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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mechatronics education in South Korea is analyzed and its improvement is proposed. For 
this purpos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evolution of mechatronics in South Korea, USA and EU is 
deployed first. It is revealed that most of the mechatronics education in USA and EU is remained in 
cross-disciplinary stage or curriculum stage, whereas that in South Korea is evolved to curriculum stage or 
organizational stage. The comparison of mechatronics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problems of mechatronics education are included. The automation of machinery and factory plays one of 
major roles in mechatronics education in Korea, while mechatronics curriculum in USA and EU does not 
emphasize the automation. Mechatronics experiment in South Korea is organized to meet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on mechatronics, and it is recommended to be more inventive. The way of improving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of South Korea on mechatronics field is proposed. And, finally, efficient way of 
linking technical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mechatronics education is also proposed.
Keywords: Mechatronics education, Mechatronics curriculum, Mechatronics experiment

Ⅰ. 서론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라는 말은 일본의 야

스가와 전기의 엔지니어에 의해서 1969년 MECH 

(anism)과 (elec)TRONICS를 조합하여 조어되었다

고 알려져 있으며(Kyura N. & Oho H. , 1996), 야

스가와 전기에서 1971년 이 용어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일본 공업국, 1971;일본 공업국), 1982

년 이 용어의 사용권을 야스가와 전기에서 포기한 

후 일반화된 용어로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Kyura 

N., 1996). “Mechatronics"를 제호로 사용하는 학

술지가 1990년도에 창간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3

년도를 전후하여 메카트로닉스공학과(전공) 이 4년

제 대학에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이 용어에 대한 

사용이 자유스러워진 이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우

리나라에서는 메카트로닉스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

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며, 구미에서는 이와 유사

한 용어로서 ”electro-mechanics"라는 용어가 혼용

되어 사용되어졌다.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4년제 대학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전공)이 14개 이

상의 대학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는 대학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으며, 매년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약 500

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진학사, 2006). 

또한 유사한 전공으로서 계측제어공학과(전공)의 경

우에도 유사한 규모의 학과(전공)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교육에 

관한 논의가 단위대학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나 국

외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공개

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의 메카트로닉스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메카트로닉

스의 개념분석,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의 개발, 메카

트로닉스 교육을 위한 실습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이정우, 채경덕(Lee, Jeong-Woo, Chae, Kyoung-Deok)

공학교육연구34

사용, 국가 기술자격 검정, 공학교육 인증 등에 관련

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학문분야로서의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개념이 상호 작용하는 영

역을 지칭하였던 메카트로닉스 라는 용어가 1970년

대에는 “복잡한 전장부를 가진 간단한 기구부(Sim-

plified mechanism with sophisticated functions 

in electronics)”의 개념으로 변모하고(Tan K. K., 

1998),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카트로닉스

라는 용어의 정의가 등장하였다. 최초의 국제 학술

지로 간행된 “Mechatronics”지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라는 용어를 “메카트로닉스의 기본 형태는 현대적인 

공학과정에서 기계공학과 전기공학의 결합(Mecha-

tronics in its fundamental form can be regarded 

as the fus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disciplines 

in modern engineering process.)”로 정의하고 있

으며(Tan K. K. et. al, 1996), 위키피디어에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의 상승적

결합(Synergistic combination of mechanical en-

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and software 

engineering)”으로 정의하고 있다(Wikipedia, 2006). 

Fig. 1, 2, 3 그리고 4에는 구미의 메카트로닉스 전

공자들이 구상하는 메카트로닉스의 개념을 도식적으

로 표현한 몇 가지의 예를 나타내었는데, 기계공학, 

전자/전기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등과 대등

한 비중으로 제어공학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기

존의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공학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한편 Ⅲ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화(Automation)가 경시되고 있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구미의 

대학에서는 대규모의 기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

며, 기계공학과의 내부에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트랙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자동화는 기존의 기계공학이

나 전기-전자공학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한편 Ⅲ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화(Automation)가 경시되고 있

[그림 1] Wikipedia(2006)에서 제시된 메카트로닉

스의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n mechatronics 

suggested in Wikipedia(2006)

[그림 2] Craig K. & Stolfi F. (2002)에서 제시된 

메카트로닉스의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n mechatronics 

shown in Craig K. & Stolfi F. (2002). 

[그림 3] Tan K. K. et. al.(1998)에서 제시된 메

카트로닉스의 개념도

[Fig. 3] Conceptual diagram on mechatronics 

shown in Tan K. K. et. 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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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rown N. J. & Brown O. T. (2002)에

서 제시된 메카트로닉스의 개념도

[Fig. 4] Conceptual diagram on mechatronics 

suggested in Brown N. J. & Brown O. T. 

(2002).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구미의 

대학에서는 대규모의 기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

며, 기계공학과의 내부에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트랙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자동화는 기존의 기계공학분

야로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

리나라와 아시아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자동화

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Lee J-W et. al., 2005).

Grimhenden 등은 새로운 개념의 학문분야가 탄

생하여 진보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Grimheden M. & Hanson M., 2005). 초기단

계에서는 다학제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여

러 학문 분야에서 교육되던 내용을 모아서 교육하는 

단계(Multi-disciplinary Stage)이며, 다음 단계는 

다학제적 교육과정이 융합되어 새로운 교과과정이 탄

생하는 단계(Cross-disciplinary Stage)이다. 두 단

계의 차이는 “새로운 교과과정이 개발되었는가?”로 

구분되어 진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서 새로

운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단계이며 이를 

Grimhenden등은 Curriculum Stage로 명명하였다. 

다음단계는 교육기관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단계(Organizational Stage)이고 최종 단계는 새로

이 출현한 학문분야가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의 정

립단계(Thematic Stage)이다(Grimheden M. & 

Hanson M., 2005). 이 단계에 이른 학문 분야는 국

내 공업계고교와 공과 대학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과,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등

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80년대 초에 몇몇 선도 대학들

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교육이 단기강좌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Multidisciplinary 단

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극히 일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70년대 말-80년대 초에 Curriculum Stage를 지나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특히 현

재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전공)를 설치한 대학에서는 

90년대 초반에 Multi-disciplinary - Curriculum 

Stage를 맞이했다고 보이며, 2000년대에는 Organi-

zational Stage에 들어왔다고 보인다. 유럽의 경우에

는 Cross-disciplinary Stage와 Curriculum Stage

에 있는 대학들이 많으며, 스웨덴의 KTH대학 등은 

Organizational Stage에 진입하였다(Grimheden M. 

& Hanson M., 2005). 그러나 이러한 진화의 과정

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하는 사실이 메카트로닉스 교

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대학과 학과의 구분을 세분화하는 우리나라

와. 세분화 하여 구분하지 않는 경향의 차이에 기인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15개 대학이 구체적

인 조직으로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전공)을 설치하

는 Organizational Stage에 들어왔다는 것은 고무적

인 사실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선도 대학들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독립된 단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기계공학과(부)에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제공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트랙 혹은 

전공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메카트로닉스 

분야가 독립된 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

[그림 5] 학문 역으로서의 메카트로닉스의 잔화 단

계(Grimheden M. & Hanson M. ,2005)

[Fig. 5] The evolution of mechatronics as an 

academic discipline(Grimheden M. & Hanson 

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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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

다. 반면에 공업계고교에서는 “전자기계” 또는 유사

한 명칭으로 독립된 모집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가 대부분이며, 구미에서 중시되고 있는 제어공학의 

교육은 대부분 생략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응용과 

자동화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Ⅲ. 학문분야로서의 메카트로닉스

국내에서는 메카트로닉스라는 이름으로 학과(학

부) 혹은 전공을 설치한 대학이 14개에 이르고 있으

며, 2002년 이들 대학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분석은 

참고문헌(Lee J-W et. al., 2005)에 요약되어 있다. 

메카트로닉스와 유사한 명칭으로서는 로봇 시스템 

공학, 지능기계시스템공학, 산업자동화 공학 등을 사

용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의 교육과정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이들 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이 기계공학과에 기반을 두고 자동화와 제어

의 영역이 강조되어 있다고 보인다. 반면 전기, 전자 

공학 등에 기반을 두고 유사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어/계측공학”과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 관련 과정의 교

육과정은 4년 전(Lee J-W et. al., 2005)과 비교하

여 기계-전기/전자-컴퓨터-공통교과의 비율은 3- 

3-2-2 정도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이 비율은 개설교과목수를 기준으로 한 개략적인 

통계임,Lee J-W et. al., 2005). 그러나 이 비율은 

메카트로닉스 전공(학과, 학부)의 모태가 어느 학과

인가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메카트로닉스공학 교육을 위한 최소의 표준

화된 권장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학과의 명칭으로서 학생의 교육배경

을 예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도에 조사된 메카트로닉스 관련학과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중 다른 대학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

이한 교과목들은 2006년도에 조사된 특이 교과목과 

상당히 변화되었다(특이 교과의 판단기준은 4개 대

학 이하의 개설 교과임. <표 1>, 괄호안의 숫자는 

개설 대학의 수). 2002년도의 특이 교과는 대학원 

수준의 교과가 학부에 개설된 것이 많은 반면, 2006

년도의 조사에서는 영상처리(머신비젼)과 미소기전 

시스템, 그리고 지능시스템 등이 일반화되어 특이 

교과목에서 제외되었고, 임베디드 시스템, 실시간 시

스템, 그리고 생체공학 등이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학인증을 위한 Capstone Design

(창의적(공학) 설계)이 일반화되었고, 이전 보다 다

양한 교과목들이 최근의 관련 분야의 발전 경향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수 있다. 

가상공학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다른 이름(예를 

들어 가상현실)으로 바뀌어 개설되거나, 졸업생의 진

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판단되어서 제외되었

다.풍력 시스템은 풍력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의 

대학, 자동차 전장 및 제어는 졸업생의 70%정도가 

자동차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는 대학, 그리고 레이

저 공학은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

는대학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학문서작성은 한국 공학교육인증원의 요구를 맞추

기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응용)

와 로봇공학(자동화)이며 이들 교과목은 15개 대학 

전체에서 개설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 

CAD/CAM이며, 이는 13개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다. 

기계 CAD/CAM이 많은 대학에서 개설된 것은 대부

분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기계계열 학과에서 분

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10개 

대학에 개설하고 있는 자동화 관련 교과목이며, 이

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

<표 1> 2002년과 2006년의 국내 메카트로닉스공

학과에서 개설된 특이 교과

<Table 1> Distinct subjects in mechatronics 

related departments of South Korea in 2002 

and 2006.

2002년도 특이 교과 
(Lee J-W et. al., 2005) 2006년도 특이 교과
공업광학(2), 비선형 제
어(1), 다변수 제어(1), 
퍼지 및 신경회로망(1), 
생산 네트워크(1), 컴퓨
터 그래픽스 및 실습(1), 
미소기전 시스템(1), 가
상공학(1), 생산 네트워
크(1), 의공학(1),에너지 
공학(1)

광메카트로닉스(1), 컴퓨터
네트워크(2), 의용생체공학
(3), 레이저 공학(2), 웹기
반 공학(1) 임베디드 (통
신)시스템(2), 실시간 시스
템(2), 이동로봇(1), 마이크
로 로봇(1), 인공지능(2), 
이산제어 및 실습(1),풍력
시스템(1),이산사건제어
(1), 자동차 전장 및 제어
(1),공학문서 작성(3)



메카트로닉스 교육의 분석과 개선방향

第11券 第3號 2008年 9月 37

리나라에서 자동화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불 수 있다.

구미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전공)를 독립적

으로 설치한 대학에 많지 않으며 오히려 기계공학과

내에서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위한 교과목을 설치하

는 경향이 많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시드니 대

학의 경우에는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있는데(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5; University of Sydney, 2002) 기초과학과 수

학, 기초역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스웨덴의 KTH 

대학에서는 일반교과 이외에 embedded systems, 

motion control, 실시간 컴퓨터 제어 등을 부과한 

교과를 개설하고 있다(Grimheden M. & Hanson 

M., 2005). 유럽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메카트로닉

스 전공을 구성할 수 있는 교과를 기계공학과나 전

기/전자 공학과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퍼듀 대학에서는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에서 Mechatronic Systems and Smart 

Structures, Design and Control of Mechatronic 

Systems, Micromechatronic Systems 그리고 

Nanomechatronic System 등의 교과를 부가함으로

서 메카트로닉스를 위한 특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Lyshevski S. E., 200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경우에도 메카트로닉스공학(Mechatronic Engineering)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학과 기초역학 그리

고 공학의 기본원리의 교육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비

율을 할애하고 있다(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5). 터키의 경우에도 중동기술대학(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를 비롯한 4개 대학이상에서 

1993년도부터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Akpinar B., 2006). 헝가리의 경우에는 일찍이 

1980년부터 Mechatroinfo Center를 설립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Hewit J., (1996)) 요르단의 필

라델피아 대학에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Tutunji T., et al., 2006).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비롯한 6

개의 대학에서 모두 메카트로닉스 관련 과정을 제공

하고 있는데(Tan K. K., 1998), Ngee Ann Poly-

technic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의 평균적인 교육과정

을 3년 동안 제공하고 있고 Embedded System과 

e-Manufacturing등을 특색있는 교과로 꼽아 볼 수 

있다(Ngee Ann Polytechnic, 2003). 2002년경의 

구미 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관련 교육과정은 참고문

헌 (Grimheden M. & Hanson M., 2005)에 요약되

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베대학을 포함한 최소 

10개 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

며, 정부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연구 활동도 

활발하다(Tan K. K., 1998). 중국의 경우에는 메카

트로닉스 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고등교육청(High Education Commi-

ttee)에서 대학에 메카트로닉스 분야 프로그램의 설

치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대학

에서 전통적인 기계공학 프로그램에 전기/전자와 컴

퓨터에 관련된 과정을 부가하여 메카트로닉스 과정

을 제공하고 있다(Tan K. K., 1998). 타이완의 경우

에는 약 6개의 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과정을 제공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SATO(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Office)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젝

트를 통하여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타이완의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은 국내 산업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국립 챠오통 대학과 

국립 타이완 대학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 대학에서

는 전자기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PLC 

(Programmable Logic Device), 센서와 구동기, 

CAD/CAM, 정밀 가공 등의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Tan K. K.et. al, 1998),. 홍콩의 경우에는 1992년

에 홍콩시립대학에 정식으로 메카트로닉스 교육이 

도입되었고, 임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자공학, 

신호정보 처리, 센서와 시스템 통합 등의 과정을 개

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콩 기술대학(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에서도 메카트로닉스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Tan K. K., 1998).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SCID 

(Systematic Curriculum and Instruction Deve-

lopment) 기법이나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등을 사용한 보고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

한 기법을 이용한 교육과정의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각급학교간의 공동 작업을 통

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법들에서도 요구되는 과정이기도하며 공학교육 인

증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의 선순환”을 위한 하

나의 단계로서 요구되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보고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에서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

여 산업계의 교육과정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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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기초 공학지식”을 요구하는 측과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연마”이었는데 이

들 두 부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의 수립에는 기초 공학교육의 강화와 응용기술교육

의 강화라는 일견 상반된 교육목표를 수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RPI대학에서

는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업 교육 기관인 

TCS의 설립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raig K. & Stolfi F., 

2002).

메카트로닉스 관련분야의 실습은 적어도 두개분야 

이상의 통합된 지식을 연마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K. Craig등은 메카트

로닉스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어시스템의 교육

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하드웨어와 이론의 조화가 있

어야하며, 엔지니어의 극히 일부만이 물리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되며, 많은 학

생들이 수학 때문에 제어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 등

등을 지적하고 있다(Craig K. & Stolfi F., 2002).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실습을 

통한 흥미 유발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한 수학적 

어려움의 극복으로 파악되었다. 메카트로닉스 실습

교육의 외국의 동향은 주로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학

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의 개발과 사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MIT등의 대학에서는 자기부상 부

유물 등을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 시키고 있으며, 콘

테스트를 통하여 실습을 평가하고 있다(Lee J-W 

et. al., 2005; Lundberg K et. al.,2004). 이외에도 

밧데리 구동 모형 자동차를 이용한 동작제어와 장애

물 회피(Gardner J. F., 2002), 부유하는 탁구공의 

위치 제어(Wild P., Surgenor B. & Zak G., 2002), 

모형 자동차를 이용한 물건 움직이기(Kurfess T. R. 

& Witzel J. G., 2002), 자유주제에 의한 장치의 제

작과 제어(Luecke G. R., 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는 별 추적장치(Star 

Tracker), 모형 항공기의 롤-피치 제어, 원거리 작

동 제어기(Ume I. C., et. al., 2002) 등을 들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웹을 이용한 원격 실험이 가능

한 실습장치를 만들어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Casini 

M., Prattichizzo D. & Vicino A., 2004). 남캘리포

니아 대학의 경우 주정부와 미국 과학원(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메카트로닉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과정을 운용하면서 A/D 변환, 타

이머 이용 등의 실습을 거친 후 68HC11키트를 이

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Giurgiutiu V., 

et. al., 2005). 유타대학의 경우에도 다른 미국의 대

학과 유사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트웍을 통한 

인터페이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Meek S., Field 

S. & Devasia S., 2003). 산타 바바라 대학의 경우

에는 Labview와 Matlab, 홀센서, 스트레인게이지, 

모터 등등의 8개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

나 프로젝트형 수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anaweera 

A., Bamieh B. & Parmenter V., 2005). 메카트로

닉스 실습 교육의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습장치의 가격, 교육조료의 부족, 실습에 필

요한 하드웨어 지식의 부족 그리고 실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

체에서 제작한 인쇄회로 기판이나 자체에서 제작한 

모형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반

면, 구미의 경우에는 기본 실험 세트는 제공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부가되는 부품이나 기구는 학생 자

신이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습에 소요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퍼듀 대학

의 경우에 Matlab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Lyshevski S. E., 2002), RPI대학의 경우에는 

Matlab과 Electronics Workbench, Labview, Wor-

king Model, DADS, Analogy들 사용하고 있으며

(Craig K. & Stolfi F., 2002), 명시되지는 안았지만 

C언어 컴파일러,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용 컴파

일러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교육용 한정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Cem-

tool이 Matlab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 듯 

보이며, Labview가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기술자격 검정의 실습

에서 요구하는 실습내용을 따라가고 있는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공업계고교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

세서를 이용한 간단한 발광 다이오드 점멸회로와 프

로그램, 모터의 정역전 실습과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이용하여 유공압 실린더와 스위치를 이용한 순차 제

어등의 실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학이나 대학의 경우에도 PLC를 이용한 유공압 회로

의 순차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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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카트로닉스 기사 검정시험 출제 기 (요약)(한국산업인력공단, 2007a)

<Table 2> Summary of university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mechatronics in South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 2007a)

구 분 개 요
CAD/CAM CAD H/W, 좌표변환, 용어, 모델링의 종류와 특징, 곡면 모델링(NURBS) 과 특징, CNC개요, 

CNC자동/수동 프로그램, CAM 일반, CAD데이터 표준
기계동력학 
및 기구학

일과 에너지, 충격량과 운동량, 1자유도계의 감쇄진동, 링크기구, 마찰차, 벨트, 체인, 기어, 
캠기구

자동제어 응용
제어계의 기본구성과 특징, 전달함수의 주파수 응답 및 서보기구, 계측용어, A/D-D/A변환, 
광학측정, 머신비전, 로봇기구, 제어 및 프로그램, 유공압기본회로 및 유체기계, 공유압작동기 
및 밸브

메카트로닉스 기기 전기전자기초, 마이크로프로세서, 센서와 구동기, PLC와 프로그램
메카트로닉스 실무 PLC와 유공압회로의 순차제어, PC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화 구현(AC 

서보 모터 이용), 자동화 기계의 설계

<표 3>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검정시험 출제 기 (요약)(한국산업인력공단, 2007b)

<Table 3> Summary of vocational college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mechatronics in 

South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 2007b)

구 분 개 요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공작기계 및 절삭제, 선반 등의 기계가동, 측정 및 다듬질, 기계안전 작업
PC운영체제 및 

기초공학
운영체제의 개요, 윈도우즈 의 기능과 활용, 운영체제 용어, 물리량 및 물리적 개념, 기
계적응력과 관련한 개념과 원리, 전류-전압등 기초전기

자동제어 저어기초이론 및 종류, 제어계의 구성 및 특징, 전달함수 및 주파수 응답, 서보기구, 수
치 및 계산기 제어, 마이크로컴퓨터제어, PLC 프로그래밍과 통신

메카트로닉스 기계제작, 전기/전자/잔력 기초, 마이크로프로세서, 센서와 구동기, PLC와 프로그램, 논
리회로. A/D-D/A변환

메카트로닉스 실무 PLC를 이용한 자동화 반송라인 프로그래밍과 시운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한 구동
기의 제어, 인터페이스 제어

의 제어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의 대학에서는 

라인 트레이서(Line Tracer), 로봇 축구, 전투 로봇 

등의 경시대회를 위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

의 실습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LC를 

이용한 자동화실습의 비중이 높으며, 구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창의성 있는 실습의 진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

출을 통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

다.

Ⅳ. 국가기술자경검정과 

메카트로닉스 교육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분

야의 국가 기술자격은 메카트로닉스 기능사, 메카트

로닉스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등이 있으며, 

유사한 종목의 자격으로는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와 

디지털제어 산업기사를 들 수 있다.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은 관련되는 각 단계의 교육기관의 교육 방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술자

격의 수준은 기술자가 경험과 학식이 축적되면서 자

연스럽게 습득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메카트로닉스 기사 검정

의 범위에 독립된 교과로 포함되어 있는 CAD/CAM

분야가 산업기사와 기능사 시험에서 배제 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기사시험 출제 기준

에 따르면 CAD/CAM과목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CAD/CAM 개론과 관련된 

기초지식정도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출제 기준에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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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메카트로닉스 기능사 검정시험 출제 기 (요약)(한국산업인력공단, 2007c)

<Table 4> Summary of technical high school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mechatronics in 

South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 2007c)

구 분 개 요
기계재료 및 요소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비금속재료, 신소재

재료강도와 변형, 결합-동력전달-제동용 기계요소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공작기계 및 절삭제, 선반등의 기계가공, 측정 및 수기가공, 기계안전

메카트로닉스 
일반

전자기초 전원, 증폭회로, 연산증폭기, 발진회로, 조합회로와 순차 회로, D/A와 A/D변환
기, 센서

시퀀스제어 시퀀스 제어기기 및 기호, 유접점/무접점회로, 조합논리와 순차논리회로, PLC의 
구조-프로그래밍-설치와 보수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 CPU주변장치, 마이크로 시스템 H/W설계
메카트로닉스 실무 PLC를 이용한 자동화 반송라인 프로그래밍과 시운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한 구동기의 제어, 인터페이스 제어
한편 Ⅱ절과 Ⅲ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제어

는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구성하는 중요한 4개 분야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국가 기술자격검정 시험에서는 자동제어분야가 상대

적으로 경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어시스템의 해

석과 설계 그리고 평가의 부분이 메카트로닉스 기사

의 출제 기준에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

외되어 있는 분야는 문제의 출제와 풀이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제어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최소한 메카트로닉스 기사의 출제 기준중 

실기 시험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Ⅴ. 공업계고교와 학의 연계교육

1990년에는 실업고교의 졸업생이 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76.7%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전체 취업자의 

5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실업계고

교에서 곧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37.3%로 낮아졌으

며, 이들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4%

로 낮아 졌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이다. 반면에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23.9%였

으며, 2002년에는 이 비율이 41.8%까지 높아 졌다. 

또한 실업고교 졸업 후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각각 5.4%와 2.7% 이었

고, 2002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0.6%와 19.1%로 

증가하였으며(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3), 이 비율

은 공업계고교의 경우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고도 성장기에는 산업 현장

을 떠받치는 중견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현장에 배출

하는 기능을 공업계고교에서 담당하였으나, 작금의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 기반사회로 변모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70%정도가 진

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의 실업계고교와의 연계교육은 실업계고교와 2년제 

대학간의 연계교육 일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한편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실업계고교를 졸업한 

신입생의 비율이 1990년에는 16.7%에서 2002년에

는 58.1% 까지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990년에는 4.4%에서 2002년에는 10.5%로 증가하

였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3). 실제로 이 비율

은 대학별로 편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업계고교와 

4년제 대학간의 연계교육이 일부 대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2년제 대학이나 실업

계고교졸업생 비율이 높은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 고교 졸업생과 실업계고교 졸업생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공업계고교 출신자의 4년

제 대학 진학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나가사키 

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업계고교 졸업생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대학 공학분야 입학 대상자로 상정되었

던 일반고교 졸업자와는 학습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배려하여 대학교육에 연결되는 기초이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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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이해시키기 위한 보충 수업(보습교육)을 실시

하는 방법을 시행하거나, 일반고교와 공업계고교 졸

업자의 학습능력이 상이함을 고려한 “복선형 커리큘

럼”을 도입함으로서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보고

(이데 히로토 et. al., 2005)가 있다. 이와 유사한 연

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

라 보인다.

Ⅵ. 결론  제언

이 논문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교육과 관련된 분야

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정리하거나 제

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메카트로닉스의 개념: 구미의 경우에는 자동화 

분야를 경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경우에

는 자동화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구미의 경우

에는 제어 공학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나 우리나라

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있다. 자동화와 제

어공학의 균형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비중으로 다

루어야하는 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

다.

2. 독립된 학과의 설치: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구

미에서는 대부분 기계공학의 일부분으로 교육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독립된 단위로서 

교육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 바람직한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3.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비교적 활발히 개편되면서 최근의 관련 

분야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에는 

기초 공학이론을 중시하는 데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용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하는가라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또한 SCID나 DACUM법을 

이용한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메

카트로닉스 공학과의 모태가 전기-컴퓨터 계열이냐 

기계계열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

과정은 최소한의 권장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할 것

으로 보인다.

4. 메카트로닉스 실습: 실습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교

육조교의 부족,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문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

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보다 학

생에 의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이 부족한데 이

는 앞으로 관련 교수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5. 국가 기술자격 검정: 우리나라 메카트로닉스 

관련 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에는 자동제어 분야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요구되며, 

CAD/CAM 분야의 개론과 관련된 기초 지식은 산업

기사와 기능사 출제 기준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야한

다.

6. 연계교육: 현재는 공업계고교와 2년제 대학간

의 연계교육체계만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4년

제 대학의 경우 공업계 고교출신자의 비율이 20%를 

상회하기 때문에 공업계고교와 4년제 대학간의 연계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고교와 공업계 고교 출신자가 혼재 되어 있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선제 교과과정이나 예비과정의 설치에 따르

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업계고교의 경우에도 70%이

상이 진학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교육과정

을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교육을 전반

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각개의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효율적이

고 질높은 메카트로닉스 교육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

다. 특히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의 단계별 내용과 공학

교육인증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정의어와 발

전의 과정, 미국과 유럽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공학 

교육과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메

카트로닉스 공학교육과 외국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

육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이나 기계의 

자동화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구미에서는 자동제어 

분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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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격검정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공업계 고등학교

와 대학교육간의 연계교육을 논하였다.

주제어: 메카트로닉스 교육, 메카트로닉스 교육과정, 

메카트로닉스 실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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