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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engineering education models have fallen to give satisfactory results to enterprises.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new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Engineering House, to overcome it. EH is made of 
three spaces and three concepts. Concept means system. Three concepts are things about a education 
program, a research cooperation, a open-door policy of EH facilities. First of all, Education system for 
undergraduates is most important of all. We intend to give them chances for real engineering experiences. 
Specialist from companies are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The second is a research network. EH is 
managed by two or three professors together and their researches are carry out with companies's researcher.
Key-point is doing all together. The third is service system for regional enterprises. EH's facilities are 
opened. Our students and professors are supporting directly. Mainly high price measuring machine is used. 
Like these, networks with companies are very helpable for undergraduate's educations and job connections. 
These are the work based learning system. Engineering House system look forward to getting to good 
program for undergraduate,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enterprises
Keywords: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House, Conventional education system, Cooperaton, ABEEK

Ⅰ. 서론 

“이공계 대학에서 산학협력은 필요한가?” 라는 질

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순수과학의 경우는 학

문적 연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엔지니어

를 양성하는 공과대학은 가치창출 즉, 경제성을 떠

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인재양성의 목적

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방법과 경제적 이익을 창

출할 수 있는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공과대학은 급변하는 산업추세를 적절하게 반

영(박성민, 2007)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여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각 대학들은 산업계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

를 형성해왔으며 우리는 이것을 산학협력이라고 총

칭한다. 산학협력의 다양한 활동(박철우, 2008)으로

는 교육수요조사, 학생 프로젝트 실습․교원 산업체연

수․기업인 겸임교수 참여 등의 인적자원교류, 위탁․공
동연구, 물적자원 공동활용, 신기술 세미나․포럼 등이 

있으며, 대학의 가장 적극적인 산학협력으로는 창업․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과학기술단지 조성(최홍건․박상

철, 2003)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공계 대학의 교

육과 관련하여 산학협력 기반으로 기존 교육을 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김수원, 2007)을 논의하고

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교육이 이

론위주의 부실교육(이의수, 2004)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에게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

다고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만족한 인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학생들은 많은 수가 취업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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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

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한 와중에 대학은 위

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자

원의 대폭적인 감소, 글로벌화에 따른 조기유학생의 

급속한 증가, 이공계 기피로 인한 우수인재확보 비

상, 대학원생의 급감으로 인한 연구능력의 저하, 기

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글로벌화 등으로 신입 인

재확보의 세계화 등 대학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커리큘

럼, 동일한 교육모델로 다양한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진 

산업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규과정

의 커리큘럼 조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생들을 대학원생과 같이 연구실내 교

육으로 유도하고, 지도교수의 산학과제에 학부생들

을 참여시켜 최신 산업기술을 기업 전문 엔지니어로

부터 전수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엔지니어링 하우

스(Engineering House, 약자로 EH) 교육모델’에 대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기존 교육의 문제

일반적인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졸

업 이수조건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의 졸업이수조건은 14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

어 있고 세부적인 과목이수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

은 대학들이 채용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이수조건

(<표 1>참조)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학교육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총 108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실무는 설계학점 18학점

을 포함하여 총 60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즉, 3학

점을 한 과목으로 한다면 총 20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1개 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

는 직업의 종류가 수 백 가지이상이 된다는 것을 생

각하게 되면 기존 대학 정규교육과정이 이미 세분화

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기업들의 인재욕구를 충족시

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대학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실

습(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도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

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실습제도는 

기업의 대학교육 참여의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실

<표 1> 공학교육인증 이수조건

<Table 1> Credit Condition of ABEEK

공학교육인증 구분 필수 학점
공학소양 18학점 이상
기초과학 30학점 이상
공학실무

(설계포함)
60학점 이상 

(설계 18학점 이상)
계 108학점 이상

습을 행하는 학생의 경우 고학년이 될 수록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공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이 듣게 

될 경우 오히려 회사에 폐를 끼치게 되거나 단순한 

잡무만 하다보면 학생들의 학습효과 저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실습이 대학 외 공간에서 이

루어지다보니 대학의 학생지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다. 특히 현장실습기간이 너무 짧고 빈번

하게 가다보니 실습회사가 매번 달라지는 등 학생지

도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이다.

Ⅲ. 학부교육모델 ‘엔지니어링 하우스’

엔지니어링 하우스는 정규과정과 현장실습의 문제

점을 개선한 교육모델로 학부 3, 4학년에게 대학원 

석사과정과 같이 대학 내 정해진 정주공간을 부여하

고, 교수의 산학공동연구과제에 참여시키며, 기업의 

전문 엔지니어로부터 현장체험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 

산학일체형 교육제도이다.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기

업은 대학교수가 운영하는 공간에 직접 입주하고 연

구에 참여하여 새로운 상품개발과 국내외의 기술정

보를 획득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를 지원

받는 등 중소기업 연계형 산학협력제도를 시행한다

는 것이다.

이 엔지니어링 하우스의 장점은 학부생을 대학원

생과 같이 교육한다는 점과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시

공간에 무관하게 수행한다는 것, 특히, 기존 대학에

서 교수에게 개별적, 일방적으로 주어지던 공간 활

용 전략과는 다르게 대학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제도의 지속성을 위하여 2~3명의 교수가 함께 운영

하면서 기술적 연계를 도모하며, 일정한 산학협력 실

적 유지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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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완성된 엔지니어링 하우스는 [그림 1]

과 같이 대학의 교수, 학생, 기업 간에 교육센터, 협

동연구소, 기업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되어 있는 물리

적 공간을 의미한다.

엔지니어링 하우스 내 교육센터에서는 [그림 2] 

및 [그림 3]와 같이 학부 2학년 겨울방학부터 4학년 

2학기까지 2년간 8단계(여름 및 겨울방학을 학기로 

간주)에 걸쳐 세부전공분야(학과별 세부 취업업종과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교육을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부터 세미나 형태로 학습 받게 

되고, 학생들은 이러한 세미나 학습이외에 하우스 내

에서의 자율학습, 선배로부터의 1:1 지도학습, 동문

선배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

도 교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엔지니어링 하우스 교

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가능한 입소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교육되어진 학생은 기업

으로 자연스럽게 취업이 유도되는 제도인 것이다. 

[그림 1] 엔지니어링 하우스의 구성

[Fig. 1] Structure of Engineering House

[그림 2] 정규과정과 EH교육의 비교

[Fig. 2]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en-

gineering education system and EH's education 

system

[그림 3] 기존 교육과의 차별성

[Fig. 3] Differences from the conventional en-

gineering education system

기업은 현장교수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

동연구소를 통해서 대학의 교수와 기업 간에 공동연

구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지원센터

의 첨단장비를 24시간 공동 활용하게 되어 기술혁신

을 가속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엔지니어링 하우스 

당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는 항시 3~4개 정도가 유

지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한 연구과제당 기본

적으로 3~5명의 학부생이 참여하여 상품개발 경험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지

속적 유지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수준의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시 3, 6, 12개

월 등 엔지니어링 하우스 공간 내에 기업인이 공동

으로 연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하우스에는 안식년 및 보직 등

으로 교육 및 연구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2~3

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1인당 10개정도의 기업을 고

려하여 엔지니어링 하우스에는 20~30개 기업의 연

계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학

생들도 한 엔지니어링 하우스 규모별로 10~20명 정

도의 학부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우스의 교육센터는 산업 흐

름의 변화 및 기업의 요구에 따라 8단계 학습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이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다종다양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모델로 적합한 이유이다. 특히, [그림 4]에서처럼 기

존 공학 정규교육 과정이 관련 산업업종의 공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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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엔지니어링 하우스 교육모델

[Fig. 4] Engineering House education model

을 교육하는 것이라면,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은 특정산업분야 교육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는 기존 산업의 급격한 산업변화를 교육에 반영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

존 교육과 보완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08년 현재 44개의 엔지니어링 하우스가 개소되

어 있으나 EH의 학부 참여연구원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인건비 지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EH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05년부터 ’07년까

지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EH당 인건비 지급 총실적 

및 EH당 평균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등 산학협력 기

반의 교육모델이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08.5.13에서 20일 사이에 엔지니어링하우스 졸업

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엔지니어링하

우스 학부 졸업 취업자 112명, 응답율 79%)를 실시

한 결과 엔지니어링하우스 참여 졸업생이 말하는 엔

지니어링하우스의 장점은 현장실무능력배양(32명), 

교수와의 유대강화(27명), 전문기술 습득(20명), 참

여업체와의 유대강화(11명), 취업유리(10명) 순이었

다. 평가결과를 보면 엔지니어링하우스의 참여는 현

장 실무능력과 전문기술의 사전 습득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엔지니어링하우스 참여 졸업생의 만족도 조

사에서 제도의 대부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취업과 현장 실무능력의 배양정도에 크

게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졸업생이 말하

는 엔지니어링하우스의 취업도움정도는 “도움이 된

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59명,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인원이 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표 2> EH 학부 연구원의 인건비 황

<Table 2> Salary trend for undergraduate stu-

dents of EH

구분 EH수 총 지급액 
(천원)

EH 1 개당 
평균급여액

교수 1인당 
평균지급액

‘05년 11개 1,068,275 97,116 28,872
‘06년 30개 1,496,834 49,894 18,479
‘07년 33개 1,977,471 59,923 23,825

[그림 5] 엔지니어링 하우스의 장

[Fig. 5] Survey results about advantages of 

engineering house system

[그림 6] 실무기술 습득에 한 설문결과

[Fig. 6] Survey results about getting a practi-

cal skill fo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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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H 졸업생의 취업직종

<Table 3> Occupational classification of EH

구분 연구 기술 사무 서비스 기타
인원(명) 54명 32명 6명 2명 6명

리고 졸업생이 말하는 엔지니어링하우스의 현장 실

무능력 배양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인원

이 54명,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EH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하우스 참여 졸업생의 업종분석에서 졸

업생은 연구직으로 취업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순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

으로 산업대학의 특성상 연구직과 기술직이 가장 많

았으며, 사무직과 서비스직, 기타직종은 1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과의 일치 또한 우수

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엔지니어링하우스의 현장 

실무경험은 전공과 일치하는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고 판단된다. 특히 일반 졸업생과 엔지니어링하우스 

참여졸업생과의 초임 연봉을 비교한 결과 엔지니어

링하우스 참여졸업생의 평균 초임 연봉이 일반 졸업

생보다 약 3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된 회사의 규모, 현장 실무능력 등이 일반 졸업

생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

로 평가할 때 학부생을 대학원생과 같이 연구실에서 

기업 연구과제에 참여시키는 도제식 엔지니어링 하

우스 교육모델은 취업하기 전, 현장을 경험하게 함

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교육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엔지니어링 하우스 교육모델을 설계하면서 우리나

라 공학교육이 다양성이 없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가졌다. 대부분 대학들의 교육시스템이 연구중심대

학교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학과

명도 가르치는 과목도 거의 동일하고, 수행하는 연

구테마도 비슷비슷하다. 머리가 똑똑한 학생도 수학

의 사인, 코사인도 모르는 친구도 같은 책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은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수행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첫째, 대학의 공학교육은 산업추세를 반영한 교육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교수의 

산학연구과제에 학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학

부생도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실무를 체득할 수 있

다.

둘째, 대학의 정규과정과 학점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해가는 산업현장의 기술을 따라갈 수 없으며, 방

과 후 교육(과외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의 전공교과는 제도적으로 빠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기반이 필

요하고 기업의 교육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학협력 기반의 도제식 과외

교육이 산업인력 양성(박봉규, 2005)에 있어서 취업 

후 실무적응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 정규

과정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문요약

기존 공학교육 모델은 기업들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교육모델, 엔지니어링 하우스 교육모델을 제안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하우스는 3개의 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세 가지는 교육, 연구, 기업지원공간 

등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학부생에게 실용기술을 교육

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의 전문가가 학부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교육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EH를 공동으로 관리

하는 2~3명의 교수와 산학협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학생, 교수, 기업인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EH내 모든 시설은 기업인에 개방

되어 있고, 학생들도 기업과의 협력 중에 이들 장비

사용법을 배우게 되고 취업으로도 연계되는 장점도 

있다. 즉 EH는 산학협력 기반위에 교육과 취업이 연

계되는 모델인 것이다. 새로운 교육모델은 산학협력

에 기반을 두고 학부생을 기업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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