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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the curriculum by considering the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for enhancing an engine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This 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in modern engineering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a specific area of engineering education, is highly relevant to the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one of the basic engineering competencies and of the final goal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also,
the curriculum already introduced the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in departments of mechanical 
engineering of universities are surveyed and reviewed. 59 papers are also analyzed to know how engineers
applicate the knowledge of the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to their activities. Finally, the module of 
engineering education curriculum introduced the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to enhance effectively the 
engine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is suggested.
Keywords: Objectives of engineering education, Creative problem-solving,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Design of engineering curriculum 

Ⅰ. 서론 

최근 복합화․융합화된 다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요

구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학교

육의 패러다임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의 공학교육과정의 재검토와 개발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종성, 이무춘, 

2003; 김권희, 2003; 한병기 외, 2004; 박진원 외, 

2004; 임동근․우상호․김진수, 2005; 이정두 외, 2005; 

곽병선 외, 2007). 특히, 대학의 공학교육과정에 있

어서 전기, 기계, 화학, 토목, 재료공학 등 각 분야의 

기존의 공학 교육과정에 기반위에 다학제적 접근의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적극적으로 통합․제공함

으로써 공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이종원, 1998; 염영일, 2000; 조벽, 2003; 송

동주, 2003: 박진원 외, 2004; 곽병선 외, 2008).

공학교육의 한 분야인 실험계획 및 분석(Experi-

mental Design and Analysis)에 있어, 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여 나아가 실제 문제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성현, 1993).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방법을 적

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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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건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실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계획하는 것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

인을 결정하는 것

이와 같은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는 진화된 공학교

육의 목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즉 실험계획 및 분

석능력의 함양은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

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교육목표 달성을 위

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됨에 틀림이 없다(곽효연, 

2007). 이에 대한 선행연구(곽효연, 2007)에서는 전

통적인 공학의 한 분야인 기계공학계열학과를 대상

으로 실험계획 및 분석에 관한 관련 교과의 교육현

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연

구논문들을 선정하여 실험계획 및 분석과 관련한 개

념 및 기법 적용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공학 전문가

들의 해당 능력을 간접적으로 진단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효과적으로 공학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학교육에 있어 실험계

획 및 분석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의 세부 주제영역에

서 기대되는 학습 성과와 공학자의 기본적인 공학능

력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보완

하여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의 세부 주제 영역별 교

과과정의 분포특성과 학습내용을 분석하였고, 연구

논문들도 이의 교육주제에 대응하여 공학 전문가들

의 해당 능력의 유․무 관점에서 진단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효율적인 교육 목표달성을 위

하여 단계적 교육주제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배분하

였고, 나아가 교육내용의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교육주제 및 교과목에 포함하여야 할 교육

내용 범위의 상호 교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Ⅱ. 공학교육과 실험계획  분석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계발을 위해 공

학교육의 틀을 새롭게 조형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서 김태유․이병기․김도연(1998)은 공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시켜 현실성 있는 문제파악능력과 창의

적인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공학교육이 앞으로 지향

해야 할 새로운 교육목표로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

육목표 하에 공학자는 전공분야의 지식은 물론이고 

창의적 사고,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쉽 등의 

공학기초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유영제, 1994; 김대

영 외 2006; 김홍찬 외, 2007). 여기서, 공학기초능

력이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업, 연구소, 학교 등

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게 

될 직무에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의미한다(김대영 외 

2006). 시대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는 공학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각종 기술의 융․복합, 공학기술

에 의한 사회․경제․윤리적 영향력이 생활에 직접적으

로 크게 작용하는 시대성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직

업에서 기본이 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는 기초능력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

기되고 있다. 공학기초능력은 창의공학설계능력, 인

문․사회적 공학소양능력, 엔지니어의 자기계발능력 

등 3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창의공학설

계능력이 공학자의 능력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김대영 외, 2006; 박춘배, 2006). 공학은 여러 가지 

지식을 망라하고 가능한 여러 방법 중에서 절충을 

통하여 종합하는 설계가 핵심을 이룬다. 최근에는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창의적 공학설계

능력이 경제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창의공학설계

능력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기술한 다음의 공학

교육목표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두 번째 기초 능력과 이병기(1997)가 제시한 공학

적 접근능력과 공학기술 실행능력을 포함한다.

첫째,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과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시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요구된 필요요건에 맞춰 시스템, 요소, 공정

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다섯째, 공학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공식화해 해

결할 수 있는 능력

......

열두 번째, 공학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공

학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는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때 피상적인 이해에 근거한 판단보다 그 현상이나 

구해진 해의 물리적 의미를 찾고 왜 이러한 접근방

법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가, 이 방법에 의해 

풀 때 어떤 가정이 전제되었는가, 어느 정도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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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계획  분석의 단계  교육주제

<Table 1> Educational stages and  subjects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실험계획 및 
분석의 단계 교육주제(내용)

연구과제의 목적 
정의 및 설정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점의 발견
창의적 문제 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립한 과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의 정의 및 설정

연구 설계와 기획

과제의 연구방법론 (예. 개발, 시뮬레이션, 사례, 실험, 문헌, 조사, 비교, 상관연구 등)
가설의 활용
연구대상의 규모, 구조, 특성 등 범위 설정(예. 전수, 표본)
연구과제의 목적과 이의 영향요소에 해당하는 연구변수들의 정의 및 설정 연구변수들의 수
준 설정
연구변수들의 상호관계 처리방법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영향 요소에 해당하는 제 3의 변수 통제 방법
데이터의 척도 특성과 분류체계(명목, 서열, 간격, 비율척도)
데이터의 수집 방법 결정(예. 직접, 간접, 설문지, 시뮬레이션, 관찰 등) 
데이터의 수집 도구, 장비의 선정과 이의 타당성과 신뢰성
데이터의 반복 수집시 반복회수의 결정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순서의 랜덤화방법, 실험배치법의 종류
데이터의 분석방법 결정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데이터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성 평가방법(예. 오차, 이상 및 결측 데이터 처리)
데이터의 편집, 코딩방법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척도에 따라 적용기능한 통계량 결정(그래프 작성, 중심위치 및 산포 측도 등)
데이터의 척도에 따라 적용가능한 통계적 검증법 결정(비모수 검증, 모수검증 등)

분석결과의 
해석과 조치

연구범위 내에서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
결과해석에서 예상되는 오류의 유형(예,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해석 후 가능한 후속 조치(예. 재실험, 다음 단계의 실험계획, 실험결과의 실제 적용 등)

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의 범위는 어느 수준이며 

이는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 공학적 의미의 정확한 

해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론과 실험을 상호보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이 의미를 갖

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예측력을 제공해야 하는

가, 그리고 이론적 접근법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

론을 검증하여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되

어야 한다(손희기, 2000). 이러한 창의공학설계에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다학문적 교과제공과 전공기

반교육을 융합하여 문제의 정의부터 시험을 계획, 

수행, 결과를 분석, 평가까지의 창의적 문제해결방법

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

학설계, 표본설계, 실험설계, 실험해석능력 고양을 

위한 실험 계획 및 분석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그 내

용이 상당히 일치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목표는 실제 문제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

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창의적 공학설계능력 함양

을 위한 하나의 교육수단으로서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학은 자연, 인간, 사회, 인조물 등 제반 대상과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성 있는 해결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산업적 가치가 있는 대상에 응용하는 학문이므

로 이러한 공학교육을 받은 공학자는 공학과학(en-

gineering science)이 아니라 실제 제품 및 공정의 

설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유영제, 1994; 이병기, 

1997; 박춘배, 2006). 공학교육을 받은 후 공학자들

은 산업체에 진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신제품을 개

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연구소에서도 궁극적

으로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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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계획  분석의 교육단계에서 달성될 수 있는 공학자의 자질  능력

[Fig. 1] Engineer's qualifications can be achieved in  educational stages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multidisciplinary)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모든 공학적인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공학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점을 설정 및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물리적, 화학적, 수학적 툴을 사용하여 분

석과 시험, 평가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노력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 실무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개발은 공학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유영

제, 1994; 조벽, 1995).

<표 1>은 실험계획 및 분석의 단계와 교육주제를 

나타낸다. 실험계획 및 분석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산업공학계열학과와 정보

통계계열 학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수리적 사고․소양

에 근거한 실험계획 및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표 1>과 공학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과 능력(김

대영 외, 2006)에서 창의적 공학설계능력의 제 구성

요소를 상호 연계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것은 실험계획 및 분석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

이고 점진적인 창의적인 공학설계능력을 개발하기 위

한 수단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Ⅲ. 실험계획  분석에 한 

교육 황과 공학 문가의 활용실태

실험계획 및 분석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

하여 먼저,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현

황을 조사하였고, 나아가 관련 분야의 공학 전문가

들이 활동영역에서 실험계획 및 분석에 대한 제 능

력을 얼마나 올바르게 응용하고 있는가를 실태 조사

하였다. 현황조사에서는 공학분야 중 기계공학계열

학과를 선택하였다. 곽효연(2007)의 연구에서도 19

개 기계공학계열의 학과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한 

바 있다. 이는 기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산업

의 29.4%,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26.9%를 차지할 

만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곽병만, 

2001), 전통적인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IT, NT산업 등 새로운 분야와 관련

된 제품 생산 장비 그리고 기술의 융합으로 생긴 메

카트로닉스, 바이오메케닉스, 바이오메틱스 등에서 

기계기술의 새로운 응용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곽효연(2007)의 연구에서는 19개 대학의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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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의 실험계획  분석에 련된 교과내용

<Table 2> Educational situations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in departments of mechanical 

engineering.

교육주제 및 단계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Ⅰ. 수리․통계적 기초 개념제시
통계학, 공학확률 및 통계, 확률통계론, 
공업통계, 기초 통계학, 통계학 입문, 
기초공학확률, 실물통계1, 실물통계2, 
통계열역학개론

통계열역학, 통계열역학 기초, 확률 및 
통계, 실험역학 및 통계적 처리 확률론
적 파괴역학, 확률 및 통계학 

Ⅱ. 자료의 조사, 분석 및 해석 랜덤 데이터, 랜덤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통계적 실험해석

Ⅲ. 문제의 설계와 해석방법론 실험계획특론, 실험계획 및 분석
Ⅳ. 실물 공학, 경영문제의 해석 

및 의사결정 기계공학에서의 신뢰성 공학 구조신뢰성공학, 신뢰성 설계, 신뢰성
공학, 최적화기법, 최적화방법론

[그림 2] 국내 기계공학계열(학과)의 실험계획  분석에 련된 교과내용의 도입 분포도

[Fig. 2] Frequencies of curriculums related to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in departments of 

mechanical engineering

[그림 3] 기계공학계열(학과)의 실험계획  분석 교육에 한 황 

[Fig. 3] Integrated analysis of curriculums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in undergraduate & 

graduate courses

학계열의 학과를 선정하여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에 대한 점진적 교육

주제와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나열형식의 개

설 교과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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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계공학계열(학과)의 실험계획  분석에 한 단계별 교육 황

[Fig. 4] Comparison of educational stages & subjects for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구에서는 교육주제 및 단계에 따라 교과영역의 분포

특성과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2>와 [그림 2]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의 명칭을 교육주제 및 단계와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대학마다 구체적인 교과목의 명칭은 변

동이 있지만, 학부과정은 분석대상 19대학 중 11대

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어 전체 57.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학부과정은 통계열역

학을 포함한 기초통계 관련 과목만 개설하였고 신뢰

성과목은 1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교육주제 및 단계 Ⅰ, Ⅳ를 제공하는 대학은 1곳 뿐 

이었고 나머지 학부과정은 교육주제 및 단계Ⅰ에 머

문 상태이거나 전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학원의 경우 전체 63.2%를 차지하는 

12개 대학원과정에 연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여기서 확률 및 통계연관과목은 8개, 데이터의 통계

적 해석과 처리 연관 과목 4개, 실험계획법 연관 과

목은 2개, 신뢰성 연관 과목은 3개, 그리고 최적화과

목은 3개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순차적으로 교

육주제 및 단계Ⅰ~Ⅳ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부분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의 개별 교육

단계에 집중하거나 교육주제 및 단계Ⅰ,Ⅱ, 교육주제 

및 단계 Ⅰ, Ⅱ, Ⅲ, 교육주제 및 단계 Ⅱ, Ⅲ중점으

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과정에 실험계획 및 분석관

련 교과목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는 42.1%(8개 대

학)를 차지한다. 여기서 5개 대학은 학부과정에서는 

교육주제 및 단계 Ⅰ, 대학원과정에서는 교육주제 

및 단계 Ⅱ, Ⅲ, Ⅳ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전체 교육주제 및 단계가 운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는 국내 19개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운영 중인 실험계

획 및 분석의 교육주제 및 단계별 교육현황이다. 학

부 및 대학원 모두 교육주제 및 단계 Ⅰ에 치중한 

교과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록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연관 과목들이 

함께 개설되어 있더라도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원 과

정을 거치지 않고 학부과정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

출하는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실험계획 및 분석능력

과 연계된 교육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교

육 주제 및 단계 Ⅰ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에 의존한 

상태에서는 공학자로서의 실험계획 및 분석능력을 

갖추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 3>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실험계획 및 분석

과 관련된 교과목과 교육목표를 요약한 것이다. 학

부 및 대학원에서 수리 통계적 기초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저, 종래의 이론적 내용을 실험적 방법 및 통계적 방

법으로 해석. 묘사, 평가하는 등 다른 교과과정에 포

함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되고 있었

다. ‘통계열역학’, ‘확률론적 파괴역학’과 같은 과목

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다른 특징은 확률에 근거한 

데이터의 통계적 추론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확률 

및 통계교과목이 별도 개설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단계 Ⅳ에 속하는 신뢰성분야 과목에서도 확인

이 되었다. 그리고 대학원과정에 개설된 ‘랜덤 데이

터의 처리 및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통계

이론을 우선 제시하고 여기에 적합한 자료를 주어 

이론습득에 목적을 두는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거꾸

로 실제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

고 있는지를 요약, 결정, 추론방법을 강구하는 것으

로 판단되어 교육단계 Ⅱ로 분류한 것이다. 교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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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기계공학계열(학과)의 실험계획  분석 연 분야 교과내용

<Table 3> Educational contents of subjects related to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교육주제 및 
단계

교과목
명칭 교육목표 개설과정

Ⅰ.
수리․통계적 

기초 
개념제시

통계열역학개론 역학문제에서 통계적 방법, 거시적 열역학과 통계열역학과의 관계, Kinetic 
Theory 및 transport phenomena, 양자 통계역학 학습 대학원

통계열역학 통계학 및 통계열역학의 기본개념, 양자역학 및 분자 운동론, 이상기체
와 고밀도유체의 열상태식 유도, 앙상블 개념 〃

통계열역학기초
플라스마, 극저온 공학, 열전효과 (Thermoelectric Effect) 등을 이해하
기 위한 기본으로 미시적 분자 운동을 통계적 방법으로 묘사,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며, 기초적 확률 이론, 고전열역학과의 관계, 미시관점에서
의 고체와 기체에서의 물성치 등을 포함

〃

실험역학 및 
통계적 처리

종래의 이론적 역학을 실험적 방법으로 확인하며 응력 및 변형, 파괴인
성 등의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는 실험적 방법 학습 〃

기초공학 확률
확률 및 확률 과정에 관한 기본 개념과 공학적인 응용을 다룸. 샘플링 
이론, 확률 법칙, 조건부 확률 및 독립성, 확률 변수와 분포함수, 기대
치, 분산, 공분산, 대수의 법칙, 중심극한정리, 마르코프 사슬 등을 포함
한 이산 및 연속 확률 이론의 기초 결과와 방법 학습

학부

Ⅱ.
자료의 조사, 
분석 및 해석

랜덤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랜덤 데이터의 해석을 위해서 앙상블, 시간 및 주파수영역에서 각각 필
요한 확률, 상관함수, 스펙트럼에 관한 기본 개념을 소개. 선형 시스템
에서 랜덤 입력 및 출력관계를 상관함수 및 스펙트럼 밀도함수를 이용
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습득. 특히 다양한 응용예를 통해서 기여도 및 스
펙트럼 밀도함수를 이용한 랜덤데이터 해석기법을 설명. 또한 디지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습득, 처리 및 검증에 관한 지식을 다룸

대학원

랜덤 데이터
Random Data의 확률적 분석 및 처리를 위한 기본 원리를 학습. 실험에
서 획득한 데이터의 확률 통계적 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험 대상의 
FFT를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 대상의 동적 모델링, 데이터의 
Analog 및 Digital Filtering 및 Filter 설계 등을 강의

〃

통계적 실험 
해석

실험 자료의 기본 표현방식 Stationary, Random Process이론, 통계학의 
기본이론, 물리계의 입출력 상관관계, Random Data Analysis에서의 통
계적 오차, Data Acquisition System 등을 학습

〃

Ⅲ.
문제의 
설계와 

해석방법론

실험계획특론 실험구 배치의 기본형, 요인실험, 부분 실시법, 반응표면분석, 불완비 블
럭 실험계획 학습 〃

실험계획 및 
분석

실험결과의 오차분산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통계적 분산
이론을 다루며, 회귀모형, 일원배치 및 다원배치, 분산분석, 완전임의배
열, 난괴법, Latin Square Design, 요인분석 등 학습

〃

Ⅳ.
실물 공학, 
경영문제의 

해석 및 
의사결정

신뢰성공학
신뢰성과 신뢰성 공학의 개요, 확률통계학의 기초이론으로 확률밀도함
수, 평균수면, 분산 및 변동 계수와 신뢰도, 고장률 분포와 그 추정방법, 
확률치의 사용 방법, 분포에 대한 신뢰도 추정 방법, 신뢰도 입증방법, 
수명안전계수, 가속시험법, 시스템의 신뢰도 학습

〃

기계공학에서의 
신뢰성 공학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확률분포와 신뢰도 평가
방법 학습 학부

최적화기법
여러 개의 설계변수가 존재하는 공학설계문제에서 이들 변수 값을 적절
히 선택하여 최선의 설계를 얻는 방법을 학습. 먼저 주어진 설계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구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구성된 문제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풀이 기법을 적용하여 수학적으로 혹은 수치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 다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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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계공학계열(학과)의 개설 교과목의 교육성과 달성에 한 기여도

<Table 4> Evaluation on subjects related  to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with respects to the 

contribu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s.

실험계획및 
분석(교과목)

공학교육 목표

Ⅰ. 수리․통계적 기초 개념제시 Ⅱ. 자료의 조사, 
분석 및 해석

Ⅲ. 문제의 
설계와 

해석방법론
Ⅳ. 실물 공학, 

경영문제의 해석 및 
의사결정

통계열역학, 
통계열역학

개론, 통계열
역학 기초, 
확률론적 
파괴역학

실험역학 
및 

통계적 
처리

통계학, 확률 및 
통계, 공학확률 및 
통계, 실물통계1, 

실물통계2, 확률 및 
통계학, 확률통계

론, 공업통계, 기초 
통계학, 통계학 

입문, 기초공학확률

랜덤 
데이터, 
랜덤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통계적 
실험해석

실험계획특
론, 실험계획 

및 분석

구조신뢰
성공학, 
신뢰성 
설계, 

기계공학
에서의 
신뢰성 
공학

신뢰성
공학

최적화기
법, 최적
화방법론

1. 수학, 기초과학, 공
학지식과 이론을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 △ ○ ○ ○ ○ △ ○ ○
2. 자료를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시험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 ○ ○ ○ ○

3. 요구된 필요요건에 
맞춰 시스템, 요소, 공
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

5. 공학문제들을 파악
하고 이를 공식화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
12. 공학실무에 필요
한 기술, 방법, 최신공
학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 ○: 기여도가 높음, △: 기여도가 낮음

계 Ⅳ로 분류한 최적화 연관과목은 기계공학분야의 

교육핵심인 공학문제의 최적 설계 지향을 위해 개설

된 과목이지만 타 전공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경영

과학 및 의사결정분석론, 시뮬레이션 등의 제 교과

목들이 조합된다면 보다 깊이가 있는 내용과 다양한 

공학실무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현황조사의 결과, 실험계획 및 분석과 관련된 교육

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체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으로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이 도입하기 위

하여 ABBEK 프로그램의 공학목표 중 창의적 공학

설계능력과 연관하여 이들 개설 교과목들의 기여도

를 <표 4>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 4>에서는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학습 성과의 측정 및 판단 기

준을 나타내는 기여도를 해당 교과목들이 개별로 개

설된 경우 기여도가 있는 반면, 다른 교과과정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역학 및 통계적 처리’교과목은 학습 

성과 항목 1, 2를 달성할 수 있지만 ‘역학개론’에 편

입되어 실험방법 및 통계적 처리이론의 학습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기도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공학 전문가들의 실험계획 및 분석에 대한 지식의 



이 순, 곽효연(Joongsoon Lee, Hyoyean Kwak)

공학교육연구42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곽효연(2007)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교육주제 및 단계에 따라 공학 전문가들

의 제 능력을 보다 상세하게 진단하였다. 여기서, 공

학논문의 조사 범위, 선별 건수, 분류 방식은 곽효연

(2007)의 연구와 동일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언

급하면,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B권 2006년 30

권 1호부터 2007년 31권 6호까지 총 317건의 논문 

중 59건을 선별하였고 분류코드를 사용하여 연구자

의 명칭은 직접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A권 30

권 12호에 게재되었고 시작 페이지가 15인 연구논

문은 A30120015로 표기하였다. 

이 공학논문들의 상당 부분은 실험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실험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목적의 

정의 및 특성치의 설정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확

인하고 가정을 단순화하여 해법을 얻는 능력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실

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가설

의 도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의 달성과 직

결되는 반응치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끼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의 능력 함양은 수리․통계적 기초 개념

과 문제의 설계와 해석방법론에 관련한 교과영역을 

교육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공학 전문가들

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실험환경 

및 조건에 따라 편차가 좌우되는 인간의 한계특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실험자의 생리

적 반응치와 수치해석 프로그램 결과치의 일치성을 

논의한 B30010057는 해당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종류 및 해당 인자

의 수준의 결정단계에서도 통계학적 개념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A30120015와 

A31010139의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재료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방법1(기존방

법), 방법2(개선방법)의 비교평가에서 재료의 성능에 

관한 속성 값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실험목적과 다르

게 대조군에 해당되는 방법1은 연구범위에서 제외시

킨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은 수리, 통계적 기

초지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학 전문가들이 시편을 활용한 재료의 강도, 피

로, 파괴거동 관찰연구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시편

을 제작하고 추출하는 능력은 앞에서 언급한 실험계

획 및 분석의 교육주제 및 단계 Ⅱ인 자료의 조사와 

분석 및 해석의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

다. 이러한 오류를 보이는 연구로서는 A31020166

인데, 여기서는 데이터의 추출방법에 관한 지식이 

미흡하여 복원추출, 비복원추출 등 시편의 추출방법

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규격의 시편을 여

러 개 제작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표하는 시편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편의 밀도와 성분 함량을 비교․평가한 A31020205

에서는 시편 선정의 타당성이나 신뢰성문제가 제기

된다.

데이터는 과학적 탐구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것

으로 그리고 탐구를 위한 원천요소이다. 편향된 데

이터를 수집한 A31060686와 데이터의 허용 오차한

계 및 신뢰수준을 정의하지 않은 57건의 연구논문에

서 공학 전문가들의 해당 능력이 미흡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학 전문가의 실험계획 및 분석에 관한 종합적 

사고력․능력은 이의 교육주제 및 단계 Ⅲ의 문제의 

설계 및 해석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험의 배

치단계이다. 이 단계는 교육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학교육의 핵심영역이다. 왜냐하면 실험

의 배치방법에 따라 인자수준의 조합방법, 실험의 

실시방법, 블록의 구성방법, 데이터의 수집방법 등이 

결정되고 그 결과 연구목적에 적합한 실험의 실시 

및 실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59개의 연구 중 58

개(98.3%)에서 어떤 실험 배치법을 적용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불분명한 실험 배치법에 의

해 순차적으로 실험이 실시되는 오류를 B31030283, 

B30030308, B30121173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실험의 설계 등의 오

류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들의 취약한 능력 중에는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오류도 흔히 나타났다. 

모평균검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 추론적 분석에 

의해서만 가설의 검증 및 의사결정․판단이나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학 전문가들은 그래프 작성처럼 

기술적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추론적 분석을 실

시한 것처럼 확대․해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내적․외
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하였

듯이 미흡한 실험배치능력에 말미암아 일부 인자의 

수준 및 수준들의 조합이 결과분석에서 누락되거나 

실험 설계과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인자 및 인자수준

을 포함한 실험 결과의 해석오류도 파생적으로 함께 

나타났다. 

실험계획 및 분석과 관련된 교육현황과 공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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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학 문가의 연구논문에서 나타난 실험계획  분석에 한 오류 

<Table 5> Misuses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in papers in journal of transaction of the 

KSME.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주제 

및 단계
오류 내용 오류 예시 

논문
오류빈도
(비율)

Ⅰ.수리․통계적 
기초 개념제시

Ⅲ. 문제의 설계와 
해석방법론

실험의 배치 및 실험
의 실시방법

실험 배치의 불명확 
A31030402
B30030208 
B31050491

58(98.3)

순차적 실험실시 B30030208
B30121173 2(3.4)

데이터분석
기술 통계량 미 측정

중심위치
A31050550
B31050405
B31030234

29(49.2)

산포 
A31030338
B30010048
B30121164

41(69.5)

추론 통계량 미 측정
A31030295
B31040405
B31060507

58(98.3)

데이터분석결과의 해
석 및 조치

기술적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확장

그래프를 판단 수단
으로 활용

A31030338
B30100973
B31040367

58(98.3)
그래프 추이로 최적
조건을 갖는 인자수
준 및 인자조합수준 
결정

A31030322 
A31050556 
B30030278

12(20.3)

그래프를 활용한 이
론치/실측치의 일치
성 검증

A31060694
A31040417
B31010051

16(27.1)
유의수준 없이 허
용오차를 활용한 이
론치/실측치의 일
치성 검증

A31030313
B30040306
B31030256 

15(25.4)

정의한 인자 및 인자수준을 
분석결과해석에서 누락

A31060665
B30060538 
B31060531

15(25.4)

정의되지 않은 인자 및 인자
수준을 포함한 분석결과의 
해석

B30121173
B31010040
B31030283
B31060539

4(6.8)

연구목적 및 특성치 
설정

불명확한 연구목적 및 특성
치 B30010057 1(1.7)

인자 및 인자수준의 
선택

인자의 속성값 미 정의 A31010139 1(1.7)
인자 및 인자수준 누락 A31020205 1(1.7)

Ⅱ. 자료의 조사, 
분석 및 해석

데이터 수집과 측정
편향된 데이터의 수집 A31060686 1(1.7)
데이터 측정의 신뢰성과 타
당성 미 평가 

A31040532
A31060710
B30090891

57(96.6)

시편의 제작 및 추출 불일치 규격의 시편 제작 A31020205 1(1.7)
시편 추출방법의 모호성 A3102016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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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학교육 목표와 실험계획  분석의 교육단계별 체계 인 도입안

[Fig. 5] Systematic development of experimental design & analysis curriculum modules for engineering 

education objectives

가들의 이에 대한 실제 활용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주제 및 단계 Ⅰ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교

육과정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듯 공학논문에서도 

기술통계수준에서 수집한 자료를 요약하 는데 그

쳤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오 류를 범하

여 결과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주제 및 단계 Ⅱ, Ⅲ, Ⅳ의 학습기회를 갖 지 

못하여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자 료의 수

집조사, 분석과 적절한 실험배치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연구논문에서 자 료수집 및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 실험의 실시 및 배

치방법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부품, 제품,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품 질, 

신뢰성, 안전성 등과 같은 실제적 요소의 반영능

력을 갖추기 위한 신뢰성 분석 연관 교 과 운영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Ⅳ. 실험계획  분석을 용한 

공학 교육과정의 개발

앞에서 조사된 교육현황과 활용실태의 결과를 보

면, 단순한 나열식의 교과목을 도입하기 보다는 먼

저 교육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확률의 개

념없이 기술 통계학 수준의 교육이 진행된다면 자료

분석에만 치우쳐질 것이므로 기초적인 확률 및 통계

학을 타 교과목에 편입시키지 않고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하여 차후에 심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 통계학 이후에는 자료의 획득 및 

분석방법론, 자료의 통계적 분석, 실험계획론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은 공학문제를 발견하고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조합, 분석,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목

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계공학

계열의 학과에서는 시스템 설계를 위한 설계요소들

의 최적화문제를 수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유한요

소법, 전산역학 등의 교과목을 채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산업공학계열에서 경영과학 또

는 OR(operation research) 등의 명칭으로 교육해 

오던 영역인 최적화론 및 시뮬레이션영역과 학제적 

교과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여러 제약사항에서 부품, 시스템의 최적 설계와 운

영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산업현장의 다양한 공학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계공학계열 학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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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학자의 자질․능력과 실험계획․분석의 교육단계와 련된 교과목의 연계성

[Fig. 6] Mapping between engineer's qualification and subjects involved in the proposed curriculum 

modules

[그림 7] 제안한 교육과정과 공학자의 자질  능력의 교육목표에 한 연 도

[Fig. 7] Diagram of the specific relationships between engineer's qualification  and proposed 

curriculum modules

학설계과목들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형 계획법, 정수 계획법, 의사결

정론 등 수리모형을 이용한 해석적 방법을 통한 분

석과 몬테칼로법 또는 이산시간 시뮬레이션 등 시뮬

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방법으로 교육과정의 한 모

듈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5]는 공학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계

획 및 분석의 체계적인 도입방안이다. 여기서 통계

자료분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확률개론, 통계개론 등의 관련 수리 통계

적 기초지식을 먼저 습득한 후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적인 교육주제를 포함하는 교과목 

사이에 연관성이 높은 세부 교육내용은 상호 연결하

여 적절하게 균형 배분할 수 있다. 자료의 획득 방법

론의 교육내용인 데이터의 특성과 분류체계는 통계

자료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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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형태의 자료를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해석하

는 방법은 통계자료 분석과 표본설계과목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림 5]의 계통화된 교과목들은 실험계획 및 분

석의 교육단계와 대응되므로 [그림 6]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교과목들이 실험설계 및 

분석의 교육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학자

들의 연관된 자질 및 능력을 도출한 것이다. 예를 들

면, 실험계획과목을 선택․이수한다면,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의 전체 단계의 교과내용을 학습하게 되어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열두 번째 공학자의 자질

과 관련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은 [그림 6]의 내용을 확장한 것인데, 개

설 교과목들이 공학자의 자질 또는 능력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관성을 세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학자의 자질 및 능력 Ⅰ중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를 배양할 수 있는 통계자료분석은 

공학자의 자질 및 능력 Ⅱ의 제 요소 첫 번째, 세 번

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

째 능력과 관계를 맺는다.

Ⅴ. 결 론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와 접근능력을 갖춘 공학

자의 양성이라는 공학교육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계획 및 분석과 관련된 교육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먼저, 공학자가 실험계획 및 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은 공학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창의

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일조함을 입증하였다. 그리

고 실험계획 및 분석교육의 각 단계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공학자가 성취하게 될 이의 능력 

및 자질을 1, 2차 상세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계획 및 분석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의 현실적인 당위성을 얻고자 기계공학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실험계획 및 분석과 연

관된 교과목의 도입 실태와 사회에 진출한 공학자들

이 실무분야에서 실험계획 및 분석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제한적이고 

단절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그로 인하여 실무분야에

서 그릇된 원리와 도구들을 적용하는 실수가 빈번하

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적 사례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실험

계획 및 분석분야 교육과정 개발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실험계획 및 분석 교육단계에 대응하여 교

과목들을 적절하게 배분, 계통화하였다. 그리고 학생

들이 각 개설 교과목을 선택․이수할 경우, 성취 하게 

될 공학자의 자질 및 능력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

초지식과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과목들 사이의 상호 

연결 및 흐름을 조화시키면서 연계성을 갖출 수 있

도록 하는 과정도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과정은 그 학습 성과로서 

실험계획 및 분석의 능력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학교육의 목표인 창의적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

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전개될 

교육과정의 개정과 보완작업에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추후 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복합․융합화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학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은 공학교육의 중요한 새로운 교육목표이

다. 이 연구는 공학교육에 있어 실험계획 및 분석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이것을 효과

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주제

에서 기대되는 학습 성과와 공학자의 기본적인 공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공학계열학

과의 현재 공학 교육과정에서 운영중인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육내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또한 

해당 공학 전문가들의 주요 활동분야들 중의 하나인 

연구논문의 작성에서 나타난 실험계획 및 분석에 관

련된 지식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적 사례를 근거로 공학자의 기본 자질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서 효과적인 실험계획 및 분석의 교과를 도입한 공

학교육 과정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 공학교육 목표, 창의적 문제해결, 실험계

획 및 분석, 공학교육 과정의 설계



공학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한 실험계획  분석을 용한 교육과정의 설계 -기계공학계열의 학과를 심으로-

第11券 第1號 2008年 3月 47

참고문헌 

곽병만(2001), 한국기계공학의 망과 기계공학교육

의 방향, 21세기 기계공학의 비젼과 기계공학

교육을 한 공동 심포지움.

곽병선 외(2007), 2주기 문 학 학과평가 진단  

발 방안 연구, 한국 문 학교육 의회 연구 

제2007-1호.

곽병선 외(2008), 문 학 공학계열 인증평가를 

한 기 개발  용방안 연구, 한국 문 학

교육 의회 연구 제2008-1호.

곽효연(2007), 공학교육에서 실험계획교육 황의 

분석-기계공학계열학과를 심으로-, 수원과

학 학, 생산기술연구소 논문집

김권희(2003),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발 방향, 공학

교육, 10(2):93-99.

김  외(2006), 공학 문가가 인식하는 공학기

능력의 구성요소에 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9(2):34-51.

김태유, 이병기, 김도연(1998), 공학기술자의 리더쉽 

배양과 활용방안에 한 연구, 공학교육, 1(1): 

70-71.

김홍찬 외(2007), 기계공학에서 제시하는 Hands-on 

Experience 심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교과목

의 강의사례, 공학교육연구, 10(2):44-61. 

박성 (1993), 실험계획법, 민 사.

박종성, 이무춘(2003), 환경분야 이공계 학의 교육

과정개선 방안연구, 공학교육연구, 6(1):42-55.

박진원 외 (2004), 공과 학의 소양교육 황분석-

홍익 학교 과학기술 학을 심으로-, 공학

교육연구, 7(3):19-31.

박춘배(2006), 한국의 공학교육을 생각한다. 공학교

육, 13(40):34-44.

송동주(2003), 공학교육의 문제 과 개선방향에 

하여, 공학교육, 10(2):85-92.

손희기(2000), 자산업과 기계공학, 공학교육, 7(1): 

32-36.

염 일(2000), 기계공학교육의 황  개 방안, 공

학교육, 7(1):20-26.

유 제(1994), 공학교육 방법의 개선방향, 공학교육, 

1(1):58-62.

이병기(1997), 공학의 개념과 에니지어의 자질, 공

학교육 학술 회  공학교육 방법론 연수회

논문집.

이병기(1997), 공학도의 작문  발표 교육, 공학교

육, 4(2):63-75.

이정두 외(2005), 공학교육인증을 한 메카트로닉

스 공교육과정의 개발, 공학교육연구, 8(2): 

5-15.

이종원(1998), 기계공학과 교육과정 소고, 한기계

학회지, 28(2):146-149.

임동근, 우상호, 김진수(2005), 공학교육의 교수목표 

 교수방법에 한 공과 학 학생의 요도 

인식조사, 공학교육연구, 9(1):43-60.

조벽(1995), 공학교육 교수론, 공학교육, 2(3):16-19.

조벽(2003), 미국공학교육의 발 방향: ABET 

EC2000이 양성한 색다른 엔지니어, 공학교육, 

10(2):72-84.

한병기 외(2004), 기계․시스템디자인 공학 교과과

정 개발을 한 설문조사 사례연구, 공학교육

연구, 7(2):40-50.

http://www.abeek.or.kr

교신저자: 이중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