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2009.01 ~ 2009.12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i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v

■ 원장 인사말  .............................................................................................................vii     

■ ABEEK 임원진  ........................................................................................................xi   

1. ABEEK 현황 ................................................................................................................3
1.1. ABEEK 연혁 ......................................................................................................3

1.2. ABEEK 조직 ......................................................................................................5

1.3.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6

1.4. 사무처 조직 .....................................................................................................10

1.5. ABEEK 회원 ....................................................................................................11

1.6. 국제협력 체계 구축 ..........................................................................................13

2. 인증현황   ..................................................................................................................17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17

2.2. 인증판정 결과 ..................................................................................................18

2.3. 전공분야별 인증 프로그램 현황 ........................................................................19

2.4. 지역별 인증 대학 분포 .....................................................................................21

3. 인증평가 활동 ...........................................................................................................25
3.1. 2009년도 인증평가 일정 ..................................................................................25

3.2. 평가위원 워크숍...............................................................................................26

3.3. 평가단장 워크숍...............................................................................................26

3.4. 방문평가 ..........................................................................................................27

3.5.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28

3.6.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 ..............................................................................29

3.7.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29

3.8. 인증평의회 .......................................................................................................29

3.9. 평가자 교육 워크숍 ..........................................................................................30

3.10. 인증대상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31

3.11. 2010년도 인증설명회 .....................................................................................34

4. 국제협력 활동 ...........................................................................................................37
4.1. 국제적 동등성 확산을 위한 해외 활동 ..............................................................37

4.2. 국제적 동등성 확산을 위한 국내 활동 ..............................................................40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iii

5. 정책기획 활동 ...........................................................................................................45
5.1. 공학인증 성과분석 및 정책개발 활동 ...............................................................45

5.2. 공학기술교육인증(TAC) 추진 활동 ....................................................................47

6. 대외홍보 활동 ...........................................................................................................57
6.1. 대외홍보위원회 소개 ........................................................................................57

6.2. 대외홍보위원회 주요업무 .................................................................................57

6.3. 대외홍보위원회 2009년 업무보고 .....................................................................57

7. 서울어코드 .................................................................................................................71
7.1. 서울어코드 소개...............................................................................................71

7.2.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개최 ...................................................................73

7.3.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발족 및 운영  ................................................................76

7.4. 결론  ...............................................................................................................79

8.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83
8.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83

8.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업 ..............................................................................83

9.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99
9.1.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소개 ..............................................................................99

9.2. 공학교육인증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인증평가 사례연구 ..............................99

9.3. 고등교육 평가인정기관 신청 준비 .................................................................. 104

10. 재무 보고서 .........................................................................................................109

부  록 .............................................................................................................................113
Ⅰ. ABEEK 정관 제규정 일람표 ............................................................................ 113

Ⅱ. ABEEK 행사 화보 ........................................................................................... 116

Ⅲ.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2009년 발간 목록 ......................................................... 130

Ⅳ. ABEEK 활동내역 ............................................................................................ 131

Ⅴ. 2001~2009년 인증 프로그램 현황 ................................................................... 141

목 차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v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ABEEK)은 1999년 창립 이후 만 1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학교육 인증기관으로서

의 역임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 분

야의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

문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범인증을 시작으로 인증을 수행해 왔으며, 그 수가 2009년까지 64

개 대학 530여개 프로그램에 이를 정도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

내에서의 정착 단계를 지나 한국 공학교육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는 개방화 및 국제화의 시대적 대세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지금의 정보지식 사회에서는 국가와 지역에 장벽없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갈 수 있게 되어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학 기술

자들도 국가의 벽을 넘어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학기술 교육도 기술자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

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술자들이 특정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서나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 관련기업에서 곧바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6월, 세계 각국의 공학교육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협약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무엇보다 큰 결

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1년 만인 2008년 12월에 컴

퓨터·정보기술 교육인증 분야의 국제 협약체인 서울어코드(Seoul Accord)를 주도적

으로 창립하여 세계 속에 ABEEK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BEEK은 

앞으로도 글로벌 엔지니어로 발전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BEEK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공학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

지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BEEK이 공학교육의 내실화와 국제

화된 공학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윤 종 용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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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ABEEK)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되어, 공학 관련 분야의 교육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학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봉사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산·

학·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학교육인증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국내 4년제 공과대학에 한정되었던 인증제를 전문대학을 대상으

로 확대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TAC) 시범인증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정규인증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학교육인증은 실험 실습과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인증 이수자들의 능력을 인

정하여 입사 시 우대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혜택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공학교육인증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에도 기여하

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학교육인증기관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에 2007년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가 간 동등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우

수 엔지니어들의 기술이민이나 해외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2008년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컴퓨터·정보기술 교육인증 분야(CAC)의 국

제 협약체인 서울어코드를 출범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인증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BEEK의 다양한 업무와 활동 내역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공학교육인증

원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본원의 현황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

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ABEEK은 공학과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유도하여 이공계 발

전과 엔지니어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혜택사항을 늘려가는 등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서 남 표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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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현재)

|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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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EEK 현황

1.1. ABEEK 연혁

1998.08     ABEEK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1999.01     ABEEK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실무위원회 발족

1999.08     ABEEK 창립(초대 : 이기준 이사장 취임, 초대 : 김우식 원장 취임) 

2000.06     사단법인 등록(교육부) 

2000.12     홈페이지 운영(http://abeek.or.kr) 

2001.01     인증기준 KEC2000 제정 

2001        인증 방문평가

   : 동국대(프로그램 수 : 8), 영남대(3)

2002.06     2대 이사장 취임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2.1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KEERC)설립 

2002        인증 방문평가 

   : 부경대(3), 울산대(10), 인하대(4) 

2003  인증 방문평가

   :  경상대(4), 공주대(3), 동국대(2), 부경대(2), 영남대(1), 창원대(12), 

한국해양대(10) 

2004.06 2대 원장 취임 :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2004.11 일본 JABEE와 MOU체결 

2004.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4  인증 방문평가

   :  강릉대(7), 광운대(8), 동국대(6), 부경대(1), 부산대(7), 연세대(7),  

영남대(1), 울산대(1), 한양대(2)  

2005.03 미국 ABET과 MOU 체결  

2005.06 워싱턴어코드 준회원 가입 

2005.12 인증기준 KEC2005 제정 

2005.12 인증기준 KCC2005 제정 

2005  인증 방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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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8), 홍익대-조치원(8)

2006.01 공학교육 평가센터 설립 

2006  인증 방문평가

   :   강릉대(5), 경북대(13), 경상대(5), 고려대(6), 공주대(6), 광운대(4), 

군산대(3), 동국대(2), 동아대(4), 부경대(8), 부산대(2), 서울대(8), 

연세대(3), 울산대(10), 인하대(1), 창원대(7), 한국해양대(8),   

한양대(13), 홍익대(1) 

2007.06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2007.09 3대 원장 취임 :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취임



1. ABEEK 현황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4

2007  인증 방문평가

   :  강원대(13), 건국대(11), 경상대(2), 계명대(11), 국민대(4), 군산대(2), 

공주대(3), 대구대(1),동국대(9), 동아대(6), 부경대(7), 부산대(5),  

상명대-서울(2), 서울산업대(12), 숙명여대(1), 아주대(12),  

안동대(10), 영남대(11), 울산대(5), 인제대(5), 인하대(4),   

전남대(1), 중앙대(6), 창원대(12), 한국해양대(6), 한밭대(14),   

한양대-안산(10), 홍익대-서울(7), 홍익대-조치원(7) 

2008.04 전문대학 공학기술분야 인증제도(TAC) 도입 준비

2008.12 서울어코드(Seoul Accord) 출범  

2008  인증 방문평가

   :  강릉대(4), 강원대(7), 건국대(2), 경북대(16), 경상대(11), 경희대(9), 

고려대-서울(7), 공주대(4), 광운대(11), 군산대(4), 금오공과대(11),  

단국대-천안(8), 동아대(5), 명지대(13), 목원대(1), 목포대(9),   

부경대(12), 부산대(3), 부산대(4), 서강대(4), 서울대(9), 선문대(1), 

성균관대(9), 숭실대(8), 연세대(11), 울산대(7), 이화여대(5),  

인제대(2), 인천대(7), 인하대(16), 전북대(11), 조선대(8), 충남대(19), 

충북대(15), 한국기술교육대(13), 한국산업기술대(9), 한국외대(6),  

한남대(4), 한밭대(1), 한양대-서울(13), 호남대(7), 홍익대-서울(1), 

홍익대-조치원(1)

2009.0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2009.11 2010년 공학기술교육 정규인증 설명회

2009  인증 방문평가

   :  강릉원주대(2), 건국대(12), 경남대(10), 경상대(2), 계명대(11),   

고려대(1), 공주대(7), 국민대(4), 군산대(1), 단국대-죽전(8),   

대구대(8), 동국대-경주(1), 동국대-서울(9), 동명대(4), 동아대(10), 

동의대(15), 부산대(2), 상명대(2), 서울산업대(12), 서울시립대(6),  

숙명여대(1), 아주대(12), 안동대(9), 영남대(12), 울산대(1),   

인제대(5), 인하대(2), 전남대(5), 중앙대(6), 창원대(9),    

한국해양대(7), 한밭대(15), 한양대-안산(10), 호서대(8),   

홍익대-서울(7), 홍익대-조치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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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BEEK 조직

산업체 자문위원회원  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인증사업단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인증기준위원회

인증평의회

감  사

이사장 이사회

공 학

인 증

위원회

(EAC)

정 책

기 획

위원회

컴 퓨 터
정보기술
인 증
위 원 회
(CAC )

공 학
기 술
인 증
위원회
(TAC)

교 육

정 보

위원회

국 제

협 력

위원회

대 외

홍 보

위원회

한 국

공 학

교 육

연 구

센 터

한 국

공 학

교 육

평 가

센 터

사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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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가. 이사회

직위 현 소속 현 직위 성명
이  사  장 삼성전자(주) 상임고문 윤 종 용

원     장 KAIST 총    장 서 남 표

수 석 부 원 장 연세대학교 교    수 김 문 겸

산업체부원장 현대자동차 부 회 장 이 현 순

상 임 고 문 광운대학교 교    수 홍 의 석

공 학 전 문
학 회 대 표

대한건축학회 회    장 손 장 열

대한전자공학회 회    장 이 재 홍

대한금속재료학회 회    장 정 준 양

대한토목학회 회    장 편 종 근

대한기계학회 회    장 이 상 용

한국고분자학회 회    장 윤 진 산

대한전기학회 회    장 백 수 현

한국자동차공학회 회    장 선우명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김 성 조

한국화학공학회 회    장 박 준 형

한국통신학회 회    장 최 형 진

한국농업기계학회 회    장 조 성 찬

대한산업공학회 회    장 박 양 병

한국생물공학회 회    장 이 선 복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    장 민 경 원

한국정보처리학회 회    장 이 정 배

한국섬유공학회 회    장 주 창 환

한국항공우주학회 회    장 김 승 조

산 업 체 대 표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김 중 겸

SK텔레콤(주) 사    장 정 만 원

삼성전자(주) 고    문 박 노 병

포스코(주) 회    장 정 준 양

LG화학 사    장 박 진 수

S-OiL 대표이사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정 부 대 표
교육과학기술부 차    관 이 주 호

지식경제부 차    관 임 채 민

기관, 단체 및 
법 인 대 표

한국공학한림원 회    장 윤 종 용

한국공학교육학회 회    장 윤 대 희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    장 강 태 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 종 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유 재 섭

한국기술사회  회    장 이 정 만

나. 감사

직위 현 소속 현 직위 성명

감 사
연세대학교 교    수 윤 대 희

LG실트론 사    장 이 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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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위원회 

직위 소속 직위 성명 임기
원     장 카이스트 총  장 서 남 표 08.6.13~10.6.12

수 석 부 원 장 연세대학교 교  수 김 문 겸 08.9.1~10.5.31

부  원  장 카이스트 교  수 최 병 규 07.11.24~09.12.31

부  원  장 현대자동차 사  장 이 현 순 07.11.24~09.12.31

부  원  장 인하대학교 교  수 권 오 양 07.11.24~09.12.31

부  원  장 중앙대학교 교  수 김 성 조 07.11.24~09.12.31

상 임 고 문 광운대학교 교  수 홍 의 석 07.12.20~09.12.31

인
증
사
업
단

단     장 성균관대학교 교  수 강 무 진 08.11.22~09.12.31

EAC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수 강 준 우 09.12.05~11.12.31

CAC위원장 동국대학교 교  수 이 강 우 09.12.05~11.12.31

TAC위원장 동서울대학 교  수 조 선 형 09.12.05~11.12.31

부 단 장 한밭대학교 교  수 김 차 종 08.2.22~09.12.31

부 단 장 광운대학교 교  수 이 건 영 08.2.22~09.12.31

부  단  장 항공대학교 교  수 부 준 홍 09.2.12~09.12.31

부  단  장 호원대학교 교  수 김 은 미 09.2.12~09.12.31

부 단 장 서울산업대학교 교  수 이 희 원 09.2.12~09.12.31

위 원 목포대학교 교  수 김 종 화 08.2.22~09.12.31

위 원 영남이공대학 교  수 이 재 용 09.2.12~10.12.31

위  원 동양공업전문대학 교  수 이 원 석 09.2.12~10.12.31

위   원 영진전문대학 교  수 서 용 환 09.2.12~10.12.31

정
책
기
획
위
원
회

위 원 장 홍익대학교 교  수 김 정 수 09.2.12~09.12.31

부 위 원 장 동국대학교 교  수 류    철 08.2.22~09.12.31

부 위 원 장 서울대학교 교  수 이 경 우 08.2.22~09.12.31

부 위 원 장 연세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강 소 연 08.2.22~09.12.31

부 위 원 장 동국대학교 교  수 홍 성 조 08.2.22~09.12.31

위 원 건국대학교 교  수 권 지 향 08.2.22~09.12.31

위 원 건국대학교 교  수 김 인 원 08.2.22~09.12.31

위 원 동국대학교 교  수 성 관 제 08.2.22~09.12.31

위 원 홍익대학교 교  수 윤 순 종 08.2.22~09.12.31

위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수 민 동 균 08.2.22~09.12.31

위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수 강 승 찬 08.2.22~09.12.31

위  원 홍익대학교 교  수 노 태 완 08.2.22~09.12.31

위  원 동국대학교 교  수 안 종 석 08.2.22~09.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오 희 국 08.2.22~09.12.31

위  원 부경대 공학교육연구센터 교  수 강 승 희 08.2.22~09.12.31

위 원 부산대학교 교  수 임 오 강 09.2.12~10.12.31

위 원 경북대학교 교  수 최 세 휴 09.2.12~10.12.31

위  원 인제대학교 교  수 이 우 경 09.2.12~10.12.31

위  원 부경대학교 교  수 손 정 현 09.2.12~10.12.31

위  원 한성대학교 교  수 최 기 흥 09.2.12~10.12.31

위  원 건국대학교 교  수 박 기 영 09.2.12~10.12.31

위  원 두원공과대학 교  수 김 영 우 09.2.12~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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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소속 직위 성명 임기

교
육
정
보
위
원
회

위 원 장 광운대학교 교  수 민 상 원 08.1.1~09.12.31

부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교  수 김 기 만 08.2.22~09.12.31

부위원장 전북대학교 교  수 양 성 채 08.2.22~09.12.31

위 원 강릉대학교 교  수 정 효 태 08.2.22~09.12.31

위 원 경상대학교 교  수 양 영 일 08.2.22~09.12.31

위 원 대구대학교 교  수 김 중 규 08.2.22~09.12.31

위 원 영남대학교 교  수 강 동 진 08.2.22~09.12.31

위 원 인제대학교 교  수 김 상 균 08.2.22~09.12.31

위 원 동신대학교 교  수 최 승 호 08.2.22~09.12.31

위 원 제주대학교 교  수 도 양 회 08.2.22~09.12.31

위 원 서울대학교 교  수 김 영 규 08.2.22~09.12.31

위 원 안동대학교 교  수 오 경 식 08.2.22~09.12.31

위 원 금오공과대학교 교  수 조 동 환 08.2.22~09.12.31

위 원 MTI 대표이사 최 판 규 08.2.22~09.12.31

위 원 동명대학교 교  수 김 해 영 09.2.12~10.12.31

위 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임연구원 이 진 석 09.2.12~10.12.31

위 원 대덕대학 교  수 송 태 한 09.2.12~10.12.31

위 원 동원대학 교  수 윤 천 근 09.2.12~10.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김 재 정 09.6.13~10.12.31

위 원 고려대학교 교  수 지 광 습 09.8.14~10.12.31

국
제
협
력
위
원
회

위 원 장 홍익대학교 교  수 김 관 주 08.1.1~09.12.31

부위원장 건국대학교 교  수 김 기 천 08.2.22~09.12.31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교  수 손 소 영 08.2.22~09.12.31

부위원장 경북대학교 교  수 홍 원 화 08.2.22~09.12.31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교  수 김 운 경 08.7.4~09.12.31

부위원장 창원대학교 교  수 유 인 근 09.5.23~10.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유 한 규 09.2.12~10.12.31

위 원 동의과학대학 교  수 김 대 경 09.2.12~10.12.31

위 원 연세대학교 교  수 김 장 호 09.4.4~10.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신 동 욱 09.6.13~10.12.31

대
외
홍
보
위
원
회

위 원 장 연세대학교 교  수 조 형 희 09.2.12~10.12.31

부위원장 영남대학교 교  수 박 진 호 08.2.22~09.12.31

부위원장 한양대학교 교  수 김 용 수 09.6.13~10.12.31

위 원 서울대학교 교  수 안 성 훈 08.2.22~09.12.31

위 원 부경대학교 교  수 김 남 호 08.2.22~09.12.31

위 원 경남대학교 교  수 전 영 록 08.2.22~09.12.31

위 원 한밭대학교 교  수 류 봉 조 08.2.22~09.12.31

위 원 숭실대학교 교  수 이 향 범 08.2.22~09.12.31

위 원 동의대학교 교  수 김 창 규 08.2.22~09.12.31

위 원 대림대학 교  수 이 승 09.2.12~10.12.31

위 원 충청대학 교  수 한 재 석 09.2.12~10.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이 도 형 09.4.4~10.12.31

위 원 성균관대학교 교  수 백 승 현 09.4.4~10.12.31

위 원 세종대학교 교  수 정 재 동 09.4.4~10.12.31

위 원 연세대학교 교  수 김 우 철 09.4.4~10.12.31

위 원 서강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 인 숙 09.4.4~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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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소속 직위 성명 임기

한
국
공
학
교
육
연
구
센
터

소 장 연세대학교 교  수 문    일 08.1.1~09.12.31

부 소 장 영남대학교 교  수 송 동 주 08.2.22~09.12.31

위 원 고려대학교 교  수 정 진 택 08.2.22~09.12.31

위 원 중앙대학교 교  수 한 중 근 08.2.22~09.12.31

위 원 한양대학교 교  수 김 영 도 08.2.22~09.12.31

위 원 고려대학교 교  수 서 윤 호 08.10.25~09.12.31

위 원 연세대학교 교  수 안 익 성 08.10.25~09.12.31

위 원 동국대학교 교  수 신 재 호 09.2.12~10.12.31

위 원 단국대학교 교  수 이 승 기 09.2.12~10.12.31

위 원 국민대학교 교  수 이 건 상 09.2.12~10.12.31

위 원 서울산업대학교 교  수 오 승 탁 09.2.12~10.12.31

위 원 공주대학교 선임연구원 편 경 희 09.2.12~10.12.31

위 원 고려대학교 교  수 이 재 성 09.8.14~10.12.31

위 원 경원대학교 교  수 이 달 호 09.8.28~10.12.31

한
국
공
학
교
육
평
가
센
터

소 장 광운대학교 교  수 김 복 기 08.1.1~09.12.31

부 소 장 한밭대학교 교  수 진 영 택 08.2.22~09.12.31

위 원 성균관대학교 교  수 황 성 호 08.2.22~09.12.31

위 원 건양대학교 교  수 김 웅 식 08.2.22~09.12.31

위 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  수 이 재 명 08.2.22~09.12.31

위 원 광주대학교 교  수 민 용 기 08.2.22~09.12.31

위 원 공주대학교 교  수 김 시 경 08.2.22~09.12.31

위 원 광운대학교 교  수 유 정 호 08.2.22~09.12.31

위 원 광운대학교 교  수 안 진 웅 08.2.22~09.12.31

위 원 중부대학교 교  수 김 송 강 08.2.22~09.12.31

위 원 동신대학교 교  수 박 선 준 09.9.26~10.12.31
사
무
처

사무처장 숭실대학교 교  수 이    원 08.10.25~09.12.31

부 처 장 상명대학교 교  수 장 준 호 08.2.22~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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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무처 조직
팀명 직책 성명 업무

인증사업팀

팀  장 김명심

·인증사업(EAC, CAC, TAC) 행정업무 총괄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평가단장 워크숍 
· 평가자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자    
데이터 풀 관리

·인증설명회 등 각종 조율회의(위원회의) 지원 
·인증졸업생 관리에 관한 업무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인증 프로그램 PD간담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   
인증관련 외부 행사 개최

연구원 박효정

연구원 송미애

연구원 박혜성

연구원 조혜진

연구원 심현보

연구원 김현정

성과확산팀

팀  장 박미선

·각 위원회별 고유업무 담당 
· ABEEK 홍보브로셔, 연차보고서, 인증 프로그램   
소개책자 발간 

·국문소식지, 웹뉴스레터 발간
·회원관리 및 회원사 유치
·언론홍보 및 미디어 대응 
·ABEEK 기획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운영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정부부처 지원 과제관련 보고서 작성
·정부 및 소관부처의 자료요청 등 대응 

연구원 강상희

연구원 이보인

연구원 박신선

연구원 김선미

연구원 천애선

운영관리팀

연구원 한유식
·이사회, 총회 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 하계·동계위원회 개최 준비 등 
·재심위원회 등에 관한 업무
·당해년도 문서접수, 발송, 직인관리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구매, 계약, 조달, 자산에 대한 관리 
·회계감사 및 결산
·사업비 관리(정부과제, 수익금, 회비 등)
·복리후생 및 운영비 회계관리
·홈페이지 및 인증사무시스템(AMS)관리
·ABEEK 정관, 규정, 세칙, 지침 관리 
·ABEEK 민법상의 등기, 임원 임기관리 등 
·사무처 긴급사항에 대한 지원, 보좌 업무

연구원 신은정

연구원 박지형

연구원 이경화

연구원 조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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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BEEK 회원

구분 회원명
대표자

직위 성명

공학전문
학회

이사

대한건축학회 회    장 손 장 열

대한전자공학회 회    장 이 재 홍

대한금속재료학회 회    장 정 준 양

대한토목학회 회    장 편 종 근

대한기계학회 회    장 이 상 용

한국고분자학회 회    장 윤 진 산

대한전기학회 회    장 백 수 현

한국자동차공학회 회    장 선우명호

한국정보과학회 회    장 김 성 조

한국화학공학회 회    장 박 준 형

한국통신학회 회    장 최 형 진

한국농업기계학회 회    장 장 동 일

대한산업공학회 회    장 박 양 병

한국생물공학회 회    장 이 선 복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    장 민 경 원

한국정보처리학회 회    장 이 정 배

한국섬유공학회 회    장 주 창 환

한국항공우주학회 회    장 김 승 조

일반

대한조선학회 회    장 김 기 성

한국강구조학회 회    장 조 선 규

한국공업화학회 회    장 임 경 희 

한국농공학회 회    장 서 원 명

한국분말야금학회 회    장 안 인 섭

한국세라믹학회 회    장 백 성 기

대한환경공학회 회    장 박 철 휘

한국원자력학회 회    장 박 군 철

대한임베디드공학회 회    장 이 용 두

산업체

이사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김 중 겸

SK 텔레콤 사    장 정 만 원

삼성전자(주) 부 회 장 이 윤 우

포스코(주) 사    장 정 준 양

LG화학 사    장 박 진 수

S-OiL 대표이사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일반

KT 대표이사 이 석 채

녹십자㈜ 회    장 허 영 섭

대덕전자㈜ 사    장 김 영 재

대우엔지니어링 회    장 남 정 현

도레이새한 사    장 이 영 관

일진전기㈜ 회    장 허 진 규

㈜효성 회    장 조 석 래

LG전자 사    장 남    용

LG노텔 사    장 이 재 령

(주)에렐 대표이사 한 송 엽

동진쎄미켐 회    장 이 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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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명
대표자

직위 성명

정 부
교육과학기술부 차    관 이 주 호

지식경제부 차    관 임 채 민

기관, 단체 
및 법인

한국공학한림원 회    장 윤 종 용

한국공학교육학회 회    장 윤 대 희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    장 강 태 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 종 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유 재 섭

한국기술사회 회    장 이 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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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협력 체계 구축

2003.06 뉴질랜드 IEM 2003 대회 참석
2004.05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4개국 영남대 방문평가 참관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홍콩)
2004.06 영국 IEM 2004 대회 참석
2004.11 일본 JABEE와 MOU 체결
2004.12 호주 EA와 MOU 체결
2005.04 남아공 인증평가 참관(Cape Town대학)
2005.05 WA 정회원 5개국 창원대 방문평가 참관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호주)
2005.06 미국 ABET과의 MOU 체결
  홍콩 IEM 2005 대회 참석
  제7회 워싱턴어코드 준회원(Provisional member) 가입
2005.11 미국 인증 평가 참관(Rice 대학)
  일본 인증 평가 참관(Kinki 대학)
2006.02 영국 인증 평가 참관(Strathclyde 대학)
  아일랜드 인증 평가 참관(Dublin City 대학)
2006.05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6개국 고려대 인증평가 참관(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홍콩)
2006.06 아일랜드 IEM 2006 대회 참석
2006.09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Review Team울산대, 창원대, 인증 평가 심

사(남아공, 캐나다, 미국)
2006.10 미국 인증 평가 참관(Columbia 대학)
2006.11 워싱턴어코드 Reviewer(미국) 공학인증위원회 참관
2006.12 일본 JABEE 회의 참석
2007.01 캐나다 인증평가 참관(Victoria 대학), 서울어코드 추진위원회 발족
2007.02 영국 ECUK 방문, 캐나다 CEAB 이사회 참석
2007.05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4개국 동국대 방문평가 참관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서울어코드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구성
2007.06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승격(제8차 IEM대회)
2007.11 CAC-IT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채택
2008.01 서울어코드 추진을 위한 Working Group 결성 
2008.02 서울어코드 추진 Working Group별 ToR(Terms of Reference) 제출
2008.06 ASEE 학회 참석
  싱가폴 IEM 2008 대회 참석
  FEISEAP 회의 참석
  Seoul Accord Interim Meeting 개최
2008.07 ABET Summer Commissions Meeting 참석
2008.09 NABEEA 총회 참석
2008.10 일본 도카이(Tokai) 대학 방문 평가
  ABET Annual Meeting 참석
  ABET 인증활동 Monitoring 업무
  RAEE WA 정회원 가입 Review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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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미국 ABET Dr. David Hornbeck, Prof. Gina Lee Glauser 초청
  러시아 RAEE 대표 Prof. Sergey Gerasimov ABEEK 방문
2008.12 서울어코드 출범
2009.01 제2차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회의 참가
2009.03 JABEE 초청 Symposium on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nd  

  Outcomes Assessment & Evaluation 참석
2009.04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대표 Dr. Abdul Rahim Hj Hashim, Prof. Megat 

Johari Megat Mohd Noor ABEEK 방문
  4월 방문평가 미국 ABET Prof. Gina Lee Glauser 초청
2009.06 ASEE 2009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참석
   IEM 2009 Kyoto 정기총회, NABEEA 4th Council Meeting 및 제2회 

서울어코드 정기총회 참석
2009.07 ABET 2009 Summer Commission Meeting 참석
2009.08 2009 IFIP Workshop 참가
2009.10 2009 ABET Faculty Workshop,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 참석
2009.11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 미국 ABET Dr. Robert Warrington 초청
  일본 JABEE 인증 방문평가 참관
  FEIAP 2nd Working Group on Engineering Education 회의 참가
2009.12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일본 JABEE Prof.Nobutoshi Masuda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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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현황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ABEEK은 2001년 동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대한 인증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36개 대학 243개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받았다.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년도

EAC CAC
계

신규 중간 신규 중간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2001 2 11 2 11

2002 3 17 3 17

2003 4 28 3 5 7 33

2004 6 33 4 8 9 41

2005 7 40 10 35 15 75

2006 4 52 16 65 8 9 2 2 25 128

2007 17 130 15 81 5 6 1 1 30 218

2008 29 206 21 118 1 1 3 3 42 328

2009 12 65 1 3 29 169 5 6 36 243

그림 2.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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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현황

2.2. 인증판정 결과
  

연도별 인증판정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연도별 인증판정 결과

연도 IV IR SC VE SE NA

2001 11 - - - - - 

2002 16 - 1 - - - 

2003 33 - - - - -

2004 31 - 2 7 - - 

2005 42 - 29 3 1 -

2006 70 - 31 3 6 10

2007 128 - 67 3 1 13

2008 257 1 17 35 - 8

2009
신규 68 - - - - -

중간 94 4 45 25 3 4

※ IV(Interim Visit) : 중간방문
   IR(Interim Report) : 중간보고
   SC(Show Cause) : 사유제시
   VE(Visit Extended) : 중간방문필
   SE(Show-Cause Extended) : 사유제시필

   NA(Not-to-Accredit) : 인증불가

표 2.2는 2005년부터 사유제시(SC) 판정이 급증하고 2006년부터는 NA 판정이 나오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BEEK 초기에 인증 받은 프로그램들이 2005년부터 졸업생
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인증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지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 기인한다. SC 판정은 1년 후에 
교육기관을 재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대학교에는 매년 평가단이 방
문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SC 판정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인증 평가 업무의 폭증을 초래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는 SC 판정의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45개 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만 유효기간이 
1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 SC 1년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인증평가의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증 평가 업무가 집중되
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162개(66.7%) 프로그램이 IV 판정을, 4개(1.6%) 프로그램이 IR 판정을, 
45개(18.5%) 프로그램이 SC 판정을, 25개(10.3%) 프로그램이 VE 판정을, 3개(1.2%) 프
로그램이 SE판정을 그리고 4개(1.6%) 프로그램이 NA 판정을 받았다. 2008년에 비하여 
IV, VE와 NA 판정이 감소하고 IR, SE와 SC 판정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공학교육인
증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안정적인 궤
도에 오른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간의 평가에 차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학
교육인증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ABEEK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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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이 보다 나은 체계를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ABEEK이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인증불가 판정
을 최소화하고 대학에 대한 컨설팅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3. 전공분야별 인증 프로그램 현황

2009년까지 63개 대학 530개 프로그램(EAC: 515개, CAC: 15개)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인증 프로그램의 전공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및 그림 2.2와 같다.

표 2.3 전공분야별 인증 프로그램 현황

전공분야별 인증 받은 프로그램 수

건축공학 38

기계공학 70

농공학 3

산업공학 26

생물공학 6

섬유공학 8

원자력방사선공학 2

자원공학 5

재료공학 47

전기전자공학 115

조선공학 4

컴퓨터공학 60

토목공학 41

항공우주공학 6

화학공학 55

환경공학 21

기타 13

CAC 15

계 535주1)

주1) 인증기준 복수 채택 프로그램 포함(530개 프로그램 중 5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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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공분야별 인증 프로그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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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별 인증 대학 분포

2009년까지 인증 받은 대학은 총 63개 대학으로 이는 우리나라 165개 공과대학의 
약 3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인증 받은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 
및 그림 2.3과 같다.

표 2.4 인증 받은 프로그램 소속 대학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대학 개수 비율

서울, 수도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단국대(죽
전), 명지대, 산업기술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산업
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
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서
울), 한양대(안산), 홍익대(서울)

27 45%

영남권
경북대, 경상대, 경남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동아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
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18 25%

중부권
강릉대, 강원대, 공주대, 단국대(천안), 목원대, 충남대, 충북
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한남대, 한밭대, 홍익대(조치
원)

12 20%

호남권 군산대, 목포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호남대 6 9%

계 63 100%

그림 2.3 인증 받은 프로그램 소속 대학의 지역별 분포 비율

서울, 수도권
43%

영남(경상) 29%

중부(충청, 강원)
19%

호남(전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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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평가 활동

3.1. 2009년도 인증평가 일정

2009년도의 인증평가를 위한 월별 일정은 표 3.1과 같다.

표 3.1 2009년 인증평가 활동 내역

월 활동 내역

2008.07 EAC/CAC 2009년도 인증평가 설명회(7.2)

2008.11 EAC/CAC 2009년 인증평가 대상(신규, 중간) PD 초청 간담회(11.12)

2009.01
EAC/CAC 1,2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1.14, 1.31)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 선정

2009.02

EAC/CAC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마감(2.1)
EAC/CAC 1차 평가단장 워크숍(2.8~10)
EAC/CAC 1,2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2.13~14, 2.20~21)
EAC/CAC 평가단 통보 및 제척사유 접수

2009.03
EAC/CAC 평가단 조율보고서 제출(3.21)
EAC/CAC 2차 평가단장 워크숍(3.28)

2009.04 EAC/CAC 인증평가 대학 방문평가(4.5~28) 

2009.05
EAC/CAC 14일대응서 접수마감(5.13)
EAC/CAC 14일대응서 검토의견서 제출마감(5.28)

2009.06

EAC/CAC 9월 방문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마감(6.1)
EAC/CAC 2010년도 인증평가 설명회(6.2)
EAC/CAC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6.3~12)
EAC/CAC 예비논평서 초안 및 방문 후 조율보고서 제출 마감(6.13)
EAC/CAC 2010년도 인증평가 신청 마감(6.24)
EAC/CAC 3차 평가단장 워크숍(6.26~27)
EAC/CAC 평가단 조율 및 예비논평서 수정안 작성(6.21~30)

2009.07
EAC/CAC 평가단장 3차 보충 워크숍(7.6)
EAC/CAC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7.21~26)
EAC/CAC 2010년 인증평가 신청 결과 통보(7.22)

2009.08 EAC/CAC 평가단 의견수렴 및 예비논평서 확정(8.26~9.22)

2009.09
EAC/CAC 9월 방문평가(9.6~8)
EAC/CAC 예비논평서 확정, 발송(9.10~28)
EAC/CAC 9월평가 14일대응서 제출 마감(9.18)

2009.10

EAC/CAC 9월평가 14일대응서 검토의견서 제출(10.1)
EAC/CAC 논평대응서 접수 마감(10.10~27)
EAC/CAC 2010년 인증평가 대상(신규, 중간) PD 초청 간담회(10.12,10.21)
EAC/CAC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제출 마감(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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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월 활동 내역

2009.11

TAC 2010년 정규인증설명회(11.3)
EAC/CAC 최종논평서 초안 및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자료 제출 마감(11.7)
EAC/CAC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11.27~28)
TAC 2010년 정규인증평가 신청 마감(11.30)

2009.12

EAC/CAC 2009년 인증평의회 제출 자료 검토 회의(11.29~30, 12.8)
TAC 2010년 정규인증평가 선정 통보(12.8)
인증평의회(12.11~12)
2008년 인증판정 결과 운영이사회 보고(12.17)
EAC/CAC 인증평가 결과 통보(12.23)

2010.01
TAC 1차 평가단장 워크숍(1.23)
TAC PD초청 간담회(1.30)
EAC/CAC 최종논평서 일부 발송

2010.02

EAC/CAC 재심위원회 의견서 준비 및 검토 회의(2.1)
EAC/CAC 1차 평가단장 워크숍(2.5~6)
TAC 2차 평가단장 워크숍(2.19)
1,2,3차 평가위원 워크숍(2.20, 2.24, 2.27)
재심위원회(2.22) 및 결과 통보
EAC/CAC 최종논평서 검토

2010.03
EAC/CAC 최종논평서 검토 
EAC/CAC 2010년 9월 방문평가 대학 대상 컨설팅 

3.2. 평가위원 워크숍

인증사업단에서는 평가위원 후보자(프로그램에 따라 3배수~6배수)를 선정하
여 후보자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제척 여부 확인을 받은 후 평가위원 
341명을 확정하였다. 2009년도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은 1차(2월 13일~14일)와 
2차(2월 20일~22일)로 나누어 한밭대학교와 유성호텔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가
일정 및 평가위원 평가보고서 작성 안내, 세부평가 판정 가이드,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발표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3.3. 평가단장 워크숍

2009년도 평가단장 워크숍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워크숍은 신임 평
가단장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 평가단장을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교
육문화회관에서 ABEEK 관계자, 평가단장 34명, 부단장 3명, Adviser 2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1차 워크숍에서는 평가단장들이 해당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
여 프로그램 평가위원 평가표 및 프로그램 평가보충설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
을 가졌다. 

2차 워크숍(방문 전)은 3월 28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과 ABEEK 회의실에서 
ABEEK 관계자, 2009년 평가단장 27명, 평가단 부단장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평가단별로 서명평가 조율결과를 발표하며 의견을 조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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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워크숍(방문 후)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9년 평가
단장 23명, 평가단 부단장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방문평가 후 평가결과를 발
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율하였고, 예비논평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3.4. 방문평가

2009년에는 36개 대학 243개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학별 방문평가 일
정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2009년 방문평가 현황

주차 대학 평가단장 부단장 Adviser

1주차
(4.5~7)

경남대 윤우영

군산대 권오양

상명대 민상원 서정욱

동의대 김복기 강동진

부산대 문  일

아주대 김차종

동국대(경주) 강준우

2주차
(4.12~14)

숙명여대 강행봉

호서대 이일영 양세훈

인제대 김관주 유희열

국민대 이종희 송달호

서울산업대 양성채 심옥진

중앙대 민경원 추지석

경상대 김정수

3주차
(4.19~21)

계명대 김은미 이형도

공주대 이희원 한규환

대구대 김성조

동국대 민상원 나정웅

서울시립대 송동주 이용경

안동대 부준홍 나형용

홍익대(조치원) 박영환 박항구

한양대(안산) 진영택

동아대 김복기 여종기

4주차
(4.26~28)

단국대 박진호 이언구

홍익대(서울) 김차종 이종희

동명대 도양회

건국대 이건영 권오갑

영남대 권오양 류경렬

창원대 강준우 전의진

한국해양대 이  원 김기협

한밭대 이강우 은광용

전남대 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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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주차 대학 평가단장 부단장 Adviser

9월 방문평가
(9.5~7)

강릉원주대 강준우

고려대(서울) 이건영

동아대 김복기

울산대 권오양

인하대 김은미

2009년 4월 방문평가에는 2008년보다 많은 20명의 Adviser가 참관하여 공학
교육인증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Adviser들은 
각각 배정된 대학을 참관하여 방문평가 일정에 따라 방문평가 과정을 참관하여 
인증평가의 절차를 경험하고 조언하였다. 

3.5.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2009년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가 2009년 평가위원 중 전공분야별 주관학회의 추천
을 받은 65명의 평가위원과 7명의 Moderator 및 2명의 TAC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를 통하여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의 형평성 및 동등성 확인 및 조율이 이루어졌다.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개
최일정은 표 3.3과 같다.

표 3.3 전공분야별 조율위원회

　전공분야 일시 장소 Moderator 평가위원

제1분야 기계 분야 6.12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1
권오양, 이희원 기계: 7명

제2분야
건축, 환경, 

자원, 토목 분야
6.9 ABEEK 회의실 김복기, 부준홍

건축: 4명
자원: 1명
토목: 4명
환경: 2명

제3분야
전기·전자, 
산업 분야

6.12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2
이건영, 민상원 

(이원석)
전기전자: 9명
산업: 3명

제4분야

생물 분야 6.3 ABEEK 회의실 민상원 생물: 1명

화학, 섬유, 
재료 분야

6.11 ABEEK 회의실 강준우
섬유: 1명
재료: 4명
화학: 5명

기타 분야 6.12 ABEEK 회의실 민상원 기타: 2명

컴퓨터 및 CAC 분야 6.12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3
김차종 
(서용환)

컴퓨터: 4명
CAC: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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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

예비논평서는 ABEEK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전달되는 인증기준별 판정 결과를 담고 
있는 공식적인 인증평가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는 안 되며 공문서로서의 완성도를 가져야 한다. 각 평가단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비
논평서 초안을 검토하여 기술적, 문법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7월 21일부
터 26일까지 인증사업단과 일부 운영위원 및 평가단장이 참여하는 예비논평서 사전검
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논평서를 완성하였다.

3.7.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

2009년도 대학별/연도별 조율위원회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서 평가단장 27명과 부단장 1명, ABEEK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조
율위원회에서는 2009년 인증평가의 전국적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
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조율을 마쳤다.

3.8. 인증평의회

2009년도 인증평의회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인증
평의회의원 24명과 인증사업단 부단장 2명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09년 공학교
육 인증평가 243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참석 의원의 구성은 
표 3.4와 같다.

표 3.4 인증평의회 의원 구성

성명 소속 직책 추천 학회 비고

김문겸 연세대학교 수석부원장 당연직(6인)

강무진 성균관대학교 인증사업단장 당연직(6인)

이  원 숭실대학교 사무처장 당연직(6인)

강준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AC위원장 당연직(6인)

이강우 동국대학교 CAC위원장 당연직(6인)

조선형 동서울대학 TAC위원장 당연직(6인)

송동주 영남대학교 대한기계학회 학회 추천

이건영 광운대학교 대한전기학회 학회 추천

김복기 광운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학회 추천

정윤철 KIST 한국화학공학회 학회 추천

이경우 서울대학교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 추천

유남재 강원대학교 대한토목공학회 학회 추천

홍원화 경북대학교 대한건축학회 학회 추천

홍의석 광운대학교 한국통신학회 학회 추천

강행봉 가톨릭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학회 추천

김은미 호원대학교 한국정보처리학회 학회 추천

이종희 ㈜모다정보통신 산업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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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성명 소속 직책 추천 학회 비고

박영환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산업체 추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체 추천

이종희 항공우주연구원 산업체 추천

민상원 광운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진영택 한밭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김영우 두원공과대학 ABEEK 원장 추천

권오양 인하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김성조 중앙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유인근 창원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윤우영 고려대학교 ABEEK 원장 추천

3.9. 평가자 교육 워크숍

대학별 공학교육인증 과정의 진행과 수행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각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평가자 추천을 받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5회에 걸쳐 표 3.5와 같이 개최했으며 구
성별 평가자 현황은 그림 3.1과 같다.

표 3.5 평가자 교육 워크숍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일정

1차 1.14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
82명

ABEEK 소개 및 인증현황, KEC2005 
인증기준, 인증평가 주요 지적사항, 평
가절차 및 평가단의 역할 등
ABEEK 소개 및 인증현황, KEC2005 
인증기준, 인증평가 주요 지적사항, 평
가절차 및 평가단의 역할 등

2차 1.31
한밭대학교
4동 DH301 

126명

3차 9.26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
103명

인증현황, 인증기준별 CQI 체계, 인증
기준(KEC2005, KCC2005), 인증평
가의 지적사항, 인증평가에서 평가위
원 역할의 중요성, 평가위원의 자세, 
인증기준적용 전환 및 인증평가 로드
맵 등

4차 10.31
단국대학교(천안)

학생회관 421-1호
77명

인증제도의 특징, 인증기준별 CQI체
계, 평가위원 주요검토사항 등

5차 12.12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

EAC/CAC
36명,

TAC(1차)
64명

인증제도의 특징, 국내외 공학교육현
실과 워싱턴어코드·서울어코드·시드
니/더블린어코드 등(공통발표), EAC/
CAC 및 TAC 평가자 교육(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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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구성별 평가자 비율

3.10. 인증대상 대학 관계자를 위한 자문 활동 

가. 지역순회간담회

올바른 내용 및 정보를 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인증평가 프로그램 소속대상으로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2009년 총 5회의 간담회가 개최되었
다. 

(1) 2009년 인증평가 프로그램대상 지역순회간담회(표 3.6 참조)
  - 일시 : 2009년 3월 13일  
  - 장소 : 경북대학교 공대5호관 101호
  - 참석 : 31개 대학 117명

표 3.6 지역순회간담회(1차)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민상원(교육정보위)

14:10 ~ 15:10 인증평가 절차 및 중점 점검 양성채(교육정보위)

15:10 ~ 15:40 공통 질의응답 민상원(교육정보위)

15:40 ~ 16:00 휴식 및 분반이동

16:00 ~ 16:50 기준별 점검사항 및 논의 교육정보위원회

16:50 ~ 17:00 설문지 작성 및 귀가(개인질의응답)

대학,
2,260명
(85%)

산업체,
332명
(13%)

연구소,
64명
(2%)

총 2,656명
■대  학

■산업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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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 : 인증평가준비(신규)프로그램대상(표 3.7 참조) 
  - 일시 : 2009년 6월 10일 
  - 장소 : 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층 대회의실
  - 참석 : 30개 대학 100명

표 3.7 지역순회간담회(2차)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민상원(교육정보위)

14:10 ~ 14:30 인증제도의 특징 양영일(교육정보위)

14:30 ~ 15:10 인증평가절차 및 교육기관 준비점검사항 김중규(교육정보위)

15:10 ~ 15:30 공통질의 응답 민상원(교육정보위)

15:30 ~ 15:50 휴식 및 분반 이동

15:50 ~ 16:50  분반별 질의응답 교육정보위원회

16:50 ~ 17:00 설문지 작성 

(3)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 : 2010년 인증평가 신규준비 및 향후 인증평가준비 프로그
램대상(표 3.8 참조)

  - 일시 : 2009년 9월 15일 
  - 장소 : 단국대학교(천안) 생명자원과학대학 208-1호
  - 참석 : 33개 대학 98명 

표 3.8 지역순회간담회(3차)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민상원(교육정보위)

14:10 ~ 14:30 ABEEK 인증평가 현황 및 인증제도의 특징 민상원(교육정보위)

14:30 ~ 15:00 인증평가 일정, 평가판정 절차 도양회(교육정보위)

15:00 ~ 15:20 교육기관 준비점검사항 강동진(교육정보위)

15:20 ~ 15:40 공통질의 응답 민상원(교육정보위)

15:40 ~ 15:50 휴식 및 분반 이동

15:50 ~ 16:50

* 분반별 질의응답
A: 2010년 인증평가 신규준비(교수)
B: 향후 준비예정(교수)
C: 행정 및 공과대학 직원

교육정보위원회

16:50 ~ 17:00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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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 : 2010년 인증평가 신규준비 및 향후 인증평가준비 프로그 
램대상(표 3.9 참조)

  - 일시 : 2009년 11월 13일
  - 장소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7층 동의시네마홀
  - 참석 : 15개 대학 39명

표 3.9 지역순회간담회(4차)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민상원(교육정보위원회)

14:10 ~ 14:35 ABEEK 인증평가 현황 및 인증제도의 특징 양영일(교육정보위원회)

14:35 ~ 15:00 인증평가 일정, 평가판정 절차 김중규(교육정보위원회)

15:00 ~ 15:20 교육기관 준비점검사항 강동진(교육정보위원회)

15:20 ~ 15:40 공통질의 응답 민상원(교육정보위원회)

15:40 ~ 15:50 휴식 및 분반 이동

15:50 ~ 16:50
* 분반별 질의응답
A: 인증평가준비 (교수)
B: 행정 및 공과대학 직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16:50 ~ 17:00 설문지 작성 

나. 2009년 전국대학교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 ABEEK 세션 주최

지난해에 이어 전국대학교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와 교육정보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공
학교육인증지원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워크숍을 11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학관점에서의 준비사항과 평가단 관
점에서의 준비사항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 2009년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 PD초청 간담회 

(1) EAC/CAC
2010년도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의 PD초청 간담회가 10월 14일 성균관대학교, 10

월 21일 동의대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1차 PD초청 간담회에는 39개 대학에서 총 
181명이, 2차 PD초청 간담회에는 20개 대학 78명이 참석하여 총 59개 대학 259명이 
2010년도 인증평가를 위한 PD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PD초청 간담회는 평가일정 및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안내, 교육기관 준비사항, 그룹
별 토의 등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평가를 준비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
키는 기회가 되었다. 

(2) TAC
2010년도 인증평가 대상 학위과정의 PD초청 간담회가 1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PD초청 간담회에는 2010년 TAC 평가대상 11개 대학 학위과정 
PD 및 관계자 34명과 ABEEK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PD초청 간담회는 평가일정 및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안내, 교육기관 준비사항, 그룹
별 토의 등을 통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의 정규인증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 관계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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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답변을 통해 정규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3.11. 2010년도 인증설명회

가. EAC/CAC

ABEEK은 2010년도 공학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이를 준비하고 신청할 예정인 대
학에 2010년 인증평가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공표하는 인증설명회를 6월 2일 숭실대
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2010년도 인증설명회에서는 공학교육 인증절차, 평
가일정, 인증기준에 대한 발표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78개 대학 4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나. TAC

2009년도 시범인증평가에 이어 2010년 정규인증평가를 위한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
의 인증설명회가 11월 3일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도 공학기술교육
인증 정규인증 설명회에서는 공학기술교육 인증절차, 평가일정, 인증기준에 대한 발표
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대학학장 및 공학기술교육인증관련 책임자 및 관계 자 총 
103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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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인증원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학 교육의 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외국 공학교육 인증기관들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인증제도 확산과 
엔지니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ABEEK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고자 공학교육의 국제 동등성 확산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워싱턴어코드의 정회원으로
서 해외 정회원 인증기구들의 인증시스템 Monitoring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수행한 
국제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공학교육의 국제 동등성 확산을 위한 해외 활동
 - 2009.01 : 제2차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회의 참가
 - 2009.03 :  JABEE 초청 Symposium on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nd 

Outcomes Assessment & Evaluation 참석
 - 2009.06 :  ASEE 2009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참석    

IEM 2009 Kyoto 정기총회 및 NABEEA 4th Council Meeting 참석
 - 2009.07 : ABET 2009 Summer Commission Meeting 참석
 - 2009.08 : 2009 IFIP Workshop 참가
 - 2009.10 :  2009 ABET Faculty Workshop,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 참석
 - 2009.11 : 일본 JABEE 인증 방문평가 참관
 - 2009.11 : FEIAP 2nd Working Group on Engineering Education 회의 참가

공학교육의 국제 동등성 확산을 위한 국내 활동
 - 2009.04 :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대표 Dr. Abdul Rahim Hj Hashim, Prof.Megat Johari 

Megat Mohd Noor ABEEK 방문, 미국 ABET Prof. Gina Lee Glauser 참관
 - 2009.11 :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에 미국 ABET 의 Dr. Robert Warrington 초청
 - 2009.12 :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에 일본 JABEE의 Prof. Nobutoshi Masuda 초청

4.1. 국제적 동등성 확산을 위한 해외 활동

2009년 국제협력위원회는 IEM 2009 Kyoto 참가,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정기 모
니터링 참가 및 연차보고서 제출 등 정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
했으며 ABET 2009 Summer Commission Meeting, 2009 ABET Faculty Workshop,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 참석, ASEE 학회 참석, 일본의 방문평가 참
관 등 다양한 해외 관련 기관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시행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공학교육 및 기술사 교류 다자간협의체인 FEIAP과 NABEEA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 제2차 ASEM 교육장관회의 준비회의 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으로 정책기획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이 ABEEK을 대표하
여 지난 2009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ASEM 교육
장관회의 준비회의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2009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ASEM 교육장
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서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고등교육 질 보장 
및 ASEM 내 학점인정/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ASEM 지역 내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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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김정수 위원장은 한국 공학교육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소개하고 아

셈 지역 내 교육정책의 공동 발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ABEEK의 위상을 높이
고 우리 공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나.  JABEE 초청 Symposium on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and 
Outcomes Assessment & Evaluation 참석

일본 JABEE의 공식초청으로 ABEEK의 권오양 부원장과 박준오 사무국장이 2009
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쿄의 Chuo University에서 개최된 JABEE Symposium 
EDE 2009에 참여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공학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
는 공학설계와 학습성과 평가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심포지엄 참석을 통해 성
과중심 평가방법과 공학설계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ABEEK 및 국내 공학교육 성장에 기여했다.

 

다. ASEE 2009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참석

2009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ASEE 2009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에 ABEEK의 권오양 부원장이 참석했다. 본 학회에서 권오양 
부원장은 ABEEK 및 국내공학교육의 현황을 학회 참석자에게 소개하고 학회 참석자들 
간의 의견 및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ABEEK을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국
내공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라. IEM 2009 Kyoto 정기총회 및 NABEEA 4th Council Meeting 참석

국제협력위원회의 김관주 위원장, 손소영 부위원장, 김운경 부위원장, 김대경 위원, 
정책기획위원회의 김정수 위원장과 TAC 추진단 윤우영 단장, 박신선, 이보인 연구원이 
지난 2009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IEM 2009 Kyoto 정기총회
에 참석하였다.(그림 4.1 참조) 워싱턴어코드의 정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준회
원기구의 정회원 승격 여부, 정회원 기구의 정기 모니터링 결과, 의장 선출 등 주요 안
건의 결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0년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준회원 가입을 목표로 시드니/더블린어코드의 정
기총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공학교육 현황 및 ABEEK 조직, ABEEK의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해 발표하였다.

ABEEK의 대표들은 NABEEA(Network of Accreditation Bodies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Asia)의 제4차 회의에도 참여하여 NABEEA Council 멤버의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했다.(그림 4.2 참조) NABEEA의 회원기구가 대부분 워싱턴어코드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 가입을 모색 중이고 워싱턴어코드 정기총회를 개최한 일본 역시 NABEEA
의 정회원인 관계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NABEEA Council Meeting도 워싱턴
어코드 정기총회 개최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6월 16일에 개최되었다. ABEEK 대표들
은 NABEEA 4th Council Meeting에 참석하여 워싱턴어코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NABEEA 회원기구들에게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NABEEA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
류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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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NABEEA 4th Council Meeting

마. ABET 2009 Summer Commission Meeting 참석

국제협력위원회 김관주 위원장, 유인근 부위원장, 김운경 부위원장, 인증사업단 강무
진 단장, 이건영 부단장이 2009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된 
ABET Summer Commission Meeting에 ABEEK 대표로 참석했다. 본 회의는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인 미국 ABET의 연례 회의로 지난 인증평가의 판정, 인증기준과 절차의 
제/개정, 신임 평가단장 및 위원 교육, 해당 평가단장과 대학 대표자들 사이의 상견례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ABEEK은 본 회의에 매년 참석함으로써 ABEEK 
조직 및 활동의 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 ABET의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해 선진적인 기술들을 익혀 ABEEK 및 국내 공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바. 2009 IFIP Workshop 참가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의 자문위원인 김동윤 교수가 2009년 8월 25일부터 28일
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09 IFIP(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Workshop에 참석했다. 김동윤 교수는 본 회의 참석을 통해 컴퓨팅 및 IT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여 ABEEK의 CAC 활동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ABEEK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서울어코드를 홍보함으로써 
ABEEK의 위상을 높이고 ABEEK의 국제교류 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사.  2009 ABET Faculty Workshop,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 참석

미국 ABET의 또 하나의 주요 행사인 2009 ABET Faculty Workshop, Commission 
Summit 및 Annual Meeting에는 김문겸 수석부원장, 김성조 부원장, 국제협력위원회 
유한규 위원, 김명심 인증사업팀장, 박미선 성과확산팀장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10
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개최되었고 인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도모하고 인증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BET 관계자, 관련 학회의 대표들, 대
학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자 마련되었다. ABEEK의 대표들은 회의 참석을 통해 
미국 ABET의 인증 Cycle 및 인증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평가체계와 학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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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도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 등 인증활동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익히고 주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ABEEK 인증활동의 발전에 지침을 제시하였다.

아. 일본 JABEE 인증 방문평가 참관

일본 JABEE의 초청에 응하여 인증사업단 부준홍 부단장이 ABEEK 대표로 지난 
2009넌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Kougakuin University의 방문평가를 참관하였다. 인증
사업단 부준홍 부단장은 JABEE의 방문평가에 옵저버로 참가하여 양국 간 및 워싱턴어
코드 회원국 상호간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정보교류, 그리고 인증평가 수
준과 절차의 Monitoring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일본의 방문평가를 참관함으로써 ABEEK이 국제적 공학인증활동의 참여를 통
해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국내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 FEIAP 2nd Working Group on Engineering Education 회의 참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FEIAP(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Asia and the Pacific) 회의에 국제협력위원회 김관주 위
원장, 김운경 부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의 김정수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기술사 단체모임인 FEIAP은 싱가포르에서 정기총회 및 Education, 
Environmental, Engineering Ethics와 관련해 각각 Working Group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ABEEK은 유관기관인 한국기술사회의 협조요청으로 Education Working Group에 
참석하여 ABEEK이 주요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NABEEA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설
명하고 양 기구 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NABEEA와 FEIAP의 조화를 
통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공학교육 및 기술사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
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4.2. 국제적 동등성 확산을 위한 국내 활동

가.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대표단의 ABEEK 방문

지난 2009년 4월 10일 말레이시아 인증기구의 Dr. Abdul Rahim Hj Hashim과 Prof. 
Megat Johari Megat Mohd Noor가 ABEEK을 방문하였다. 본 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증기구는 말레이시아 공학교육의 현황 및 말레이시아 인증기구를 소개하고 2009년 6
월에 개최된 워싱턴어코드 정기총회에서의 정회원 승격을 위해 ABEEK의 협조를 요청
하였다. 

ABEEK의 김문겸 수석부원장, 국제협력위원회 김관주 위원장, 김운경 부위원장, 유
한규 위원과 한국기술사회의 백이호 전무, 최수철 소장이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대표단
을 맞이하여 국내 공학교육의 현황 및 ABEEK 조직과 활동을 소개하고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가입 관련 ABEEK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NABEEA의 회원이기도 한 말레이시
아 인증기구가 워싱턴어코드의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힘썼다.

나. 미국 ABET Prof. Gina Lee Glauser 초청

ABEEK 국제협력위원회는 워싱턴어코드 정회원 기구들과의 교류활동의 일환이자, 
회원국 상호간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4월, 제3주차(4월 19일~21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방문평가에 미국 ABET의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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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a Lee Glauser를 옵저버로 초청하였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인증활동과 관련한 의견 및 정보교류를 위해 4월 22일 ABEEK 회

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Prof. Glauser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많은 ABEEK 운
영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Prof. Glauser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방문평
가를 통해 접하게 된 ABEEK 인증활동과 인증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미국
과 한국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발표함으로써 ABEEK의 향후 활동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다. 미국 ABET Dr. Robert Warrington 초청

국제협력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요청으로 11월 3일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대교협 주최 2009 대학평가 국제 세미나에 미국 ABET Dr. Robert Warrington 
이사를 연사로 섭외하였다. 또한 Dr. Warrington은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주최로 11
월 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에 연사로 초청되어 ‘ABET 
Engineering Accreditation: A View from Both Sides’라는 제목으로 ABET 조직 및 인
증활동을 소개하였다. 

포럼 후 Dr. Warrington을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에서 개최한 환영만찬에 Dr. 
Warrington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ABEEK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환영만찬을 
통해 ABEEK 운영위원들과 Dr. Warrington은 ABET과 ABEEK 운영에 있어서 겪게 되
는 현실적 어려움 및 극복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 일본 JABEE의 Prof. Nobutoshi Masuda 초청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에 이어 12월 18일 연세대학교 
에서 열린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준비와 관련해 국제협력위원회에 해외연사 섭외
를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 JABEE를 통해 Tokyo City University의 Prof. Nobutoshi 
Masuda를 섭외하였다. 제24회 포럼에서 Prof. Masuda는 일본 인증기구인 JABEE의 
인증활동 및 인증정책과 절차에 대해 소개했고 패널토의 시간을 통해 워싱턴어코드 정
회원 기구인 한국과 일본의 인증현황 및 인증시스템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
고 양 기관의 교류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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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기획 활동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인증성과 확산, 인증제도 개선, ABEEK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2004년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2007년에 정책기획위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부
여된 주요 임무는 

   
 - ABEEK의 비전 수립 및 공유
 - ABEEK 조직의 개선 체계 수립 및 실행
 - 정관 및 운영규정 관리, 인증규정,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개선 방향 제시
 - 인증수여자의 혜택 방안 수립
 - 인증평가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인증기구로서의 ABEEK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
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정책기획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서, 1. 공학인증 성과분
석 및 정책개발, 2.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 활동이다. 

 

5.1. 공학인증 성과분석 및 정책개발 활동

가. 해외인증 네트워킹 활동
 

우리나라 공학인증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국제적인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국제 어코드 및 해외인증기관들과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정책개발
에 반영하였다. 먼저 국제교육 어코드 활동으로는 2009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시드니/
더블린어코드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소개하였고, 
이번 참석을 통해 시드니/더블린어코드의 가입의사를 알리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NABEEA의 창립멤버로 4th Council Meeting에 참석하여 NABEEA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Roadmap and Structure, Scope and Standard, Mutual 
Recognition and Licensing를 다음 General Meeting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해외인증제도 연구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CE인증제도와 미국의 UL제도를 중
심으로 선진국의 제품인증의 제도, 절차 및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통
하여 국내 교육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공학기술교육인증 선진국들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초
청하여 인증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외활동을 하였
다.

나. 인증 성과 분석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인증졸업생이 산
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공학교육인증의 목
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인증·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산업체 상급자들을 대상
으로 공학교육인증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기초과학·전공, 설계과목 등의 강화로 산
업체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을 배양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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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었다. 인증 프로그램은 비인증 프로그램에 비해 졸업생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
직 내 활동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성과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의 업무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 직장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인증프로그램이 업무수행 및 조직 내 활동에서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성과를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학교육인증의 성과분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산업체에서 요구하
는 실질적·창의적 지식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이 산업체의 발전에 도움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공학교육인증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 정관 및 규정 정비 

ABEEK의 정관 및 규정을 현실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BEEK 정
관 및 규정 문서를 정관, 규정, 규칙, 세칙(지침) 순서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도록 수정
하였고, 가능하면 상위 규정으로 통폐합하여 개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융통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결화 하였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규정은 장을 추가하여 논리적으로 조항을 분류하
고 구조 및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항소 및 재심 규정은 재심위원회 세칙을 통폐합
하여 정리하고 인증규정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인증절차 규칙에서
는 논평서 조율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조율 및 판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내역은 지침
으로 수정하여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운영규정은 ABEEK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와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 구성 및 임기, 회의 순으로 일관되게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인증평의회, 인증기준위원회, 인증사업단의 구성을 수정하고, 사무처의 일부 
규칙(세칙)을 통폐합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다. 

라. 한국형 이수체계 구축 작업

워싱턴어코드 모니터링을 대비하여 한국형 이수체계를 연구·모색하고자 2008년, 
2009년 기계공학·토목공학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대학에서 이수체계도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나, 단순히 학년과 학기를 의미하는 순차
적인 교과과정의 나열로만 정리되어 있어 이수체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필수과목보다는 선택과목의 수가 많고 MSC, 설계과목에 대한 필수 이
수 학점을 지정하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에 규제가 많으며, 현재 설계 과목만을 따로 구
분하여 이수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국내 대학에서는 이수체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실행에도 많은 어
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방문절차평가표, 실행수준평가표 분석

2007, 2008년도에 실시된 방문평가에서 진행된 방문절차평가표와 실행수준평가표
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 분석 결과 예비논평서의 정확성, 방문평가 후 교육기
관과의 의견조정, 방문평가단의 자질 항목에서 평가단장, 평가위원, PD간의 의견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방문 전 평가의 질적 수준, 방문기간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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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평가표 분석 결과도 평가단장, 평가위원, PD의 평가 결과의 괴리가 크게 조
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5.2. 공학기술교육인증(TAC) 추진 활동
 

전문대 공학기술교육인증은 2008년 8월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실
무위원회를 발족하여 2008년 인증제도 구축, 2009년 시범인증 방문평가와 정규인증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2010년에는 공학기술교육 정규인
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 추진 내용
  

2009년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구축과 시범 인증평가를 위한 활동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구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체, 공학관련 커뮤니티, ABEEK의 

동의를 얻어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현장방문, 해외 공학인증평가참관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인증기준설명

서, 인증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평가 지침 등 마련
  -  공학기술교육인증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평가자 교육자료, 평가위원 교육자료, 

평가단장 교육자료 구축
  -  공학기술교육인증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등 ABEEK의 정관, 규정, 조직 등 제 규정 

개정
  -  3차례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무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일정 보고(표 5.1 참조)

표 5.1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위원회의 일정

일자 내용 장소 참석 현황

2.5 제2차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위원회 서울 프라자호텔 14명

5.28 제3차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위원회 서울 프라자호텔 14명 

11.23 제4차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위원회 서울 프라자호텔 12명

(2) 공학기술교육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실무위원 교육
   ·  EAC 평가위원 교육 참가, 해외 2개국(뉴질랜드, 호주) 인증참관, 교육 워크숍 4회, 

실무회의 26회
      :  EAC 평가수준, 해외 인증기관의 등가성 준수여부의 중요성 등 전반적인 인증에 

대한 이해도 제고
   · 4년제 대학 방문평가 참관 
      :  실무위원들의 인증평가 관련 경험을 높이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을 참관하여 2박 

3일 동안 평가위원과 동일한 일정으로 방문평가에 참관(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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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4년제 대학 방문평가 참관 일정

대학 방문일 프로그램 실무위원

경남대학교
1주차

(4.5~7)

전기공학심화전공 이재용

전자공학심화 김대경

컴퓨터공학심화전공 김영우

경상대학교
 2주차

(4.12~14)
기계공학심화 조선형

동아대학교
3주차

(4.19~21)

건축공학심화 윤천근

전자공학심화 이원석

환경공학심화 한재석

영남대학교
4주차

(4.26~28)

기계설계공학심화전공 송태한

전기공학심화전공 이  승

전자공학심화전공 서용환

   
  - 평가자 양성
   ·   평가자 교육(2월 28일)을 통해 건축분야 31명, 기계분야 32명, 전기·전자분야 

66명, 컴퓨터분야 52명, 기타분야 1명 등 총 182명 평가자 양성
      : 2009년 시범인증 및 2010년 정규인증에 필요한 분야별 충분한 수의 평가자 확보 
  - 평가위원 교육
   ·   1차 평가위원 교육 및 만족도조사 실시(4월 11일)
      : 총 49명 평가위원 중 78% 긍정적 설문 
   ·   2차 평가위원 교육 및 만족도조사 실시(7월 11일)
      : 총 49명 평가위원 중 86% 긍정적 설문
  - 평가단장 교육
   ·   1차 평가단장 워크숍 및 만족도조사 실시(6월 13일)
      : 총 16명 평가단장 중 100% 긍정적 설문 
   ·   2차 평가단장 워크숍 및 만족도조사 실시(8월 14일)
      : 총 16명 평가단장 중 100% 긍정적 설문 
   ·   3차 평가단장 워크숍(9월 27일)
   ·   4차 평가단장 워크숍 및 최종 조율회의(11월 21일)

(3) 홍보·의견수렴
  - 공청회 1회, 설명회 1회 실시 : 시범인증에 대한 인증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  총 11회의 공학교육학회, 통신학회, 전기학회 등 학회대상 홍보와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시범인증에 대한 홍보 실시(표 5.3 참조)

표 5.3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발표

일시 장소 발표자 발표주제 주최 참석 인원

1.9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
한재석

전문대학 기술교육혁신을 위한
공학기술인증제 추진전략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장협의회

120여명

2.16
LG전자 

서비스부문 
서울아카데미

이원석
전문대학 정체성 확립과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

대한전자공학회
(산업전자소사이어티)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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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분야별 인증기준(기준8)을 설정하기 위해 주관학회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유대 관계 및 대외홍보 효과를 강화함

   ·   주관학회 홍보
      :  대한건축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학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자교육에 산업체 인사를 참여시켜 산업체에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를 홍보함으로써 인증제 졸업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함
   ·   산업체 홍보 
      :  (주)고려전산, (주)센구조연구소, (주)신용정보통신, (주)영진정공, (주)하나종합컨

설팅, 한길이엔텍
  - 공학기술교육인증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09년 시범인증과 2010년 본 인증 활동의 홍보 확산을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   대학용, 산업체용, 해외용 브로셔와 포스터 제작 및 111개 대학에 배포(그림 5.1, 

5.2 참조)
      

그림 5.1 대학 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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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산업체 홍보용 브로셔

   
  - 시범인증대학에 대한 컨설팅 3회 실시 
    : 인증기준 설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컨설팅을 통해 시범인증의 목적 설명
  - 시범인증대학 대상 PD 초청 간담회 실시 
    :  시범인증 대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시범인증에 대한 설명 및 개인별 컨설팅 진행, 

39명의 학교 관계자 참석
  - 홈페이지 제작 운영 
    :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증기준, 양식 등을 공개하고 이메일을 통해 의

견 수렴
  -  9월 11일 정규인증을 위한 공청회 이후 10월 3일까지 ABEEK 홈페이지와 e-mail

을 통해 의견수렴

(4) 국제 교류
  - 해외 인증기구 2개국 방문 
    :  뉴질랜드, 호주의 인증평가에 참관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양식 등의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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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일시: 1월 21일~25일
      장소: EA 빅토리아주 office, RMIT, Chisholm Institute (멜버른, 호주)
      방문자: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실무위원(윤우영, 류 철, 김영우, 김대경, 윤천근)
   · 뉴질랜드
      일시: 1월 27일~31일
      장소:  IPENZ (Wellington시 소재),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및 

Manukau Institute of Technology (Auckland지역 소재)
      방문자: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 실무위원(이원석, 조선형, 서용환, 김대경, 송태

한, 김정수),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최윤정)
  - 시드니와 더블린어코드 사무국 방문
    :  시드니, 더블린어코드 가입의사 전달 및 어코드 가입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 협

의
  - 2009 IEM 대회 참가(일본 교토)
    :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설명, 진행상황 발표 및 향후 어코드 가입에 필요한 후원자 

섭외
  - 캐나다 CCTT 대표 시범인증 참관
    :  어코드의 준회원 가입에 필요한 후원자 섭외의 일환으로 정규인증 시 필요한 추

가서류, 절차 등 확인하고 참관후기에 따른 어코드 가입에 필요한 추후 업무 정의
  - 캐나다 CCTT 대표 정규인증을 위한 공청회 참여 발표
    :  시범인증대학 인증평가 참관 소감과 국제표준 공학기술교육에 대한 사항 발표
  -  캐나다 CCTT와 영국 ECUK에서 2010년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준회원 가입을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스폰서를 하겠다는 연락 받음

(5) 시범인증 대학 대상 선정, 평가, 경과 
  - 시범인증 대학 선정
   · 시범운영 공고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시범운영 신청서를 접수함 
      : 8개 대학 22개 학위과정 신청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대학 15개 학위과정을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 자체평

가 보고서 제출을 공지함(표 5.4 참조)

표 5.4 공학기술교육인증 시범인증 대학 및 학과명

No. 대학명 학과명 No. 대학명 학과명

1 동강대학 컴퓨터인터넷 5 서강정보대학 전기공학과

2 동서울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

6 송원대학
건축과

디지털정보전자과 디지털전기정보

3 두원공과대학

기계과
7 영남이공대학

기계과

디스플레이전자 전기전자

인터넷정보과

8 영진전문대학

건축디자인

4 마산대학 전기공학과
CAD디자인

전자정보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52

5. 정책기획 활동

  -  시범운영 학위과정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하고, 51명의 평가단과 6명의 참관인
을 구성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함

   ·  방문평가 이후 14일 대응서, 논평대응서 등을 접수하여 평가하고, 최종 조율하여 
시범 인증 방문평가 결과를 학교에 전달함

  - 시범인증 추진 경과(표 5.5 참조)

표 5.5 시범인증 추진 경과

No. 일시 내용

1 1.5 시범운영 공고 및 홈페이지 안내

2 1.5~23 시범운영 신청서 접수

3 2.2 시범운영 대학 선정위원회 개최

4 2.23 선정 대학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공지

5 2.28 제 1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

6 3.21 시범인증 대학 대상 PD 초청 간담회

7 4.11 제 1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

8 4.5~28 평가단장 4년제 대학 방문평가 참관

9 4.16~5.16 시범인증 대학 대상 방문 컨설팅 실시

10 6.1 평가위원, 평가단장 선정/통보

11 6.13 제1차 평가단장 워크숍

12 6.26 시범인증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3 7.11 제2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

14 7.5~31 1차 서면평가(온라인)

15 8.1~14 2차 서면평가(오프라인)

16 8.22 시범인증대학 대상 평가단장 2차 방문컨설팅

17 9.6~8 시범인증대학 방문평가

18 9.22 시범인증대학 14일 대응서 제출

19 9.25 14일 대응서 검토의견 평가단장에 제출

20 9.27 평가단장 3차 워크숍 겸 1차 조율회의(동서울대학)

21 9.30 평가단장 예비논평서 초안 제출

22 10.1 실무위원회 예비논평서 검토 겸 2차 조율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3 10.6 예비논평서 발송

24 11.6 논평대응서 제출

25 11.13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제출

26 11.20 최종논평서 초안 제출

27 11.27~28
전문대 공학기술교육 인증위원회

추진위원회에 결과 보고 후 승인요청

28 11.30 시범대학 인증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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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제 구축에 필요한 문서

공학기술 교육인증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구축 여부를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여
기에서 언급된 각종 규정, 기준, 설명서 작성에는 공학인증위원회(EAC)에서 사용 중인 
서류가 매우 유용하게 참고되었고, 문서는 ABEEK 규정, 인증제도 관련자료, 외부발표
자료, 실무위원 내부 자료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5.6 공학기술인증제 문서 목록

구분 문서명 주요 내용 구축여부

ABEEK 
규정

인증규정
인증절차와 판정, 기준의 철학 등을 설명함.
현재 부분적으로 준비되고 있음. 

○

인증판정
조율 규정

대부분 인증규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조율위원회의 종
류 및 각 조율회의의 역할 등이 규정화되고 교육용 자
료로 구축되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자료

인증기준
인증을 위한 기준. 8개 대 기준에 40여개의 세부기준
으로 구성. 전공분야 기준으로는 현재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건축 등 4분야만 구축됨.

○

인증기준
설명서

인증기준을 자세히 설명함. 대학에서는 본 설명서를 이
용하여 인증기준을 이해함. 인증기준과 인증기준설명
서가 합쳐져서 인증기준으로의 실질적인 권위와 기능
을 가짐.

○

평가지침

실제 평가위원이 서면 및 방문평가에서 사용할 세부 
기준별 지침. 이러한 지침이 논란의 여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판정 조율의 
용이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자료임.

○

인증절차규칙 인증 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함. ○

외부발표
자료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할 자체평가보고서 지침. ○

자체평가
보고서용
template

인증기준 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한 
template. 대학들은 이를 자신들의 교육과정 구축에 
활용함.

△

자체평가보고서 
가이드

학교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려줌.  

△

실무위원 
내부자료

평가자 교육자료
평가자와 평가위원의 교육을 위한 자료. 보통 평가지침 
등이 포함되고 이를 대학에서는 평가에 대비하여 참고함.

○

평가위원/
단장 교육자료

평가위원과 평가단장의 교육을 위한 자료. 방문평가보
고서와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조율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컨설팅 자료
시범인증학교의 인증준비를 위해 컨설팅 용 기준이해 
설명서로서 평가자 및 실무위원의 교육자료를 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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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대외홍보위원회 소개
  

대외홍보위원회는 ABEEK의 비전과 진행 사업을 국내외 대학, 학회, 산업체,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자 역할이다. 이
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공학교육을 추구하며,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ABEEK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외홍보위원회는 ABEEK의 각종 정기간행물과 홍보물을 기획·발간하
고 있으며 미디어관계, 홈페이지 관리 등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대학, 공학관련 학회, 공과대학장협의회, 정부기관과 다양한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ABEEK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창립 10주년
을 주요 이슈로 하여 ABEEK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개최를 하는 등 외부에 알리기 위
한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10년간의 ABEEK 역사를 담은 10년사를 발간하였다.  

  

6.2. 대외홍보위원회 주요업무
  

대외홍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 : 연차보고서, 국문 홍보 브로셔, 소식지, 웹진 등 
 - 회원관리 : 산업체 및 학회 회원 연회비 납부 및 광고 관리 등 
 - 미디어관계 : 보도자료 작성, 언론보도 대응 및 관리 
 - 공학교육인증 혜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 가산점 부여 산업체 혜택과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으로서의 혜택 홍보
  · 산업체 자문위원회 등 외부 홍보
 - 학회 및 관련단체 연계활동 : 공학교육 추계 학술대회 등
 - 국문 홈페이지 관리 
 

6.3. 대외홍보위원회 2009년 업무보고

가. 정기간행물 및 기타 홍보물 발간
 

대외홍보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해왔다. 주로 공과대학장, 회원사, 공학교육 관
련기관에 발송하였고 각종 ABEEK 관련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배포하여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BEEK의 최근 소식을 홍보하기에 힘썼다. 2009년 발간한 정기
간행물 및 기타 홍보물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정리해보았다.

   
(1) 연차보고서

ABEEK에서는 ABEEK 현황, 인증현황, 인증평가 활동,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 인증 
프로그램 현황 등 1년간의 사업을 총결산하는 목적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작하여 
이듬해 발간하고 있다. 2008년 연차보고서는 5월 18일에 300부를 최종 발간하였다. 제
작된 연차보고서는 ABEEK 회원(학회, 산업체, 기관), 운영위원, 인증대학 및 인증학과
(프로그램)에 배포했다.(그림 6.1 참조)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58

6. 대외홍보 활동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 10년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ABEEK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10년간의 

ABEEK 역사를 총망라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10년사’(이하, 10년사)를 10주년 기념행
사가 열린 9월 9일에 500부를 최종 발간했다. 10년사는 10주년 기념행사 초청자, 운영
위원, 회원, 관련단체 등에 배포했다.(그림 6.1 참조)

(3) 국문 홍보 브로셔
공학교육인증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ABEEK의 사업과 공학

교육인증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문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고 
있다. 12월 24일에 1,000부를 최종 발간하였고 이해관계자와 방문객 등 다양한 대상에 
수시로 배포한다.(그림 6.1 참조)

(4) ABEEK 소식지
ABEEK이 추진하여 이룬 성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에 따른 언론보

도 내용, 공학교육인증현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09년에는 ‘공인원 소식’에서 
‘ABEEK 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2월 31일에 300부를 최종 발간했다. 운영위원, 
회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한다.(그림 6.1 참조)

<2008년 연차보고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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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홍보 브로셔> <ABEEK 소식지>

그림 6.1 2009년 발간물

(5) 웹진
Web 2.0 시대가 도래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파급력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온

라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반영하여 2006년부터 웹진 제작을 시작했다. 
ABEEK 소식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웹상에 적합한 콘텐츠로 구성하고, 웹진의 
최대 장점인 대량 발송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학 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에게 보내어 
ABEEK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2009년에는 웹진을 총 4회 발간하였으며(그림 6.2 참조), 2010년에는 격월간으로 발
행할 예정이다. ABEEK 운영위원, 회원, 공과대학 교수, 과학교사, 과학 기술인 단체 
등 총 1만 2천여 곳에 배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기존 콘텐츠에 인증 혜택사항을 추
가하고 각 대학 연구센터(혹은 혁신센터)의 기획기사를 싣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
발했으며, 배포처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7월호부터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e-News’로 웹진의 이름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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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5월호> <웹진 7월호>

<웹진 9월호> <웹진 11월호>

그림 6.2 2009년 발행 웹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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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1)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ABEEK은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2일 Kickoff Meeting을 

시작으로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초청 세미나 강사 
섭외, 기념품 및 10주년 앰블럼 제작 등 관련한 세부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도록 했
다. 10주년 기념행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로 
활동한 운영위원은 표 6.1과 같다. 

표 6.1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준비위원장 홍 의 석 광운대학교 상임고문

준비위원

김 문 겸 연세대학교 수석부원장

권 오 양 인하대학교 부원장

김 관 주 홍익대학교 국제협력위원장

조 형 희 연세대학교 대외홍보위원장

문    일 연세대학교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장

김 복 기 광운대학교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장

이    원 숭실대학교 사무처장

장 준 호 상명대학교 사무부처장

(2) 10주년 회고 간담회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ABEEK 설립을 함께했던 전·현직 ABEEK 임원들을 

초청하여 6월 29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10주년 회고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
다. 간담회에서는 설립동기와 배경, 설립 당시의 에피소드 등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또
한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인증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간담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역사를 돌아
보며’ 라는 제목으로 10년사의 특집으로 구성되어 수록되었다.

(3)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ABEEK 서남표 원장의 주재로 김성조 부원장, 조형희 대외홍보위원장을 비롯하여 7

개 언론사의 과학·교육 분야의 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7일 서울 프라자호
텔에서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홍보하고, 열 돌을 
맞은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언론의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 대중에 전달하
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공학교육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분위기가 형
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언론의 도움을 부탁하였다.

   

다. ABEEK 회원관리

ABEEK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산업체와 학회의 연회비 납부 관리를 비롯해 회원관계
를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회원사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9
년에는 동진쎄미켐이 신규 산업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산업체 및 학회 회원의 연회비 
납부현황은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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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연회비 납부현황(12월 31일 최종)

구분 산업체 학회

전체 회원수 17개 27개

회비납부 회원수 8개 21개

또한 ABEEK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회의 학회지 등의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
다. 회원 학회 중에서 2009년 연회비를 납부한 총 21개 학회에 총 21회의 광고를 표 
6.3과 같이 게재했다.

 표 6.3 학회지 광고 게재처(12월 31일 최종)

No 학회명 게재처

1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Vol.31, No.3 (June 2009)

2 한국화학공학회 나이스 Vol.27, No.3, 2009(2009.6)

3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 전망 제 12권 제 3호

4 대한전기학회 전기의 세계 Vol.58 No.7(2009년 7월)

5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지 제 36권 6호(2009년 6월)

6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2009년 7월호 (Vol.26, No.7)

7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지 Vol.16 No.3 2009

8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4 No.2 2009

9 한국원자력학회 뉴토피아 제 81호 2009.07-08

10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20권 제3호(June 2009)

11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1권 제5호 2009년 5월

12 한국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 제16권 제2호(2009년 6월)

13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지 제36권 7호(2007년 7월)

14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2009년 8월호(Vol.26, No.8)

15 한국화학공학회 나이스 Vol.27, No.4, 2009(2009.8)

16 한국자동차공학회 오토저널 Vol.31, No.4(August 2009)

17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지 제16권 제4호(2009.7)

18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지 제16권 제5호(2009.9)

19 한국섬유공학회 섬유기술과 산업 Vol.13 No.3(2009.9)

20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Vol.49 No.5(2009.5) 

21 대한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지 제46권 3호(2009.9)

라. 미디어관계
  

공학교육 인증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혜택의 확대로 사회적으로 이
슈가 되는 ABEEK의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 산업체, 정부 등 
관련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디어관계를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했
고, 크게 일간지 광고와 언론홍보(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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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간지 광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ABEEK의 인증사업과 인증 혜택사항 등을 일반

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비정기적이지만 일간지 광고를 실시해왔다. 2009년
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전달하여 인증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광고에 많은 변화를 꾀했다. 헤드라인 카피를 ‘글로벌 엔지
니어-우리의 미래’로 내세우고 디자인도 변경했다. 또한 관심이 높은 취업 관련 인증혜
택과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으로서 국제적 혜택 등을 강조한 내용을 담아 총 3회에 걸
쳐 조선일보에 광고를 집행했다. 먼저 그림 6.3과 같이 1월 28일 본지 3면과 1월 30일 
경제섹션(31면) 3면에 각각 내었으며, 5월 26일 본지 2면에는 그림 6.4와 같이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림 6.3 일간지 광고 게재(2009.1.28/30, 조선일보)

 

그림 6.4 일간지 광고 게재(2009.5.26, 조선일보) 

(2) 언론홍보
각 언론매체에 ABEEK의 주요 이슈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비판성 언론보

도가 나갔을 경우 대응자료를 보내어 설명하거나 대응기사가 나도록 하는 언론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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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맡고 있다. 2009년에는 가장 큰 이슈였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기자간
담회를 열면서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실제 관련 기사 보도로 이
어졌다. 또한 전자신문(10월 19일자), 동아일보(12월 21일자)에 실린 비판성 기사에 대
응하였다. ABEEK 관련 기사는 매일 수시로 뉴스클리핑하고 있다.

마. ABEEK 홍보 컨설팅 
  

ABEEK은 홍보 전문 컨설팅 업체(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에 자문을 의뢰하여 인증사
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안 받았
다. 4월부터 수차례의 미팅을 가지고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7월 1일자로 4주간 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았으며, 홍보 컨설팅의 최종 결과는 8월 14일 열린 12차 운
영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컨설팅 내용은 이후 홍보 활동에 일부 활용하였으며, 자체적 
역량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문 및 실행을 의뢰할 예정이다.

바. 공학교육인증 혜택 강화를 위한 활동
  

공학교육인증은 교육목표, 학습성과 설정 시 학생, 산업체(고용주), 사회의 요구를 반
영하는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을 지향한다. 공학교육인증의 최대 수
혜자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 산업체
의 의견을 수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산업체가 인증 졸업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6.4는 2009년 실시했던 공학교육인증 혜택 
강화를 위한 활동이다.

표 6.4 공학교육인증 혜택강화를 위한 활동 

일시 행사명 장소

7.23 산업체 인사담당 임원 간담회 서울 팔래스호텔 12층 다봉

10.15 공학교육인증 설명회(산업체 방문) LG 트윈타워 동관 29층

11.4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참여방안 간담회 청와대 과학비서관 회의실

12.16 공학교육인증 설명회(산업체 방문) LG 트윈타워 서관 14층

사. 2009 공학교육 추계 학술대회 공동 개최
  

2009년 공학교육 추계 학술대회를 ABEEK과 한국공학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전국공
과대학장 및 공과대학 교수, 공학교육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부터 20일
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했다. ABEEK은 표 6.5와 같이 총 8개의 세션을 
구성하여 2009년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활동과 공학교육인증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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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2009 공학교육 추계 학술대회 ABEEK 세션 일정

- 11월 19일

시간 주제 발표자

창립 10주년 Session(좌장: 조형희)

13:30-15:10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역사를 돌아
보며(회고 간담회)

홍의석(상임고문/광운대 교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성장과 인증
의 성숙

권오양(부원장/인하대 교수)

워싱턴어코드 가입과 우리의 위상 김관주(국제협력위원장/홍익대교수)

서울어코드 설립과정을 돌아보며 김성조(부원장/중앙대 교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향후 계획 김문겸(수석부원장/연세대 교수)

인증사업단 Session(좌장: 강준우)

15:30-17:10

2008년도 인증평가 결과분석 강준우(인증사업단 부단장/한국외대 교수)

2010년 적용 전산시스템 이건영(인증사업단 부단장/광운대 교수)

인증평가의 허와 실 강무진(인증사업단장/ 성균관대 교수)

한국공학한림원의 인증참여 경험 여종기(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Innovative Engineering Education(좌장: 김영도)

15:30-17:10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업사례연구 및 효과 연구

강소연(정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 공학교육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다중지능 기반의 창의력 증진 공학
소양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

이승기(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위원/
단국대 교수)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용 체크리스트 개발

김은미(인증사업단 부단장/호원대 교수)

공학교육인증 JABEE 인정심사 사례
연구

이원(사무처장/숭실대 교수)

- 11월 20일

시간 주제 발표자

공학설계교육-입문설계(좌장: 송동주)

09:00-10:40

창의적 공학설계 김용세(성균관대 교수)

학생 설계 페스티벌에서의 입문설계 
사례

박강(명지대 교수)

전기전자공학 분야 입문설계 운영 
사례

송재원(경북대 교수)

공학입문설계 프로젝트 운용
송동주(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부소장/
영남대 교수)

교육정보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Session(좌장: 김복기)

09:00-10:40 교육정보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민상원(교육정보위원장/ 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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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0일 계속

시간 주제 발표자

09:00-10:40

정부의 민간평가기구 인정제도 추진
현황

김복기(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장/
광운대 교수)

서울어코드 회원국의 인증현황
김운경(국제협력위원회부위원장/
고려대교수) ※김정수 교수 대참

서울어코드 설립에 따른 KCC2005 
인증기준의 개선방안

이강우(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부소장/
동국대 교수)

ABET commission meeting 내용 
소개

유인근(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창원대 교수)

공학기술교육인증이해및주요이슈(좌장: 송태한)

09:00-10:40

공학기술교육 인증에서의 교육목표, 
졸업생 역량과 교과과정의 관계

윤우영(TAC 추진단장/고려대 교수)

공학기술교육인증의교과과정과
교과목 포트폴리오와의 연관성 

김영우(정책기획위원회 워원/
두원공대 교수)

해외2,3년제 공학기술교육인증 분석 
김대경(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동의과학대 교수)

국내2,3년제 공학계열의 교과과정과 
졸업생 역량의 연계성 분석 

조선형(정책기획위원회 워원/
동서울대 교수)

시드니/더블린어코드 가입과 
공학기술교육인증제 

김정수(정책기획위원장/홍익대 교수)

공학설계교육-종합설계(좌장: 송동주)

11:00-12:40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수행학생 
평가방안에 대한 고찰 

원윤재(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프로젝트 기반의 공학설계 박찬일(강릉원주대 교수)

창의적공학설계방법론 
이건상(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위원/
국민대 교수)

기계공학 종합설계 교율 및 평가방안 유경현(군산대 교수)

2009년공학기술교육시범인증사례발표(좌장: 이원석)

11:00-12:40

동서울대학 디지털전자과의 
공학기술교육시범인증에 관한 연구 

정재용(동서울대학 교수)

공학기술교육인증사례연구
(수요자 입장)

장철인(서강정보대학 교수)

평가자 입장에서 본 전문대학 공학
기술교육 시범인증

조규천(한림성심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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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문 홈페이지 관리

최신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국문 홈페이지(www.abeek.or.kr)상
의 콘텐츠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BEEK 관
련 보도자료, 각종 행사 사진자료, 웹진 등의 홍보자료 등을 관리함으로써 인증에 관심
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인증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ABEEK 홈페이지 개편 TFT를 구성하여 국·영문 및 서울어코드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는 201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7.1.	 서울어코드	소개

7.2.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개최

7.3.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발족	및	운영

7.4.	 결론

서울어코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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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어코드
  

21세기 지식 기반 기술 사회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직결되는 컴퓨터 및 IT 관련 분야
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한 국가 간의 상호 인정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필수적이다.

 -  (엔지니어 입장) 학력 및 자격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 
엔지니어의 국제적 이동성을 보장

 -  (인력 수급자/공급자 입장)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글로벌화/융복합화 되어가는 추
세에 따라 시대 상황에 부합하면서 관련 산업체, 연구소 및 관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양성이 필수적이고, 또 이를 위한 산학연관 간의 지속적인 조율 및 이를 
반영하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기반한 국내 대학 교육 수준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서울어코드(Seoul Accord)는 CAC(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관련 국제 
협약체로서 우리나라 주도로 학부 수준에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 졸업 자
격을 참가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기 위해 2008년 12월 6일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서울’이라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보기술을 선도하는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1. 서울어코드 소개

가. 추진 배경

ABEEK은 CAC 분야에서 다자간 국제 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1월부
터 서울어코드 설립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영국의 BCS, 일본의 JABEE와 같
은 기구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6개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어코드 창립 준비 기구
를 결성하고, 국내적으로는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등 관련 학회의 참여
와 지원으로 서울어코드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국제 IT분
야 인증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참가 회원국들 각각의 인증기구, 인증제도와 기
준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Round Table을 통해 서울어코드 설립을 약속하고 설립에 필
요한 일정 등을 합의한 문서인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 개
의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서울어코드의 출범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각 회원국들은 3개의 Working Group(Rules & Procedures, 
Scope & Standards, Fianace & Operations)의 대표들을 선출하고, Working Group 별
로 Terms of Reference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어코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
어코드 출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2008년 6월에는 Interim Meeting을 개최하
여 각 Working Group 별로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 12
월 6일에 서울어코드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Interim Meeting 이후, 지속
적인 의견교류와 사안 별 논의를 통해 마침내 12월 6일 서울어코드가 공식적으로 출범
하였다.

나. 기대 효과

서울어코드의 기대효과를 대학, 관련 전공자 그리고 산업체의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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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입장
  -  주기적인 외부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개선을 이룩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 결과

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졸업생에게 국가 간의 인증이라는 
차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국내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CAC 인증제를 국제 협약체를 통해 국
제적으로 공인된 인증 체제로 확산시킬 수 있음 

(2) 국내 IT관련 전공자 입장
  -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통해 소위 

‘얼치기’ 전공자와 구별될 수 있어, 취업과 자기계발에 유리할 수 있음
  -  다자간 국제 협약체를 통해 다른 나라로의 취업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교류 및 해외취업이 가능함
(3) IT관련 수요자 입장
  -  인증을 통해 산업계 등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콘텐츠)을 대학 현장에 요구할 수 있

고, 고용주로서 능력 있는 사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외국 진출 시 해당국 현지의 교육수준과 졸업생들의 수준차를 구별할 수 있음 

다. 2009년 서울어코드 주요 활동

2008년 12월 서울어코드의 공식 출범에 이어 ABEEK은 서울어코드 출범을 위해 구
성한 서울어코드 실무위원회를 해체하고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를 발족함으로써 서울
어코드 회원기구 및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존의 실무위원회 
위원 11명과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이정배 회장, 동국대학교의 이강우 교수를 포함 13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대외홍보 분과, R&P 분과, 회원관리 분
과를 구성하여 서울어코드 관련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해 왔다. 각 분과의 간사 및 활동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외홍보 분과 담당 : 김운경 교수
  -  서울어코드의 국내 소개와 이에 따른 국내 IT 교육계와 산업계의 이해 촉진과 공감

대 형성,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혜택 증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함
(2) R&P 분과 담당 : 김정수 교수 
  -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과 서울어코드의 운

영을 위한 Rules and Procedure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운영규정체계 내에 서울어
코드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추진함

(3) 회원관리 분과 담당 : 윤우영 교수
  -  서울어코드 사무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회장, 회원 국가들과

의 연락, 어코드 재정 관리, IEA 사무국과의 협조, 관련 국제기구 (IFIP 등)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서울어코드는 출범 이후 신입회원 가입, 정기총회 개최, 의장선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고, 이를 통해 서울어코드의 기능 및 역할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 왔다.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어코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ABEEK이 서울어코드 내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힘써왔다.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어코드와 관련되어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가 수행한 활동을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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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2009년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주요활동

월  주요활동

2009.01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발족

2009.02~03 대만(IEET)과 홍콩(HKIE) 신입회원 가입 신청

2009.04~06

 -  신입회원 가입을 위한 Review Team 구성(Chair: ABEEK 김성조 부
원장, Member: 미국 Dr. Kate Aberle, 일본 Dr.Katsuhiko Kakehi)

 -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주최국인 일본 JABEE와의 협력 하에 
General Meeting 준비

2009.06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개최(6.20)
 - 홍콩과 대만을 신입회원으로 가입
 - 의장으로 Dr. Joe Turner 선출
 - 서울어코드 로고 선정
 -  서울어코드 활동의 향후방향에 대해 논의(Bi-annual report 작성,          

Monitoring 활동 실시 등)

2009.07~10 
 -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Minutes 작성 
 - 서울어코드 홈페이지 개편
 - 서울어코드 분담금 산출 및 분담금 납부 관련 찬반투표 실시

2009.11  - 서울어코드 분담금 부과

7.2. 서울어코드 General Meeting 개최

서울어코드의 공식 출범이 선포된 2008년 12월 6일 제1회 정기총회에 이어, 제2
회 정기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어코드 창립회원기구인 JABEE의 제안
으로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는 신입회원 가입, 의장 선출, Bi-annual report 작성 및 
Monitoring 활동 실시 등에 대해 서울어코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
어졌고, 그 결과는 서울어코드 정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BEEK은 서울어코드의 
사무국으로서 일본과 협조하여 아젠다 수립, 회의 홍보, 참석자 등록, 브로셔 및 현수막 
제작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제2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기여했다.

가. 사전조율회의

(1) 일시 : 2009년 6월 19일
(2) 장소 : 일본 교토
(3) 참석자 : 서울어코드 창립회원기구의 대표 및 IEA 사무국 대표 등 총 11인
(4) 주요 내용 
  -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회원 간에 사전 조율
  - 지난 총회에서 논의된 이슈 정리
  -  Turner 의장이 IEA 총회 참가 결과를 보고하고, IEA 사무국의 Paul Gardner와 서

울어코드의 IEA 가입 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나. 서울어코드 제2차 총회

(1) 일시 : 2009년 6월 20일
(2) 장소 : 일본 교토
(3) 참석자 : 서울어코드 창립 회원기구 및 가입신청 기구의 대표 등 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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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내용  
  -  Substantial equivalence를 위해 회원국에 대한 Mutual monitoring을 조속히 실시

하기로 함
  - Bi-annual report 작성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함
  - 서울어코드 로고 선정
  - 온라인 상에서 회원기구 간에 인증 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대만과 홍콩의 신입 회원 가입을 승인함
  -  미결 이슈에 대해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논의하고, 이를 다음 워크숍에서 계속 논의

하기로 함, 워킹그룹의 규모와 참가국은 추후 의장이 결정해 통보하기로 함
  - 서울어코드 1차 워크숍은 2010년 9월경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하기로 함
  - 서울어코드 제3차 총회는 2011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하기로 함

서울어코드는 제2차 정기총회(그림 7.1 참조)를 일본 JABEE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일본 교토에서 6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의 준비를 위해 ABEEK
은 4월부터 의장 및 회원기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 의제를 
정리했다. 온라인을 통해 제2차 서울어코드 정기총회를 적극 홍보하고 일본과의 지속
적인 연락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의 등록과 숙박 예약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서울어코드 
홍보 브로셔와 현수막을 제작하여 제2차 정기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림 7.1 서울어코드 제2차 정기총회 그림 7.2 서울어코드 로고

ABEEK은 서울어코드의 Identity 강화와 대외적인 위상제고를 위해 로고 시안을 제
작하였고 이를 6월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로고(그림 
7.2 참조)를 선정했다.

총회 후 ABEEK은 의장 및 회원기구들과의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거쳐 회의록을 보
다 정확하고 명백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ABEEK은 총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서
울어코드 홈페이지(그림 7.3 참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어코드를 홍보하고 위상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2009년 10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기
존 홈페이지의 자료를 재분류하고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선정했다. ABEEK은 위의 과정
에서 의장 및 회원기구들과의 지속적으로 연락함으로써 홈페이지에 개편 작업에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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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서울어코드 홈페이지

이외에 ABEEK은 사무국으로서 분담금 관리, 사무용품 제작, 주요 안건 공지, 회원
기구들의 문의사항 처리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의장과 회원기구들의 서울어코드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서울어코드 관련 안건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기구로서 서울어코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다. 서울어코드 회원국 및 대표기관

서울어코드 회원국의 대표기관의 명단은 표 7.2와 같다.

표 7.2 서울어코드 회원국 및 대표기관 명단(2010년 2월 현재)

국가 참여기관

대만  IEET(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미국  ABET-CAC(ABET, Inc. -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영국  BCS, The Chartered Institute for IT(the British Computer Society)

일본  JABEE(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캐나다  CIPS(Canadi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한국  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호주  ACS(Australian Computer Society)

홍콩  HKIE(The Hong Kong Institution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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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발족 및 운영 

서울어코드 회원 및 사무국으로서 대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ABEEK은 
대내적으로 IT분야 공학교육인증 효과의 극대화와 IT분야 공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함으로써 서울어코드 내 다른 회원기구들과의 상호 동등성을 보장하고 IT강국으로서
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IT산학협력실무
위원회는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위원들의 주도로 2009년 5월 14일 발족되었다. IT산
학협력실무위원회의 발족 및 운영을 통해 ABEEK은 공학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산업
체와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통해 IT 분야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시화할 수 있
었다. 

위원회 활동의 참여를 통해 산업계 및 학계의 인사들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과 ABEEK 및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공
학교육인증제도의 확산과 제도적인 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
력했다.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들은 IT분야 공학교육인증졸업생
에게 입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ABEEK은 IT산학협력실무위원
회 회의를 통해 산업체들의 의견을 컴퓨터·정보기술 인증기준(KCC2005)에 적극적으
로 반영함으로써 산업체 요구에 맞는 우수한 공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9년 1년 동안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에서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추진 내용

(1)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운영 실적
  -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2009년 5월 14일)
   ·   산업체 10개사 인사 담당자, 연구기관 2인, 학계 2인 등 14인으로 구성(표 7.3 참조)
   · 삼성SDS 이수경 부문장을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현장 중심의 IT 및 컴퓨터 분야 교육을 위한 산업계 요구 조사 실시(2009년 6월~10월)
   ·  IT분야 산업체 인사, IT분야 산업체 실무담당자, 인사담당자, IT분야 공학인증 졸

업생 조사
   · IT분야 공학교육인증 산업체 요구 반영 도구와 산업체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2차 회의(2009년 10월 21일)
   · 현장 중심의 IT공학교육 추진을 위한 산업계 요구 조사 결과 발표
   ·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업무 능력 비교 결과 발표
   · 산업체의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과의 관계
   · 산업체로부터 의견 수렴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
   ·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혜택 부여 시 문제점 및 부여 방안
  -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혜택 부여 시 문제점 및 부여 

방안 도출(2009년 11월)
  -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3차 회의 개최(200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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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위촉 실무위원(기관별 가나다 순)

No 기관명 성명 비고

1 KT 박영필

산업계

2 LG CNS 최창성

3 MS Korea 김명호

4 NCSoft 김범준

5 NHN 백도민

6 SKT 김생수

7 비트컴퓨터 오우영

8 삼성SDS 이수경

9 티맥스소프트 진정우

10 한글과컴퓨터 강홍구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권장우
연구기관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상규

13 한국정보과학회  이강우
학계

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한정현

(2) IT분야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혜택 부여 확대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기존 회사 

이외에도 혜택을 부여할 회사를 확대하고자 함
  -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회원사들이 인증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취지와 우수성 등을 논의하고 IT분야 공학교육의 발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설문조사나 In-depth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도출된 결과 

발표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컴퓨터·정보기술 인증기준(KCC2005)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산업체를 포

함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수요자(산업체)의 의견을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 효과의 극대화 및 

우수 공학인 양성에 기여

나. 추진 성과

(1) 신규 위원(사) 추가
  - KT, MS Korea 등 신규 회원사 및 실무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
    :  산업체 수요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확대, IT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혜택 

부여 가능성 확대 등
(2) IT공학교육인증 졸업생에 대한 혜택 부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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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정책에 참여를 확대함(표 7.4 참조)

표 7.4 공학교육인증 우대 현황(2009년 11월 현재)

회사명 활용 방법

NHN
공학교육인증은 2009년에 처음 도입한 우대사항으로 서류면접
(10점 만점) 시 10% 가산점 부여

비트컴퓨터 교육생 모집 및 신입사원 채용 시 고려 예정

한글과컴퓨터 채용사이트에서 공학인증여부 확인 창 별도 마련

티맥스소프트 계획 없음

SKT 계획 없음

삼성SDS 현재 활용 중(10% 가산점 부여)

LG CNS 서류전형 시 자격증란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

NCSoft 이력서 자격증란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

KT IT 기술 분야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Microsoft
채용공고에 특기사항으로 명시 요청하고 심층면접 시 활용
보훈대상자, 장애인 표기와 동일 양식 표기

(3) IT공학교육인증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모색 및 활성화
  - 적극적인 산업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모색
  - 온라인 홍보 방안
  - 산업체, 예비대학생, 학부모, 교장 등 대상별로 특화된 홍보 방안 모색
  - ABEEK 회원사 가입을 통한 홍보 확대

다.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2010년 업무 계획

ABEEK은 서울어코드 회원기구이자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
행함으로써 서울어코드의 기능 및 역할의 정상화와 대외적인 위상 제고에 주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서울어코드 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또한 IT산학협력실무위
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고자 노력했
다.

ABEEK은 앞으로도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와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를 통해 우리나
라 컴퓨터·정보기술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임은 물
론, 향후 서울어코드의 회원국이자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음은 서울어코드 및 국내 IT분야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의 2010년 업무 계획이다. 

(1) 상반기 
  -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  Listing of Accredited Programs, Jurisdiction of a Signatory, Monitoring and                

Reporting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정하기 위해 사안 별로 세 개의 Working 
Group 구성하고, 회원기구별로 각 Working Group에서 활동할 대표 추천을 요청
함. 또한, 상호 모니터링을 위한 Review Team을 구성하고 상호 모니터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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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어코드 홈페이지 업데이트 완료 
    :  서울어코드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수행과 서울어코드 사무국으로서의 위상

을 높이고자 기존의 서울어코드 홈페이지를 2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하고 개편된 
홈페이지를 3월 1일자로 오픈함. 

(2) 하반기 
  -  사무국으로서 Working Group별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안건을 정리하여 9월 워

크숍 준비
  -  컴퓨터 및 IT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어코드에 대한 홍보를 보

다 강화하여 대내적으로 서울어코드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화동을 통해 서울어코드
에 대한 적극적인 위한 지원을 확보 

  -  서울어코드 관련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
로 서울어코드 회원국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서울어코드 국제 사회에서 보다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

7.4. 결론 

ABEEK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관련 산업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학 
교육 수준 제고 및 졸업생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의 적용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 졸업 자격을 주요 선진국 
간에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CAC 분야 국제 협약체인 서울어코드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2007년 1월 ABEEK 내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IT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서울어코드 규정과 절차, 인증범위와 기준, 재정과 운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12월 6일 서울에서 창립회원기구인 미
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의 대표들과 모여 서울어코드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했
다. 이러한 서울어코드의 설립은 IT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CAC 국제 협의체 설립의 
주도를 통해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서울어코드 회원국가들 사
이에서 학력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는 서울어코드를 대외적으로 적
극 홍보함으로써 대만과 홍콩의 가입을 유도하였고, 사무국으로서 서울어코드 정관에 
따라 절차에 맞게 대만과 홍콩의 가입을 지원하였다. 더욱이 ABEEK의 김성조 부원장
이 대만과 홍콩의 Review Team Chair를 맡음으로써 서울어코드 내 ABEEK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2009년 5월에 발족한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는 IT분야 공학교육인증 효과
의 극대화와 IT분야 공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ABEEK 및 서울어코드를 홍보하고 대외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0년에도 우
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국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가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어코드 회원기구들 간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인증 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마련할 
것이며, 서울어코드의 정착을 위해 Listing of Accredited Programs, Jurisdiction of a 
Signatory, Monitoring and Reporting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될 
세 개의 Working Group에서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2010년 9월 호주에서 개최하
기로 예정된 제1차 서울어코드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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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8.1.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개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2002년 12월 창립된 이래로 국내 공학교육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에 필요한 공학교육체제, 교수학습법, 설계교육법, 
공학교육평가방법, 공학소양 교육법 등의 연구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전국의 공과대학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통하여 국내 공학교육 발
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본 센터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 및 
인증제운영의 개선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고, 연구 결과 및 자료를 공유
하여 공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본 센터는 아래에 기술한 역
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학교육체제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한국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공학교육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학교육 관련 연구 연구결과 공유에 의한 공
학교육 발전 방향 도모

-  공학교육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평가 방법 등에 관한 인증정책 연구를 통한 공
학교육 인증제도 정립 방향 구축

-  한국 공학교육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학교육 개선 및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 주관

-  전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계발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국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주관

8.2.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업
  

연구센터의 2009년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목표 하에서 추진되었다.

-  연구센터 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산업현
장 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학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
학교육인증제의 증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연구센터 사업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의 이해와 공학교육 교재 및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수요자 중심의 설계교육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평가가 시작되면서 중
요하게 인식되어 온 공학설계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유용한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로 표기) 수업의 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
고자 함

-  공학교육인증정책 및 표준화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국의 공과대학이 공학
교육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교수들의 책무수행 동기를 강화, 보상, 조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수업적평가가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결국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문제 인식 아래,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업
적 평가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84

8.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인증제에서의 졸업생역량 실천모형 및 평가도구 개발을 통
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공학교육인증제의 확대와 함께 강조되어 온 공학설계교육의 운영에 대한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개발방법 및 운영절차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  전국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및 연구원 대상의 공학교육인증포럼을 통하여 공학
교육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발표 및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에 대
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함

-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학생들이 성과 관리 능력 및 자기계발 
능력을 배양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  Solar Car 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재생 가능한 녹색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Solar Energy 기반의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구동시키는 과정을 통하
여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능력과 팀워크 능력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인증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가. 2009년 사업 내용 개요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09년 1월에 종료된 연구센터 사업은 학습성과 평가를 위
한 가이드북 개발, PBL 수업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 개발, 공학설계교육 연구와 확산, 
공학교육연구포럼, 성과확산 사업으로 진행되었다.(표 8.1 참조)

표 8.1 연구센터 사업 내용 1(2008.08~2009.01)

사업 세부 내용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북 개발

학습성과 평가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 및 가이드북 발간

PBL 수업실행을 위한 
가이드북 개발

설계교육을 위한 PBL 수업자료 개발, PBL 가이드북 발간 

공학설계교육 연구와 확산 종합설계 교육 교재 개발

공학교육연구포럼 공학교육연구포럼 자료집 발간, 공학교육연구포럼 자료 확산

성과확산 사업
연구센터 백서 발간, 영문홈페이지 개발, 공학교육연구/혁신센터장 
대상 워크숍 개최

연구센터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8건의 연구과제(위탁과제 수행 6건, 연구
센터 추진 과제 2건), 공학교육인증포럼, 공학설계교육워크숍,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
회, 그리고 Solar Car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표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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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연구센터 사업 내용 2(2009.02~12)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연구센터
추진 과제

공학교육인증 문서처리 전산화를 위한 표준 개발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용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센터
주관 사업

공학교육인증포럼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공학설계교육워크숍

Solar Car 경진대회  

인증컨설팅

위탁 과제

공학교육인증 JABEE 인정심사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원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공학교육업적 평가지표의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PBL 확산을 위한 허브 구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중지능 기반의 창의력 증진 공학소양 교과목 개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기술교육인증에서의 졸업생 역량 실천모형 및 평가도구 개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설계교육연구와 확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공학교육인증포럼 운영

공학교육인증포럼(이하, 포럼으로 표기)은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
한 일환으로 2009년 5월 공학교육연구포럼에서 시작되었다. 포럼은 2009년 1월 공학교
육인증제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증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학교육
인증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공학교육증제 운영과 관련된 국
내외 사례발표와 논의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고민하며 인증제에 대
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자리가 되고 있다.

(1) 2009년 포럼 내용
2009년도에 포럼은 19회부터 24회까지 모두 6회 개최되었으며, 포럼에서 발표한 내

용은 자료집으로 배포되고 연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 2009년도에 개최된 포
럼 내용을 정리하면 표 8.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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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공학교육인증포럼 내용

포럼일시
참석
인원

포럼 내용

주제 발표자

제19회 포럼
(1.9)

94명

주제 1.  2009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설명

강상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제 2.  피평가기관에서 본 자체평가보고
서 작성에서의 문제

박선희
(단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제20회 포럼
(4.23)

112명

주제 1.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 운영 및 
CQI 사례

신행자 
(동아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주제 2.  교과목 E-portfolio 와 Class 2.0 
사례 

박문식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주제 3.  조선대학교 전문교양, MSC, 공학
설계 이수 보장체계 및 문서화

박길문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주제 4.  제 3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소개
한중근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제21회 포럼
(6.30)

110명

주제 1.  조선대학교 공학 프로그램 교육목
표(PEO) 평가 사례

박길문
(조선대 기계공학과)

주제 2.  프로그램 교육목표(PEO) 평가시스
템 모형

윤우영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제22회 포럼
(9.4)

132명

주제 1.  공학교육인증과 학생평가 : 기준과 
현실 그리고 비전

김용수
(한양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주제 2.  학생대상별 평가방법 및 상담현황
박선희

(단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제23회 포럼
(11.2)

54명

주제 1.  ABET Engineering Accreditation 
        : A View from Both Sides

Robert Warrington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주제 2.  인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
는 자체평가 실수, 융합과정을 위
한 공학인증적용 방안

민상원
(ABEEK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교수)

제24회 포럼
(12.18)

84명

주제 1.  JABEE’s Accreditation Process, 
Criteria and Evaluators Training 
Workshop

Nobutoshi Masuda
(Tokyo City University)

주제 2. 인증평가 준비와 대응 사례 분석
강준우

(인증사업단 부단장, 
한국외대 교수)

포럼에는 주로 인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공과대학 교수들, 공학교육연구혁
신센터 연구원, 행정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제22회 포럼에 처음 도입된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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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4회 포럼에서도 진행하였고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2) 포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포럼의 CQI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20회 포럼부터 제24회 포

럼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참석자의 지위(표 8.4 참조)
설문 응답자의 지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직원이나 조교의 참여율이 상대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증제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조교의 높
은 참여율을 볼 때,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이 인증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4 포럼 참석자의 지위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교수 15.1 15.1 33.3 7.7 27.3

연구원 26.4 32.1 23 28.2 34.5

직원 37.7 11.3 20.7 38.5 27.3

조교 20.8 41.5 21.8 25.6 10.9

  
  - 참석자의 소속 학교 지역(표 8.5 참조)

설문 응답자들의 소속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제주포함) 등 타 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포럼을 모두 서울에서 개최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5 포럼 참석자의 소속학교 위치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수도권 50.9 47.2 48.3 71.8 47.3

영남권 22.6 34 17.2 15.4 25.5

충청권 18.9 11.3 20.7 10.3 14.5

호남권 7.5 7.5 13.8 2.6 12.7

  - 참석자의 포럼 참가 횟수(표 8.6 참조)
설문 응답자의 포럼 참석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매회(4회 이상) 참석한 사

람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포럼의 내용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
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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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포럼 참석자의 참가 횟수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1회 28.3 13.2 27.6 5.1 16.4

2회 11.3 22.6 16.1 12.8 7.3

3회 15.1 15.1 9.2 12.8 9.1

4회 45.3 47.2 47.1 69.2 67.3

  - 관련 지식 축적 여부(표 8.7 참조)
‘공학교육인증포럼이 공학인증과 관련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라

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회 80%를 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포럼이 인증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표 8.7 포럼을 통한 관련 지식 축적 여부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1.8

그렇지 않다 0 9.4 3.4 2.6 9.1

그렇다 71.7 84.9 80.5 76.9 67.3

매우 그렇다 28.3 5.7 16.1 20.5 21.8

  - 공학교육인증 운영 활용 여부(표 8.8 참조)
‘공학교육인증포럼에서 다룬 주제는 공학인증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

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하고 있다. 이로
써 포럼이 인증제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증제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서 포럼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8.8 포럼 내용의 공학교육인증 운영 활용 여부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1.8

그렇지 않다 1.9 11.3 4.6 2.6 10.9

그렇다 75.5 83 80.5 79.5 70.9

매우 그렇다 22.6 5.7 14.9 17.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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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내용 이해(표 8.9 참조)
‘공학교육인증포럼 강연자의 강의내용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

해 응답자 대분분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하고 있다. 포럼 초청 연사들의 발
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9 포럼 강의 내용의 이해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5.5

그렇지 않다 1.9 13.2 6.9 5.1 10.9

그렇다 84.9 83 83.9 94.9 78.2

매우 그렇다 13.2 3.8 8 0 5.5

  - 포럼 개최 위치 만족도(표 8.10 참조)
‘공학교육인증포럼을 개최하는 현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도 다
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대부분은 지방에서 거
주하는 응답자들로 포럼을 지방에서도 개최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였다.

표 8.10 포럼 개최 위치에 대한 만족도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불만족한다

3.8 9.4 1.1 5.1 5.5

불만족한다 17 24.5 19.5 20.5 14.5

만족한다 64.2 60.4 72.4 64.1 65.5

매우
만족한다

15.1 5.7 6.9 10.3 14.5

  - 포럼 장소 환경 만족도(표 8.11 참조)
‘포럼 장소의 환경(크기, 청결, 조명, 소음 등)은 적절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만족’과 ‘매우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23회, 24회 포럼의 
경우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
회, 24회 포럼의 경우 특히 불만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개최 장소를 찾아오
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80여석 규모의 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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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포럼 장소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불만족한다

0 1.9 0 5.1 0

불만족한다 1.9 9.4 5.7 30.8 20

만족한다 77.4 75.5 85.1 53.8 69.1

매우
만족한다

20.8 13.2 9.2 10.3 10.9

  - 전반적 운영(표 8.12 참조)
‘포럼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만족’과 ‘매

우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나 포럼 운영은 무난했다고 판단된다.

표 8.12 포럼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만족도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매우
불만족한다

0 0 0 0 0

불만족한다 0 7.5 1.1 7.7 9.1

만족한다 86.8 90.6 93.1 89.7 80

매우
만족한다

13.2 1.9 5.7 2.6 10.9

포럼은 교육현장에서 인증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과대학 교수, 공학교육연구/혁
신센터 연구원, 행정 직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적인 단위의 인증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인증제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함께 고민하며, 포럼은 각 대학들의 인증 정보 및 
평가 방법을 공유하는 요긴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포럼은 공학교육인증제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경력개발의 필요
성을 부각하여 적극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매년 개최
되었다.

2009년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후원 아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08년도 제2회 대회에 
이어 제3회 대회에서도 4년제 공학계열 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
다. 또한 포트폴리오 제출 분야도 전회 대회에 이어 4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4개 분야
는 아래의 표 8.13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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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제출 분야

분류 학문 분야

제1분야 기계 항공우주 조선해양 산업

제2분야 토목 건축 환경 자원

제3분야 전기 전자 컴퓨터 기타

제4분야 화공 생명 재료 섬유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는 각 대학에서 1차적으로 선별 과정을 거쳐 학
교별로 분야별 2편의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도록 제한하였다.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
진대회는 아래 표 8.14의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표 8.14 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추진 일정

내용 일정

포트폴리오 설명회
(일정, 접수방법, 포트폴리오 샘플 등 안내)

4.23

참가신청서 접수 9.1~11

포트폴리오 제출 기간 9.14~25

포트폴리오 심사
1차 심사(정량적 심사) : 10.9

2차 심사(정성적 심사) : 10.16

제3회 학생포트폴리오 시상식 및 포럼 개최 10. 28 과총 대회의실

전국 56개 대학 223명의 학생들이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
였으며, 55개 대학 205편의 포트폴리오가 접수되었다. 각 분야별 참가신청서 및 포트폴
리오 제출 현황은 아래 표 8.15와 같다.

표 8.15 참가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현황

분야
참가신청서 포트폴리오

대학 수 학생 수 대학 수 편 수

제1분야 24 43 22 39

제2분야 30 50 30 47

제3분야 45 81 40 71

제4분야 30 49 48 48

접수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2차례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05편의 포트폴리오 중 120편(각 분야 당 30편)의 포트폴리오가 2차 심
사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해당 산업체 인사 5명, 관련 학계·단체 인사 6명, 연구센터 
운영위원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 이동호 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각 
분야별 1명씩 4명의 학생들이 금상을, 각 분야별 2명씩 8명의 학생들이 은상을, 각 분야
별 3명씩 12명의 학생들이 동상을, 그리고 각 분야별 4명씩 16명의 학생들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출품된 포트폴리오의 수준이 매년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 입상 작품들은 그 우열을 가늠하기가 무척 힘들 정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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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전에 진행된 포럼에서는 학생 포트폴리오의 의의 및 평가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전시하여 학생들이 포트
폴리오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3회 대회를 맞이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의 지원 현황은 표 8.1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16 참가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현황

구분
서울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 계

2007
학교 수 18 5 7 2 3 1 36

신청자 수 64 78 30 13 4 1 190

2008
학교 수 16 7 11 6 3 0 43

신청자 수 81 33 43 48 5 0 210

2009
학교 수 24 9 13 7 3 0 56

신청자 수 105 29 45 36 8 0 223

앞으로도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전달능력을 배양하고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직원 채용 시 엔지니어의 자질과 미래 비
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유용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라.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는 태양 에너지(Solar Energy)를 활용한 Solar Car일 것이다. 연구센터는 생태
환경의 보전에 대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대학생들이 Solar Energy를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Solar Car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개최된 2009년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는 아래 표 8.17의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표 8.17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추진 일정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일정

참가 신청서 및 자동차 설계안 접수
- 1차 : 10.1~28
- 2차 : 10.23~28

예선 심사 및 본선 진출팀 발표
- 1차 : 10.22~23
- 2차 : 10.29~30

본선 진출팀 중간평가  10.26~11.6

경진대회 및 시상식  11.14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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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대학교 41개 팀이 참가신청서와 자동차 설계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선 심사를 
통해 16개 대학교 37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 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표 8.18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8.18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지역별 분포

서울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계

학교 수 8 3 3 1 1 16

신청팀 수 22 5 6 1 3 37

제3회 본선 대회는 6도 정도 기울기의 경사면이 설계된 트랙에서 진행되었다. 주행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이루어진 본선 심사 결과 대상은 국민대학교의 green maniac 
팀이, 최우수상은 강릉원주대학교 KEM4328 팀과 영남대학교 Mercury 팀이, 우수상은 
국민대학교 ecosolar 팀, 숭실대학교 바람돌이 팀, 한남대학교 N.A.D.O.팀, 충남대학교 
태양권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9개 대학 10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그
림 8.1 참조)

구분 수상작 사진

대상

최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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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상작 사진

우
수
상

그림 8.1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수상작 사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 및 제작한 Solar Car를 직접 구동시키는 본선대회 외에도 각 
팀이 제작한 차량에 대한 설계 특징 및 제작 과정을 담은 디자인 포스터와 부산대학교 
날샘 동아리에서 제작한 탑승 가능 Solar Boat를 전시함으로써 Solar Energy의 이용 
원리와 형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이 대회를 지켜
본 실버넷뉴스 기자는 본 대회를 ‘태양으로 달리는 자동차’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본 경진대회는 녹색 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설
계 능력과 팀워크 능력의 배양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워크숍 

연구센터는 2002년 창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고 
전국 각 대학의 연구센터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워
크숍과 행사들을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2009년도에는 다음 두 차례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 2009년 공학교육 인증평가와 설계교육 워크숍
  - 취지 : 2009년 공학교육인증평가 및 설계교과 이수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일시 : 2009년 1월 20일
  - 장소 : 대전 리베라호텔 토치홀
  - 내용 
   · 2009년 공학교육 인증평가 설명 및 질의응답
   · 2009년 인증관련 설계교육 설명
  - 참석대상 : 전국 공과대학 교수,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연구원
  - 참석자 : 총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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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 취지 : 공학설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일시 : 2009년 9월 18일~19일
  -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3층 중강당
  - 내용 
   · 공학설계교육에서의 창의성 함양
   · 종합설계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 소개
   · 산업체의 설계 사례 및 공학설계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
   · 설계교육 관련 인증기준 설명
   · MIT 공학설계교육
  - 참석대상 : 전국 공과대학 교수,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연구원
  - 참석자 : 72개 대학 272명 등록(연사 및 사회자 포함, 총 297명 참석)

바. 인증컨설팅

인증평가가 시작된 시점(서면평가가 시작되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2월 1일)에서 
ABEEK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평가단장 주관의 컨설팅 외에, 학교나 학회에서 산발적으
로 인증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나 세미나(또는 워크숍) 관련 주제 강연 요청이 있을 경
우, 연구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컨설턴트 풀과 컨설팅(또는 주제 강연)을 관리하고 있다.

2009년 연구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인증컨설팅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8.19와 
같다.

표 8.19 2009년 연구센터 주관 인증컨설팅 내용

일시 요청기관 내용 장소 컨설턴트

4.10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2009년도 공학교육인증평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 요청

오크밸리(원주) 권오양

4.17
경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2009년도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 요청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권오양

4.28
연세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세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합 관련 자문요청

연세대학교 민상원

5.11~13
한경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
에 대한 특강 요청

한경대학교 김복기

5.13 울산대학교 

2008년 인증평가에서 SC1 핀정
을 받은 프로그램의 결함사유 해
소를 포함한 원활한 인증체제 유
지를 위한 컨설팅 요청

울산대학교 권오양 

5.15
대한의용생체

공학회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내용 작성 
및 처리  절차 관련 내용

건양대학교
(대전)

강준우

5.22 경원대학교 
공학인증 평가 준비 및 학습성
과 작성 및 평가 방법

경원대학교
새롬관 117호

김성조

8.20~21 성결대학교
2009년도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컨설팅 요청

성결대학교 윤우영

11.6 대한환경공학회 인증절차, 필요성, 역사, 취지 등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2
김성조

12.21 안양대학교
공학교육인증의 개요와 인증을 
위한 교강사의 역할

아리관 지하4층
대강의실

이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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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9.1.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소개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
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학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
한 평가센터는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기관의 신인도(信認度) 제고
와 ABEEK의 비전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
할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사업 평가
- 위와 관련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의 개발
- 국내 및 국외의 공학 분야 평가에 대한 연구 개발
- 공학교육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사업
- 공학교육 평가 전문가의 양성
- 기타 설립목적에 따른 평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평가센터의 2009년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센터는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공학교육인증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인증평가 사례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둘째, 2008년 2월 개정된 고등교
육법 제11조 2항에 따라 고등교육 평가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업무를 현재까지 계
속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9.2. 공학교육인증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인증평가 사례연구

자료조사 및 수요현황 조사로부터 최종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월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본 사
업은 인증평가 준비대학, 인증평가 중인 대학 그리고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들의 노력 
및 사례를 수집하고 집대성하여 향후 각 대학이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유용
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가. 사업내용

본 사업은 위에 기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4개의 세부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 인증평가 진행 프로그램/대학 컨설팅
  - 인증평가 준비 프로그램/대학 컨설팅
  -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인증제도 체계 구축안 제시
  -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별 인증제도 구축 사례집 발간
   · 인증 가이드북 : 2009년도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가이드북
   · 작성사례집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사례집
   · 평가사례집 : 인증평가절차에 따른 평가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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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전략은 아래 표 
9.1에 정리되어 있다.

표 9.1 본 사업의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추진 전략

인증평가 진행대학
컨설팅 시행 보고서 발간

1. 2008 인증평가 진행대학의 컨설팅 수요 현황 조사
2. 공학교육인증 컨설턴트 선정
3.  약 30개 대학에서 컨설팅 시행(방문평가 전에는 평가단장이 

방문평가 후에는 별도의 컨설턴트가 시행)
4.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5.  각 교육기관의 컨설팅 보고서를 종합하여 인증평가 진행대

학 컨설팅 시행

신규평가 준비대학
컨설팅 시행 보고서 발간

1. 신규평가 준비대학의 컨설팅 수요 현황 조사 
2. 공학교육인증 컨설턴트 선정
3. 약 20개 대학에서 컨설팅 시행
4.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5.  각 교육기관의 컨설팅 보고서를 통합하여 인증평가 준비 사

례집 발간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별

인증제도 구축 사례집 발간

1. 2005-2006년도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종합 분석
2.  평가기준별로 평가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및 해당 교육기관

의 대응방안 정리
3.  종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증기준별 공학교육 인증제도 구

축 사례집 발간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인증제도 체계 구축안 제시 

1.  학회에서의 ABEEK 인증평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안 마련

2. 해외에서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 학회의 활동 연구

다. 연구 산출물

(1) 인증평가 진행 대학 컨설팅 시행 보고서 발간
2008년도 인증평가 진행 중인 대학에 대한 컨설팅 활동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컨설팅 효과 분석을 위하여 평가단장에게는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후 평가단장 점검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평가 대학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였다. 평가단장이 작성한 점검표는 KEC2005 인증기준 순서로 가장 주요한 점검
사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해당항목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기준 
별로 평가 근거를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컨설팅 후 평가단장 점검표와 컨설팅 회의록은 컨설팅 효과 분석을 위한 컨설팅 효
과 전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즉 컨설팅 후 평가단장 점검표와 컨설팅 회의록에 대
한 정량적이고 기술(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컨설팅 효과가 2008년도 인증평가 최종판
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컨설팅 효과는 논평대응서 작성에 나타날 것이고 논평대응서에 포함된 컨설팅 결과
는 평가단의 논평대응서검토의견서와 평가단장의 EAC 제출보고서의 내용으로 나타나
게 된다. 컨설팅 받은 것을 기초로 피평가 대학에서 대응내용을 잘 작성하게 되면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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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보고서에 적절한 대응 내용이 나타날 수 있어 EAC 제출보고서의 판정건의 사유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후 효과로 분석하였다. 컨설팅 후 개선된 사항은 EAC 제출보고서
의 판정건의 사유에 정성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컨설턴트 점검표, 피평가 
대학에서 작성한 컨설팅 회의록, EAC 제출보고서를 정성적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컨
설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대학의 PD교수, 조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현재 컨설팅의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을 통
해 향후 보다 원활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만족도 조사는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실시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컨설턴트 점검표의 정량적 분석자료
  - 컨설턴트 점검표의 정성적 분석자료
  - 컨설팅 회의록의 정성적 분석자료
  - KEC2000 인증기준 EAC 평가결과 분석자료
  - KEC2005 인증기준 EAC 평가결과 분석자료
  - 컨설팅 만족도 조사 분석자료

(2) 신규평가 준비대학 컨설팅 시행 보고서 발간
2009년도 인증평가 예정 프로그램/대학에 대한 컨설팅 활동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였다. 인증평가 진행 대학 컨설팅과는 달리 컨설팅 이전에 피평가 대학에서 스스로 평
가한 자체평가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표는 인증기준 순서로 가장 주요한 점
검사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해당항목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기
준 별로 평가 근거를 간단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피평가 대학에서 작성한 자체평가
표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단장의 평가표는 같은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종합적인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출받은 피평가 대학의 자체평가표 및 회의록, 평가단장이 평가한 자체평가보
고서 평가표의 정성적인 내용을 비교 고찰하였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자체적으
로 평가한 결과와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후 완성도 평가 관점에서 2009년 인증평가 
컨설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컨설팅을 통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완성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대학에 인증평가 진행 대학과 마찬가지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평균분석,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응답자 특성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피평가 대학의 자체평가점검표의 정량적 분석자료
  - 피평가 대학의 자체평가점검표의 정성적 분석자료
  - 컨설팅 회의록의 정성적 분석자료
  - 평가단장의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결과 정량적 분석자료
  - 평가단장의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결과 정성적 분석자료

(3)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인증제도 체계 구축안 제시
이 사업의 진행 절차는 전공분야별 주관학회에 참여를 알리는 공문 발송, 평가위원

회의 평가심의를 통한 참여학회 선정(대학금속·재료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기학
회), 선정된 학회와 계약서 체결, 공학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중간현황 발표, 사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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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로 이루어졌다. 
2009년 2월 초에 재료,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 분야 모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료공학 분야
 · 전공분야 인증기준 update
 · 전공분야 인증기준 홍보 워크숍
 · 산업체와 연관된 재료분야 교육의 표준화 제정 및 보급
 · 평가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 평가자 교육과 평가 조율에의 능동적 참여
 · 전공체계도 연구
 · 공학설계·실험 교육자료 연구 및 보급, 인증평가자료 및 지침개발 보급

- 전기·전자공학 분야 
 · 전공인증기준 개정 논의
 · 학회 인증평가활동 지원체계·조직 및 교류
 · 공학인증 평가위원 확보방안
 · 우수 설계과목 발굴

- 컴퓨터공학 분야
 · 평가위원 확보 방안
 · 인증기준과 관련한 설계 교육의 개선

(4)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별 인증제도 구축 사례집 발간
교육기관이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평가센

터는 약 100여권의 2007~2008년도 자체평가보고서, 평가위원 평가보고서, 부족사항설
명서, 교육기관의 14일대응서, 평가위원의 14일대응서 검토의견서, ABEEK의 예비논평
서, 교육기관의 논평대응서, 평가위원의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연도별/대학간 조율위
원회 자료, EAC 자료와 최종논평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KEC2005 인증기
준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인증평가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학교
육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인증 가이드북과 사례집’으로 발간하였다. 

연구 결과 발간된 인증가이드북과 사례집은 2009년 12월 18일 개최된 제24회 공학
교육인증포럼에서 배포되었으며,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프로그램이 공학교육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라 기대한다.

- 2009년 인증평가준비를 위한 가이드북(A형 및 B형)
 ·  가이드북의 목적         

2009년도 공학교육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증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얻은 실적자료와 다양한 평가체계의 측정과 분
석결과를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돕고 2009년도 인증평
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가이드북(A형)의 구성        
 프로그램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인증기준 세부평가항목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전반적으
로 주의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증제도 수립과 운영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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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하다.
 ·  가이드북(B형)의 구성        

 가이드북(A형)과 다르게 발표자료 형식으로 작성되어 대학 단위 혹은 팀 단위로 
모여 회의를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가이드북을 가이드
북(A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인증평가
에서 “IV” 인증판정을 받아 2009년에 방문평가를 받는 대학을 예로 들어 가이드
북을 만든 것이다.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사례집(A형 및 B형)
 ·  작성사례집의 목적         

효율적인 인증준비를 위하여 ABEEK에서 공포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요령을 중
심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실제 자
체평가보고서 벤치마킹 및 다양한 평가체계의 측정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체평
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공학교육 품질 개선을 위
해 공학교육 인증제도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찾는 프
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작성사례집(A형)의 구성                  
표 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인증기준의 세부평가 항목별로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인증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로 벤치마킹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9.2 작성사례집의 구성

구분 설명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사례

-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실제로 프로
그램의 운영을 통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부
분임.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양식으로 작성됨

작성사례
검토

-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작성요령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이 잘 작성이 
되어있는지를 검토한 의견이 서술되어 있음

보충설명

-  해당 항목에 대해 대학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전반적으로 주의할 사
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며, 학교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사례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다양한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을 
서술한 부분임

 ·   작성사례집(B형)의 구성          
작성사례집에 포함된 정보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의 작성요령과 인증준비를 위
한 가이드북(B형)에 준하여 ‘KEC2005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의 세부평가항
목별로 예시하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작성한 것
이다. 

- 인증평가절차에 따른 평가사례집
 ·   평가사례집의 목적        

인증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의 대응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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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지는지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부터 부족사항설
명서, 14일대응서, 예비논평서, 논평대응서를 거치면서 인증에 대한 평가 및 대
응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평가과정을 사례로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사례집의 구성        
평가사례집은 자체평가보고서, 부족사항설명서, 14일대응서, 예비논평서, 논평대
응서, 논평대응서 검토의견서 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인증기준별로 마지막에는 
종합평가 내용을 기술하였다.

9.3. 고등교육 평가인정기관 신청 준비

200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부에서 획일적 기준에 따라 대학을 평
가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 대학을 평가·인증하도록 제도가 
변화되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반이 되는 평가·인증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
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평가기구들의 평가·인증 역량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하
여 인정하도록 되었다. 이에 평가센터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26호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준비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가. 대학평가체제 개념도

대학평가·인증제 법령과 관련한 대학평가체제 개념도는 그림 9.1과 같다.

그림 9.1 대학평가체제 개념도

나. 인정기관 절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정기관 신청 절차는 그림 9.2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평가결과 공시

대 학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인 증

행·재정지원
연계(검토)

결과공개

인정기관신청

평가·인증 신청

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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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신청기관)

⇩

기본자격 요건 심사(교과부)

⇩

(인정기관 심의 위원회)
지정 기준세부사항심의, 지정 여부 심의

⇩

인증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
(인정기관 심의 위원회)

⇩

인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교과부)

⇩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결과 확정(교과부) 인증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기관)

⇩

이의제기심사(인정위) -> 교과부(결정)

그림 9.2 인정기관 신청 절차

다. 진행사항

2009년도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후 교육과
학기술부 및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관평가·인증분야 및 프로그램·인증분야의 세부 
심사 기준 논의 및 신청서 작성 관련하여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기관평
가·인증분야 및 프로그램 인증분야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의견과 정보를 교환
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프로그램 인증
분야 평가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요청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현황 자
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도는 평가·인증기관의 질적 수준을 유지·확인
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학 분야 프로그램 평가·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2010
년도에도 관련 법령의 검토,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의 지속적 점검, 그리고 신청서 작
성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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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 보고서

10.1. 수입
  

2009년 ABEEK의 수입 현황은 표 10.1, 그림 10.1과 같다.

표 10.1 2009년 수입내역

(단위: 천원)

항목 수입 비율

사업수입
　

인증료 1,382,800 28.96%

회비 37,000 0.77%

서울어코드분담금 2,190 0.05%

사업수입 소계 1,421,990 29.78%

연구과제수입

교육과학기술부 2,993,000 62.69%

지식경제부 220,000 4.61%

서울특별시 39,632 0.83%

산업기술재단 75,000 1.57%

연구과제수입 소계 3,327,632 69.7%

기타수입 이자수입 24,840 0.52%

수 입 총 계 4,774,462 100%

그림 10.1 2009년 수입내역

■서울어코드분담금
2,190 / 0%

■기타(이자수입)
24,840 / 1%

■인증료수입
1,382,800 / 29%

■연구과제수입
3,327,632 / 69%

■회비수입
37,000 / 1%

■인증료수입

■연구과제수입

■회비수입

■서울어코드분담금

■기타(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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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 보고서

10.2. 지출

2009년 ABEEK의 지출 현황은 표 10.2, 그림 10.2와 같다.

표 10.2 2009년 지출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지출 비율

사업비

인증사업비 1,964,597 46.8%

서울어코드사업비 167,896 4%

공학기술교육인증사업비 373,997 8.91%

연구센터사업비 411,776 9.81%

평가센터사업비 7,299 0.17%

위탁사업비 150,267 3.58%

사업비 소계 3,075,832 73.27%

사무비

위원회 운영비 138,123 3.29%

인건비 642,966 15.31%

운영비 341,357 8.13%

사무비 소계 1,122,446 26.73%

지출총계 4,198,278 100%

           

      

  

그림 10.2 2009년 지출내역

■인증사업비
1,964,597 / 47%

■서울어코드사업비
167,896 / 4%

■공학기술교육인증사업비
373,997 / 9%

■연구센터사업비
411,776 / 10%

■평가센터사업비
7,299 / 0%

■위탁사업비
150,267 / 4%

■위원회 운영비
138,123 / 3%

■인건비
642,966 / 15%

■운영비
341,357 / 8%

■인증사업비

■서울어코드사업비

■공학기술교육인증사업비

■연구센터사업비

■평가센터사업비

■위탁사업비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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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ABEEK 정관 제규정 일람표

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ABEEK
정    관

ABEEK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구성
원 등을 정의하거나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ABEE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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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7 개정
2005.12.15 개정
2006.6.7 개정
2007.4.3 개정
2007.12.20 개정
2008.3.26 개정
2009.3.19 개정
http://abeek.or.kr를 
통해 열람가능

ABEEK
원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ABEEK의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정한 규정임

2007.12.20 제정
2008.3.26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ABEEK
운영규정

ABEEK의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ABEEK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와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1. 총칙
2. 산업체자문위원
3. 운영위원회
4. 인증평의회
5. 인증사업단
6. 실무위원회
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8.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9. 서울어코드한국위원회
10. 사무처
부 칙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6.1.20 개정
2007.3.2 개정
2007.11.3 개정
2007.12.15 개정
2009.4.9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인증규정 
ABEEK의 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1. 총칙
2. 인증의 목적
3. 인증기준
4. 인증절차 및 판정
5. 인증결과 관리
6. 인증정보의 활용
부칙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6.1.20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인증절차
규    칙 

ABEEK의 인증규정 제9조에 의거하
여 인증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
가단과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공히 
일관된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전항 규정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6.1.20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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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항소 및
재심규정

ABEEK의 정관 제16조 4항에 의거 
재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5.1.5 제정
2006.1.20 개정
2008.12.27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인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2009.11.20 제정

IT교육자문
위원회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33조에 의거 
IT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제정

2009.11.20 제정

인증사업단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ABEEK 인증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총칙
2. 인증위원회
3. 인증조율위원회
4. 인증평가단 구성
부칙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6.1.20 개정
2009.7. 9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인증기준
위원회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인증기준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

2006.3 제정
2006.7.15 개정
2006.9.2 개정
2008.4.26 개정
2008.7.18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정

2009.11.20 제정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 
연구과제
운영세칙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규칙 제4
조에 의거 연구과제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제정

2009.11.20 제정

한국공학교육
연구센터

인증 자문에
관한 세칙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운영규칙 제5
조에 의거 교육기관과 전문학회에서 
요청하는 인증관련 자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

2009.11.20 제정

한국공학교육
평가센터
운영규칙

ABEEK의 운영규정 제27조에 의거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정

2009.11.20 제정

사무처
운영규칙

ABEEK 운영규정 제 36조에 의거하
여 사무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1999.7.14 제정
2004.12.7 개정
2007.3.2 개정
2007.8.10 개정
2007.12.15 개정
2008.4.26 개정
2009.2.12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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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정 목적 구성 비고

사무처
취업세칙

ABEEK 사무처운영규칙 제4조 및 근
로기준법에 의거 사무처 직원의 취업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6.4.1 제정
2009.11.20 전문개정

여비 및
수당지급
시행세칙

ABEEK 사무처운영규칙 제6조에 의
거 ABEEK의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
로 회의, 출장시 지급할 여비와 수당 
등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에 대한 사
항을 정함

2006.4.1 제정
2007.3.2 개정
2007.8.10 개정
2008.7.4 개정
2008.10.11 개정
2009.2.12 개정
2009.9.12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위임전결
운영세칙

ABEEK 사무처운영규칙 제8조에 의
거하여 원장의 권한중 일부를 하부조
직에 위임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책
임의 소재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 

2008.9.20 제정
2009.11.20 전문개정

회계처리
세칙

ABEEK의 정관 제20조 및 사무처운
영규칙 제7조에 의거 ABEEK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7.12.15 제정
2008.3.26 개정
2009.2.27 개정
2009.11.20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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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BEEK 행사 화보

공학인증평가와	설계교육	워크숍
(1월	20일	대전	리베라호텔)

2009년	1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
(1월	14일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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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
(1월	31일	한밭대학교)

2009년	1차	평가단장	워크숍
(2월	8~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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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차	평가위원	워크숍
(2월	13~14일	한밭대학교,	20~21일	대전	유성호텔)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평가자	교육	워크숍
(2월	28일	동양공업전문대학)



http://www.abeek.or.kr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차보고서 119

	2009년	1차	지역순회간담회
(3월	13일	경북대학교)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대상	PD초청	간담회
(3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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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발족식
(5월	14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009년	2차	평가단장	워크숍
(3월	28일	한국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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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증설명회
(6월	2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2009년	2차	지역순회감담회
(6월	10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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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차	평가단장	워크숍
(6월	26~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어코드	제2회	총회
(6월	20일	일본	교토	Grand	Prin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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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9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9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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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차	지역순회간담회
(9월	16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공학기술교육인증제	설립	공청회
(9월	11일	동양공업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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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9월	18~19일	동국대학교)

2009년	3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
(9월	26일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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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	PD초청	간담회
(10월	21일	동의대학교)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	PD초청	간담회
(10월	14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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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10월	2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2009년	4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
(10월	31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128

부 록

2009년	4차	지역순회간담회
(11월	13일	동의대학교)

2010년	공학기술교육	정규인증	설명회
(11월	3일	대전	레전드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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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11월	14일	서울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

2009년	5차(EAC),	1차(TAC)	평가자	교육	워크숍
(12월	12일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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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2009년 발간 목록

구분 제목 저자(또는 발간) 비고

연구
보고서

학습성과 평가 관련 사례 자료집 서윤호 외 5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가이드북 
연구 보고서

서윤호 외 5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PBL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강소연 외 4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종합설계 프로젝트 메뉴얼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다중지능기반의 창의력 증진
공학소양 교과목 개발

이승기, 박선희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공학교육인증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용 체크리스트 개발 보고서

김은미 외 3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2009.12)

공학교육인증 문서처리 전산화를 위한
표준 개발

이건영 외 5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공학교육인증 JABEE 인정심사 사례연구 이  원 외 3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교원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공학교육업적 평가지표의 개발

조형희 외 4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PBL 확산을 위한 허브 구축 강소연 외 3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공학기술교육인증제에서의
졸업생 역량 실천모형 및 평가도구 개발

류  철 외 8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공학설계교육 연구와 확산 송동주 외 17인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2009.12)

백서 공학교육연구센터 백서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포럼
자료

제19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제20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제21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제22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료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9.2~12)

워크숍
자료

2009 공학교육인증평가와
설계교육 워크숍

KEERC
교과부 지원 사업
(2008.8~2009.1)

제2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 KE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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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BEEK 활동내역

일시
활동내역

월 일

1

3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 관련회의(ABEEK 회의실)

5~9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Excellence in Assessment 
Leadership(IDEAL) 참석

7 서울어코드 실무위원회(서울 팔래스호텔)

7 국제협력위원회 1차 회의(홍익대학교 회의실) 

9
2009년도 인증평가 평가위원/평가단장 교육 프로그램 코디작성 회의(ABEEK 
회의실) 

9 제19회 공학교육연구포럼(숭실대학교 법학관 522호)

9~10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차 워크숍(하이원호텔)

14 2009년 제1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14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관련 회의(ABEEK 회의실)

15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1차 회의 (IITA 서울사무소)

15 대외홍보위원회 연구원 면접전형(ABEEK 회의실) 

16 제18차 대학원 인증기준 개발회의(서울 프라자호텔)

16 2009년 신년하례식(서울 프라자호텔)

16 제1차 운영위원회(서울 프라자호텔) 

16~17 공학교육기술인증 실무위원회 4차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7 제9차 대학원인증기준 개발회의(ABEEK 회의실)

17 제3차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회의(ABEEK 회의실)

17 AMS 리뉴얼 관련 회의(ABEEK 회의실)

19 인증사업단 2차 회의(ABEEK 회의실)

19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워크숍(대전 리베라호텔 다이아몬드홀)

20 2009년 공학교육인증평가와 설계교육 워크숍(대전 리베라호텔)

20 공학기술교육인증 사업관련 자문회의(서울 팔래스호텔)

21~22 2009년 동계워크숍(하얏트 리젠시 인천) 

21~25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 호주 소재 대학 방문 출장
(RMIT University, Chisholm Institute)

22~23 인증사업단 3차 회의(하얏트 리젠시 인천)

24 제10차 대학원 인증기준 개발회의(ABEEK 회의실)

27~31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 뉴질랜드 소재 대학 방문 출장
(AUT University, Technology Institute)

27 제11차 대학원 인증기준 개발회의

27 제4차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회의

28~30 인증사업단 4차 회의(수원 라비돌 리조트)

29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2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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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1

30 대학원 인증기준(안) 자문회의(르네상스 호텔)

31 대학원 인증기준(안) 제12차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31 제2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한밭대학교 4동)

2

2 공학기술교육인증 시범인증 선정회의(ABEEK 회의실)

2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3차 회의(ABEEK 회의실)

2 연구센터 과제 최종선정을 위한 발표 심사회(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4 인증사업단 5차 회의(ABEEK 회의실)

5 Solar Car 경진대회 최종평가회 및 사례발표회(서울시청 남산별관 3층)

5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위원회(서울 프라자호텔)

6 지식경제부 장관 방문 간담회(지식경제부 장관실)

6~7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5차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6~8 제5차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 관련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8~10 제1차 평가단장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8 인증사업단 6차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10 지식경제부 2008년 결과 평가(대전 IITA)

12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1차 회의(ABEEK 회의실)

12 제2차 운영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2 제1차 인사위원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2 교육정보위원회 2차 회의(대전 유성호텔)

13 평가단장 보충 워크숍(대전 유성호텔 사파이어룸)

13~14 공학교육인증 제1차 평가위원 워크숍(한밭대학교)

13~14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6차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6~19 인증제도 구축사례집 발간관련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7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1차 회의(ABEEK 회의실)

18 국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홍익대학교)

18 재심위원회(ABEEK 회의실) 

19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17차 회의(대전 리베라호텔)

19~23 2008년 결산 및 외부회계검토(ABEEK 회의실)

20 평가단장 보충워크숍(대전 유성호텔 사파이어룸)

20~21 공학교육인증 제2차 평가위원 워크숍(한밭대학교)

24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임시회의(서울 팔래스호텔)

25 지식경제부 정책지정과제 결과평가(대전 IITA)

27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2차 회의(ABEEK 회의실)

27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18차 회의(ABEEK 회의실)

27 정책기획위원회 제4소위 회의(ABEEK 회의실)

28 평가위원 보충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28 최종논평서 검토위원회(서울교육문화회관)

28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자 교육 워크숍(동양공업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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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3

5 공학교육인증포럼 회의(ABEEK 회의실)

6 정책기획위원회 ABEEK 규정(안) 검토 회의(ABEEK 회의실)

6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19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1 인증사업단 7차 회의(ABEEK 회의실)

13 지역순회간담회 사전 준비 회의(경북대학교)

13 지역순회간담회(경북대학교)

13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1차 운영회의(ABEEK 회의실) 

14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3차 회의(ABEEK 회의실)

 14 제3차 운영위원회(ABEEK 회의실) 

19 제20차 이사회(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코랄룸)

19 제1차 총회(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코랄룸) 

21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학위과정 대상 PD초청 간담회(서울교육문화회관)

2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2차 운영회의(동국대학교)

27 국제협력위원회 3차 회의(홍익대학교)

27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0차 회의(ABEEK 회의실)

28 제2차 평가단장 워크숍(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31 지식경제부 위탁과제 선정심사(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4

1 사무처 전체회의(ABEEK 회의실)

1 공학한림원 어드바이저 공학인증워크숍(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3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1차 회의(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3 정책기획위원회 회의(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4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4차 회의(ABEEK 회의실)

4 공학기술교육인증 설명회(ABEEK 회의실)

4 신규사원 채용면접(ABEEK 회의실)

8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5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9 대외홍보위원회 1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0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회장 ABEEK 방문(ABEEK 회의실)

11 AMS 리뉴얼 관련 회의(ABEEK 회의실)

11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11 공학교육평가센터 워크숍(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15 지식경제부 위탁과제 진행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5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임시회의(ABEEK 회의실)

16 시범인증대학 방문 컨설팅(동강대학)

17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3차 운영회의(서울역 T원)

17 시범인증대학 방문 컨설팅(영진전문대학)

18 AMS 리뉴얼 관련 회의(ABEEK 회의실)

19~21 시범인증대학 방문 컨설팅(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22 방문평가 후 간담회(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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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4

22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서울역 그릴)

22 국제협력위원회 임시회의(ABEEK 회의실)

23 제20회 공학교육인증포럼(숭실대학교 베어드홀)

23 홍보컨설팅 1차 미팅-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ABEEK 회의실)

24 시범인증대학방문 컨설팅(영남이공대학)

27 홍보컨설팅 2차 미팅-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ABEEK 회의실)

29 인증기준위원회 1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5

1 시범인증대학방문 컨설팅(송원대학)

1 시범인증대학방문 컨설팅(마산대학)

1 국제협력위원회 4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2 인증설명회 사전 준비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6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임시회의(서울 팔래스호텔)

6 홍보컨설팅 3차 미팅-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ABEEK 회의실)

7 IT산학협력특별위원회 발족식 준비회의(정보과학회)

8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2차 회의(ABEEK 회의실)

8 정책기획위원회 제2소위 회의(서울역 이즈미)

9 제7차 운영위원회(ABEEK 회의실)

9 신입사원 면접전형(ABEEK 회의실)

9 시범인증대학 방문 컨설팅(서강정보대학)

9 인증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ABEEK 회의실)

9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4차 운영회의(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9 전산회의(ABEEK 회의실)

10 전산회의(종로 토즈)

11 정책기획위원회 제3소위 회의(부산대학교)

13 인증기준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ABEEK 회의실)

13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6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4 공학기술교육인증 추진결과 보고(교육과학기술부)

14 정책기획위원회 제1소위 위원회(서울역 그릴)

14 과학기술진흥기금 2차 성과발표(한국과학재단)

14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Kick-off meeting(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15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3차 회의(ABEEK 회의실)

16 시범인증대학 방문컨설팅(두원공과대학)

18 인증성과분석 조사회의(서울역 그릴)

18 정책기획위원회 제2소위 회의(서울역 그릴)

20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임시회의(서울 팔래스호텔)

20 정책기획위원회 제4소위 회의(ABEEK 회의실)

23 AMS관련 전산회의(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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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5

23 인증사업단 9차 회의(ABEEK 회의실)

27 한림원 어드바이저 간담회(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8 지식경제부 위탁과제 진행회의(동국대학교)

28 공학기술교육인증 2차 추진위원회(서울 프라자호텔)

29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4차 회의(ABEEK 회의실)

29 정책기획위원회 인증성과 분석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9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30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5차 회의(숭실대학교 베어드홀)

30 2009년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숭실대학교 베어드홀)

6

1 인증기관 간담회(교육과학기술부 16층 회의실)

2 2010년 인증설명회(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2 인증사업단 10차 회의(숭실대학교)

3 전공분야별(생물) 조율위원회(ABEEK 회의실)

3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임시회의(서울 팔래스호텔)

5 국제협력위원회 5차 회의(서울역 콩고스)

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자문회의(파이낸스센터)

9 전공분야별(건축/환경/자원/토목) 조율위원회(ABEEK 회의실)

10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전북대학교)

10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7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1 전공분야별(화학/섬유/재료) 조율위원회(ABEEK 회의실)

12
전공분야별(기계/전기전자/산업/컴퓨터/기타) 조율위원회(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13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장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3 공학기술교육인증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4~19 IEM 2009(일본 교토)

16 NABEEA 4th Council Meeting(일본 교토)

18 홍보컨설팅 프리젠테이션(ABEEK 회의실)

19~21 서울어코드 총회(일본 교토)

22~23 평가단장 워크숍 사전검토위원회(서울교육문화회관)

25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6차 회의(ABEEK 회의실)

26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6차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6~27 제3차 평가단장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29~30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7차 워크숍(리버힐호텔)

30 제21회 공학교육인증포럼(숭실대학교)

7

2 토목신문 인터뷰(ABEEK 회의실) 

4 전산회의(ABEEK 회의실)

4 인증사업단 11차 회의(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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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7

6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ABEEK 회의실) 

6 정책기획 3소위원회 회의(서울역 그릴)

6 평가단장 3차 보충워크숍(ABEEK 회의실) 

7 정책기획 1소위원회 회의(서울역 그릴)

7 국제협력위원회 6차 회의(홍익대학교)

8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8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0 홍보컨설팅 오리엔테이션(ABEEK 회의실)

10 연구센터 추진과제 중간발표회(16층 회의실)

10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7차 회의(ABEEK 회의실)

10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7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1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제2차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동서울대학)

15 제22회 공학교육인증포럼 자문위원회

16~17 정책기획위원회 전체 워크숍(부산 호텔호르메스)

20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8차 회의

20 2009년 교육정보위원회 자문회의(하이원리조트)

21~26 제2차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하이원리조트) 

22 2008 과학진흥기금사업비 정밀정산

28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29차 회의

8

1 전산회의(ABEEK 회의실)

5 국제협력위원회 7차 회의(홍익대학교)

6 ABEEK 웹사이트 개편 TFT 1차 회의(ABEEK 회의실)

6 연구센터 제5회 운영회의

10 정책기획위원회 인증제도 분과 회의

11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0차 회의

12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9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4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장·부단장 워크숍(동국대)

14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8차 회의(ABEEK 회의실)

14 제12차 운영위원회(ABEEK 회의실)

14 공학기술교육시범인증 평가단장·부단장 워크숍(동국대)

17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규정 분과회의(서울역 티원)

18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6차 운영회의(ABEEK 회의실) 

20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24~25 국제협력위원회 워크숍(부산)

2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사업설명(교육과학기술부) 

27 ABEEK 웹사이트 개편 TFT 2차 회의(ABEEK 회의실)

28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1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8 1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9차 회의(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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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8
29 9월 인증평가 평가위원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31 대외홍보위원회 2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9

1~11 제3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3 ABEEK 웹사이트 개편 TFT 3차 회의(ABEEK 회의실)

4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2차 회의(ABEEK 회의실)

4 제22회 공학교육인증포럼(숭실대학교 베어드홀)

5 AMS v2.0 고도화 개발회의(ABEEK 회의실)

5 고등교육 인정기관 신청관련 회의(ABEEK 회의실)

5 10년사 최종 검수회의(ABEEK 회의실)

5 인증사업단 13차 회의(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5 CCTT대표 Welcoming Banquet(웨스틴 조선호텔)

6~8 2009년 9월 방문평가

6~8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방문평가 

7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서울 프라자호텔)

9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10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9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대교협 1회의실)

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서울 프라자호텔)

10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3차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11 교육정보위원회 2차 회의(ABEEK 회의실)

11 융합학문분야 TFT 3차 회의(ABEEK 회의실)

11 공학기술교육인증제 공청회(동양공업전문대학)

11 국제협력위원회 8차 회의(홍익대학교)

12 Wrap-up session followed by farewell banquet(웨스틴 조선호텔) 

16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 준비회의(단국대학교)

16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18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4차 회의(ABEEK 회의실)

18~19 제2회 공학설계교육 워크숍(동국대학교 중강당)

19 인증사업단 14차 회의(ABEEK 회의실)

21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정산조사(ABEEK 회의실) 

23 9월 인증평가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ABEEK 회의실)

25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7차 운영회의(사당역 고우정)

26 제15차 운영위원회(숭실대학교)

26 제3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숭실대학교)

27 제3차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단장 워크숍(동서울대학)

29 정채기획위원회 운영규정 분과회의(서울역 그릴)

30 서울어코드 웹사이트 개편 임시회의(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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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10

1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예비논평서 사전검토위원회(ABEEK 회의실)

1 ABEEK 웹사이트 개편 TFT 4차 회의(ABEEK 회의실)

5 계약직원 면접전형(ABEEK 회의실)

6~7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규정 검토회의(ABEEK 회의실)

7 SA/DA 가입추진 실무위원회 Kickoff Meeting(ABEEK 회의실) 

9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5차 회의(ABEEK 회의실) 

15 Solar Car 경진대회 간담회(싱카이)

16 2010년 TAC 정규인증 설명회 1차 사전준비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6 국제협력위원회 9차 회의(홍익대학교)

16 연구센터 9차 운영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6
제3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2차 심사(ABEEK 회의실, 한국기술센터 중회
의실3)

16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6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16~17 평가센터 자체 워크숍(건양대학교 서천수련원)

19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검토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0 지식경제부 2008 정책지정과제 정산 실사(ABEEK 회의실)

21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2차 간담회(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1 PD 초청 간담회(동의대학교 국제관 2층 석당아트홀)

22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 예선심사(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2 FEIAP 관련 회의(서울역 회의실)

23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7차 회의(ABEEK 회의실)

23~24 융합학문분야 사례연구 TFT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24 제2차 SA/DA 가입추진 실무위원회 회의(ABEEK 회의실)

24 2010년 TAC 정규인증 설명회 2차 사전준비 회의(ABEEK 회의실)

24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검토 회의(ABEEK 회의실)

28 ABEEK 웹사이트 개편 TFT 5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28 제3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포럼 및 시상식(과총 중회의실/대회의실)

31 2010년 공학기술교육 정규인증평가 관련 회의(ABEEK 회의실)

31 제4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단국대(천안)학생회관 421-01호)

11

2 제23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연세대학교 공학관 B201)

2 해외연사 Dr. Warrington 환영 만찬(동천홍 홍대점)

3 평가센터 회의(워커힐 호텔 로비 라운지)

3 2010년 공학기술교육 인증설명회(대전 레전드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4 공학교육인증제 산업체 참여방안 간담회(BH 과학비서관 회의실)

7 제3차 SA/DA 가입 추진 실무위원회(ABEEK 회의실)

11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12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11 운영규정 최종 검토 및 마무리(ABEEK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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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11

13 2009년 지역순회간담회(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13 연구센터 12차 운영회의(Teleconference)

14 교육정보위원회 자체워크숍(ABEEK 회의실)

14 제3회 Solar Car 경진대회(평화의 공원)

14~15 최종 조율위원회 사전검토 회의(서울교육문화회관)

18 자문위원과의 교육정보위원회 회의(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우도홀)

19 평가센터 회의(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9 연구센터 13차 운영회의(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9~20 2009년 공학교육 추계학술대회(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1 공학기술교육 평가단장 워크숍(ABEEK 회의실)

22 공학기술교육 시범인증 최종 조율회의(ABEEK 회의실)

23 제4차 공학기술교육인증추진위원회(서울 프라자호텔)

24 인증사업단 16차 회의(ABEEK 회의실)

25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규정 검토 회의(홍익대학교 홍문관)

25 SA/DA가입추진실무위원회 4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26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규정 검토 회의(ABEEK 회의실)

26 인증기준위원회(ABEEK 회의실)

26 전국대학교 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ABEEK 세션(제주 신라호텔)

26 2009년 인증평의회 구성 검토 회의(ABEEK 회의실)

27 연구센터 13차 운영회의(ABEEK 회의실)

27~28 대학별 연도별 조율위원회(서울교육문화회관)

29~30 인증사업단 17차 회의(ABEEK 회의실)

30 인증사업단 18차 회의(ABEEK 회의실)

12

1 연구센터 2차 자문회의(파크 하얏트서울 2층 코너스톤)

2 IT산학협력실무위원회 3차 회의(르네상스호텔)

3 융합학문 분야 사례연구 TFT 5차 회의(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4 2010년 TAC 신규 인증평가 대학 선정 회의(ABEEK 회의실)

4 인증사업단 19차 회의(ABEEK 회의실)

4 교육정보위원회 3차 회의(ABEEK 회의실)

4 연구센터 14차 운영회의(ABEEK 회의실)

4 공학기술교육인증 실무위원회 38차 회의(ABEEK 회의실)

5 제5차 SA/DA가입추진 실무위원회 회의(ABEEK 회의실)

5 전산(AMS)회의(ABEEK 회의실)

8 인증사업단 20차 회의(ABEEK 회의실)

9 서울어코드 한국위원회 13차 회의(서울 팔래스호텔)

9 2010년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조율회의(서울 팔래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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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활동내역

월 일

12

9 정책기획위원회 제도개선 분과회의(서울역 그릴)

10 정책기획위원회 성과분석 분과회의(서울역 그릴)

11~12 2009년 인증평의회(인천 하얏트 리젠시호텔)

12 2009년 5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EAC)(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2 2009년 1차 평가자 교육 워크숍(TAC)(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7 제21차 이사회 및 제2차 총회(서울 프라자호텔)

18 제24회 공학교육인증포럼(연세대학교 공학관 B201)

20~23 인증사업단 워크숍(남해 힐튼리조트)

21 정책기획위원회 4차 전체 회의(서울역 회의실)

22 연구센터 간담회(서울역사 이조)

23~24 정책기획위원회 제도개선 분과 워크숍(부산 토요코인호텔)

26 인증사업단 22차 회의(ABEEK 회의실)

27~30 자문위원과의 교육정보위원회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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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41개 대학 275개 프로그램 (EAC: 267개 프로그램, CAC: 8개 프로그램) (기준: 2010.01)

강릉원주대학교(2)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강원대학교(4)
•신소재공학심화
•지구시스템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경상대학교(5)
•고분자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소자공학심화

공주대학교(5)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기계시스템공학심화 
•전파공학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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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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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11)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자원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CAC)

부경대학교(9)
•심화건설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기계시스템공학 
•심화냉동공조공학 
•심화지능기계공학 
•심화전기공학
•심화제어자동화공학
•심화고분자공학
•심화공업화학

경북대학교(9)
•심화고분자공학 
•심화금속신소재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응용화학
•심화전기공학 
•심화전자공학 
•심화컴퓨터공학 
•심화컴퓨터과학 
•심화화학공학 

부산대학교(8)
•기계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전자전기공학전문 
•조선해양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건축공학전문 
•정보컴퓨터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건국대학교(13)
•기계공학심화 
•섬유공학심화 
•인터넷미디어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항공우주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사회환경시스템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고려대학교(3)
•기계공학전문 
•사회환경시스템공학전문 
•신소재공학전문 

군산대학교(5)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나노화학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계명대학교(8)
•건축공학심화
•경영공학심화 
•교통공학심화 
•기계자동차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CAC)
•화학시스템공학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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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공과대학교(1)
•컴퓨터공학심화

단국대학교-천안(8)
•공업화학전문
•멀티미디어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식품공학전문
•신소재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컴퓨터과학전문
•토목공학전문

대구대학교(1)
•건축공학전문 

목원대학교(1)
•정보통신공학심화

경희대학교(1)
•전자·전파공학전문

목포대학교(6)
•건축공학심화
•멀티미디어공학심화
•정보보호심화
•정보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서강대학교(4)
•기계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공생명공학심화

서울대학교(4)
•건축공학 
•산업공학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

서울산업대학교(11)
•건축공학심화 
•금형설계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기계설계자동화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정보공학심화 
•제어계측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성균관대학교(9)
•건축공학심화 
•고분자시스템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사회환경시스템공학심화 
•시스템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Ⅴ. 2001~2009년 인증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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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11)
•건설시스템공학전문
•건축공학전문
•교통시스템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산업정보시스템공학전문
•생명공학전문
•응용화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및컴퓨터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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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11)
•건축공학심화
•기계시스템공학심화 
•기계설계공학심화 
•첨단기계공학심화 
•디스플레이화학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건설시스템공학심화

울산대학교(1)
•건축공학심화 

인하대학교(5)
•기계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창원대학교(9)
•금속재료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기계설계공학전문 
•산업시스템공학전문 
•세라믹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화공시스템공학전문 

한국해양대학교(7)
•에너지자원공학심화 
•전자통신공학심화 
•전파공학심화 
•제어자동화공학심화
•컴퓨터정보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한양대학교-서울(13)
•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미디어통신공학심화 
•분자시스템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원자시스템공학심화 
•전기제어공학심화 
•전자통신컴퓨터공학심화 
•지구환경시스템공학심화 
•컴퓨터심화 
•화학공학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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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6)
•전문기계자동차공학 
•전문나노공학 
•전문시스템경영공학 
•전문정보통신공학
•전문토목공학 
•전문컴퓨터공학 (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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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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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9)
•심화금속공학 
•심화기계공학 
•심화기계설계공학 
•심화멀티미디어공학 
•심화세라믹공학 
•심화전자공학 
•심화정보통신공학 
•심화컴퓨터공학
•심화환경공학 

전남대학교(1)
•컴퓨터공학 (CAC) 

중앙대학교(6)
•건축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전자전기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CAC)
•토목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한밭대학교(14)
•기계공학전문 
•기계설계공학전문
•멀티미디어공학전문
•산업경영공학전문
•생산가공공학전문
•응용소재공학전문
•재료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전파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제어계측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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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예비인증프로그램
43개 대학 255개 프로그램 (EAC: 248개 프로그램, CAC: 7개 프로그램) (기준: 2010.01)

강원대학교(1)
•건축공학심화
 

건국대학교(1)
•산업공학심화
 

경남대학교(10)
•건축공학심화
•기계시스템공학심화
•나노공학심화
•생산자동화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경상대학교(6)
•건축공학심화
•금속재료공학심화
•생명화학공학심화
•세라믹공학심화
•제어계측공학심화
•항공우주공학심화

목포대학교(3)
•기계공학심화
•조선공학심화
•제어로봇공학심화

부경대학교(2)
•심화전자정보통신공학
•심화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경희대학교(8)
•건축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산업경영공학전문
•원자력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경북대학교(7)
•심화건축공학
•심화농업토목공학
•심화생물산업기계공학
•심화섬유시스템공학
•심화전자재료공학
•심화토목공학
•심화환경공학

계명대학교(3)
•도시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고려대학교(1)
•정보경영공학전문

공주대학교(2)
•기계공학심화
•도시·교통공학심화

광운대학교(3)
•건축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금오공과대학교(10)
•건축공학심화
•고분자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나노바이오텍스타일공학심화
•산업시스템공학심화
•소프트웨어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나노소재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단국대학교(8)
•건축공학전문
•고분자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전자전기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파이버시스템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대구대학교(7)
•멀티미디어공학전문
•전산공학전문
•전자시스템공학전문
•전자제어공학전문
•정보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통신공학전문

동명대학교(4)
•게임공학심화(CAC)
•멀티미디어공학심화(CAC)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CAC)

동국대학교-경주(1)
•정보통신공학심화

명지대학교(13)
•교통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컴퓨터소프트웨어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통신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동의대학교(15)
•건축설비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나노공학전문
•멀티미디어공학전문
•메카트로닉스공학전문
•산업경영공학전문
•신소재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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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대학교(1)
•자동차공학심화

서울시립대학교(6)
•건축공학심화
•기계정보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심화
•컴퓨터과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숙명여자대학교(1)
•컴퓨터과학 (CAC)

숭실대학교(8)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정보통신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아주대학교(1)
•신소재공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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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증프로그램이란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생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말함.

한국외국어대학교(5)
•디지털정보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한밭대학교(2)
•건축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충남대학교(19)
•건축공학심화
•고분자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기계설계공학심화
•나노소재공학심화
•메카트로닉스공학심화
•선박해양공학심화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심화
•재료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전파공학심화
•정밀응용화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항공우주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충북대학교(14)
•건축공학심화
•공업화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안전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지역건설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토목시스템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13)
•기계공학심화
•디지털시스템공학심화
•멀티미디어공학심화
•생산시스템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응용화학공학심화
•인터넷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보호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제어시스템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한국산업기술대학교(9)
•게임공학심화(CAC)
•기계공학심화
•기계설계공학심화
•나노-광공학심화
•메카트로닉스공학심화
•생명화학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호남대학교(6)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광공학전문
•전파공학전문
•정보통신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호서대학교(8)
•건축공학심화
•디스플레이공학심화
•자동차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전자제어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한남대학교(4)
•건축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연세대학교(4)
•도시공학심화
•산업공학심화
•생명공학심화
•세라믹공학심화

영남대학교(1)
•섬유나노소재공학심화 

이화여자대학교(5)
•건축공학심화
•식품공학심화
•전자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인제대학교(1)
•전문전자지능로봇공학

전북대학교(11)
•금속시스템공학전문
•기계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전기공학전문
•전자공학전문
•전자재료공학전문
•정밀기계공학전문
•정보소재공학전문
•컴퓨터공학전문
•항공우주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전남대학교(4)
•기계시스템공학심화
•에너지자원공학심화
•화학공학심화
•환경공학심화

인천대학교(7)
•기계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신소재공학심화
•안전공학심화
•전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인하대학교(10)
•건축공학전문
•고분자신소재공학전문
•산업공학전문
•생명공학전문
•섬유신소재공학전문
•신소재공학전문
•컴퓨터정보공학전문
•토목공학전문
•화학공학전문
•환경공학전문

조선대학교(8)
•건축공학
•고분자공학
•광기술공학
•금속재료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신소재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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