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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재 일본에서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로 변되는 공학 윤리의 원리에 한 교육의 

상황과 실태에 한 조사연구로서 여러 가지 출  자료와 련된 요 이슈에 한 상황을 조사하여 나

타낸 것이다. 미국 학의 경우에는 정규 교과 과정으로 공학 윤리, 혹은 기술자 윤리 교육은 1980년 에 

등장하여 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JABEE(일본 기술자 인정기구)의 출 과 더

불어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에 한 교육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 은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구나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으

로써 매우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요한 공학 련 학문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공학 분야의 윤

리교육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기술자 윤리 교육 황 분석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to display circumstances about importance issues 
connected with various publication data and engineering ethic principle. It is an investigation study 
about circumstance and actual conditions of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that is spoken by 
engineering ethics or engineer ethics on present Japan. Engineering ethics principle, or engineer 
ethics education is continued until present appearing in the 1980s by formal course of study in the 
case of American university. But, in the case of Japan, along with appearance of JABEE (Japanes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for engineer is 
proceeded very intensively. At present, the purpose of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is heard on 
important engineering literary category so much so that can emphasize very as basic attitude to 
prepare everybody if it is a person who is to be an engineer. The present condition and circumstance 
of Japanese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analysis may become good information in the beginning step 



일본의 기술자 윤리 교육 황 분석

第10券 第1號 2007年 3月 87

on ethics principle education of engineering our country. 

주제어: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기술윤리, JABEE, 공학교육 

Keywords: engineering ethics, engineer ethics, technology ethics, JABEE, engineering education.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술자 윤리교육의 목적은 기술자가 윤리적 평가, 분석,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하여 윤리적인 실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기술자 윤리 혹은 공학 윤리(engineering 

ethics)라고 번역되는 이 주제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대학의 강의과목으로 시작

되었다. 

일본에서도 JABEE(일본 기술자 인정기구)의 영향으로 공학교육인증의 인증기준에서 기술자 윤

리를 제 2항에 정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연구, 교육하게 되었다. 인증을 받는 대부분의 공과대학에서

는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많은 대학과 연구단체, 학회에서도 소그룹 행태의 연구회와 같은 

조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자연과 환경의 파괴와 비자연적, 인위적 공학 산물은 오히려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옴을 인식하게 되었고,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공학적 태도

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공학 선진국인 일본의 기술자들

에게 철저한 윤리적 자세와 태도를 공학의 기본으로 강조함으로서 전국적으로 기업과 학교로 확산

되게 되었고, 학문의 아성인 대학에서도 배출된 기술자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의 피

해를 절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에 적극적 찬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신속한 기간에 이렇게 확산된 일본에서의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장점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학교육 혁신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공학교육의 선진

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을 비교해 볼 때 참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훌륭한 전문 엔지니어의 소양교육의 일환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태도와 자세인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육은 공학교육 인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

다 확산일로에 있는 일본의 대학 교육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선의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기술자 윤리 

관련 각종 데이터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였고, 기술

자 교육의 활성화로 유명한 가나자와 공업대학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상황과 사례를 기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 자료는 특히, JSEE(일본공학교육협회;2006)에서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고, 각종 출판물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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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기술자 윤리교육의 목적

공학 윤리(engineering ethic) 혹은 기술자 윤리(engineer ethic)의 용어는 원래 한글로 의미해

석을 할 경우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용어이나 현재 일본에서는 거의 같은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학 윤리는 대학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쳐지는 교과목의 명

칭으로 정의할 수 있고 기술자 윤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학도뿐만 아니라 현직의 일반 전문직 

기술자 전체를 대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에서 비교적 혼용하는 편이 많으며, 

오히려 기술자 윤리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기술 윤리(technology ethic 혹은 

techno ethic)라는 용어도 있고 산업윤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두 공학기술

과 관련된 엔지니어 즉 기술자를 위한 윤리적 원리를 교육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서는 “Engineering ethic(공학 윤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주로 ”기술자 윤리(engineer ethic; technology ethic 혹은 techno ethic)“라

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시 말하여 어원적으로 공학 윤리는 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과

정 중의 하나로서 공학 윤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술자 윤리는 보다 확산된 의미로서 대학의 

예비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현직의 기술자 교육을 포함한 의미로 기술자 윤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산업윤리(産業倫理) 혹은 과학기술 윤리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 윤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분야도 있다.

원래 인간이 행하는 과학 기술적 행위는 자연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행위이어야 하고 이것이 동

물과 다른 고차원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는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원리규칙에 대한 순수 윤리(혹은 절대윤리)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특히 자연을 대상으로 인간에게 유익함, 행복, 선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인간적 공학 기술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탄생된 것이다.

기술자 윤리 교육은 기존의 철학과목과 같은 교양과목의 성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교양교육의 일

환으로 가르쳐져서는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기술자 윤리

교과목은 순수 윤리가 아닌 실천 윤리, 응용윤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따라서 교육목적도 

기술자들의 실천과 응용에 바탕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더구나 명확한 윤리적 기준

과 상황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

라서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적은, 1) 특정의 가치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 2) 윤리규범, 조항(윤리 

강령등)을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는 것, 3) 순수 윤리학의 이론만을 가르치는 것, 4) 윤리학이나 응

용 윤리학의 역사만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 5)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 등의 교육

이 되어서는 진정한 기술자 윤리교육이 될 수가 없다.

거시적으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에서 미시적으로는 기술자 개인의 윤리의식

과 양심, 조직체(기업과 사회)에서의 행위를 고찰하고 그 뼈대가 되는 과학기술에 관련하는 제도·

조직 및 그것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탐구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기술자 윤리 교육은 전문 엔

지니어의 소양교육으로서 과학기술 그 자체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학습되고 훈련되어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러서야 본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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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 일본의 기술자 교육의 목적은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의 기본적 실천 능력의 훈

련에 집중하고 있는 점과 졸업 후 사회에 배출된 후에도 여전히 공학 윤리 교육의 영향으로 기술

자 윤리 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학 윤리의 원리의 교육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의 시사적 논점이 될 만한 공학 윤리적 주제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혁 작업도 아울러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일본 기술자 윤리교육의 현황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원(ABEEK)과 더불어 일본에는 일본 기술자 인정기구 즉, JABEE(Japanes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가 1999년 거의 동시에 설립이 되어 일본의 정

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4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의 대학 프로그램

으로 인증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자교육(공학교육인증) 인증기준의 기준 1의 교육목표에는 두 번째 항목에 “기술자 

윤리” 항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학문과 지식에 앞서 인간과 사회, 다면적 사고를 중시하는 인증기

준을 채택하고 있다.

공과대학의 학과에서 기술자 윤리 과목을 개설하는 설강비율을 살펴보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 2005년도 일본 전체의 대학에서 전기, 전자, 통신공학 관련의 학과의 기술자 윤리 과목 개강 

상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기술자 윤리의 설강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거의 85.9%, 사립대학에서 

53.3%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55.5%이상 설강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향

후 계속적으로 기술자 윤리과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공과 대학의 기본소양교육으로서 일반화 

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따른 출판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관련 대학의 교과서(text 

book)의 집필 정도를 살펴보면 대략 1999년도까지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을 넘어서면 

<표 1> 일본기술자 인정기구(JABEE)의 인증기  기 1.

(a) 지구적 시점으로부터 다면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능력과 그 소양 
(b) 기술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및 기술자가 사회에 대해서 지고 있을 책임

에 관한 이해(기술자 윤리) 
(c) 수학, 자연과학 및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과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d)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 기술에 관한 지식과 그것들을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e) 여러 가지의 과학, 기술 및 정보를 이용해 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능력
(f) 일본어에 의한 논리적인 기술력(記述力), 구두 발표력, 토의 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초 능력 
(g) 자주적,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h) 주어진 제약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자료: 일본 기술자교육인정기준(2002), 2002-2003년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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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여 작년까지 미국보다도 많은 출판물 즉, 대학 강의용 교재를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대학에서 이미 설강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출판물의 증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기술자 윤리 련 출 물 건수

년도 93-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권수 1 1 2 0 5 3 2 10 4 8 7

자료: 石原孝二, 臍本良何(2006), 공학.공업교육연구강연회 강연논문집, 강연번호 1-214, p.222

일본에서 기술자 윤리 교과서를 번역서 포함하여 출판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후루타니 케이

이치(古谷圭一)편역(1993)의 “환경 윤리”가 최초일 것이다. 그 후 1998년의 Harris등의 “Engineering 

Ethics: Concepts and Cases”가 일본 기술사회에 의해서 번역된 이후 미국의 기술자 윤리의 교과

서의 번역이 이어졌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교과서의 번역은 5점, 일본인 저작이 8점의 합계 13점이었다. 그러

나 JABEE의 인증사업이 확대되는 2003년부터 2006년 4월까지의 출판 수는 번역 1점을 포함하여 

총 29점에 이르러 통계적으로 총 42점이 되었다. 이점에 있어서 기술자 윤리에 대한 교육은 

JABEE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공학교육인증을 받

는 대학에서 점차적으로 공학 윤리 교과목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2004년에는 최소 14개의 인

증대학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공학 윤리”라는 독립의 과목으로 공학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학교는 5개의 학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개의 대학에서는 기술과 사회, 직업과 윤리, 공학 법

제 등 과목의 일부를 할애하여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림 1> 일본 기술자 윤리과목 교육내용 분석

자료: 石原孝二, 臍本良何(2006), 공학.공업교육연구강연회 강연논문집, 강연번호 1-214,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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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윤리 교과목 내용 분석을 하여 보면 대략 사례분석을 교육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교과

목 특성상 특정원리나 이론의 학습보다는 경험론적인 견지에서 과거나 동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 호기심과 동시에 공학기술의 영향을 자극하는 교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PL(제조물 책임법;Products liability)법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외에도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나 규정에 관한 문제와 제조물 설명에 관

한 책임 등 주로 소비자의 측면을 고려한 교육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윤리강령과 제조물의 설명에 대한 책임의 주제도 2002년 이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이것은 별로 윤리규정이나 강령 등이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학회나 단체에 비하여 고무적인 

교육으로 보이며, 제품의 소비자 측면을 강조한 제조물의 설명에 대한 책임 역시 기업 윤리의 강화 

측면에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업윤리, 혹은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 윤리, 안전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교육 인증기준의 영향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 팀워크 능력, 의사

소통 능력, 법경제경영환경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적인 협력능력 

…….”등을 동시에 강조하다 보니 유사한 과목 명칭으로 위에 열거한 다양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교육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공학 윤리 교과

목의 성격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많은 학습 성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1~2개의 교과목에서 

성취할 수 있는 주제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과목 안에서 여러 가지의 학

습 성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와 같은 주제는 유사한 과목 

예를 들어 기술과 사회, 직업과 윤리, 공학 법제, 과학 기술의 철학적 이해 등의 과목에서 위에 열

거한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

서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과목은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집중적인 훈련

과 분석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윤리적 훈련과 실천의식을 강조하는 사례는 가나자와(金澤)공

업대학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Ethics-Across-the-Curriculum” 시스템이라고 하여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한 가지 주제 즉,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의 원리와 의식에 대한 훈련과 체득, 실

천을 목표로 한다.

Ⅳ. 가나자와(金澤 ) 공업 대학의 기술자 윤리교육 현황

일본의 경우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교과 전문대학으로 나고야(名古 )대학, 관서(關西)대학, 홋

카이도(北海道)대학 대학원, 가나자와(金澤) 공업대학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대학중 가나자와 공

업대학에서는 3학기제 (봄 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에서 “과학기술자윤리 (2학점)”과목을 3학년 

봄 학기에 전교생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1학년 겨울학기 수업에서 “기술자 입문 3과목(1학

점)”의 50%를 기술자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1~2학년생들에게 필수선택 과목

으로 “과학기술과 사회(2학점)”과목을 개설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공학설계”과목은 I, II, III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학설계 I”과목(2학점)은 1학년 가을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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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고 “공학설계 II”과목(2학점)은 2학년 겨울학기에 개설되며, “공학설계 III”과목(8학점)은 4

학년 과목으로서 봄, 가을, 겨울학기에 걸쳐서 개설된다. 이 과목에서도 각각 1학기당 총 18주 강

의에서 약 1회 이상을 “기술자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하게 된다.

교과내용은 주로 기술자 윤리에 대한 성숙도를 결정하여 1학년에서는 기술자 윤리에 대한 “문제

점의 발견 혹은 계획”의 단계를 학습하고, 2학년의 단계에서는 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단

계”, 4학년의 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

록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겨울학기에 전교생 필수과목으로 개설되는 “core 세미나(1학점)”에서도 외

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술자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3학년 교외 합숙과목(2박 3

일)인 “인간과 자연”과목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Ethics-Across-the-Curriculum”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의미는 전 교

과과정을 통하여 기술자 윤리에 대한 교육을 한다. 대부분 프로그램 필수 과목으로 1학년 교과과

정에서 “기술자 입문” 과목을 지정해 놓고 있고, 3학년 교과목으로 “과학기술자의 윤리”과목을 모

두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해 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신으로부터 행동하는 기술자의 

육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기술자 윤리 교육은 교육과정 전체에서 달성해야만 하는 교

육(Ethics-Across-the-Curriculum)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2004년부터 전체 교과과정에서는 다

음 표와 같은 교과목으로 기술자 윤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Ethics-Across-the-Curriculum” 시스템은 독특하게도 가나자와(金澤) 대학에서 독자 개발

한 시스템으로 기술자 윤리교육은 한 학기나 일 년 단위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 두 번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대학 4년의 전체 재학기간에 학습하는 동안 여러 교과목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 윤리 교과목의 경우 봄, 여름, 가을학기에서 3학년 전체 학생 수 1500명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각 학기당 500여명을 5명의 전임교수가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다. 2006

년도 봄 학기에는 10개 수업이 개강 설정되어 학과별 차이는 있으나 약 40-70여명이 수강하고 있

다. 1학년의 경우 “기술자 입문”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1학점 3학기 연속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

고, 기본적인 기술자 윤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전 학부생이 모두 이수하는 

2학점 필수과목으로 과학기술자 윤리라는 과목을 통하여 기술자 윤리에 관하 내용을 집중적으로 

<표3> Ethics-Across-the-Curriculum 시스템에서의 기술자 윤리 교과과정

Ethics - Across - the - Curriculum 시스템(전체 교과과정에서의 윤리교육)
 1. 기술자 입문 I,II,III 1학년 필수 교과
 2. 공학설계 I 1학년 필수 교과
 3. 공학설계 II 2학년 필수 교과
 4. 과학기술자 윤리 3학년 필수 교과
 5. 인간과 자연 3학년 필수 교과
 6. 핵심(core) 세미나 3학년 필수 교과

*자료: 가나자와(金澤)공업 대학 기초 교육부(2006), 일본공학교육협회 학술발표대회, 강연번호 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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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전공과목인 공학설계 I, II에서 2학점 필수과목으로 1,2학년 연속하여 

전공 교과 교수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공학 윤리 실천사례를 학습하도록 부과하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내용도 문제점의 발견단계에서 생각, 판단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4학년 수준에서는 보여주

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거의 훈련에 가까운 연속적 학습을 하고 있다.

V. 고등전문대학의 기술자 윤리 교육 상황

일본에서는 고등전문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특색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고등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정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JABEE의 인증을 받은 대학들도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찌요 공업고등전문학교(八代工業高等專

門學校)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술자 윤리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4> 하 요공업고등 문학교의 기술자 윤리에 한 학습. 교육목표

D. 기술의 방법에 대한 윤리관을 체득한 기술자
D-1.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다.
D-2 실무상에의 문제를 이해하고, 기술적 윤리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료> 일본공학교육협회(2004), 공학.공업교육연구강연회 강연논문집, 강연번호 170, p.337

이 교육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실천윤리, 응용윤

리의 성격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무에 임하여 공학지식의 활용에만 그치지 않고 윤리

적 의식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과정도 전공 1학년 즉, 본과 4~5학년의 과정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일반 교양과목의 성격을 연장하여 “기술윤리”와 “생산과 법” 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가고시마(鹿島) 공업고등 전문학교의 경우에도 “기술윤리”과목은 전공과 2학년에서 개강하고 있

고, 특히 각과에 성격에 따라 환경윤리, 정보윤리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민간기업 기술

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기업과 기술자간의 관계 및 비즈니

스 예의(business manner) 등의 폭넓은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그 외 하찌요 공업대학(八代工業大學)에서는 종합교육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각과 학과장 6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하는“기술자 윤리교육 연구회”를 설치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하

는 대학도 있다. 총 12회에 걸쳐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자 주제를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공학, 기술자 윤리교

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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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술자 윤리교육에 대한 학생설문 조사결과

한편,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교육을 받은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법률집이나 안전공학관련 서적에 대한 내용의 학습에는 저조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응용윤리학 서적이나 선배, 친구들의 경험담과 토론을 통한 경우에 윤리에 대한 빠른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신문 사례집이나 윤리 의식의 실패에 대한 체험 사례집, 

그리고 교수의 체험담을 통하여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와 같이 기술자 윤리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통한 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한 결과 어렵고 원론

적인 내용의 강조보다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와 자료들이 학습 

흥미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5> 강의 후 설문조사를 통한 공학 공 학생의 이해도

사례 인용 출처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학생의 이해 반응
공학 윤리 서적 명확한 사례를 보여줌 시대적 이해 차이감이 있음 사례이해 다른 해석 3
안전 공학 서적 명확한 사례 인과관계의 모호함 흥미 없고 이해 부족 1

응용 윤리학 서적 좋은 사례를 실감 적용에 무리 수강열중, 이해도 양호 5
판례집 입장 이해 문장의 복잡, 어려움 흥미 없고 이해 부족 1

실패 사례집 원인 명확 영향 불명확 수강열중, 이해도 부족 4
공학 윤리 문제집 범용할 수 있는 사례 난해한 해석 사례이해 다른 해석 3
신문·TV의 보도 신선한 실감 실정 불명확 수강열중, 이해도 양호 4

조직체(회사)의 실례 신선한 실감 설명 난해함 사례이해 다른 해석 3
강사들의 체험 좋은 사례실감 시대적 차이 수강열중, 이해도 부족 4

친구, 선배 등의 체험 친근한 실감 규모적 격차 수강열중, 이해도 양호 5
5점: 수강 열심, 이해 양호, 4점: 수강 열심, 이해 부족, 3점: 사례이해, 다른 해석 1점: 흥미 부족 이해부족

*자료: 堀田源治(2006), (사)일본공학교육협회, 공학.공업교육연구강연회 논문집, 강연번호:1-211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은 전문 엔지니어가 되기 전에 미

리사전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윤리 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윤리의식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결정하고 실천하기 어

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경우가 대단히 많은 부분이다. 이는 단 시간의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설

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보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문과 보도, 공학적 실패 사례, 혹은 강사들의 체험담 등이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과목의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이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와 같은 강의 평가 결과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그 나라에 맞은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꾸준히 개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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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이와 같이 공학교육인증의 영향으로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 교육의 강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술사(技術士)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강조되는 일본의 기술자 

윤리 교육의 현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달해 준다. 

우선, 일본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공학과 기술자에 관련된 중요한 기초 소양과목으로 기술자 윤

리과목을 앞 다투어 설강하고 있다는 것과 기술자들의 윤리적 실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전 

학년 동안 장기간의 체득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나자와 공업대학의 예를 들어봐도 1학년과 

4학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과정에서 기술자 윤리의 수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훈련,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르도록 교육하고 있다.

하찌요 고등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한 다른 전문대학의 교육상황을 보아도 대부분 기술자 윤리에 

관련된 과목은 필수 교과목으로 인식, 개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놓고 일부 

내용을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에 대한 교육으로 병행하거나 삽입하여 가르치는 교육체제와는 질

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자 윤리교육에 대한 학생 설문의 결과 기업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가진 전문 교수의 체험담

을 강의함으로서 학생들의 흥미 집중과 이해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강의용 전문 서적과 판례집 등은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술자 윤리 교육의 교육 목적은 기술자의 윤리적 행위, 실천, 행동에 있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연과의 관계 및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해충돌, 사회, 인간, 자연의 관계, 

생명정보환경 윤리, 기술자적 양심, 기밀보호, 공익통보, 내부고발, 직업정신, 안전 등의 사례연구

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바람직한 윤리적 교육 평가 방법으로는 윤리적 문제 인식, 분석, 판단, 평가, 실천 능력 등이 될 

수 있으며 자유스러운 토론, 발표, 시험으로 이어지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자 윤리 연구의 영역도 사상과 철학의 뿌리에 근간을 둔 것이 아니라 사례연구와 실질적 법

률관계, 환경과 안전, 위험관리 등의 현실적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4

년간의 교과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대학이 많다. 교육내

용 또한 실질적 교육방법으로 기업 경험이 있는 교수의 체험담, 선, 후배들의 체험과 조언, 신문보

도와 사설 등의 교육을 통하여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공학 윤리, 기술자 윤리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

의 성격을 벗어나 오히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실무 기술자들의 교육에도 확대하여 가르쳐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신저자: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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