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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반도체 설계․공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에 대하여 공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반영정도는 높으나, 스킬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정도는 낮았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이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정도에 비해 졸업생들의 이수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요구 지식․스킬에 대한 졸업
생의 업무활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초역량에 비하여 직무역량이 대학교육에서의 습득정도가 다소 낮았으며, 
대학별 평가결과, 학교간의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대학평가, 산업기여도, 산업 요구역량 충족도, 니즈프로파일, 반도체분야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improve the college curriculums to 
reflect the demands from the industry.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n the contribution of the engineering 
colleges to industries, we found out that the knowledge required in the industry was well reflected in contents of 
college curriculums and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who took the curriculums that contain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in the industry was very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courses established in colleges. The 
satisfaction rate on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and skills at the work was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ng curriculums of different colleges it was found out that the areas where colleges put their 
key focus were different by schools.
Keywords: College evaluation, contribution to industry, satisfaction rate on capability required in the industry, needs 

profile, designing area in the semiconduct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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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등교육 이수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산업계 요구와

의 괴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산업현장 적

합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특히 공학교육의 경우 산업에 실용적인 지식과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니즈

를 대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

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식 및 스킬을 제

시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필요 분야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대학에 피드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산업기술재단, 2006). 미래 산업

을 준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을 위해

서는 산업관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반도

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지속적



반도체분야 공과 학 산업기여도 평가 사례 연구

19

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여(이철, 

2004), 2007년 기준 수출 1위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공학교육 이수자의 현장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매우 절실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

고, 전문적인 공학 이론과 함께 현장 업무수행능력

을 확보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반도체분야 공학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박종성 외, 2008).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요구 지식 ․ 스킬에 기초

하여 반도체분야 공학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산 ․ 관 ․ 학 ․ 연 공동 공학교

육혁신포럼에서 산업계의 요구에 기초한 공학교육의 

산업기여도 평가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삼성경제연

구소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원으로 대학의 산업기

여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반도체 분야 파일럿 테스

트를 통한 평가모형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모델은 

수요자 관점의 평가를 지향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

발협의체(SHRDC: Sectoral Council 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대

학 종합평가 방식을 배제하여 학과(전공)에 구체적

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는 2006년도에 개발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

도 평가모형과 2007년도 실시된 전자분야․조선분야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 모델에 따른 단계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산업별 평가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단

계이다. 단계별 평가계획에는 기술변화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연차적 평가를 실

시하고, 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지원, 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를 위한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 모델 정립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반도체분야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분석 

및 평가 연구로서 산업계 관점에서 공과대학 교육의 

성과인 교육과정과 인재가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산업계의 니즈를 대학으로 전달하여 공과

대학 교육과정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산업계

가 필요로 하는 지식 ․ 스킬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

교하여 불일치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고, 대학 졸업생과 소속 부서장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업종별 평가실시에 따른 평가기준, 평가자료, 평가

방법 등의 수정 및 검토를 통해 평가모형을 확립하

고, 평가결과의 확산 ․ 보급을 통해 공과대학 교육과

정 개선 지원방안의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

의 산업기여도 평가모형을 정착시키는 기초자료로 사

용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이론  배경

1. 산업기여도 평가의 개념

산업기여도 평가는 산업계 관점에서 공과대학의 산

출물인 인재, 지식 등이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

가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가방법이며, 산업체

가 요구하는 공학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산업기술인

력 확보와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방법이

다(주인중 외, 2007). 평가에 있어서 산업계가 적극

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과 평가결과의 피드백으로 산

업계의 요구가 전달된다는 것이 기존의 대학 평가와 

구분된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 적합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정성적 자료가 아닌 객관적 지표나 산업계 만족도 등

을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산업기여도 평

가는 순위 발표 등 등급 제시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스킬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하

여 미스매치(mismatch)된 내용을 대학에 전달한다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과대학의 교

육과정 혁신을 도모하고 향후 대학교육과 산업의 경

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일본의 산업기여도 평가 모형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고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과 산업계

의 연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대학의 고

도지식을 연구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

<표 1> 기존 학 평가와 산업기여도 평가 차이

<Table 1> Difference between existing college 

evaluation and evaluation on contribution to 

industry 

구분 기존 대학 평가 산업기여도 평가
평가자 학계인사 중심 기업체 CTO, 부서장, 

졸업생 등
평가내용 교육여건 등 투입측면 산업계 만족도
평가방식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 학과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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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치를 극대화하고 10년간의 불경기속에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연구를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추

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산업경쟁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향상에 걸맞는 우

수한 인재육성, 우수한 기술력, 산학연계로의 합동체

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평가방법의 개발을 2002년

부터 실시해오고 있다.(송창용, 2006). 

이전부터 다양한 대학평가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산업계의 관점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산학연계 

촉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판단 하에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평가사업은 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2002년 ‘산업

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본 대학활동 평가방법’을 개

발하고 2003년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2003년 시범평가는 기존의 여타 대학평가 방식과 

달리, ‘산업계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평가 영역을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지식, 산업의 환원으로 구

성하였다. 평가대상 분야는 IT 및 바이오산업에서 각

각 2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시범평가에 활용된 평가 모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03년 이후 평가 사업은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

<표 2> 공과 학 산업기여도 시범평가 모형

<Table 2> Pilot test model of contribution made 

by engineering colleges to industry

구분 평가항목

인재
양성

- 적절한 교육방법
- 현실 산업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의 교육 

실행여부
- 사회인도 포함된 다양한 인재의 재학여부

지식
창조

- 연구성과가 학술계에 공표되어지는가의 여부
- 연구자의 다양성 확보
- 연구자간의 경쟁원리 작용여부
- 산업계와 연대한 연구 실행

산업의 
환원

- 산업계에 대한 정보 전달
- 기업 등의 문제점 해결에 공헌 여부
- 교원의 민간기업 활동 영부
- 기업이 대학과 연대하기 쉬운 체제의 정비 여부
- 벤처 기업 창출 공헌
- 기술이전 여부

자료: 한국산업기술재단(2006). ｢대학의 산업기여도평가모델 개발｣ 
보고서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추어 평가 사업이 추진되었다. 시범평가의 3가지 평

가 영역에서 인재양성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요

구하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대학교육이 이러한 인재

상 육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인재양성

과 관련한 2차 평가 모델은 인재상 프로파일과 교육

활동 프로파일 간의 매칭을 통한 학생의 지식 습득

을 평가하는 부문과 산업계의 관심 연구분야와 대학 

연구활동을 평가하는 2개의 평가 영역으로 구분된

다. 즉, 대학교육과 대학의 연구 활동이 산업계의 요

구 및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니즈프로파

일 등을 활용하여 매칭 정도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

한 2차 평가 모델의 평가 영역과 내용은 다음의 표

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산

업계 요구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와 산업계

의 요구가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 교육개

혁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이후 평가에서는 산업계 

요구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식 및 스킬의 충족도 

측면에서 상호간 매칭 정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수

행되었다. 이러한 평가 방향은 산업계의 요구가 대

학의 전공, 교육과정, 교과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항

목과 비교 ․ 분석되어 산업계와 대학 상호간 정보 전

<표 3> 2차 평가 모델의 평가 역  기 효과

<Table 3> Areas of evaluation and expected 

effect of the second evaluation model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및 기대효과

‘인재상 
프로파일’과 
‘교육활동 

프로파일’의 
매칭 정도 

파악

- 학생들의 지식 습득에 정도에 대한 평가
-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상 프로파일’과 

대학의 ‘교육활동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매칭 정도를 분석

- 이러한 매칭 정도 분석을 통해, 산 ․ 학계 
간의 이해 및 정보 교환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에 ‘인재상 프로파일’을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산업계의 
관심 연구 

분야와 대학 
연구활동의 

비교

- 연구 분야별로 본 산업계의 관심의 비중과 
실제 대학의 연구활동의 활동 정도를 비교 
분석

-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를 통한 교육과 산
업계 요구의 매칭 정도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

자료: 한국산업기술재단(2006). ｢대학의 산업기여도평가모델 개발｣ 
보고서를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반도체분야 공과 학 산업기여도 평가 사례 연구

21

달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이

러한 평가 방향은 대학교육의 미흡함만을 제기하는 

소위 ‘대안 없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마련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다.

3. 국내의 산업기여도 평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학평가가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인정

제, 재원지원 평가, 중앙일보 평가, 학문분야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공과대학에 있어서는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

을 배출하고자 공학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

존의 대학평가와는 다르게 수요자 중심, 성과기반의 

교육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학인증제도

는 산업, 학생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산

업기여도 평가모델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공학인증

은 교육의 프로세스 관리에 더 초점을 둔 반면, 산업

기여도는 산업이 제공받는 산출물에 더 강조점을 두

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시도는 

크게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의 경우 삼성경제연구

소와 함께 이공계 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모델을 개

발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의 관점에서 

공학교육의 산업기여도를 평가하여 대학에 지속적으

로 피드백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

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고

등교육경쟁력 지수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대

학이 배출하는 인력간의 질적 불일치를 측정하고자 

대학의 산업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대학의 산업기여

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구체화 하여 각 산업별 스킬 

미스매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이 데이터를 토

대로 산업계의 요구가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반영되

면 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

다. 

Ⅲ. 연구방법  차

본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하

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1. 니즈프로파일 개발

가. 개발 절차

반도체분야의 니즈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

[그림 1] 연구방법  차

[Fig. 1] A study method and procedure

<표 4> 니즈 로 일 개발 차

<Table 4> Procedure of developing needs profile

일시 세부 내용

2008. 
3. 20

니즈프로파일 작성계획
1) 니즈프로파일 대상 : 반도체 설계 ․ 공정
2) 직무능력 정의 : 반도체 설계 ․ 공정 직무는 반

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반
도체의 설계, 제조공정개발, 생산, 시험검증, 반
도체장비개발, 반도체재료생산 등을 수행하는 직
무이다

2008. 
3. 25 핵심능력과 능력단위 도출

2008. 
3. 27

직무능력명세서 작성
- 총 6개 핵심능력, 27개 능력단위의 직무능력명

세서 작성
• 능력단위
• 능력단위 개요
• 능력 요소(주요 업무 절차 및 내용)
• 지식(Knowledge) ․ 스킬(Skill) ․ 도구(Tool) 

2008. 
3. 28

능력단위별 난이도 및 중요도, 능력단위별 교육 
실시 단계, 핵심능력별 근무 기간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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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무능력 모형

[Fig. 2] Model of job competence

발대상 직무분야를 선정하고 개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반도체업계 인사담당자와의 사전회의를 비롯하

여 4차례의 니즈프로파일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니즈프로파일 개발 절차 <표 4>와 같다. 

나. 니즈프로파일 개발 예시

1) 직무능력명 “반도체 설계 ․ 공정”

2) 직무능력의 정의 : 반도체 설계 ․ 공정 직무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

체의 설계, 제조공정개발, 생산, 시험검증, 반도체장

비개발, 반도체재료생산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3) 직무능력 모형([그림 2]) 

4) 능력단위별 난이도 ․ 중요도([그림 3]) 

5) 직무능력 명세서([그림 4])

2. 평가기준

2006년 기 개발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모

형을 토대로 2007년 실시된 전자분야 ․ 조선분야 공

과대학 산업기여도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평

가 기준을 일부 수정 ․ 보완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

발협의체, 한국산업기술재단, 대학의 협의를 거쳐 평

가 모형을 확정하였다. 평가모형 개발에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있

어서 기존의 평가모형과 차별화된다. 

다음 <표 5>와 같이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는 

5개 평가항목에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능력 능력단위 난이도 중요도

A. 
반도체
설계

A1. 제품기획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④ ●
A2. 시스템구조설계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A3. Analog 회로설계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 ⑤
A4. Digital 회로설계 ① ② ● ④ ⑤ ① ② ③ ● ⑤
A5. 배치설계 ① ● ③ ④ ⑤ ① ② ● ④ ⑤

B. 
반도체

공정개발

B1. 리소공정개발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 ⑤
B2. 식각공정개발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 ⑤
B3. 확산공정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 ④ ⑤
B4. 박막공정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 ④ ⑤

C. 
반도체

소자개발

C1. 집적공정개발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④ ●
C2. 소자특성측정기술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 ④ ⑤
C3. 소자특성분석기술개발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 ⑤
C4. 소자특성개발 ① ② ③ ● ⑤ ① ② ③ ● ⑤

D. 
반도체
패키지
개발

D1. 패키지구조개발 ① ● ③ ④ ⑤ ① ② ● ④ ⑤
D2. 리드프레임개발 ① ● ③ ④ ⑤ ● ② ③ ④ ⑤
D3. 서브스트레이트개발 ① ● ③ ④ ⑤ ① ② ● ④ ⑤
D4. 패키지재료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③ ● ⑤
D5. 패키지공정개발 ① ③ ③ ● ⑤ ① ② ③ ● ⑤

E. 
반도체
시험 및 

검증

E1. 웨이퍼시험 ① ● ③ ④ ⑤ ① ● ③ ④ ⑤
E2. 패키지시험 ① ● ③ ④ ⑤ ① ● ③ ④ ⑤
E3. 신뢰성시험 ① ② ● ④ ⑤ ① ② ③ ④ ●
E4. 실장시험 ① ② ③ ● ⑤ ① ② ● ④ ⑤
E5. 불량분석 ① ② ③ ④ ● ① ② ③ ④ ●

F. 
반도체
생산

F1. 소자생산기술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 ④ ⑤
F2. 소자생산운영기술개발 ① ② ● ④ ⑤ ① ② ● ④ ⑤
F3. 장비관리 ① ● ③ ④ ⑤ ① ② ● ④ ⑤
F4. 장비운영 ① ● ③ ④ ⑤ ① ② ● ④ ⑤

주: 난이도는 1에서 5로 갈수록 높은 수준임.

[그림 3] 능력단 별 난이도․ 요도

[Fig. 3]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significance 

of competence unit

3. 설문조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식 ․ 스킬 충성도 및 산업경

험 충실도 평가와 부서장을 대상으로 산업 요구역량 

충족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내용과 설문 대상은 <표 6>과 같다.

Ⅳ. 평가결과

1. 직무분야별 개요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정도에서는 반도체 설계

가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생산 순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대학의 교육과



능력단위 A4. Digital 회로설계

능력단위 개요
Digital 회로설계에 필요한 각종 tool의 사용법 및 HDL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블록단위의 회로
를 설계 및 검증하고 이를 합성하여 전체 회로를 설계하며, FPGA로 구현하여 회로의 동작 및 특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를 다시 회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능력 요소(주요 업무 절차 및 내용)
① RTL 설계 및 검증
② 논리합성 (gate level synthesis)
③ FPGA를 활용한 설계 검증
④ 회로설계 Verification (8번과 동일)
⑤ Embedded processor에 필요한 SW 개발 능력
⑥ 칩 성능 검증 능력
⑦ RTL 및 Gate Level 상에서의 Full Chip Verification을 위한 Framework 구축
⑧ Post synthesis simulation
⑨ high level block 및 gate level block의 co-Simulation
⑩ ATPG, Power optimization, boundary scan, BIST
⑪ IP를 활용한 설계 기술
지식(Knowledge) ․ 스킬(Skill) ․ 도구(Tool)

지식

○ Unix, Linux 기본 지식. 전기, 전자, 통신 전공지식
○ 반도체 설계 및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설계 및 검증 환경에 대한 이해
○ 저전력 구현 방식에 대한 이해
○ Embedded Processor에 대한 이해  
○ Clock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
○ ESD/Latch up/CDM 등에 대한 이해
○ High Level Language 사용 방법 숙지
○ HDL 설계 지식
○ FPGA 활용을 위한 지식
○ 테스트 방법에 대한 지식
- Function test 및 DFT, SCAN, BIST 등의 테스트 포함

스킬

○ 기초 분야 (Unix, Linux기본 환경 설정 및 command숙지)
○ RTL 설계 및 검증 기술 - 설계 문서 작성 기술
○ Synthesis 및 Gate-level 검증 기술
○ Post simulation 검증 기술
○ FPGA 활용 기술
○ Oscilloscope, Logic Analyzer사용법
○ 알고리즘 개발, 분석 및 검증 기술
○ P&R 지원 및 테스트 벡터 생성 기술
○ Wafer/Package/Board Test Analysis 기술
○ Program 기술 (C, Matlab, Pearl 등)
○ tools 사용기술
- NC Verilog or Modelsim, Design compiler, PrimeTime
- TetraMax, Formality, AMS or nanosim

도구

HW
∙ 컴퓨터
∙ Logic analyzer, Oscilloscope 등의 계측장비
∙ FPGA 개발 및 검증 보드

SW

∙ FPGA Compiler
∙ EDA Tool 
  - Algorithm development : SPW, Matlab, C/C++, etc.
  - Simulation : Verilog-XL, NC-Verilog, NC-Sim, etc.
  - Wave Viewer : Simvision, Debussy, etc.
  - Synthesis : Design compiler, PrimeTime, Formality, ATPG 관련 tools, etc. 
  - Place & Route : Astro, SoC Encounter, Magma, etc.
∙ Unix (or Linux)

[그림 4] 직무능력 명세서

[Fig. 4] The specification of job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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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가 항목  지표

<Table 5> Evaluation item and indices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투입
지식 ․ 스킬 
매칭 정도

(A)

A1. 산업요구 지식․스킬 반영정도 - 대학 커리큘럼/산업계 요구 K ․ S
- 대학자체평가 및 평가위원 평가

- 대학 자체
- 평가위원

A2.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 - 대학 필수과목/산업계 요구 내용
- 대학자체평가 및 평가위원 평가

- 대학 자체
- 평가위원

과정

지식 ․ 스킬 
충실도
(B)

B1. 졸업생의 이수정도 - 교과 이수 졸업생수/조사대상 졸업생 수
- 설문조사 - 졸업생

B2. 졸업생의 업무활용 만족도 - 능력단위 및 지식 ․ 스킬별 업무활용 만족도
- 설문조사 - 졸업생

산업 경험 
충실도
(C)

C1.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 - 프로그램 참여 졸업생수/조사대상 졸업생수
- 설문조사 - 졸업생

C2. 산업경험 프로그램 업무활용 
정도

- 프로그램별 업무 활용 만족도
- 설문조사 - 졸업생

결과
산업 요구역량 
충족도 (D)

D1. 대학교육을 통한 산업 요구
역량 습득정도

- 각 역량별 졸업생, 부서장의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정도 

- 설문조사
- 졸업생
- 부서장

지식 공급도(E) E1. 산학협동 성과 - 대학자체 자료 - 대학 자체

<표 6> 설문 조사 개요

<Table 6> The summary of Questionnaire

구분 내용

설문 내용
졸업생 지식 ․ 스킬 충성도 평가 졸업생의 필요 지식 ․ 스킬 이수정도 및 만족도 조사

졸업생 산업경험 충실도 프로그램 참여정도 및 만족도 조사
부서장 산업 요구역량 충족도 평가 기초역량과 직무역량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 대상
- 설문조사 대학 : 20개 4년제 대학
- 설문조사 업체 : 반도체관련 10개 업체
- 응답인원(부서장) : 642명
- 응답인원(졸업생) : 679명

정에 반도체 설계와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생

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교육과정 반영

률은 5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 역시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정도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반도체 공

정개발과 반도체 생산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반영정도는 능력단위별로 제시된 지식 ․ 스킬

의 50.0% 이상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산업요구 지식 ․ 스
킬 반영정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졸업생의 산업요구 지식 ․ 스킬 이수정도는 반도체 

생산이 가장 높고 반도체 공정개발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반도체 설계,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생산 

모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비율과 업무활

용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업무활용 만족도가 이수정

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산업요구 지식 ․ 스킬에 대한 업무활용 만

족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이 가운데 반도체 생

산이 5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공정개발이 44.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업요구역량 습득정도의 경우 졸업생의 기초역량

에 대한 응답결과 반도체 생산이 65.0%로 가장 높고, 

반도체 설계가 6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서장

의 기초역량에 대한 응답결과 반도체 생산이 63.2%

로 가장 높고, 반도체 공정개발이 55.3%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부서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응답결과 반

도체 설계가 47.4%로 가장 높고, 반도체 공정개발이 

3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평균 38.5%로, 프

로그램 가운데 팀학습이 52.7%로 가장 참여율이 높

았고, 반도체 기업 교육과정 트랙이 4.7%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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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평가항목별  직무분야별 평가개요

<Table 7> Evaluation outline by evaluation item and job field

분야
 평가항목 

반도체 
설계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생산

지식 ․ 스킬
매칭정도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정도 대학 자체평가 65.8 42.4 24.6
평가위원 평가 75.5 40.2 20.9

산업계중요도 반영정도 평가위원 평가 25.0  2.5  1.3
지식 ․ 스킬

충실도
졸업생의 이수정도 졸업생 48.7 44.2 58.0

졸업생의 업무활용 만족도 졸업생 45.1 44.2 37.9
산업 

요구역량
충족도

대학교육을 통한 산업요구역량 습득정도
졸업생 기초역량 60.7 62.9 65.0
부서장 기초역량 59.6 55.3 63.2

직무역량 47.4 38.0 44.3

산업경험
충실도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 졸업생

전체 38.5
인턴십 47.4
팀학습 52.7

현장학점제 39.8
창의적 공학설계 43.9

주문식교육 41.8
현장실습 39.5

반도체 기업 교육과정 트랙  4.7

산업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졸업생

전체 43.3
인턴십 35.7
팀학습 55.3

현장학점제 29.4
창의적 공학설계 52.7

주문식교육 33.6
현장실습 29.2

반도체 기업 교육과정 트랙 67.2
주: 산업경험 충실도의 경우 통합설문으로 조사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았음. 단위 %

게 나타났다.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업

무활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3.3%로 반도체 

기업교육과정 트랙이 67.2%로 가장 높고, 산업체 현

장실습이 2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와 업무활용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 기업 교육과정 트랙이 참여정도

는 가장 낮으나 업무활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볼 때 반도체 기업 교육과정 트랙에 대한 졸업

생의 참여 유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2. 대학별 개요

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설계 분야의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정도

는 평균 75.5%, 최고 100.0%, 최저 24.1%로 나타났

다.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 3개 분야 가운데 대학의 교

육과정에 가장 많이 반영된 분야이나 대학별 반영정도

의 편차는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표 8 참조>).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는 15개 대학을 제외한 모

든 대학이 반도체 설계 분야의 3개 직무능력별 요구

되는 지식과 스킬의 50.0% 이상을 전공 필수과목으

로 개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지식 ․ 스킬의 졸업생 이수정도는 

평균 48.7%이었고, 최고 100.0%, 최저 4.6%로 나

타나 대학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설

문에 응답한 졸업생의 수가 적은 일부 대학의 경우 

이 항목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나.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공정개발 분야의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

정도는 평균 40.2%, 최고 96.1%, 최저 0.0%로 반도



<표 8> 학별 평가개요 - 반도체 설계 분야

<Table 8> Evaluation outline by college - semiconductor design

대학
 평가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평균

지식․
스킬
매칭
정도

산업 요구 
지식․ 스킬 
반영 정도

대학 자체
평가 29.3 84.5 34.5 60.3 75.9 86.2 81.0 96.6 67.2 86.2 36.2 60.3 81.0 79.3 86.2 86.2 67.2 19.0 17.2 81.0 65.8 
평가

위원 평가55.2 84.5 44.8 72.4 96.6 93.1 86.2 100 79.3 87.9 62.1 77.6 77.9 82.8 89.7 86.2 74.1 58.6 24.1 77.6 75.5
산업계 중요도

반영 정도
평가

위원 평가 0.0 66.7 33.3 0.0 0.0 66.7 33.3 66.7 0.0 0.0 0.0 66.7 0.0 33.3 33.3 0.0 33.3 0.0 0.0 66.7 25.0

지식․ 
스킬

충실도

졸업생의 이수
정도 졸업생 38.5 29.7 79.1 12.2 85.6 16.5 38.9 35.8 21.5 19.6 28.2 17.5 28.8 30.7 31.2 4.6 59.3 67.8 58.2 100 48.7 

졸업생의 업무
활용 만족도 졸업생 40.6 59.0 39.4 58.0 32.0 52.4 53.6 49.6 48.4 57.3 49.0 61.3 59.0 37.8 50.5 47.2 36.3 39.9 76.2 18.8 45.1 

산업 
요구
역량 

충족도
산업요구역량 

습득 정도

졸
업
생

기초
역량 54.0 71.0 54.8 46.4 65.5 48.5 66.1 47.0 58.2 63.5 53.6 50.0 60.9 66.7 55.4 75.0 59.1 63.3 73.8 50.0 60.7 

부
서
장

기초
역량 61.3 63.4 64.6 51.2 50.0 73.2 58.5 50.7 66.7 53.2 - 59.1 60.7 65.7 57.9 63.7 53.2 60.0 - 56.5 59.6 
직무
역량 37.5 53.7 40.1 47.2 41.7 54.2 47.7 43.3 52.8 45.2 - 52.1 45.4 55.0 42.5 54.5 44.3 44.2 - 55.6 47.3 

주1: 능력단위별 지식․스킬의 50.0% 이상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 산업계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주2: 무응답은 ‘-’ 로 처리, 단위 %

<표 9> 학별 평가개요 - 반도체 공정개발 분야

<Table 9> Evaluation outline by college - Semiconductor process development

대학
 평가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평균

지식․
스킬
매칭
정도

산업요구 
지식․

스킬 반영정도

대학 자체 
평가 71.1 71.1 15.8 13.2 0.0 13.2 36.8 0.0 21.1 100 0.0 93.4 96.1 56.6 0.0 90.8 60.5 55.3 31.6 21.1 42.4 

평가 위원
평가 53.7 61.8 15.8 14.5 0.0 17.1 38.2 0.0 23.7 88.2 0.0 94.7 96.1 64.5 0.0 77.6 60.5 51.3 30.3 15.8 40.2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
평가 위원 

평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25.0 0.0 2.5

지식․
스킬

충실도

졸업생의 
이수정도 졸업생 47.4 22.3 56.7 - 62.9 - 51.9 3.3 - 50.2 41.0 5.3 31.1 38.9 59.4 5.9 39.4 15.7 51.3 61.4 44.2 
졸업생의 
업무활용 
만족도

졸업생 37.8 47.5 44.5 - 45.3 - 24.0 40.3 - 47.7 67.4 61.3 41.2 40.3 60.4 39.1 57.3 39.1 89.5 22.8 44.2 

산업 
요구
역량 

충족도
산업요구역량 

습득정도

졸
업
생

기초
역량 61.4 52.1 68.8 - 71.2 - 60.1 37.5 - 58.2 71.4 50.0 75.0 51.5 67.9 70.5 61.4 64.8 73.2 63.3 62.9 

부
서
장

기초
역량 61.0 60.7 49.7 68.8 46.4 58.7 64.3 78.6 28.6 59.6 46.4 48.4 58.8 40.6 58.3 58.1 51.2 68.8 - 63.7 55.3 
직무
역량 47.6 45.6 28.8 51.6 25.0 31.3 44.2 37.5 51.6 41.3 33.2 37.5 42.3 31.1 25.0 31.3 32.3 43.5 - 24.0 38.0 

주1: 능력단위별 지식․스킬의 50.0% 이상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 산업계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주2: 무응답은 ‘-’ 로 처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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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별 평가개요 - 반도체 생산 분야

<Table 10> Evaluation outline by college -Semiconductor production 

대학
평가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평균

지식․
스킬
매칭
정도

산업요구 
지식․ 스킬 
반영정도

대학 자체
평가 47.7 9.2 6.2 6.2 0 6.2 9.2 0 9.2 100 0 29.2 80.0 61.5 0 44.6 10.8 13.8 50.8 7.7 24.6

평가위원 
평가 47.7 9.2 7.7 6.2 0 6.2 10.8 0 9.2 72.3 0 27.7 43.1 61.5 0 38.5 10.8 12.3 49.2 6.2 20.9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
평가위원 

평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0 0 1.3

지식․
스킬

충실도

졸업생의 
이수정도 졸업생 89.1 10.6 100.0 93.8 23.3 - - - - 37.6 18.3 - 12.9 4.9 24.0 57.4 56.1 64.2 97.8 100 58.0 
졸업생의 
업무활용 
만족도

졸업생 43.7 52.7 41.0 31.1 47.5 - - - - 26.4 52.7 - 55.4 37.5 72.6 37.8 36.5 11.7 93.2 42.9 37.9 

산업 
요구
역량 

충족도
산업요구역량 

습득정도

졸
업
생

기초
역량 77.7 60.1 72.1 73.2 62.8 - - - - 40.8 82.1 - 56.9 41.1 92.0 47.6 75.9 69.5 82.1 67.9 65.0 

부
서
장

기초
역량 54.0 67.9 65.4 56.6 - 50.0 - - 57.1 64.6 65.5 50.5 82.6 - - 71.9 59.4 52.6 - 78.3 63.2 
직무
역량 39.7 31.3 35.6 50.9 - 46.9 - - 33.3 52.8 62.5 45.5 52.3 - - 40.2 39.1 45.5 - 57.0 44.3 

주1: 능력단위별 지식․스킬의 50.0% 이상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 산업계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주2: 무응답은 ‘-’ 로 처리, 단위 %

<표 11> 학별 평가개요 - 산업경험 충실도

<Table 11> Evaluation outline by college - How much industrial experience does one have

대학
평가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평균

산업
경험 

충실도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

졸
업
생

인턴십 43.8 23.1 67.8 84.2 45.1 100 40.7 0.0 57.1 46.4 23.5 0.0 18.2 13.6 64.3 0.0 66.7 54.9 50.0 91.4 47.4 
팀학습 35.9 40.4 69.5 84.2 52.9 42.9 40.7 60.0 57.1 46.4 58.8 0.0 23.6 27.3 89.3 0.0 37.5 74.4 90.0 91.4 52.7 

현장 학점제 35.9 7.7 67.8 84.2 47.1 42.9 25.9 0.0 0.0 29.0 17.6 0.0 5.5 31.8 60.7 0.0 37.5 59.8 40.0 91.4 39.8 
창의적 공학설계 43.8 17.3 76.3 63.2 58.8 42.9 25.9 40.0 0.0 39.1 17.6 0.0 18.2 13.6 10.7 30.0 45.8 62.2 60.0 91.4 43.9 

주문식 교육 45.3 11.5 74.6 84.2 62.7 0.0 48.1 0.0 0.0 34.8 0.0 0.0 18.2 13.6 21.4 30.0 37.5 54.9 30.0 91.4 41.8 
현장실습 45.3 9.6 67.8 84.2 47.1 42.9 37.0 0.0 0.0 30.4 17.6 0.0 7.3 13.6 39.3 0.0 35.4 54.9 50.0 91.4 39.5 

반도체기업
교육과정 트랙 0.0 5.8 6.8 0.0 7.8 42.9 25.9 30.0 0.0 5.8 0.0 0.0 0.0 0.0 0.0 0.0 0.0 4.9 0.0 0.0 4.7 

산업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졸
업
생

인턴십 14.3 50.0 12.5 0.0 34.8 21.4 59.1 - 75.0 62.5 75.0 - 40.0 75.0 65.3 - 34.4 28.9 85.0 36.7 35.7 
팀학습 31.5 61.9 54.3 0.0 63.9 50.0 65.9 62.5 75.0 68.0 75.0 - 55.8 66.7 64.0 - 68.1 44.3 94.4 57.8 55.3 

현장 학점제 15.2 100.0 21.9 0.0 32.3 50.0 64.3 - - 45.0 75.0 - 50.0 53.6 48.5 - 16.7 24.5 81.3 20.3 29.4 
창의적 공학설계 62.5 75.0 47.8 25.0 62.5 66.7 64.3 50.0 - 47.2 75.0 - 75.0 75.0 75.0 25.0 34.1 55.9 95.8 35.9 52.7 

주문식 교육 27.6 62.5 38.1 1.6 42.2 - 65.4 - - 50.0 - - 70.0 75.0 62.5 50.0 11.1 12.8 66.7 26.6 33.6 
현장실습 0.0 90.0 16.9 0.0 21.9 50.0 52.5 - - 28.6 75.0 - 100.

0 75.0 75.0 - 13.2 22.2 90.0 48.4 29.2 
반도체기업

교육과정 트랙 - 75.0 50.0 - 75.0 75.0 89.3 25.0 - 50.0 - - - - - - - 75.0 - - 67.2 
주1: 산업경험 충실도의 경우 통합설문으로 조사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았음.

주2: 무응답은 ‘-’ 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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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정개발 분야도 반도체 설계와 마찬가지로 대학

별 반영정도의 편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는 평균 2.5%이나 대학별

로 0.0%에서부터 25.0%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개 모든 대학이 반도체 공정개발 

분야의 4개 모든 직무능력별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의 50.0% 미만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개발 

분야 지식 ․ 스킬의 졸업생 이수정도는 평균 44.2%이

었고, 최고 62.9%, 최저 3.3%로 나타났다. 일부 대

학의 경우 응답자가 전무하거나 극히 적은 수가 응

답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9> 참조).

다. 반도체 생산

반도체 생산 분야의 산업요구 지식 ․ 스킬 반영정도

는 평균 20.9%, 최고 72.3%, 최저 0.0%로 나타났

다. 일부 대학은 높은 반영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

부분의 대학이 낮은 반영정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중요도 반영정도는 1개 대학을 제외한 모

든 대학이 0.0%로 나타나 반도체 생산 분야의 산업

요구 지식 ․ 스킬에 대한 전공필수과목으로의 반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대학이 반도체 생산 

분야의 4개 모든 직무능력별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의 50.0% 미만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것으로 

평가(0.0%)되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생산 

분야 지식 ․ 스킬의 졸업생 이수정도는 평균 58.0%이

었고, 최고 100.0%, 최저 4.9%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졸

업생의 수가 적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응답자가 전

무하거나 극히 적은 수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

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표 10> 참조).

라. 산업경험 충실도

대학별로 졸업생의 산업경험 프로그램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경험 프로

그램 전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와 만족

도를 보이는 대학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학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업경험 프로그램에 따

른 참여정도와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표 11> 참조).

Ⅴ. 결론

본 연구는 반도체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

에 대하여 공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공과대

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모형을 토대로 하여 산업계의 

주도적인 참여로 산업기여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

다. 평가지표는 5개 평가항목(지식 ․ 스킬 매칭 정도, 

지식․스킬 충성도, 산업 경험 충실도, 산업요구역량 

충족도, 지식 공급도)에 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를 가지고 부서장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

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반영정도는 높으나, 

스킬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정도는 낮았다. 반도체의 

3개 핵심능력분야 가운데 반도체 설계를 제외한 나

머지 분야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의 반

영정도가 낮았다. 이것은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

습을 통한 실제 경험을 많이 습득하여야하나, 실습

실 구축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학부 전용

의 실습실을 구비한 학교가 거의 전무하여 이런 결

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이 대학에서 교과

목으로 개설된 정도에 비해 졸업생들의 이수정도는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관련 과목이 어려

울 것이라는 선입견과 학교 교과과정상 반도체관련 

과목이 전공필수 과목이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지

정이 되어 있어서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계 요구 지식 ․ 스킬에 대한 졸업생의 업무활용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관련 과

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업무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재학 중 전공과목 이수율의 확대가 필요

하다. 

기초역량에 비하여 직무역량이 대학교육에서의 습

득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직무역량에 대한 교육 강

화가 요구된다. 개발된 반도체분야 니즈프로파일을 기

초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평가결과, 학교간의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별 특성화를 고

려한 교육과정 개발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다. 

위에 제시한 산업기여도 평가는 대학의 정성적 자

료가 아닌 객관적 지표나 산업계의 만족도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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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공학분야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를 순위 발표 등의 등급을 제

시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대학

으로 전달하여 공과대학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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