기대효과

1) 대학의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통해 현재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자문함으로써  

 공학관련 학문분야별 교육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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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bal Standards를 만족하는 공학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교육 지향과  

 국제경쟁력 제고

3)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해 대학 과련 객관적 정보를 교육 수요자 및 사회에 제공

4) 공학교육인증의 확산

(2)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와 공인원의 인증평가와의 차이점

표 6.1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와 공인원의 인증평가와의 차이점

학문분야평가 인증평가

평가의 목적

1. 국내 IT분야의 현재 교육수준� 대한      

   진단 및 자문

2. 교육수요자, 일반인 ���게 대학 선택 

   관련 자료제공

3. IT분야의 교육혁신 유도

1.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갖�

  졸업생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임을 

   인증

2. 교육의 창의성과 혁신 유도

평가결과

1. 3��급의 수준 평가결과 공개

2. 각 기준지표별 부족사항 제시

3. 해당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로

   의 개혁을 위한 방안 제시

1. 인증 여부만 공개

2. 각 프로그램이 지속적�로 품질을 

   개선� 수 있도록 자문

평가기준
1. 정량평가 + 정성평가

2. 대분류 기준의 명칭은 인증과 유사

1. 정성평가

2. 수요자중심과 성과중심 공학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

평가대상

연도별 지정된 분야의 학과(부) 중�

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평가가 진

행중인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부) 

(의무적 참여)

인증을 준비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한해 평가 (자발적 평가)

평가활동 서류평가 + 방문평가 (1일)

1. 서류평가 + 방문평가(2박3일)

2. 단계별 조율과 연도별 조율

3. 9개월� 걸쳐 부족사항 지적과 대

   응을 통한 심층 평가

국제적 동��성
 평가기준은 국제수준이나 활동과 평가

 절차 ��은 미흡 
국제수준의 기준 및 절차�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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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분야평가의 전문성 유지

평가대상 학문분야별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관련 학회와의 자문 회의를 통해 각 학

문분야에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1)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기준 검토 자문위원

 
■ 대한전기학회 추천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세부전공
최종학위

대학/직장 학과/부서 학위명 취득대학교

이동희 수원대 전기공학과 고전압공학 공학박사 고려대

이 천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 전기공학과 전기전자재료 공학박사 Osaka Univ.

박원주 영남대 전기공학과 플라즈마공학 공학박사 Kyushu Univ.

박규남 순천대 전기제어공학과 �지털공학 공학박사 전남대

곽동주 경성대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방전공학 공학박사 Kyushu Univ.

■ 대한전자공학회 추천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세부전공
최종학위

대학/직장 학과/부서 학위명 취득대학교

고성제 고려대 전자공학과 제어 공학박사 뉴욕주�대학교

방성일 단국대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전자공학 공학박사 단국대학교

강  �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지능제어 공학박사 조지아I�ST.

문영식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 공학박사 캘리포니아대학

구경헌 인천대 전기전자공학부 전파통신 공학박사 서울대

■ 한국정보과학회 추천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세부전공
최종학위

대학/직장 학과/부서 학위명 취득대학교

김종현 연세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 시스템 박사 아리조나 주�대학교

박승규 아주대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구조 박사 I�PG(프랑스)

송상�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구조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이명성
SK텔레콤 

전무
- 전산공학 박사 미시간대학교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데이타베이스 박사 노스웨스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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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추천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세부전공
최종학위

대학/직장 학과/부서 학위명 취득대학교

박상규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통신 공학박사 University of Michigan

이재진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통신 공학박사 조지아공대

이준원 안동대학교 전자정보산업학부 전자 및 전산학 공학박사 충북대학교

이호웅 동원대학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공학석사 광운대학교

윤동원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통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다. 평가방법·절차 및 평가위원선정

(1)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 분야별 참여 현황

표 6.2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 분야별 참여 현황

(단위 : 대학수)

구 분 전기전자공학분야 정보통신공학분야 컴퓨터공학분야

학 평 37 28 43

� 참 35 26 43

인 증 18 10 27

(단위 : 학과(부)수)학과(부)수))

구 분 전기전자공학분야 정보통신공학분야 컴퓨터공학분야

학 평 54 31 48

� 참 61 22 51

인 증 29 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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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판정 정의 및 판정 지침

표 6.3 평가 판정 정의 및 판정 지침

평가 판정 정    의

결  �
(Deficiency) •수준진단기준을 전혀 혹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  숙
(Immature) •수준진단기준의 기본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는 경우

미  흡
(Weakness)

•수준진단기준의 기본사항은 만족하고 있�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  완
(�oncern) •수준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있�나 평가 또는 평가결과�� 이용한 개선 결과가 없는 경우 

평가 판정 판정 지침

결�(D) •시스템(체계, 절차, �QI, 구성원의 참여 ��)이 없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음

미숙(I) •가까운 미래� 실현 가능한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있음 

미흡(W)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 운영 실적이 미흡� 
•구성원 중 일부만 참여 
•위원회 �� 학과(부) 운영 시스템의 비정기적인 운영 

보완(�) •정기적�로  운영되고  있�나  분석평가  부족� 

(3) 평가단의 구성

1) 피평가 대상 추천 평가자와 기존 공인원 평가자 풀에서 선정

2) 교육의 성과측정을 통해 최소 54명을 선정

3) 평가 참여 기간에 따라 3 그룹으로 분류

표 6.4 평가단의 구성평가단의 구성

그룹명 분류기준

A 그�  12� 1 ~ 12�16 평가 가능 평가위원 그�

B 그�  12� 2 ~ 12� 9 평가 가능 평가위원 그�

� 그�  12� 9 ~ 12�16 평가 가능 평가위원 그�

4)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평가단 구성

   - 3인/1팀, 2~4팀/1분과, 5분과/전체평가단

   - 34개팀의 102명의 평가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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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단별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평가단별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방문평가 일정방문평가 일정 일정일정  
 2006년 학문분야 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년 학문분야 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학문분야 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학문분야 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평가단별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팀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구성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및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방문평가 일정은 표 6.5와 같다. 일정은 표 6.5와 같다.일정은 표 6.5와 같다. 표 6.5와 같다.표 6.5와 같다. 6.5와 같다.와 같다. 같다.같다..

표 6.5 평가단별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6.5 평가단별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평가단별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팀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구성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현황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및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평가단장 방문평가 일정 방문평가 일정방문평가 일정 일정일정

평가단별 팀 구성현황

구분 전기전자공학분야 평가단 컴퓨터공학분야 평가단

평가단장 김복기 민상원 유인근 김기만 이강우 강준우 김차종

지� 서울�경기 경기�충청�호남 충청�호남 강원�경상 서울�경기 충청�호남 경상

학과수 20 24 12 22 16 20 19

평가팀수 5 6 3 6 4 5 5

평가단장 방문평가일정 방문평가일정방문평가일정

평가단장 김복기 민상원 유인근 김기만 이강우 강준우 김차종

지역 서울/경기 경기/충청/호남 충청/호남 강원/경상 서울/경기 충청/호남 경상

12� 4(월) 숭실 한국기술�나사렛 　 동양대 한세 호남 동의대

12� 5(화) 인천 조선 　 강릉 명지 고려(서창) 안동

12� 6(수) 경원대 원광 　 경동 국민�카톨릭 백석 영남

12� 7(목) 건국�안양 목원대 　 한라 청운대 상명(천안) 부산카톨릭

12�11(월) 단국 건양대 목포대 한남대 항공대 청주대 대구카톨릭�계명

12�12(화) 　 경기 　 대구대�금오 아주대 충북대 신라

12�13(수) 세종 선문대 동신대 경남대 경희(수원) 대전대 경주대

12�14(목) 수원대 충남대 전북대 동국(경주) 단국(천안) 군산대 경일

(5) 평가위원 팀구성 현황
2006년 학문분야 평가위원 팀구성은 평가팀장 1인과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

으며, 현지방문은 1일간 진행되었다. 분야별 평가팀 구성현황은 표 6.6과 같다.

1) 전기전자공학분야

표 6.6 전기전자공학분야 평가위원팀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강원도

강릉대 전자공학과 12. 5
이상헌
(선문대 

전자공학부)

김중규
(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상봉
(세명대 

정보통신학과)

한라대 전기전자공학과 12. 7
이상헌
(선문대 

전자공학부)

김중규
(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상봉
(세명대 

정보통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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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경상도

경남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2.11

12.11

유상봉
(인하대 

컴퓨터 공학부)

유상봉
(인하대 

컴퓨터 공학부)

이양원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이양원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종욱
(인하대 

전자공학과)

박종욱
(인하대 

전자공학과)

경일대

전자정보통신

공학부
12.12

홍기범

(호남대정보통신대학

전자광공학부)

김정�

(홍익대 

전자전기공학)

창병모

(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컴퓨터제어

전기공학부
12.13

홍기범

(호남대정보통신대학

전자광공학부)

김정�

(홍익대 

전자전기공학)

창병모

(숙명여대 

정보과학부)

경주대
컴퓨터정보

전자공학과
12.13

박혁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진

(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강민섭

(안양대

컴퓨터공학과)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12.12

박혁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진

(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강민섭

(안양대

컴퓨터공학과)

대구대 전자공학과 12.12

홍기범

(호남대정보통신대학

전자광공학부)

김정�

(홍익대

전자전기공학)

창병모

(숙명여대

정보과학부)

동의대

전기공학과 12. 4

김시경

(공주대

전기전자공학부)

송영진

(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홍기범

(호남대정보통신대학

전자광공학부)

전자공학과 12. 5

김시경

(공주대

전기전자공학부)

송영진

(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홍기범

(호남대정보통신대학

전자광공학부)

안동대 전자공학부 12. 5

김창봉

(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이양원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김형석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영남대 전기공학 12. 6

김창봉

(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이양원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김형석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표 6.6 계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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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수도권

건국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부

12. 6

12. 7

강법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강법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남형진
(선문대 

전자공학부)

남형진
(선문대 

전자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경기대 전자공학 12.12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

유희상
(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김대원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경원대

전기정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12. 7

12. 6

김연보
(대구대

전자공학부)

김연보
(대구대

전자공학부)

박수봉
(동신대

정보통신공학)

박수봉
(동신대

정보통신공학)

김갑순
(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김갑순
(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경희대
(수원)

전자전파공학 12.13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

유희상
(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김대원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단국대
(서울)

전기공학과 12.11
김시경
(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장운석
(부경대

전기제어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과 12.12
김시경
(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장운석
(부경대

전기제어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명지대

전기공학과 12. 4
박상호
(안동대

정보통신공학)

양영일
(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영동
(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과 12. 5
박상호
(안동대

정보통신공학)

양영일
(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영동
(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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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수도권

세종대 전자공학과 12.13

김시경

(공주대

전기전자공학부)

장운석

(부경대

전기제어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수원대

전기공학과 12.14

김시경

(공주대

전기전자공학부)

장운석

(부경대

전기제어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과 12.14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

유희상

(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김대원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숭실대 전기공학부 12. 4

강법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남형진

(선문대

전자공학부)

박철근

(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아주대 전자공학부 12.12

박원주

(영남대

전기공학과)

김형석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이광석

(진주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안양대 전기전자공학과 12. 7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과)

양성채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김인식

(단국대

컴퓨터학부)

인천대

전기공학과 12. 4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과)

양성채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김인식

(단국대

컴퓨터학부)

전자공학과 12. 5

김종화

(목포대

컴퓨터공학과)

양성채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김인식

(단국대

컴퓨터학부)

한국

항공대
항공전자공학전공 12.11

박원주

(영남대

전기공학과)

김형석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이광석

(진주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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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6.6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전라도

군산대 전자정보공학부 12.14

오�석

(한국산업기술대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과))

강법주

(동국대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조금배

(조선대조선대

전기공학과))

목포대

전기공학전공 12.11

도양회

(제주대제주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태

(목원대목원대

정보전자영상공학부))

김창규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정보전자공학전공 12.12

도양회

(제주대제주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태

(목원대목원대

정보전자영상공학부))

김창규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제어시스템

공학전공
12.11

오�석

(한국산업기술대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과))

강법주

(동국대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조금배

(조선대조선대

전기공학과))

원광대
전기전자정보

�지털
12. 6

이홍민

(경기대경기대

전자공학부))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배철수

(관동대관동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북대

전기공학 12.13

도양회

(제주대제주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태

(목원대목원대

정보전자영상공학부))

김창규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 12.14

도양회

(제주대제주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태

(목원대목원대

정보전자영상공학부))

김창규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조선대

전기공학과 12. 5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경태

(한남대한남대

정보통신학과))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12. 5

이홍민

(경기대경기대

전자공학부))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배철수

(관동대관동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호남대

전기공학과 12. 4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경태

(한남대한남대

정보통신학과))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12. 4

이홍민

(경기대경기대

전자공학부))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배철수

(관동대관동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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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6.6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충청도

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12.11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오용선
(목원대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단국대
(천안)천안))

전자공학과 12.14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오용선
(목원대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선문대 전자공학부 12.13
박원주
(영남대영남대

전기공학과))

김형석
(중앙대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이광석
(진주산업대학교진주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청주대 전자정보(학부)(학부)학부)) 12.11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이용재
(동의대동의대

전자공학과))

충남대

전기공학전공 12.13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이용재
(동의대동의대

전자공학과))

전자전파정보통신
전공

12.14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기전자공학))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이용재
(동의대동의대

전자공학과))

충북대

전기공학전공 12.12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오용선
(목원대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2.13
박현식

(국�한경대학교국�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오용선
(목원대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한국기술
교육대

전기공학전공 12. 4
신위재
(경남대경남대

전자공학과))

우종호
(부경대전자컴퓨터부경대전자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박재윤
(경남대경남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전공 12. 5
신위재
(경남대경남대

전자공학과))

우종호
(부경대전자컴퓨터부경대전자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박재윤
(경남대경남대

전기공학과))

한남대 전자공학 12. 4
이상헌
(선문대선문대

전자공학부))

김중규
(대구대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상봉
(세명대세명대

정보통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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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공학분야컴퓨터공학분야
표 6.7 컴퓨터공학분야 평가위원팀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

강원도

경동대 컴퓨터학부 12. 6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문상호

(부산외대부산외대

컴퓨터공학부))

이종희

(신라대신라대 

컴퓨터정보공학부))

한라대 컴퓨터공학 12. 7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문상호

(부산외대부산외대

컴퓨터공학부))

이종희

(신라대신라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경상도

경남대 컴퓨터공학 12.11

�영섭

(선문대선문대

컴퓨터정보학부))

장윤석

(대진대대진대

컴퓨터공학과))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경일대 컴퓨터공학 12.14

�영섭

(선문대선문대

컴퓨터정보학부))

장윤석

(대진대대진대

컴퓨터공학과))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경주대 �지털콘텐츠공학 12.14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한윤식

(한동대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조승호

(강남대강남대 

컴퓨터제어공학부))

계명대 컴퓨터공학 12.11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김영복

(세종대세종대

컴퓨터공학부))

오세종

(단국대단국대

컴퓨터과학))

금오공대

소프트웨어공학 12.12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한윤식

(한동대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조승호

(강남대강남대 

컴퓨터제어공학부))

컴퓨터공학 12.13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한윤식

(한동대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조승호

(강남대강남대 

컴퓨터제어공학부))

대구

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
12.11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한윤식

(한동대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조승호

(강남대강남대 

컴퓨터제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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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6.7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경상도

동의대

멀티미�어학과 12. 5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진영택

(한밭대정보통신한밭대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남호법

(서경대서경대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 12. 4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진영택

(한밭대정보통신한밭대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남호법

(서경대서경대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스프트웨어

공학
12. 6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진영택

(한밭대정보통신한밭대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남호법

(서경대서경대

정보통신공학과))

부산

카톨릭대
컴퓨터공학 12. 7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진영택

(한밭대정보통신한밭대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남호법

(서경대서경대

정보통신공학과))

신라대 컴퓨터공학 12.12

�영섭

(선문대선문대

컴퓨터정보학부))

장윤석

(대진대대진대

컴퓨터공학과))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안동대

멀티미�어공학 12. 5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주경수

(순천향대순천향대

컴퓨터학부))

주영�

(군산대군산대

전자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 12. 4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주경수

(순천향대순천향대

컴퓨터학부))

주영�

(군산대군산대

전자정보공학부))

영남대 컴퓨터공학 12. 7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주경수

(순천향대순천향대

컴퓨터학부))

주영�

(군산대군산대

전자정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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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6.7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수도권

가톨릭대 컴퓨터공학 12. 6 
안종석
(동국대동국대

컴퓨터공학))

손유익
(계명대계명대

컴퓨터공학과))

정용화
(고려대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경희대
(수원)수원))

컴퓨터공학 12.13
김성철
(상명대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백란
(호남대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강문설
(광주대광주대

컴퓨터학과))

국민대 컴퓨터학부 12. 6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박진원
(홍익대홍익대
게임학과))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단국대
(서울)서울))

컴퓨터공학 12.11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권오준
(동의대컴퓨터동의대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명지대 컴퓨터공학 12. 5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박진원
(홍익대홍익대
게임학과))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12.12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권오준
(동의대컴퓨터동의대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수원대 컴퓨터학과 12.14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권오준
(동의대컴퓨터동의대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숭실대 컴퓨터공학 12. 4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박진원
(홍익대홍익대
게임학과))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안양대 컴퓨터공학 12. 7
안종석
(동국대동국대

컴퓨터공학))

손유익
(계명대계명대

컴퓨터공학과))

정용화
(고려대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인천대 컴퓨터공학 12. 5
안종석
(동국대동국대

컴퓨터공학))

손유익
(계명대계명대

컴퓨터공학과))

정용화
(고 려대고 려대

컴퓨터정보학과))

한국
항공대

컴퓨터정보공학 12.11
김성철
(상명대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백   란
(호남대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강문설
(광주대광주대

컴퓨터학과))

한세대 IT학부학부 12. 4
안종석
(동국대동국대

컴퓨터공학))

손유익
(계명대계명대

컴퓨터공학과))

정용화
(고려대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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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6.7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전라도

군산대 컴퓨터정보 12.14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이광수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이상관

(부산카톨릭대부산카톨릭대

컴퓨터공학과))

동신대 컴퓨터학과 12.13

이동호

(광운대컴퓨터광운대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조창석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신인철

(단국대단국대 

전자컴퓨터공학부))

목포대

멀티미�어공학 12.12

이동호

(광운대컴퓨터광운대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조창석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신인철

(단국대 전자단국대 전자 전자전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12.11

이동호

(광운대컴퓨터광운대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조창석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신인철

(단국대 전자단국대 전자 전자전자

컴퓨터공학부))

원광대 컴퓨터공학 12. 7

홍성찬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이기준

(충남대 전기충남대 전기 전기전기

정보통신공학부))

허정연

(경남대경남대

컴퓨터공학부))

전북대 컴퓨터공학 12.14

이동호

(광운대컴퓨터광운대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조창석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신인철

(단국대단국대 

전자컴퓨터공학부))

조선대 컴퓨터공학 12. 6

홍성찬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이기준

(충남대 전기충남대 전기 전기전기

정보통신공학부))

허정연

(경남대경남대

컴퓨터공학부))

호남대 컴퓨터공학 12. 4

홍성찬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이기준

(충남대 전기충남대 전기 전기전기

정보통신공학부))

허정연

(경남대경남대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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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6.7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충청도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12. 5
문봉희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오길호
(금호공과대금호공과대
컴퓨터공학부))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나사렛대 컴퓨터과학 12. 4
문봉희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오길호
(금호공과대금호공과대
컴퓨터공학부))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단국대
(천안)천안))

컴퓨터과학 12.14
김성철
(상명대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백란
(호남대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강문설
(광주대광주대

컴퓨터학과))

대전대 컴퓨터공학 12.13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이광수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이상관
(부산카톨릭대부산카톨릭대
컴퓨터공학과))

백석대 정보통신공학부 12. 6
문봉희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오길호
(금호공과대금호공과대
컴퓨터공학부))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상명대 컴퓨터시스템공학 12. 7
문봉희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오길호
(금호공과대금호공과대
컴퓨터공학부))

최상규
(한밭대한밭대

멀티미�어))

청운대 컴퓨터공학 12. 7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박진원
(홍익대홍익대
게임학과))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청주대 컴퓨터정보공학 12.11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이광수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이상관
(부산카톨릭대부산카톨릭대
컴퓨터공학과))

충북대 컴퓨터공학 12.12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이광수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이상관
(부산카톨릭대부산카톨릭대
컴퓨터공학과))

한국기술
교육대

컴퓨터공학 12. 4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문상호
(부산외대부산외대

컴퓨터공학부))

이종희
(신라대 컴퓨터신라대 컴퓨터 컴퓨터컴퓨터
정보공학부))

한남대 컴퓨터공학 12. 5
최승호
(동신대동신대

컴퓨터학과))

문상호
(부산외대부산외대

컴퓨터공학부))

이종희
(신라대 컴퓨터신라대 컴퓨터 컴퓨터컴퓨터
정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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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학분야정보통신공학분야
표 6.8 정보통신공학분야 평가위원팀정보통신공학분야 평가위원팀공학분야 평가위원팀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강원도 경동대
멀티미�어
통신공학

12. 6
이상헌
(선문대선문대

전자공학부))

김중규
(대구대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박상봉
(세명대세명대

정보통신학과)

경상도

경남대 정보통신 12.13
유상봉
(인하대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이양원
(호남대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종욱
(인천대인천대

전자공학과))

경주대
멀티미�어
시스템공학

12.14
박혁로

(전남대 전자전남대 전자 전자전자
컴퓨터공학부))

송영진
(건양대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강민섭
(안양대안양대

컴퓨터공학과))

대구대

멀티미�어 12.13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김영복
(세종대세종대

컴퓨터공학부))

오세종
(단국대단국대

컴퓨터과학))

인터넷공학 12.14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김영복
(세종대세종대

컴퓨터공학부))

오세종
(단국대단국대

컴퓨터과학))

통신공학 12.12
김은미
(호원대호원대

컴퓨터학부))

김영복
(세종대세종대

컴퓨터공학부))

오세종
(단국대단국대

컴퓨터과학))

동국대
(경주)경주))

정보통신 12.14
유상봉
(인하대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이양원
(호남대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종욱
(인천대인천대

전자공학과))

동양대 정보통신공학 12. 4
김창봉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이양원
(호남대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김형석
(중앙대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동의대 정보통신공학 12. 6
김시경
(공주대공주대

전기전자공학부))

송영진
(건양대건양대

전자정보공학과))

홍기범
(호남대호남대

전자광공학부))

안동대 정보통신공학 12. 6
김인국
(단국대단국대

컴퓨터학부))

주경수
(순천향대순천향대
컴퓨터학부))

주영�
(군산대군산대

전자정보공학부))

영남대 정보통신공학 12. 7
김창봉
(공주대공주대

정보통신공학부))

이양원
(호남대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김형석
(중앙대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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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6.8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수도권

가톨릭대 정보통신공학 12. 6

박상호

(안동대안동대

정보통신공학))

양영일

(경상대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명지대

정보공학 12. 4

김연보

(대구대대구대

전자공학부))

박수봉

(동신대동신대

정보통신공학))

김갑순

(경상대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공학 12. 5

김연보

(대구대대구대

전자공학부))

박수봉

(동신대동신대

정보통신공학))

김갑순

(경상대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12.13

김행곤

(대구카톨릭대대구카톨릭대

컴퓨터정보통신))

권오준

동의대 컴퓨터 컴퓨터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남영호

(경상대경상대

컴퓨터교육과))

수원대 정보통신공학 12.14

박원주

(영남대영남대

전기공학과))

김형석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이광석

(진주산업대진주산업대

전자공학과))

숭실대 정보통신공학부 12. 5

강법주

(동국대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남형진

(선문대선문대

전자공학부))

박철근

(선문대선문대

정보통신공학부))

아주대 정보및컴퓨터공학 12.12

김성철

(상명대상명대

소프트웨어학부))

백   란

(호남대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강문설

(광주대광주대

컴퓨터학과))

안양대 정보통신 12. 7

박상호

(안동대안동대

정보통신공학))

양영일

(경상대경상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영동

(동양대동양대

정보통신공학부))

인천대 정보통신 12. 6

김종화

(목포대목포대

컴퓨터공학))

양성채

(전북대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김인식

(경일대경일대

전기공학부))

항공대 정보통신공학 12.11

김종화

(목포대목포대

컴퓨터공학))

유희상

(호서대호서대 

정보통신학과))

김대원

(중앙대중앙대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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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6.8  계속계속

지역권 대학 학과(부)·전공(부)·전공부)·전공)·전공·전공
방문
평가일

평가팀장 평가위원 (소 속)소 속)

전라도

동신대 정보통신공학 12.13

오�석

(한국산업기술대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과))

강법주

(동국대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조금배

(조선대조선대

전기공학과))

목포대 정보통신공학 12.13

오�석

(한국산업기술대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과))

강법주

(동국대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조금배

(조선대조선대

전기공학과))

원광대 정보통신공학 12. 7

이홍민

(경기대경기대

전자공학부))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자정보대학))

배철수

(관동대 전자관동대 전자 전자전자

정보통신공학부))

조선대 정보통신공학 12. 6

박현식

(국�한경대국�한경대

전자공학과))

김경태

(한남대한남대

정보통신학과))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호남대 정보통신공학 12. 5

홍성찬

(한신대한신대

정보통신학과))

이기준

(충남대 전기충남대 전기 전기전기

정보통신공학부))

허정연

(경남대경남대

컴퓨터공학부)

충청도

목원대 정보통신공학 12. 7

박현식

(국�한경대국�한경대

전자공학과))

김경태

(한남대한남대

정보통신학과))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상명대 정보통신공학 12. 7

신위재

(경남대경남대 

전자공학과))

우종호

(부경대 전자부경대 전자 전자전자

컴퓨터정보통신))

박재윤

(경남대경남대

전기공학과))

충북대 정보통신공학 12.12

김창우

(경희대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김영일

(경상대경상대

전자공학과))

이용재

(동의대동의대

전자공학과))

한국기술교

육대
정보통신공학 12. 4

신위재

(경남대경남대 

전자공학과))

우종호

(부경대 전자부경대 전자 전자전자

컴퓨터정보통신))

박재윤

(경남대경남대

전기공학과))

한남대 정보통신공학 12.11

홍기범

(호남대호남대

전자광공학부))

김정�

(홍익대홍익대

전자전기공))

창병모

(숙명여대숙명여대

정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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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절차평가 절차 절차절차

1) 전체 일정전체 일정 일정일정

학문분야 평가의 전체 일정은 표 6.9와 같다. 평가의 전체 일정은 표 6.9와 같다.평가의 전체 일정은 표 6.9와 같다. 전체 일정은 표 6.9와 같다.전체 일정은 표 6.9와 같다. 일정은 표 6.9와 같다.일정은 표 6.9와 같다. 표 6.9와 같다.표 6.9와 같다. 6.9와 같다.와 같다. 같다.같다..

표 6.9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전체 일정 6.9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전체 일정년도 학문분야 평가 전체 일정 학문분야 평가 전체 일정학문분야 평가 전체 일정 평가 전체 일정평가 전체 일정 전체 일정전체 일정 일정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2월 1일(금) 평가위원 교육 평가위원 전체

12월 2일(토)월 2일(토) 2일(토)일(토)(토)토)) 
A, B그� 서면평가그� 서면평가 서면평가서면평가

12월 3일(일)월 3일(일) 3일(일)일(일)(일)일))

12월 4일(월)월 4일(월) 4일(월)일(월)(월)월))

현지방문평가
(평가보고서 �일작성)평가보고서 �일작성) �일작성)�일작성))

12월 6일(화)월 6일(화) 6일(화)일(화)(화)화))

12월 6일(수)월 6일(수) 6일(수)일(수)(수)수))

12월 7일(목)월 7일(목) 7일(목)일(목)(목)목))

12월 8일(금) 팀 조율 및 방문보고서 작성

12월 9일(토)
평가단 내 조율 A, �그� 서면평가

12월10일(일)월10일(일)10일(일)일(일)(일)일))

12월11일(월)월11일(월)11일(월)일(월)(월)월))

현지방문평가
(평가보고서 �일작성)평가보고서 �일작성) �일작성)�일작성))

12월12일(화)월12일(화)12일(화)일(화)(화)화))

12월13일(수)월13일(수)13일(수)일(수)(수)수))

12월14일(목)월14일(목)14일(목)일(목)(목)목))

12월15일(금) 팀 조율 및 방문보고서 작성

12월16일(토) 평가단 내 조율

2) 방문평가 일정

학문분야 평가의 방문평가는 1일간 실시되며, 평가 일정은 표 6.10과 같다.과 같다. 같다.

표 6.10 2006년도 학문분야 방문평가 일정

시 간 내 용

: ~ 09 : 00 평가대학 도착

09  : 00 ~ 09 : 30 학부(과) 소개

09 : 30 ~ 10 : 30 비치자료 확인(1)

10 : 30 ~ 12 : 00 교수 면담(학과장, 학부(과) 소속 교수 ��)

12 : 00 ~ 13 : 00 점심식사

13 : 00 ~ 14 : 00 학생 및 직원 면담

14 : 00 ~ 15 : 00 비치자료 확인(2)

15 : 00 ~ 16 : 00 시설 확인

16 : 00 ~ 17 : 00 마무리 면담 준비 및 면담

A, B그� 평가위원 

및

평가단장

A, �그�그�

A, �그� 평가위원 

및

평가단장

A, B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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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번 학문분야의 특징은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초안을 개별 대학으로 발송,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인증평가의 대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피평가 단위들도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의 개별 검토의견서를 반영하여 방문 평가시 팀장으로 활동한 평가위원들과 

평가단장의 책임 하에 최종보고서 확정안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과 함께 

최종보고서 확정안을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서 일방적인 평가를 벗어난 각 

단위별 조율이 있는 상호보완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보통신,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의 세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공학분야 

평가결과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의 평가위원들 

중 집필위원을 선정하여 분야별 정량데이터와 평가결과를 이용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였다. 

라. 평가결과의 내용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는 교육개선을 목표로 한 평가이므로 피 평가대학의 

교육활동과 결과에 대해 잘하고 있거나, 세부기준별로 만족스러운 사항에 대한 

강조보다는 각 세부기준별 부족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각 세부기준별 부족사항과 대 기준별 공통평가지침에 따른 결과와 

각 부족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하였다. 한편, 전체적인 

평가대학의 수준은 전체 평가대학의 대 기준별 부족사항의 정도와 종류, 빈도 또 

종합적인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보고서는 

일반과 학교에 모두 공개함으로서 학교는 국내 해당분야의 학교들 중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을 국제수준에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학문분야평가 주요행사

(1) 학문분야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TFT 워크숍 개최(9회)

2월부터 6월에 걸쳐 학문분야 평가 기준개발을 위한 TFT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정량적인 평가로부터 탈피하여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 개발 및 

내용 작성이 주된 사항이었다. 9회의 걸친 TFT 워크숍을 통해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기준이 작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문분야평가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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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학문분야평가 공청회 개최

6월 29일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대강당에서 평가센터소장, 평가기준개발 TFT위원,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대상 대학 교수 및 관계자 등 96개 대학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학문분야평가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회는 홍익대 김관주 교수가 맡았으며, 

학문분야 평가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바람직한 공학분야 평가를 위한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표 6.11 학문분야 평가 공청회 일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홍의석 교수(공인원 수석부원장)
14:10 ~ 14:30 2006년 학문분야 평가사업 김성조 교수(평가센터 소장)

14:30 ~ 15:40 평가기준 (전기전자공학�컴퓨터(공)학) 김기만 교수, 이강우 교수

15:40 ~ 16:10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김복기 교수(공인원 사무처장)

16:10 ~ 16:20 휴  식

16:20 ~ 17:00
패널 토의

“바람직한 공학분야 평가�� 위한
 평가절차와 평가기준”

패널리스트: 
박원주 교수(영남대), 방성일 교수(단국대), 
박승규 교수(아주대), 김복기 교수(광운대), 
이강우  교수(동국대), 김기만 교수(해양대)

사회: 
김성조 교수 (중앙대)

(3) 2006년 학문분야평가 판정가이드 설명회 개최

7월 28일 고려대학교 공학관 대강당에서 68개 대학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년 학문분야 평가 판정가이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전기전자공학 및 컴퓨터 공학 

분야의 판정가이드 설명과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질의 응답이 시간을 가졌다.

표 6.12 학문분야평가 판정가이드 설명회 일정

시 간 내 용 발표자

13:30 ~ 14:00  ��  록

14:00 ~ 14:10 인사말 김성조 교수(평가센터 소장)

14:10 ~ 14:30 2006년 학문분야 평가사업 김성조 교수(평가센터 소장)

14:30 ~ 15:30 판정가이드 (전기전자공학�컴퓨터(공)학) 김기만 교수, 이강우 교수

15:30 ~ 16:00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김복기 교수(공인원 사무처장)

16:00 ~ 16:3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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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4) 학문분야 평가자 워크샵 실시

2006년 학문분야 평가자 워크샵이 11월 17일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관 대강당에서 열

렸다. 학문분야 평가사업 세부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교육으로 약 6시간에 걸쳐 이루

어졌다. 평가자 워크샵 후에 평가자의 학습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써 평가자 스스로가 학습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6.13 학문분야 평가자 워크샵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09:00 ~ 09:20 ��숍 사전 ��록

09:20 ~ 09:30 평가센터 소장 인사 및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사업 소개

09:30 ~ 11:30 2006년 학문분야 평가사업 세부판정기준 설명
김성조 교수

(평가센터 소장)

11:3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2006년 학문분야 평가사업 세부판정기준 설명
김복기 교수

(공인원 사무처장)

15:00 ~ 15:10 휴   식

15:10 ~ 15:30 개인 인적사항 작성 및 평가가능기간 신청

15:30 ~ 16:00 성과측정

(5) 평가위원 워크샵 실시

학문분야 평가위원 워크숍이 2006년 12월 1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공인원 수석부원장인 홍의석 교수,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장 김성

조 교수 외 평가단장 7명 및 평가 위원 84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샵은 서면평가 및 방문

평가 실시에 따른 요령 공지, 평가세부기준 설명 및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6) 현지방문평가실시

2006년 전기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및 컴퓨터 공학 분야의 현지방문평가가 12월 4

일~7일, 8일~11일 (8일간)에 실시되었다. 학문분야 평가의 현지방문평가는 1일간 이루

어졌으며, 평가위원 51명, 평가단장 7인, 센터장 1인이 방문 평가에 참가하였다. 평가 

대상은 평가 신청 대학 55개 대학 133개 학과(부)였다.

(7) 최종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최종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 작성, 검토, 수정 작업작성, 검토, 수정 작업, 검토, 수정 작업검토, 수정 작업, 수정 작업수정 작업 작업작업

2006년 12월 21일~2007년 2월 13일간  김성조 센터장, 평가단장 7인, 평가위원 평
가팀장 34인, 자문위원 등이 2006년도 학문분야 최종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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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종합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 작성, 검토, 수정 작업작성, 검토, 수정 작업, 검토, 수정 작업검토, 수정 작업, 수정 작업수정 작업 작업작업

2007년 1월 초~2007년 2월 15일간 김성조 센터장, 윤우영 교수, 각 분야별 집필위
원 각 3인이 2006년도 학문분야 종합보고서 작성, 검토,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9) 학문분야평가 결과 발표

2007년 3월 22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년 3월 22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3월 22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월 22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22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중앙대학교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2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대강당에서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2006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년도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학문분야 평가 결과가학문분야 평가 결과가 평가 결과가평가 결과가 결과가결과가 

발표 되었다. 되었다.되었다.. 

우수사례로는 컴퓨터공학 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컴퓨터공학 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컴퓨터공학 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정보통신공학 분야에는 분야에는분야에는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전기전자공학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전기전자공학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분야에는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전북대학교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전기공학이 소개되었다. 소개되었다.소개되었다.. 

참석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홍의석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홍의석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홍의석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홍의석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홍의석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수석부원장,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김성조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소장,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김복기 사무처장, 한국김복기 사무처장, 한국 사무처장, 한국사무처장, 한국, 한국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김영식 사무총장,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김영식 사무총장,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김영식 사무총장,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사무총장,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사무총장,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김종회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평가지원부장,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이영호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박사, 한국간호평가원의, 한국간호평가원의한국간호평가원의 

신경림 원장, 김미원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원장, 김미원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원장, 김미원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김미원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김미원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사무국장,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이윤주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부장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및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교육부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황성환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관계 참석하였으며, 관계참석하였으며, 관계, 관계관계 

대학 교수 및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교수 및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교수 및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및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및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직원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등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참석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가운데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표를 마무리했다.발표를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마무리했다..

(10) 2007년도 공학분야 학문분야평가 준비

2007년도 학문(공학)분야 평가는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분야의 평가를 교육부교육부

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다.탁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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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수입
■ 인증료 수입
■ 기부금
■ 회비
■ 기타 수입

■ 인증사업비
■ 차기이월금
■ 평가사업비
■ 연구센터 사업비
■ 운영비
■ 인건비
■ 운영위원회 운영비
■ 기타연구과제

■ 인증사업
■ 학문분야평가
■ 공학교육연구센터
■ NEXT 사업 평가
■ 기타

회비
0.55% 기타연구과제

0.64%
기타 수입
0.27%

연구과제 수입
77.94%

인증료 수입
14.27%

기타
1.30%

인증사업
46.15%

학문분야평가
29.58%

공학교육연구센터
14%

NEXT 사업 평가
8.69%

기부금
6.96%

인증사업비
30.19%

차기이월금
20.31%평가사업비

16.70%

연구센터 사업비
11.77%

운영비
9.95%

인건비
7.71%

운영위원회 운영비
2.74%

수 입

연구과제수입

지 출

7. 재무보고서재무보고서

사업명 사업비 지원부처

인증사업

공학교육인증사업(4차년도)(4차년도)차년도)) 492,500,000 산자부

정보통신기술 분야 교육 인증사업 분야 교육 인증사업분야 교육 인증사업 교육 인증사업교육 인증사업 인증사업인증사업 800,000,000 정통부

공학교육인증사업 300,000,000 과기부

공학교육
연구센터

공학교육연구센터구축(5차년도)(5차년도)차년도)) 492,500,000 산자부

평가센터
학문분야 평가사업(공학분야) 평가사업(공학분야)평가사업(공학분야)(공학분야)공학분야)) 1,020,700,000 교육부

대학 IT경�력 조사 및 진단 IT경�력 조사 및 진단경�력 조사 및 진단 조사 및 진단조사 및 진단 및 진단및 진단 진단진단 300,000,000 정통부

기타

글로벌스텐다드 제도개선 방안 제도개선 방안제도개선 방안 방안방안 25,000,000 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현장을 위한 위한위한 
공학교육인증 가이드 연구 보고서 가이드 연구 보고서가이드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연구 보고서 보고서보고서

10,000,000 산업기술재단

인프라구축사업 10,000,000 기초전력연구소

총 계 계계 3,450,700,000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부   록

Ⅰ. 공인원 정관 제규정 일람표

Ⅱ. 공인원 행사 화보

Ⅲ.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발간목록

Ⅳ. 공인원 활동 내역

Ⅴ. 2001-2006 인증 프로그램 현황



부 록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103

부 록

I. 공인원 정관 제규정 일람표

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공인원 
정관

공인원의 설�목적, 사업내 
용, 구성원 ��을 정의하거나 
규정하기 위한 것�로, 공인
원의 최상위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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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7.14 제정
2004.4.28 개정
2004.12.7개정
2005.12.15개정
2006.6.7 개정
2006.10.4 승인승인
Http:��abeek.or.kr�� 
통해 열람가능

공인원 
운영규정

공인원의 정관 제19조� 의거
하여 공인원 각 부서 및 위원회
의 업무와 일반운영� 관한 사
항을 정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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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6.1.20 개정
2006.9.2 개정

공학인증
위원회 
운영규정

공인원 정관 제6장 제19조� 
의거한 공학인증위원회의 운영
� 관한 사항을 규정

 
 2004.7.14 제정
 2006.7.15 개정
 

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 
운영규정

공인원 정관 제6장 제19조�
의거한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
준위원회의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

 2004.7.14 제정
 2006.7.15 개정

공학인증
기준위원회 
운영세칙

공학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 8규정 제 8정 제 8
조� 의거한 공학인증기준 위원
회의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

2006.3 제정
2006.7.15 개정
2006.9.2 개정

컴퓨터정보기술
인증위원회 
운영세칙

공인원 컴퓨터정보기술인증위
원회 운영규정 제 8조� 의거
한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위
원회의 운영� 관한 사항을 규
정

2006.3 제정
2006.7.15 개정

인증사업단 
운영규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4조� 의거
하여 공인원 인증사업단(이하 
“인증사업단”)의 운영�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

1999.7.14 제정
2006.1.20 개정

인증조율
위원회 
운영세칙

공인원 인증사업단 운영규칙 
제 4조�서 규정한 인증조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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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7 제정
206.7.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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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사무처 
운영규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 12조� 
의거하여 사무처 운영�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사무처 
복무규정

사무처 운영규칙 제 5조의 
규정� 의하여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을 목적�로 하는 규정

2006.4.1 제정

여비 및 
수당지급 
시행세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 10조 제1
항, 제5항의 규정� �라 공인
원의 업무 수행자�� 대상�로 
회의, 출장시 지급� 여비와 수
당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정
�을 목적�로 �을 목적�로 �

2006.4.1 제정

인증평가 관련
지급 ��� 
관한 세칙

공인원 운영규정 제10조 제
1항 및 인증규정, 인증절차 
규칙� 의해 인증평가 관련하
여 실제적�로 참여하는 평가 
위원� 대한 평가심사비, 수 
당, 회의비 ��의 지급기준을 
정�을 목적�로 �

2006.6.3 제정

인증규정 

공인원은 공학 교육기관이 각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방법,
목표 달성 여부� 대한 자체 평
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
획 ��을 합당하게 정�하고 수
행하는지 여부�� 인증하며 , 이
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임

1999.7.14 제정
2004.12.4 개정
2006.1.20 개정

인증절차 
규칙

공인원의 인증규정 제 14조� 
의거하여 인증 세부절차�� 
규정�

인증절차는 준비, 평가, 정리 �� 
3단계로 �게 구분되며, 본 규
칙�서는 이�� 다음과 같이 6
단계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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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7.14 제정
2004.12.4 개정
2006.1.20 개정

항소 및 
재심규정

공인원의 정관 제16조� 의한 
재심�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2005.1 제정
2006.120 개정

재심위원회 
운영세칙

재심규정� 의한 재심위원회 구
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

2005.1.5 제정
2006.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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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제 11차 운영위원회

(1월 10일 / 공인원 사무처)

2006년 상반기 평가자 워크샵

(1월 14일, 21일 / 연세대학교 제2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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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동계 확대 운영위원회

(1월 19일 ~ 20일 / 르네상스 호텔)

2006년 인증불가 판정대학 간담회

(2월 7일 / 공인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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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항소심사위원회

(2월 17일 / 공인원 사무처)

2006년 공학교육 혁신 세미나

(2월 20일 /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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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김우식 과기부 부총리, 윤종용 이사장 사무처 방문

(2월 24일 / 한국기술센터)

2006년 평가단장 워크샵

(3월 17일~18일 / 대전 유성스파피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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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PD 간담회

(3월 25일 / 연세대 제3공학관)

2006년 1차 평가위원 워크샵

(4월 8일 / 연세대 제3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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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 1차 자문

(4월 14일 / 한국기술센터)

2006년 2차 평가위원 워크샵

(4월 15일  / 연세대 제3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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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공학인증설명회

(5월 17일 / 연세대 백양관)

2006년 외국인 옵져버 방문

(5월 19일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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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제 13차 운영이사회

(6월 7일 / 조선 호텔)

2006년 평가단장 간담회

(6월 7일 / 서울역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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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 공청회

(6월 29일 / 연세대 제3공학관)

2006년 하계 확대운영위원회 워크샵

(7월 2일  / 강촌 리조트)



Assessment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114 |

부 록

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산업체 평가자 워크샵

(7월 6일 / 고려대학교 창의관)

2006년 9월 평가위원 워크샵

(8월 26일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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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9월  WA 리뷰팀 방문 평가 참관

(9월 5일 / 울산대학교 중간 방문 평가)

전국공과대학 학장 회의

(10월 11일 / 서울프라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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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2006년 하반기 평가자 워크샵

(10월 27일 / 숭실대 벤쳐중소기업센터)

제1차 PD 간담회

(10월 31일 /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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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인원 행사 화보

■ 2004년

공학인증위원회(EAC) 개최

(11월27일~30일 / 서울교육문화회관)

학회 초청 간담회 개최

(12월 5일 / 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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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발간목록

구 분 제  목 저  자
발간년도

(출판사)
소   개 

출판

교재

 

공학기술과 인간사회 공학교육학회
2005

(지호)

공과대학�서 필수 혹은 선택�로 

수강하는 공학소양과 관련된 과목의 

종합적 교재

화학입문 공학설계

강석호, 

정재학 

외 5인

2005

(아진)

화공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서 프

로젝트�� 수행� 때 사용하는 화학

공학적 방법론� 대한 소개 책자

공학기술과 사회 공학교육학회
2006

(지호)

현대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사회�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한 이해�� 도움

공학입문설계 김길희 외
2006

(구미서관)

창의성 개발, 팀웍기술 습득 및 의사

소통기술 �양 ��을 통해 창의적 문

제해결 및 공학설계개념 이해�� 목

표로 구성됨

공학과 팀�� 기술 안용식 외
2006

(제이앤씨)

공학교육을 받는 학습자�이 앞�로 

사회� 나가 자신의 조직�서 인정

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

적�로 구성됨

공학문제 해결 입문
이경우,

�농문 외

2006

(시그마

프레스)

주어진 정답 찾기 위주의 교육� 익

숙한 우리 학생�이 본격적인 공학 

전공교육을 이수하기 전� 기본 문

제해결 능력을 학습� 수 있도록 우

리 실정� 맞추어 개발한 교재맞추어 개발한 교재

공학기술과 경영 정재용
2006

(지호)

이 책은 선진기업� 의해 진행돼 온 

기술경영의 실천을 정리하고 우리나

라가 모방형 기술혁신�서 선도형 

기술혁신�로 가기 위한 단초로서 

기술경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 초점을 두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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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목 저  자
발간년도

(출판사)
소   개 

출판

교재
창의성은 과학이다 박성균

2006

(인터비전)
TRIZ, 발명문제 해결 이론

미출판

교재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problem,  syllabus, 

teaching tips 모음집. 

민동준, 

홍종일, 

강소연 

외 2인

2004

(미발간)

문제중심 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을 위한 교수법과 강의안, 

강의 진행� 대한 내용을 수록�

����

자료

제 1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5 학습성과 평가 방법(ABET)

제 2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5 학습성과 평가 방법

제 3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5 학습성과 평가 방법(미시간공대사례)

제 4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5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5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6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효과적인 학습성과 평가방법 학습성과 평가방법

제 7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팀�� 기술

제 8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학생 포트폴리오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KE� 2005 시범운영사례�센터 운영규정 

제 10회 
공학교육연구포럼

KEER� 2006 학습성가 평가�학습성과 평가 사례집 

보고서

산업기술조반사업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연구 보고서
KEER�

2003~

2007

입문공학 설계, 복합학제 설계, 창의

성 기반의 공학교육, 학습성과 평가

법, 공학소양교육 교재 개발, 팀�� 

기술 개발, 학습성과 실태조사, 강의

평가법, 한국형 공학 인증 기준 �� 

세부 과제의 연구 내용 수록

S�W
학생 학습성과 관리 

S�W
라인테� 2006

학생 개인이력 관리, 학생인증요건 

관리, 학생 학습라료 관리�� 위한 포

트폴리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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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인원 활동 내역공인원 활동 내역 활동 내역활동 내역 내역내역

○ 1월 14일(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월 14일(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 14일(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일(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토),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 21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일(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토)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 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오전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 10:00~17:00 : 평가자 워크숍 : 평가자 워크숍: 평가자 워크숍평가자 워크숍 워크숍워크숍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제2공학관)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제2공학관) 공과대학 제2공학관)공과대학 제2공학관) 제2공학관)제2공학관)2공학관)공학관))

○ 1월 19일(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월 19일(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 19일(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일(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목)-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20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일(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금)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 10:00~ : 2006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년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 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동계확대운영위원회워크숍

           (르네상스호텔 4층 회의실)르네상스호텔 4층 회의실) 4층 회의실)층 회의실) 회의실)회의실))

○ 1월 27일(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월 27일(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 27일(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일(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금)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 10:00~ : 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임시운영위원회(사무처)(사무처)사무처)) 

○ 2월 7일(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월 7일(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   7일(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일(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화)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 16:00~ : 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인증불가판정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 9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개프로그램 PD 초청 간담회 PD 초청 간담회초청 간담회 간담회간담회

   (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 21층 “용궁”) 기술인클럽 21층 “용궁”)기술인클럽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2월 20일(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월 20일(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 20일(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일(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월)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 14:00~ : 공학교육혁신 세미나공학교육혁신 세미나 세미나세미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2층 무궁화홀)층 무궁화홀) 무궁화홀)무궁화홀))

○ 3월 9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월 9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   9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학문분야평가 회의(1차)(교육부) 회의(1차)(교육부)회의(1차)(교육부)(1차)(교육부)차)(교육부))(교육부)교육부))

○ 3월 10일(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월 10일(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 10일(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일(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금)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 : 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인증사업단 워크숍(프리마호텔) 워크숍(프리마호텔)워크숍(프리마호텔)(프리마호텔)프리마호텔))

○ 3월 16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월 16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 16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일(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목)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 : 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 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학문분야평가 회의(2차)(교육부) 회의(2차)(교육부)회의(2차)(교육부)(2차)(교육부)차)(교육부))(교육부)교육부))

○ 3월 17일(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월 17일(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17일(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일(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금)~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18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일(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토)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 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평가단장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워크숍(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 유성스파피아호텔)유성스파피아호텔))

○ 3월 25일(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월 25일(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 25일(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일(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토)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 14:00 : 2006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년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 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인증대상프로그램 PD 간담회(1)(연세대 C040) PD 간담회(1)(연세대 C040)간담회(1)(연세대 C040)(1)(연세대 C040)연세대 C040) C040)

○ 3월 25일(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월 25일(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 25일(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일(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토)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 18:00~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익일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 02:00 : 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인증사업단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 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워크숍(연대공대 학장실)(연대공대 학장실)연대공대 학장실) 학장실)학장실))

○ 3월 31일(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월 31일(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 31일(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일(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금)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 09:00~17:00 : 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제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1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회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 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공학교육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 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학습성과 워크샵(고려대) 워크샵(고려대)워크샵(고려대)(고려대)고려대)) 

  

○ 4월 1일(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월 1일(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   1일(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일(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토)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 11:30 : 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제13차 운영위원회(용궁)13차 운영위원회(용궁)차 운영위원회(용궁) 운영위원회(용궁)운영위원회(용궁)(용궁)용궁))

○ 4월 6일(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월 6일(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6일(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일(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목)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19:00 : 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제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1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무역센터 “마르코폴로”)무역센터 “마르코폴로”) “마르코폴로”)마르코폴로”)”)

○ 4월 8일(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월 8일(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8일(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일(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15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일(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워크숍(연세대)워크숍(연세대)(연세대)연세대))

○ 4월 14일(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월 14일(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 14일(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일(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금)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 14:00~18:00 : NEXT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사업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 Focused Group Interview (IITA 서울사무소)서울사무소))

○ 4월 15일(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월 15일(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15일(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일(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토)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10:00~18:00 : 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평가위원 워크숍(연세대) 워크숍(연세대)워크숍(연세대)(연세대)연세대)) 

○ 4월 19일(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월 19일(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 19일(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일(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수)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 14:00~16:00 : 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제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7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회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 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공학교육연구포럼(서울대)(서울대)서울대))

○ 4월 29일(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월 29일(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29일(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일(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토)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11:00~17:00 :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한국기술센터 용궁)한국기술센터 용궁) 용궁)용궁))

○ 5월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월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연세대 백양관)연세대 백양관) 백양관)백양관)) 

○ 5월 공학인증 현장방문평가월 공학인증 현장방문평가 공학인증 현장방문평가공학인증 현장방문평가 현장방문평가현장방문평가

         - 1차(4.30~5. 2) :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차(4.30~5. 2) :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4.30~5. 2) :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5. 2) :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5. 2) : 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한국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 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부경대,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부산대, 창원대, 인제대(CAC), 창원대, 인제대(CAC)창원대, 인제대(CAC), 인제대(CAC)인제대(CAC)(CAC)

         - 2차(5. 7~5. 9) : 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차(5. 7~5. 9) : 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5. 7~5. 9) : 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5. 9) : 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5. 9) : 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광운대, 연세대, 상명대-서울(CAC), 연세대, 상명대-서울(CAC)연세대, 상명대-서울(CAC), 상명대-서울(CAC)상명대-서울(CAC)-서울(CAC)서울(CAC)(CAC)

         - 3차(5.14~5.16) : 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차(5.14~5.16) : 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5.14~5.16) : 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5.16) : 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5.16) : 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경북대, 울산대, 동명정보대(CAC), 울산대, 동명정보대(CAC)울산대, 동명정보대(CAC), 동명정보대(CAC)동명정보대(CAC)(CAC) 

         - 4차(5.21~5.23)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차(5.21~5.23)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5.21~5.23)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5.23)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5.23)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한양대, 동국대, 건국대(CAC),, 동국대, 건국대(CAC),동국대, 건국대(CAC),, 건국대(CAC),건국대(CAC),(CAC), 

     홍익대-서울(CAC)홍익대-서울(CAC)-서울(CAC)서울(CAC)(CAC) 

         - 5차(5.28~5.30) : 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차(5.28~5.30) : 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5.28~5.30) : 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5.30) : 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5.30) : 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공주대,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 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강릉대,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 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상명대-천안(CAC), 선문대(CAC),-천안(CAC), 선문대(CAC),천안(CAC), 선문대(CAC),(CAC), 선문대(CAC),선문대(CAC),(CAC), 

     숙명여대(CAC), 중앙대(CAC), 한밭대(CAC)숙명여대(CAC), 중앙대(CAC), 한밭대(CAC)(CAC), 중앙대(CAC), 한밭대(CAC)중앙대(CAC), 한밭대(CAC)(CAC), 한밭대(CAC)한밭대(CAC)(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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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월 8일(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   8일(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일(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월)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 14:00~20:10 : 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한국대학평가학회 학술대회 학술대회학술대회 

                               “학문분야 평가의 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학문분야 평가의 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 평가의 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평가의 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 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발전방향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 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탐색” 참석(프레지던트호텔)” 참석(프레지던트호텔)참석(프레지던트호텔)(프레지던트호텔)프레지던트호텔))  

○ 5월 15일(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월 15일(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 15일(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일(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월)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 12:00~16:00 : 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제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3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차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 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인증기준위원회의(서울역 티원)(서울역 티원)서울역 티원) 티원)티원))

○ 5월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월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17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일(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수)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14:00~17:00 : 2007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년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 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인증설명회(연세대 백양관)(연세대 백양관)연세대 백양관) 백양관)백양관))

○ 5월 20일(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월 20일(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 20일(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일(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토)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 17:00~20:00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정회원국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 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옵저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 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환영만찬(조선호텔 호경전)(조선호텔 호경전)조선호텔 호경전) 호경전)호경전))

                                                    

○ 5월 21일(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월 21일(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 21일(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일(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일)~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 : WA 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정회원국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 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옵저버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 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고려대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기계공학프로그램

                            방문평가 참관방문평가 참관 참관참관

○ 5월 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월 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 23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일(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화)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 : WA 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정회원국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 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옵저버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 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환송 만찬(삼청동 지화자) 만찬(삼청동 지화자)만찬(삼청동 지화자)(삼청동 지화자)삼청동 지화자) 지화자)지화자))  

○ 5월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월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 : WA 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정회원국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 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옵저버와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 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공인원 대외협력위원회와의 대외협력위원회와의대외협력위원회와의 

                  방문 결과 논의방문 결과 논의 결과 논의결과 논의 논의논의 

○ 5월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월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 24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일(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수)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 : WA 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정회원국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 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옵저버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 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정통부 본부장 면담 및 본부장 면담 및본부장 면담 및 면담 및면담 및 및및 

                  U-dream관 관람관 관람 관람관람

○ 6월 7일(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월 7일(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   7일(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일(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수)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 11:00~14:00 : 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제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13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차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 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운영이사회 (조선호텔 20층 “호경전”) (조선호텔 20층 “호경전”)조선호텔 20층 “호경전”) 20층 “호경전”)층 “호경전”) “호경전”)호경전”)”)

○ 6월 7일(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월 7일(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   7일(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일(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수)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 15:00~17:00 : 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평가단장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 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간담회(서울역 그릴 T원)(서울역 그릴 T원)서울역 그릴 T원) 그릴 T원)그릴 T원) T원)원))

○ 6월 24일(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월 24일(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 24일(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일(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토)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 11:00~14:00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 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인증기준위원회 회의(서울역 T원) 회의(서울역 T원)회의(서울역 T원)(서울역 T원)서울역 T원) T원)원))

○ 6월 27일(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월 27일(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27일(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일(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화)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평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관련 공청회 개최관련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공청회 개최 개최개최 

○ 6월 28일(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월 28일(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 28일(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일(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수)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 15:00~18:30 : 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프로그램기준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 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조율위원회(기술센터21층 용궁)(기술센터21층 용궁)기술센터21층 용궁)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6월 29일(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월 29일(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 29일(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일(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목)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 14:00~17:00 : 2006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년도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 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교육부학문분야 평가사업 공청회 평가사업 공청회평가사업 공청회 공청회공청회 

         (연세대 제3공학관)연세대 제3공학관) 제3공학관)제3공학관)3공학관)공학관))

○ 7월 2일(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월 2일(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   2일(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일(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일)~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3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일(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월)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 : 2006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년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 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하계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LG강촌리조트) 워크숍(LG강촌리조트)워크숍(LG강촌리조트)(LG강촌리조트)강촌리조트))

○ 7월 6일(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월 6일(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   6일(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일(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목)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 10:00~18:00 : 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산업체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 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평가자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 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워크숍(고려대학 창의관 116호)(고려대학 창의관 116호)고려대학 창의관 116호) 창의관 116호)창의관 116호) 116호)호))

   

○ 7월 19일(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월 19일(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 19일(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일(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수)~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7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월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 26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일(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수)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 : ABET EAC 2006 Summer Meeting 참석참석

                                (김덕규교수, 김성조 교수, 민상원 교수)김덕규교수, 김성조 교수, 민상원 교수), 김성조 교수, 민상원 교수)김성조 교수, 민상원 교수) 교수, 민상원 교수)교수, 민상원 교수), 민상원 교수)민상원 교수) 교수)교수))

○ 7월 21일(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월 21일(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21일(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일(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금)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학문분야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평가사업관련 평가설명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평가설명회 개최 개최개최

○ 7월 28일(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월 28일(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 28일(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일(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금)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 14:00~17:30 : 2006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년도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 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교육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 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학문분야 평가사업 관련 평가 평가사업 관련 평가평가사업 관련 평가 관련 평가관련 평가 평가평가  

                               설명회 개최(고려대 공학관 대강당)설명회 개최(고려대 공학관 대강당) 개최(고려대 공학관 대강당)개최(고려대 공학관 대강당)(고려대 공학관 대강당)고려대 공학관 대강당) 공학관 대강당)공학관 대강당) 대강당)대강당))

○ 8월 2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월 2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   2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목),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 4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일(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금),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 7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일(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월),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 8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일(화) : 예비논평서 검토(화) : 예비논평서 검토화) : 예비논평서 검토) : 예비논평서 검토예비논평서 검토 검토검토

                                                    (한국기술센터 15층 KAIST 회의실)한국기술센터 15층 KAIST 회의실) 15층 KAIST 회의실)층 KAIST 회의실) KAIST 회의실)회의실))

○ 8월 7일(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월 7일(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   7일(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일(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월)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 : 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말레이시아공학교육인증기관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 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공인원 방문(공인원 사무처) 방문(공인원 사무처)방문(공인원 사무처)(공인원 사무처)공인원 사무처) 사무처)사무처))

○ 8월 16일(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월 16일(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 16일(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일(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수)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지역 순회 간담회(한밭대) 순회 간담회(한밭대)순회 간담회(한밭대) 간담회(한밭대)간담회(한밭대)(한밭대)한밭대))

○ 8월 17일(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월 17일(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 17일(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일(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목)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 14:00~17:00 : 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지역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 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순회 간담회(한국해양대) 간담회(한국해양대)간담회(한국해양대)(한국해양대)한국해양대))

○ 8월 17일(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월 17일(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17일(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일(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목)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16:30~18: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베스트웨스턴, 에메랄드 룸)베스트웨스턴, 에메랄드 룸), 에메랄드 룸)에메랄드 룸) 룸)룸))



Assessment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122 |

부 록

○ 8월 19일(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월 19일(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9일(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일(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0:00~ : 21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8월 21일(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월 21일(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 21일(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일(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월) 09:00~ : WA Review 예비평가) 09:00~ : WA Review 예비평가예비평가

                          (창원대 환경공학 : 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창원대 환경공학 : 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 환경공학 : 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환경공학 : 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 : 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윤우영 교수, 이의수 교수) 교수, 이의수 교수)교수, 이의수 교수), 이의수 교수)이의수 교수) 교수)교수))

○ 8월 21일(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월 21일(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21일(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일(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월)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15:00~23:00 : 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평가위원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워크숍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위한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워크숍 인증사업단 사전 인증사업단 사전인증사업단 사전 사전사전 

                               워크숍(15층 KAIST 회의실)워크숍(15층 KAIST 회의실)(15층 KAIST 회의실)층 KAIST 회의실) KAIST 회의실)회의실))

○ 8월 23일(수) 14:00~18:00 :월 23일(수) 14:00~18:00 : 23일(수) 14:00~18:00 :일(수) 14:00~18:00 :(수) 14:00~18:00 :수) 14:00~18:00 :) 14:00~18:00 : 공학교육인증과 공학교육 혁신방안 연계를 위한 워크숍 공학교육 혁신방안 연계를 위한 워크숍공학교육 혁신방안 연계를 위한 워크숍 혁신방안 연계를 위한 워크숍혁신방안 연계를 위한 워크숍 연계를 위한 워크숍연계를 위한 워크숍 위한 워크숍위한 워크숍 워크숍워크숍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 7층, 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층, 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 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한국산업기술재단 회의실) 회의실)회의실)) 

○ 8월 25일(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월 25일(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 25일(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일(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금)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 18:00~ : 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제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 1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차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 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한국공학교육센터장 협의회 준비위 협의회 준비위협의회 준비위 준비위준비위                  

                          (연세대 알렌관)연세대 알렌관) 알렌관)알렌관))

○ 8월 26일(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월 26일(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26일(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일(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토)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10:00~17:00 : 9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월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평가위원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워크숍(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대강당) 공과대학 대강당)공과대학 대강당) 대강당)대강당)) 

○ 8월 28일(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월 28일(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28일(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일(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월)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 2007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년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NEXT 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사업계획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관련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정통부 방문(참석자 미정) 방문(참석자 미정)방문(참석자 미정)(참석자 미정)참석자 미정) 미정)미정))

○ 9월 3일(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월 3일(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   3일(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일(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일)~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5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 : 9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월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 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공학인증평가(한국해양대, 건국대)(한국해양대, 건국대)한국해양대, 건국대), 건국대)건국대))

○ 9월 5일(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월 5일(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   5일(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일(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화)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 12:30~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 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간담회(고려대학교 예정)(고려대학교 예정)고려대학교 예정) 예정)예정))

○ 9월 6일(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월 6일(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   6일(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일(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수)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 18:30 : 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공학교육학회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 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임원과의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 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간담회(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9월 7일(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월 7일(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7일(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일(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목)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18:30~ : 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제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2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삼성동 마르코폴로)삼성동 마르코폴로) 마르코폴로)마르코폴로))

○ 9월 9일(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월 9일(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   9일(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일(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토)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 16:00~ : Review Team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과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 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사전회의(신라호텔 플럼룸)(신라호텔 플럼룸)신라호텔 플럼룸) 플럼룸)플럼룸)) 

○ 9월 9일(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월 9일(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9일(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일(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토)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18:30~ : 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원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주최 Review Team 만찬주최 Review Team 만찬 Review Team 만찬만찬

                          (신라호텔 에뜨와르룸)신라호텔 에뜨와르룸) 에뜨와르룸)에뜨와르룸)) 

○ 9월 10일(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월 10일(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 10일(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일(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일)~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12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 : 9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월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 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공학인증평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 - 동국대, 한밭대, 울산대동국대, 한밭대, 울산대, 한밭대, 울산대한밭대, 울산대, 울산대울산대

                            (Review Team 방문)방문))

○ 9월 11일(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월 11일(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 11일(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일(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월)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 17:00~20:00 : 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학문분야 평가회의(교육부) 평가회의(교육부)평가회의(교육부)(교육부)교육부))

○ 9월 12일(화) 16:00~20:00 : NEXT 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월 12일(화) 16:00~20:00 : NEXT 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 12일(화) 16:00~20:00 : NEXT 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일(화) 16:00~20:00 : NEXT 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 16:00~20:00 : NEXT 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사업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 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분석보고서 검토회의(정통부) 검토회의(정통부)검토회의(정통부)(정통부)정통부))

○ 9월 13일(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월 13일(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 13일(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일(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수)~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15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일(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금)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 : 9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월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 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공학인증평가(창원대-Review Team 방문)(창원대-Review Team 방문)창원대-Review Team 방문)-Review Team 방문)방문))

○ 9월 15일(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월 15일(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 15일(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일(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금)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 15:00~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협의회 창립식 협의회 창립식협의회 창립식 창립식창립식

                          (연세대 고위자양성강의실)연세대 고위자양성강의실) 고위자양성강의실)고위자양성강의실))

○ 9월 15일(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월 15일(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15일(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일(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금)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18:30~ : 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이사장님 주최 Review Team 만찬 주최 Review Team 만찬주최 Review Team 만찬 Review Team 만찬만찬

                          (신라호텔 23층 파인룸)신라호텔 23층 파인룸) 23층 파인룸)층 파인룸) 파인룸)파인룸))

○ 9월 17일(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월 17일(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 17일(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일(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일)~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19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일(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화)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 : 9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월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 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공학인증평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 부경대, 경상대, 인하대,부경대, 경상대, 인하대,, 경상대, 인하대,경상대, 인하대,, 인하대,인하대,,  

                           군산대, 동아대, 홍익대(조치원))군산대, 동아대, 홍익대(조치원)), 동아대, 홍익대(조치원))동아대, 홍익대(조치원)), 홍익대(조치원))홍익대(조치원))(조치원))조치원))))

○ 9월 24일(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월 24일(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 24일(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일(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일)~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25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일(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월)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 : 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캐나타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 CEAB 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회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윤우영 교수, 류철 교수) 교수, 류철 교수)교수, 류철 교수), 류철 교수)류철 교수) 교수)교수))

○ 9월 28일(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월 28일(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8일(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일(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목)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1:00~ : ‘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개최개최

○ 10월 2일(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월 2일(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   2일(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일(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월)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 18:00~ : 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임시운영위원회(서울역 그릴)(서울역 그릴)서울역 그릴) 그릴)그릴))

○ 10월 11일(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월 11일(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 11일(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일(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수)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 16:00~19:30 : 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학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 메이플홀)메이플홀)) 

○ 10월 11일(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월 11일(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 11일(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일(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수)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 19:30~22:00 : 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운영위원회+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평가단장회의(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서울프라자호텔 오키드홀) 오키드홀)오키드홀))

○ 10월 14일(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월 14일(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14일(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일(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토)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09:50~20:30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구축 사업 세부과제구축 사업 세부과제 사업 세부과제사업 세부과제 세부과제세부과제 

        계획서 발표회(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계획서 발표회(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 발표회(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발표회(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연세대 제2공학관 201호) 제2공학관 201호)제2공학관 201호)2공학관 201호)공학관 201호) 201호)호))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 123

○ 10월 14일(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월 14일(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 14일(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일(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토)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 10:00~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13:30 :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숭실대) 워크숍(숭실대)워크숍(숭실대)(숭실대)숭실대))

○ 10월 14일(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월 14일(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14일(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일(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토)~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20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일(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금)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콜롬비아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대학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인증평가 옵져버 참석인증평가 옵져버 참석 옵져버 참석옵져버 참석 참석참석

                             (권오양, 김차종 교수)권오양, 김차종 교수), 김차종 교수)김차종 교수) 교수)교수))

○ 10월 17일(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월 17일(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 17일(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일(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화)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 18:30~22:30 : 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제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 3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차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 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서초동) 운영위원회(서초동)운영위원회(서초동)(서초동)서초동))

○ 10월 18일(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월 18일(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 18일(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일(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수)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 16:00~23:00 : 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교무처장협의회회장(조선대)방문(조선대)방문조선대)방문)방문방문

                                 (홍의석, 김복기교수)홍의석, 김복기교수), 김복기교수)김복기교수))

○ 10월 20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월 20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 20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금)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 13:00~16:30 : 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제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 9회 공학교육연구포럼회 공학교육연구포럼 공학교육연구포럼공학교육연구포럼

                                (건국대 공학관 1401호)건국대 공학관 1401호) 공학관 1401호)공학관 1401호) 1401호)호))

○ 10월 21일(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월 21일(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21일(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일(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토)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15:00~ : 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제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25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용궁”)(한국기술센터 “용궁”)한국기술센터 “용궁”) “용궁”)용궁”)”)

○ 10월 24일(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월 24일(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 24일(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일(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화)~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29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일(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일)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 : ABET Annual Meeting & EAC Commission Summit 

                            참석(김복기, 윤우영 교수)참석(김복기, 윤우영 교수)(김복기, 윤우영 교수)김복기, 윤우영 교수), 윤우영 교수)윤우영 교수) 교수)교수))

○ 10월 24일(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월 24일(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 24일(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일(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화)~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27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일(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금)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 : 9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월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 평가 예비논평서 검토평가 예비논평서 검토 예비논평서 검토예비논평서 검토 검토검토

○ 10월 27일(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월 27일(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 27일(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일(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금)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 10:00~18:00 : 2006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년 하반기 평가자워크숍 하반기 평가자워크숍하반기 평가자워크숍 평가자워크숍평가자워크숍

                                 (숭실대 벤쳐중소기업센터)숭실대 벤쳐중소기업센터) 벤쳐중소기업센터)벤쳐중소기업센터))

○ 10월 31일(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월 31일(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 31일(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일(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화)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 14:00~17:00 : PD간담회-신규평가간담회-신규평가-신규평가신규평가

○ 10월 31일(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월 31일(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 31일(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일(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화)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 12:00~15:00 : 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평가센터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 NEXT 3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차 TFT(서울교육문화회관) TFT(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교육문화회관))

○ 11월 1일(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월 1일(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   1일(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일(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수)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 14:00~17:00 : PD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간담회-중간방문(숭실대)-중간방문(숭실대)중간방문(숭실대)(숭실대)숭실대))

○ 11월 4일(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월 4일(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4일(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일(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10:00~14:30 : 26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차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운영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11월 6일(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월 6일(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   6일(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일(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월)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 14:00~16:00 : 2007년도 NEXT사업 설명회년도 NEXT사업 설명회 NEXT사업 설명회사업 설명회 설명회설명회

                                (대전 IITA 본원 1층 대강당)대전 IITA 본원 1층 대강당) IITA 본원 1층 대강당)본원 1층 대강당) 1층 대강당)층 대강당) 대강당)대강당))

○ 11월 7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월 7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   7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평가센터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 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간담회-재료공학 관련 학회-재료공학 관련 학회재료공학 관련 학회 관련 학회관련 학회 학회학회

                                 (한국기술센터 용궁)한국기술센터 용궁) 용궁)용궁))

○ 11월 9일(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월 9일(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   9일(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일(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목)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 16:20~18:00 : GHR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포럼-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박찬모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 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원장, 윤우영 교수 참석, 윤우영 교수 참석윤우영 교수 참석 교수 참석교수 참석 참석참석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인터콘티넨탈 호텔) 호텔)호텔))

○ 11월 14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월 14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 14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일(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화)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 17:00~20:00 : 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평가센터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 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간담회-화학공학 관련 학회-화학공학 관련 학회화학공학 관련 학회 관련 학회관련 학회 학회학회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11월 16일(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월 16일(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 16일(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일(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목)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 14:00~17:00 : 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호남지역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 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지역순회 간담회(전남대 용봉홀) 간담회(전남대 용봉홀)간담회(전남대 용봉홀)(전남대 용봉홀)전남대 용봉홀) 용봉홀)용봉홀))

○ 11월 17일(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월 17일(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 17일(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일(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금)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 17:00~20:00 : 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학문분야평가평가자 워크숍 워크숍워크숍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관 9층 국제회의실)한양대학교 정보통신관 9층 국제회의실) 정보통신관 9층 국제회의실)정보통신관 9층 국제회의실) 9층 국제회의실)층 국제회의실) 국제회의실)국제회의실))

 ○ 11월 18일(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월 18일(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18일(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일(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토)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15:00~ :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연도별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 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조율위원회(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11월 23일(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월 23일(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23일(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일(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목)~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24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일(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금)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 5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차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공학교육연구센터 구축 사업 세부과제 구축 사업 세부과제구축 사업 세부과제 사업 세부과제사업 세부과제 세부과제세부과제 

                               중간평가회(제주 라마다 호텔)중간평가회(제주 라마다 호텔)(제주 라마다 호텔)제주 라마다 호텔) 라마다 호텔)라마다 호텔) 호텔)호텔))

 ○ 11월 25일(토) 18:00~ : EAC 리허설월 25일(토) 18:00~ : EAC 리허설 25일(토) 18:00~ : EAC 리허설일(토) 18:00~ : EAC 리허설(토) 18:00~ : EAC 리허설토) 18:00~ : EAC 리허설) 18:00~ : EAC 리허설리허설

 ○ 11월 27일(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월 27일(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 27일(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일(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월)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 15:00~18:00 : WA Reviewer pre-meeting

                                   (신라호텔 에뜨와르)신라호텔 에뜨와르) 에뜨와르)에뜨와르))

 ○ 11월 28일(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월 28일(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 28일(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일(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화)~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30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일(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목)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 : 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공학인증위원회(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EAC) (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서울교육문화회관-동강홀)-동강홀)동강홀))

 

 ○ 12월 1일(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월 1일(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   1일(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일(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금)~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18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일(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월)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 : 대교협 학문분야평가대교협 학문분야평가 학문분야평가학문분야평가 

 ○ 12월 5일(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월 5일(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   5일(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일(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화)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 17:00~20:00 : 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학회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 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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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2월 7일(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월 7일(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7일(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일(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목)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 JABEE 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방문관련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회의-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김덕규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교수,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이병기 교수, 윤수경 박사 교수, 윤수경 박사교수, 윤수경 박사, 윤수경 박사윤수경 박사 박사박사

                    (서울역 그릴)서울역 그릴) 그릴)그릴))

 ○ 12월 12일(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월 12일(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 12일(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일(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화)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 09:00~10:30：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말레이시아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 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국립대교수 방문(사무처) 방문(사무처)방문(사무처)(사무처)사무처))

 ○ 12월 16일(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월 16일(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 16일(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일(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토)~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17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일(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일)：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JABEE FEISEAP 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대회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 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참석-윤우영/김정수교수-윤우영/김정수교수윤우영/김정수교수

 ○ 12월 20일(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월 20일(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0일(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일(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수)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19:00~24:00 : NEXT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교육문화회관))

 ○ 12월 22일(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월 22일(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 22일(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일(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금)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 11:00~4:00 : 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이사회(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신라호텔 3층 라일락홀) 3층 라일락홀)층 라일락홀) 라일락홀)라일락홀))

 ○ 12월 22일(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월 22일(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 22일(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일(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금)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 15:00~：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ABEEK 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운영위원회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 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총회(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동국대학교, 중앙세미나실), 중앙세미나실)중앙세미나실))

 ○ 12월 26일(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월 26일(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6일(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일(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화)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6:00~18:00 : CAC 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개최(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1층 용궁)층 용궁) 용궁)용궁))

 ○ 12월 28일(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월 28일(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 28일(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일(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금)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 18:30 : LG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이희국사장 초청 간담회(예원) 초청 간담회(예원)초청 간담회(예원) 간담회(예원)간담회(예원)(예원)예원))

 ○ 12월 29일(금) 11:00 : 사무처 종무식월 29일(금) 11:00 : 사무처 종무식 29일(금) 11:00 : 사무처 종무식일(금) 11:00 : 사무처 종무식(금) 11:00 : 사무처 종무식금) 11:00 : 사무처 종무식) 11:00 : 사무처 종무식사무처 종무식 종무식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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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강릉대학교

산업공학
세라믹공학

첨단재료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경상대학교

고분자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공주대학교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광운대학교

전기공학 전문
전자공학 전문

전자재료공학 전문
전자통신공학 전문
전파공학 전문

정보제어공학 전문
컴퓨터공학 전문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산업공학 심화

생명·화학공학 심화
전기공학 심화
전자공학 심화

정보통신공학 심화
컴퓨터공학 심화
토목환경공학 심화

동아대학교

건축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자원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부경대학교

심화기계공학
심화기계시스템공학
심화냉동공조공학
심화전기·제어공학
심화지능기계공학

부산대학교

기계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재료공학전문

전자전기통신공학전문
조선해양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금속시스템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전기전자공학 심화
컴퓨터과학 심화
토목공학 심화
화학공학 심화

영남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디스플레이화학공학 심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심화
기계자동차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전기전자제어공학심화

조선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해양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전문과정
선박해양공학전문과정
항공우주공학전문과정

창원대학교

금속재료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기계설계공학전문
산업시스템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제어계측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한국해양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심화
나노반도체공학심화

냉공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심화
에너지자원공학심화
전기전자공학심화
전자통신공학심화
전파공학심화

제어자동화공학심화
컴퓨터정보공학심화

토목공화심화
환경공학심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토목공학 심화

(인증 졸업생을 배출한 프로그램)



예비 인증 프로그램

강릉대학교

기계공학심화

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경북대학교

심화 건축공학
심화 고분자공학

심화 금속신소재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무기재료공학
심화 섬유시스템공학
심화 응용화학공학
심화 전기공학
심화 전자공학
심화 컴퓨터공학
심화 컴퓨터과학
심화 토목공학
심화 화학공학
심화 환경공학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전문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전문전공

신소재공학 전문전공
전기전자전파공학 전문전공
화공생명공학 전문전공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심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나노화학공학 심화
신소재공학 심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부경대학교

심화건설공학
심화응용화학공학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기계항공공학
산업공학
원자핵공학
재료공학

조선해양공학
컴퓨터공학
화학생물공학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 심화
고분자시스템공학 심화

기계공학 심화
시스템경영공학 심화
신소재공학 심화
전자전기공학 심화
컴퓨터공학 심화

텍스타일시스템공학 심화
토목공학 심화
화학공학 심화

인제대학교

전문기계자동차공학
전문나노공학

전문시스템경영공학
전문정보통신공학
전문컴퓨터공학
전문토목공학

인하대학교

전기공학전문과정
전자공학전문과정

정보통신공학전문과정

창원대학교

세라믹공학전문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전문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심화
미디어통신공학 심화
분자시스템공학 심화

산업공학 심화
신소재공학 심화

원자시스템공학 심화
전기제어공학 심화

전자통신컴퓨터공학 심화
지구환경시스템공학 심화

컴퓨터공학 심화
화학공학 심화

홍익대학교(서울)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심화과정
도시공학전공 심화과정
신소재공학전공 심화과정
전자전기공학전공 심화과정
정보산업공학전공 심화과정
컴퓨터공학전공 심화과정
토목공학전공 심화과정
화학공학전공 심화과정

홍익대학교(조치원)

건축공학 심화과정
기계정보공학 심화과정
재료공학 심화과정
전기공학 심화과정
전자공학 심화과정

조선해양공학 심화과정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심화과정
 화학시스템공학 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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