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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창립된 이래 2001년 2개 학의 인증 평가 실시 이후 2005년 재 국공

과 학의 10%가 인증 평가가 이루어졌다. 인증기 을 만족시키기 한 공과 학들의 교육  노력들을 통

해 공학교육인증제도가 한국공학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증을 비하는 많은 학들은 

공학교육개선을 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국의 50개 이상의 공학교육센터들이 만들어졌다. 
한 학생들에 한 지속 인 상담과 찰, 포트폴리오 지도, CQI 등을 통해 공학교육이 개선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 이다. 그러나 인증을 비하는 학들이 공인원의 인증 평가 기 을 만족시키기 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 까지 유지되어 오던 교육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공인원의 평가기 이 엄격해 지고 있는 실에서 이를 비하는 학교들은 각 기 을 만족하는 수

과 주요 요소들에 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 인증평가를 

받은 4개 종합 학의 비논평서 분석을 통해 공인원의 인증평가 기 의 주요 요소와 수 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인증을 비하는 학들이 최소한 비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며 공인원이 각 학에 제시해 

주어야 할 요소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ough accreditation demands considerable ongoing effort on the part of the college, abou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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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of Korean engineering colleges has been accredited for 5years by ABEEK. It is true that 
engineering accreditation contributed the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to improve. Many engineering 
colleges which had prepared the engineering accreditation developed the integrating system for the 
engineering education, and over 50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centers which assisted to programs 
in accreditation were founded. Also the faculty commitment to quality programs and excellence in 
teaching, continuous counseling for students, portfolio guiding and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CQI) 
etc. were performed for accreditation preparation. The engineering colleges preparing accreditation 
has made efforts for satisfying accreditation criteria, but it is difficult of modifying education systems 
which have been maintained by now. In addition, engineering colleges need guideline how to satisf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raft statement of 4 universities which were 
evaluated in 2006 and to suggest the minimal resources for engineering colleges to prepare accreditation.

주제어: 공학교육 로그램인증, 인증기 , 인증평가요소

Key words: program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criteria, accreditation 
evaluation resourc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공과대학들은 80년대 까지 많은 산업인력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지만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

해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백화점식 학과운영과 이론 위주의 교육, 산업계로부터의 피드

백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였다. 전공교육이 강의 중심 교육에 치중해 실험 실습이나 현장 경험을 통한 현실 적용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엔지니어로서 장래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전문적 자질을 키

워주지 못해 기업들로부터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

라 교양교육은 비공학계 학문분야에 대한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 할 경

제적 접근 능력과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켜주지 못하였으며 미래의 리더로서 도전의식과 윤리의식

을 키워주는데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공학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공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설립과 함께 2001년부터 공학교육평가인증제를 도

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초기 공학교육평가인증제가 도입되었을 때는 소수 몇 개 대학이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하였으나, 2005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이 워싱턴 어코드의 준회원으로 가

입하고, 2006년 2월 삼성전자가 인증 받은 졸업생에 대해 면접 시 1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공과 대학들의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공인원이 인증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은 과거 우리 공학교육에서 부족하던 부분들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인증을 통한 공학교육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과학 및 전공교

육체제의 강화, 설계 교육의 확대,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상담체제,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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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개선 등은 공학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공학교육인증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증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는 다른 학문분야 대

학평가와 달리 자발적인 대학의 참여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를 통해 공

학교육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학교육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평가나 CQI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적

인 상담운영, 설계과목의 충실성 등으로 공학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반면 인증을 준비

하는 프로그램 교수들의 업무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 가입을 위해 

공인원의 평가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 지면서 2006년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각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동일 대학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의 평

가위원에 따라 다른 평가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 인증평가를 받은 4개 종합대학의 예비논평서를 분석해 봄으로써 

2006년 공학인증 평가에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인증평가 기준의 

주요 요소와 수준을 정리함으로써 2007년 이후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각 대학들이 인

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최소한 준비해야 할 내용과 수준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공학인증평가를 받은 4개 종합대학으로 이 중 3개 대학은 신규인증평

가, 1개 대학은 중간방문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의 예비논평서를 기초로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

준 및 세부 인증기준에 따른 지적사항 및 검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논평서 분석과정은 1차로 각 대학 예비논평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프로그램별로 

각각 정리한 후, 2차로 각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대학별로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을 4개 대학간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내용

은 각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4개 대학에서 모두 지적을 받은 

경우(■), 3개 대학에서 모두 지적을 받은 경우(▲), 2개 대학에서 모두 지적을 받은 경우(●)로 구

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프로그램별 인증판정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각 프로그램별 인증

평가결과가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증을 준비하는 

대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세부기준은 2006년도 (사)한국공학교

육인증원 평가위원 교육 워크숍 자료에 제시된 ‘세부평가 판정 가이드’에 따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에 대한 정보는 ‘인증기준,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적용 최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상 4개 학 황

구분 A B C D
인증기준 EAC : KEC 2000 EAC : KEC 2000 EAC : KEC 2000 CAC

평가대상 프로그램 수 9 3 6 2
프로그램 적용 최고학년 2,3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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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예비논평서 비교 분석 결과

가. 학생

<인증기준 1. 학생>에서는 교육기관이 프로그램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하

기 위해 평가, 상담, 관찰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편입생 수용정책 및 학점 인정 절차는 갖추고 있

는지, 모든 졸업 예정자가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006년 인증평가에서는 인증기준1. 학생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인증임을 분명히 하고 인증 프로

그램 명칭과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위 명칭이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 중간 방문 구별 

없이 모두 D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이 국문 뿐 아니라 영문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되

어야 한다. 4개 대학의 국문 학위명은 공학사이지만, 인증 프로그램은 심화 또는 전문 프로그램(과

정, 전공)으로 하여 비인증 프로그램과 구별하였다. 영문학위명은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Bachelor 

of Science(Engineering) in 00 Engineering으로 전공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비인증 프로그

램의 경우 Bachelor of Science(Engineering) in Engineering으로 전공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간 진입생(복학생, 편입생, 소속 변경 학생 등)을 위한 수용정책과 모든 학생이 모든 프로그램

의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절차(기준 1.6)에서 분석 대상 3개 대학이 D로 판정을 받았다. 

 

<표2> <인증기  1. 학생 > 평가 결과

세부기준 세부판정내용 결과
1.1 평가 순환자율형(CQI)가 달성되고 있는가 ▲
1.2 상담

상담행위에 대한 순환자율형(CQI)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각 상담방법에 대한 실적과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해결방안이 
구체적인가 ▲

1.3 관찰 관찰행위의 CQI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대체교과목에 대한 체계와 선수과목에 대한 체계가 있는가 ●

1.4 편입생
편입생을 위한 수용정책(대책방안)이 명확한가 ●
평가결과가 수용정책의 개선에 충분하게 적용되는가 ●
학생들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1.5 편입(복학)생 
취득학점 인정절차

편입(복학)생의 학사관리 및 학점처리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가 ▲
학점인정 절차의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가 인정절차의 개선에 충분하게 적용되는가 ●
편입생의 학점인정 절차 및 학습성과 달성 절차가 존재하는가 ▲

1.6 모든
학생이 모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절차

시행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해당절차의 개선에 반영되는가 ●
진입 및 포기시점이 명시화 되어 있는가 ▲
학위 명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

 

■:4개 대학 지적 , ▲:3개 대학 지적, ●:2개 대학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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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진입 및 포기시점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 제정과 이에 따른 시행 결과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 진입생의 질

적 동등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학점 인정 절차와 이들의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수용 정책과 규

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복학생과 편입생이 많은 우리나라 공과대학 현실을 고려하면 명확한 기

준(입학기준, 졸업기준)과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 체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학생은 물론 학사

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석 대학들이 상담에 대한 CQI 구조 구축과 상담실적 및 결과 분석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

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수들이 교과에 대한 CQI에 비해 학생 상담에 대한 관심과 시간투자가 적으

며 이에 대한 CQI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수들이 학생 

상담에 시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교육목표

<인증기준 2. 교육목표>에서는 교육목표가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

되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공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행정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교육목표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CQI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006년 공학인증평가에서 분석 대상 4개 대학들이 교육목표 설정과 공식적인 공개에서는 대체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와 프로그램 특성화를 판단

<표 3> <인증기  2. 교육목표> 평가 결과

세부기준 세부판정내용 결과
2.1 교육기관의 특성화 

교육목표의 설정 및 
공식적인 공개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역량 평가의 시행이 있는가 ●
웹, 요람, 학교안내 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공개하
고 있는가 ●

2.2 프로그램구성원의 
요구반영

정기적으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
구성원이 다양한가 ●
구성원의 요구반영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가 ▲

2.3 교육목표를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교육목표 달성을 분석 평가한 증거자료가 충분한가 ●
평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프로그램 특성화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역량 평가 시행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

2.5 목표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평가시스템의 자료가 충분한가 ●
평가 도구 및 세부기준이 있는가 ●

2.6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

반영 실적 및 관련 개선효과 등과 같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충분한가 ●
개선 실적이 존재하는가 ▲

■:4개 대학 지적 , ▲:3개 대학 지적, ●:2개 대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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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자체역량 평가 시행에서 지적을 받았다. 아직 4개 대학 모두 졸업생이 없었으므로 충분

한 평가 자료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학교 특성화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역량 평가가 이번 평가에

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들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각 프로그램의 특성화 

목표설정과 이를 위해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역량평가 분석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 학습성과 및 평가

인증기준 3. 학습성과 및 평가에서는 학습성과 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수준이 

설정되고 문서화된 절차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006년 인증평가에서는 교과목 학습성과와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에 주목하였다. 2005년 평가에서는 교과목 학습성과 

시스템 구축에 주로 관심이 주어졌으나 2006년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시스템과 실행, 평

가, CQI에 평가의 초점이 주어졌다. 아직 4개 대학 모두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성

과 평가를 통한 CQI 보다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실행하기 위한 performance criteria, rubric, 평

가일정, 평가도구, close the loop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주로 평가 되었다. 아직까지 각 프

로그램이 각각의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rubric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

여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과목을 통한 학습성과 달성 자료가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직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인증기준 3이 

제대로 평가되고 정착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교육요소

인증기준 4. 교육요소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과영역이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설계 관련 교과목이 체계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번 분석 대상인 4개 대학 모두 MSC과목에서 지적 받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프로그램과 평

가위원간의 MSC 과목 여부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과목명 보다는 과목내용과 실러

버스의 내용을 통해 MSC 인정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관점에 따라 MSC 과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MSC과목은 전공기초 과목이 아닌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배울 수 

있는 basic mathematics와 basic science과목임을 분명히 하여 전공기초 과목의 경우 MSC과목

에서 제외되었다. 공인원 평가위원 워크샵에서 제시한 MSC과목 학습목표는 양적 개념을 포함하고 

<표 4> <인증기  3. 학습성과  평가> 평과 결과

세부기준 세부판정내용 결과
3.1 문서화된 평가절차로 

학습성과를 측정함 수립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가 ●
3.2 결과가

프로그램 개선에 적용됨
학습성과 별로 closed loop가 이루어져 있는가 ▲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4개 대학 지적 , ▲:3개 대학 지적, ●:2개 대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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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연과 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to acquire fundamental knowledge about 

nature and its phenomena, including quantitative expression)이다. 따라서 내년 평가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MSC과목 선정을 기초 수학 및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는 요구되는 조건에 맞추어 시스템, 요소, 과정을 계획하는 과정으로(the process of devising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meet desired needs)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교수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팀웍 위주의 수업과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은 방법

을 통해 공학실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06년 

인증평가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설계 이수체계도가 구비되어 있는지와 기초설계과목 개설이 강조되

었다. 더불어 이수체계도의 실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선수과목과 후수과목을 순서에 맞추어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체제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 

<표 5> <인증기  4. 교육요소> 평가 기

세부기준 세부판정내용 결과
4.1 주요전공 설계실습

설계이수체계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기초설계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 
강의계획서에 설계(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4.2 1년 과정의 MSC 개설된 MSC교과목이 MSC 과목으로서 적정한가 ■
■:4개 대학 지적 , ▲:3개 대학 지적, ●:2개 대학 지적

마. 교수진

인증기준 5. 교수진에서는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교수진이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인증기준에서는 충분한 수의 교

수진, 프로그램의 모든 교과영역을 다룰 수 있는 전문능력, 학생-교수간의 유대 및 학생지도 및 상

담, 전문능력의 발전 추구, 산업체와의 유대와 국제화 활동 증진, 봉사활동 등이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 대상인 4개 대학의 경우 교수 수, 전문능력, 국제화, 봉사활동 보다, 학생에 대

한 지도와 상담 평가 결과 및 업적 평가 반영 CQI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로 지적을 받았다. 

이는 인증기준1 학생과도 관계가 있는 요소로 교수들의 학생상담에 대한 기록과 이에 대한 CQI가 

정착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이 통합시스템에 상담 과정을 마련하

고 있으나 매 상담결과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기록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학생들이 상담에 소극적

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증기준 5.3 은 중간진입학생들의 수용정책과 적응 

정책 실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 프로그램에서 

관심 가져야 할 점은 학생지도에 대한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 개발이다.

<표 6> <인증기  5. 교수진> 평가기

세부기준 세부판정내용 결과
5.3 학생과의 유대

유대관계
지도 및 상담

상담 평가 결과 및 업적 평가 반영 CQI를 제시하고 있는가 ■

■:4개 대학 지적 , ▲:3개 대학 지적, ●:2개 대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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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문제

4개 대학 예비논평서 분석을 통해 본 2006년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

그램의 국문 및 영문 명칭의 차별화, 중간 진입생(복학생, 편입생, 소속 변경 학생 등)을 위한 수용

정책, 모든 학생이 모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는 절차, 프로그램 특성화를 판단

하기 위한 자체역량 평가 시행, 프로그램 학습성과 closed loop 실행, MSC과목 여부, 이수체계도 

제작 및 실행, 설계 수업계획서 및 위계에 따른 설계과목 실행, 상담을 통한 학생지도 및 CQI 등이

었다. 

2006년 인증 평가는 이제까지의 평가에 비해 평가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기대했던 대학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컸다. 더욱

이 이번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 평가 시에 평가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율과정을 거치

면서 예비 논평서에서 D 또는 W로 평가등급이 낮아져 대학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무엇 때문에 평

가등급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평가를 받는 대학으로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

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증 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인증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평가를 받는 과

정에서 계속해서 평가기준이 더 엄격해지거나 없던 내용들이 추가되는 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영어 학위명은 현장 평가를 받을 당시까지도 중요한 세부 평가기준에서 제

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장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들의 지적이 없었던 사항이었으나 예비논평서에

서는 이로 인해 C 또는 W 에서 D로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대부분이었다. 공인원의 

Washington Accord 가입을 위한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14일 대응서

를 낸 후에 오히려 평가결과가 낮아져 14일 대응서의 무용함을 경험 했다.

또한 2006년 평가는 2005년 평가에 비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부기준의 각 항목에도 여러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대

학으로서는 구체적인 정보적 피이드백을 받지 못하였으며 무엇을 개선하여 30일 대응을 해야 하는

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14일 대응서를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에도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음> 으로 예비 논평서에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평가위원이 요구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으로 인해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예비논평서에서 구체적으

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인증의 목적에 충실한 대응이다. . 이를 위해서는 세부기준에 대한 구체적 체

크 리스트를 만들어 프로그램에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CAC 인증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앞으로 EAC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CAC와 EAC 인증기준에서 주요한 차이점은 교과영역이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 영역별 학점이 달라 인증기준을 EAC로 바꿀 경우 교과과정을 재편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해당 대학의 경우 다음 중간 평가에서 어느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언제 기준을 바꾸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원은 이런 대학

에 대한 유예기간 제공과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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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공인원은 공학교육인증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의 차별화를 주장하여왔다. 공인원의 평가는 평가

를 위한 평가보다는 개선을 위한 자문과, 기준 만족 여부를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는 자문 보다는 문제를 찾기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평가 대

학들은 느끼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기준의 차이가 심하거나 평가내용을 잘못 이해하

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원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척도와 루브릭을 대학에 제시하여 

대학이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자체 평가와 공인원의 평가가 거의 차이가 없을 때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함께 정성평가의 특성에 맞게 대학의 현실에 따

른 평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척도의 개발 및 우수한 평

가위원 선발과 철저한 평가위원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해마다 인증 기준이 강화되는데 따른 혼란

을 막기 위해 공인원은 각 인증기준 만족을 위한 최소 수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주어야 준비하는 대학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인증의 목적은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을 개선하는데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

이 학문분야 평가에 익숙해져 있어 한번 평가 받으면 몇 년은 편하게 지낼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 평가는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인증 방문 평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인증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

영되지 않으면 인증평가(중간평가)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평가를 받는 대학에서도 1회성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수, 학생,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할 때 인증을 통해 기대되는 경쟁력을 갖춘 공학교육 혁신이 가능하다. 

교신저자: 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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