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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t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from the 

case of Japan. We researched the terminology of ‘accreditation’, the outline, the current progress, and argument ove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We suggested the seven implications for ABEEK. First, ABEEK has to use the 
engineering societies more in assessing the programs. Second, ABEEK should be flexible to meet the original goals. Third, 
ABEEK can use the observer system to train the examiners. Fourth, ABEEK needs to provide the real benefits to the students 
and accredited programs to encourage them to finish the accredited course. Fifth, the programs need to organize the committes in 
the direction that every faculty member can share the assessment results and execute the real course improvement. Sixth, ABEEK 
should permit the programs to use the curricular courses to check the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 And seventh, ABEEK 
needs to have meta-evaluation to exercise the reasonabl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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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이 경쟁력과 경제 활동의 주된 요

소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특징 지워진다.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육

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대학 경쟁력에 비례하며, 대학을 살려야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 

각국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보장을 위해 고등교육평가기관

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효과에 기초하여 대학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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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교육기관의 질 보장 노력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전개되고 있다.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수여받은 학위의 질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인가받은 대학

이 법적 기준이 맞을 경우 자체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

게 한다. 이와 같이 학위수여 대학의 프로그램 질을 평가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현행 제도는 국외에서 

학위의 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외국에

서 우리나라 대학이 수여한 학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국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학위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이 수여한 학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아울러 외국 대학 졸업자들의 학

위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대학자체의 구조조정

이나 대학간 통폐합 단계를 넘어서 대학의 국제적 공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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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공학교육 인증평가는 대학교육

의 질 향상 및 공학 분야 학위의 국제적 상호인증이라는 사

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동안 공학 분

야 인증평가의 철학과 취지에 동의함으로써 인증제 운영 프

로그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들이 

공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엔지니어의 자질 공유, 설

계교과의 강조 및 전공교육의 합리적 기준 마련, 교육기관의 

책무성 증대 등은 공학교육인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인증제 운

영 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과도한 서

류작업, 일관성 없는 평가, 명확하지 않은 평가체계, 인증 졸

업생에 대한 혜택 부족, 인증에 대한 기업체의 낮은 인지도와 

같은 것들은 현행 인증제가 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학교육인증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

학교육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

의 인증제 운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일

본의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

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Masuda, 2009; 이원 2008; 김

덕규, 2006; 김덕규 2005).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일본

의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다루었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

출해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JABEE)

의 인정기준 뿐 아니라 평가를 받는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기술자교육인정제 운영의 실제를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Accreditation”

에 대한 번역어로서 일본의 “평가인정”과 한국의 “평가인증”

의 용어를 학적으로 구분 정의하였고, III장에서는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기술자교육 평가인정의 개요를 기술하였다. IV장에서

는 인정기준별 심사항목 및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V

장에서는 일본 내에서의 인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일본의 “평가인정”과 한국의 “평가인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인증’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accreditatio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해, JABEE는 ‘인정’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로 ‘accreditation’으로 표기하고 

있다. ‘accreditation’의 번역을 공인원은 ‘인증’이라고 하고, 

JABEE는 ‘인정‘이라고 한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내에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accreditation’을 ‘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평가인증’과 ‘평가인정’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육학 관련 문헌에

서는 ‘accreditation’은 ‘평가인정’으로, ‘recognition’은 ‘평가

인증’으로 번역하면서, 평가인정은 평가활동의 결과가 인정/

불인정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반면에, 평가인증은 우수/보통

/미흡과 같이 평가하여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정리하고 있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김동석 외, 1999). 

교육학 분야의 용어 정의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accredi-

tation)과 평가인증(recognition)이 이처럼 불명확하게 사용되

고 있는 것은 외국의 ‘accreditation’ 문헌에서 ‘recognition’

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기인한다(김혜숙 외, 2006). 

‘accreditation’과 ‘recognition’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두 용어가 쓰이는 맥락을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미국의 고등교육평가인정원(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은 모든 고등교육기관 또는 교육프로

그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미국의 고등

교육분야는 기관의 유형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각 전문분야별로 평가인정활동을 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ABET는 CHEA로부터 2003년 ‘recognition’ 

받았다. 이처럼 평가인정기구(accreditation organization)가 

그 활동에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가 ‘recognition’이며,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활동은 ‘accreditation’

이다. 

평가인정(accreditation)은 전문가 집단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 확인,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종합 판정하고 인정하는 평가적 접근방

법이다. 즉 평가인정(accreditation)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평가

하고 인증(recognition)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인정기

관이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을 심

사하고 평가하여 국제기준 등에 적합하게 조직을 갖추고 인

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독

립적으로 심사하여 증명해주는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인증기관(예를 들

면 대학)이 공정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 ․ 감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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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일본의 

JABEE와 같이 한국공학교육인정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각 교육

기관을 인증(recognition)하는 활동을 주로 하지만, 그 기관 

자체의 명칭이나 평가행위 자체는 인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III. 기술자교육인정평가 개요

1. 평가주체

일본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기관인 일본기술자

교육인정기구(JABEE)는 1999년 11월 19일 설립되어 공학분

야 학협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기술자교육프로그램의 인

정평가를 실시하는 비정부기구이다. JABEE는 2001년 워싱

톤 어코드(Washington Accord) 준회원이 되었고, 2005년 

워싱톤 어코드 정회원이 되었다. 2007년에는 인정 대상을 대

학원 과정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공학전문 대학원의 

평가도 맡게 되었다. JABEE의 조직도는 Fig. 1과 같다.

JABEE의 핵심적인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4

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17인(65%)은 JABEE의 정회원으

로 있는 학회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1인의 회

장과 2인의 부회장을 둔다. JABEE는 인정업무와 관련하여 

심사팀 선정, 심사팀과 대상 학교간의 중재, 인정결과를 심의

한다. JABEE는 평가인정의 주체이지만 학회에 프로그램의 

심사를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학회는 인정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교

육하고, 대상 프로그램에게 인증기준을 홍보, 교육, 상담하고 

Fig. 1 Organization of JABEE

있다. 학회는 산하에 JABEE 인정관련 조직을 두고 있는데, 

전기학회의 경우 ‘JABEE 인정심사실행부’와 ‘JABEE 보급지

원부회’를 두고 있다. 또한 학회는 JABEE에 대표자를 파견

하여 이사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한다. 

학회가 중심이 되어 인정 심사를 주도하는 것의 효과는 인

정기준의 분야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일본

의 정보통신학회는 2007년 ‘5년을 맞이한 JABEE 인정제도

의 현황 분석과 전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데, 이 심포지움에서는 인정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와 함께 비인정 학교의 관점에서 본 인정제도의 문제점

을 토론하였다. 학회의 주관 하에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짐

으로써 인정제 운영이 보다 탄력적일 수 있다. 

JABEE의 평가인정은 전문분야별 평가인정으로서 관련 분

야의 특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판정 수준과 식견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회를 평가인정의 핵심적인 주체로 

수용 ․ 활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

학교육인정 심사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면 Fig. 2와 같다.

2. 평가대상

JABEE의 인정 대상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승인된 4년제 

대학 ․ 대학교 등의 학부교육(공업 ․ 기술계고등전문학교 및 단

기대학 교육에 2년 과정의 전공을 추가한 경우를 포함) 프로

그램으로서, 4년의 수학기간 동안 124 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면 소속 학부가 

어디든 상관없이 인정 대상이 된다. 심사는 인정평가를 신청

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프

로그램은 인정을 희망하는 분야를 원칙적으로 하나 정할 수 

Fig. 2 Stakeholders of J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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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accredited students and programs

연도
인증 프로그램 수 

누계
신규 프로그램 수

인증 졸업생 수 
누계 

2004년 186 84  18,000

2005년 281 95  30,000

2006년 346 65  56,000

2007년 368 19  70,000

2008년 409 44  95,000

2009년 424 13 120,000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복수의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복수의 분야

를 지정할 경우 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

다. JABEE는 2004년 16개의 모든 분야에서 평가를 실시하

기 시작하여, Table 1과 같이 인정 프로그램과 졸업생의 수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정 프로그램 수는 워싱턴 어코드 가맹국이 된 2005년 

전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학교육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

정한 합의와 기술사 1차 시험의 면제라는 혜택에 따라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2009년 현재 인정 프로그램의 분야별 비

율은 기계(69개: 16%), 토목(63개: 15%), 융복합 ․ 신영역 공

학(52개: 12%), 화학(49개: 12%), 전기전자 정보통신(38개: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평가목적 

JABEE는 각 교육기관에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을 개발

하여 성과를 증진시킴으로써 일본과 세계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가지는 기술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JABEE의 평가인정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자교육의 질을 보증한다. 즉 JABEE가 인정한 프

로그램의 졸업생은 그 프로그램의 학습 ․ 교육목표를 달성한 

것임을 사회에 공표한다. 둘째, 뛰어난 교육방법의 도입을 촉

진해서 기술자 교육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셋째, 기술자 

교육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술자 교육평가에 관

한 전문가를 육성한다. 넷째, 교육활동에 대한 조직의 책임과 

교수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교수의 교육에 대

한 기여도 평가를 추진한다. 

공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졸업생이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인원과 JABEE가 

어느정도 일치하지만, JABEE가 공학 교육의 평가방법과 교수

의 교육적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는 평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와 현지 방문

평가로 구분된다. 대학자체평가는 평가대상 프로그램이 평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자신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방문평가는 프로그

램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은 물론 자체평가나 서면평가로 평

가될 수 없는 영역을 외부 전문가들이 확인 ․ 평가하는 것이

다. JABEE의 평가도 자체평가에 해당하는 자기점검서를 작

성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방문평가(실지조사)를 시행하여 

자기점검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를 검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JABEE는 희망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정 분야 및 심사 팀 

파견 기관을 결정하여 심사를 위탁한다. 심사 팀 파견 기관

이 <심사 팀의 구성 기준>에 따라 심사 팀의 심사장 ․ 심사원

을 선정하고 나면 JABEE가 이들을 임명한다. 방문평가는 심

사위원장 1인과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심사팀 파견 기관인 학협회는 심사장과 교육기관의 승

낙을 얻어 옵저버를 합류시킬 수 있다. JABEE의 인정평가 운

영 중 심사위원의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심사후보자인 옵저버 제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옵

저버의 자격은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옵저버는 실제 심사를 참관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과 똑같

은 평가 일정을 소화하지만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참고의

견만을 말할 수 있고 판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실무경

험자를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시 제 3

자 기관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에 대해

서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JABEE 인정

평가단의 산업체 경험자는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

는 Table 2와 같다. 심사단을 결정함에 있어 JABEE는 인정 

분야, 심사 팀 파견 기관 및 심사 팀 구성을 교육기관에 통지

하고, 교육기관은 심사 팀 파견 기관, 심사위원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 경우 JABEE는 

심사 팀 파견 기관과 협력해 이의사항을 조정한다.

평가 심사결과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다. 심사팀은 1

Table 2 Number of reviewers and ratio of the industry- 
experienced among the reviewers

연도
심사
위원

심사후보자
(observer)

산업체
경험자 비율

2007 318명 130명 36%

2008 459명 156명 31%

2009 341명 169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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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분야별 심사위원회>, JABEE

에 제출한다. 프로그램은 1차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거나 개선보고서를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팀은 프

로그램에서 제출한 보고

서를 바탕으로 2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 JABEE, 

<분야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분야별 심사위원회>는 유

관 학협회가 설치하여 관련 분야 심사결과를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해당 분야의 2차 보고서의 내용을 심의 조정하여 

분야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정심사 조정위원회>에 제

출된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심의 조정은 동일 분야의 심사 정

합성과 판정 수준의 적절성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인정심사 조정위원회>는 

전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심사보고서를 심의 조정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와 인정가부안을 작성하여 <인정회의>

에 제출한다. <인정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인정의 가부, 심사 

결과, 유효기간 및 차회 심사항목을 포함하는 문서를 작성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인정의 법적 책임은 이사회에 있

다. 교육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인정 결과를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JABEE에 불복제기를 할 수가 있다. 

불복제기가 있을 경우, JABEE 제소 위원회가 그 사실 내용

을 정밀히 조사해 재정을 내린다. JABEE는 재정 결과를 교

육기관, 분야별 심사 위원회, 심사 팀 파견 기관에 통지한다. 

심사 팀 파견 기관은 심사를 담당한 심사장 및 심사원에게 

재정 결과를 통지한다. 재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다.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인정 유지비로서 매년 10만엔을 

내야한다. 심사비는 신규, 계속 평가의 경우 125만엔(세금 별

도)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95만엔은 해당 분야의 학

회에서 집행한다. 대체로 심사년도 7월 자기 점검서를 제출

하고, 가을에 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차년 6월 인정 프로그램

을 공표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

JABEE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정 프로그램의 명칭 및 인정 

개시년도를 공표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년이지

만, 학습교육목표 달성의 불안정, 재원 상태의 불확실성, 프

로그램 운영조직의 불확실성, 교원이나 시설의 개선 필요성, 

신규 커리큘럼의 운영, 특정 교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인정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개선을 유

도한다. JABEE는 인증 프로그램 명칭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프

로그램은 인증 유효기간을 공개하여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학부의 인정 프로그램 졸업자는 수습 기술사가 되어 최소 

4년간의 실무 경험을 거친 후에 기술사 2차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적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인 기술사

는 분야마다 그 자격이 다르게 평가되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기술사를 박사학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

여 보장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인재로 대우하여 설계나 프로

젝트 관련 부서, 기술연구소 등에 배치한다. JABEE 인정에 

기계(16%)와 토목(15%)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그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의 효용성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IV. 일본 기술자교육인정 현황 

평가기준은 평가목적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서 평가를 실

시하는 집단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JABEE의 평가인정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품질이 만족할만

한 수준인가, 프로그램의 교육성과가 기술자로서 활동하기에 

요구되는 최저한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만한 

것인가를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적합

한 교육활동 수행, 성과 측정, 개선 방안 계획 및 실시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계획-실행-평가-개선(Plan- 

Do-Check-Act Improve)”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음은 2010년 JABEE 인증기준 

설명서와 자기점검서 작성법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각 항

목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Table 3).

JABEE의 인정기준 6가지 중에서 계획단계(Plan)는 학습교

육목표의 선정, 실행 단계(Do)는 인정기준 2~4의 학습교육의 

양, 교육방법, 교육환경에, 평가단계(Check)는 학습교육목표

의 달성, 개선단계(Act Improve)는 교육개선에 해당된다. 다

음은 각 단계의 주요 평가항목과 인정제 운영 프로그램의 실

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일본 프로그램의 자기점검서를 구해보

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가능한 학교의 사례와 

학회의 심사위원 교육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1. 계획단계(Plan): 학습 ․ 교육목표의 선정 

위의 Table 3에서 제시한대로 학습 ․ 교육목표에서는 프로

그램의 학습 ․ 교육목표의 구체화, 공개 여부, 구성원들의 의

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의 유무와 운영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

이다. 

JABEE의 학습 ․ 교육목표는 a) 글로벌하고 다면적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능력, b) 사회 전반에 공학적 결정이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이해, c)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지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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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 elements of 2010 JABEE accreditation 

인정기준 세부기준 평가 요소 

1. 학습 ․ 교육 목표의 
설정, 공개

* 학습교육목표의 구체화 
* 학내외, 교수, 학생에게 공개자료 
* 전통 및 자원, 외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시스템과 운영실적
* 달성도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2. 학습교육의 양 

2.1 수업시간
* 졸업요건(124 학점 이상 이수) 명시 및 공개자료
* 1600시간의 교육시간(인문, 사회, 기초과학의 학습시간 보장) 

* 각 교과에 대한 정보 

2.2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한 조처

* 강의계획서에 예습 복습 등 자율학습 내용 제시
* 자율학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차원의 조치
* 자율학습을 바탕으로 한 수업 진행 

3. 교육방법

3.1 교육방법

* 학습 ․ 교육목표와 교과의 연관성
* 이수체계 공개 
* 강의계획서(교육내용, 목표, 평가 방법,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등) 공개. 강의계획서에 기초한 수업 

운영 여부
* 교과 설정목표의 타당성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고려 여부)

* 학생들의 달성상황 점검 체계 

3.2 교육조직
* 충분한 교수 수와 지원체제 조직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의 존재 여부, 공개, 실시 
* 교원의 교수법 향상 방법 및 업적 평가방법

3.3 학생 선발 방법 

* 전입생 선발의 구체적 방법과 선발 기준 공개, 실적 
* 신입생 선발 방법 
* 이수생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공개와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 및 운영실적 

4. 교육환경 

4.1 시설, 설비
* 강의실, 실험실, 연습실, 도서실 등의 제반 시설 
* 학생 배부용 이용안내 자료 
* 비품목록 및 적정도에 대한 평가자료 등 

4.2 재원
* 재원 확보 방안 
* 교육연구 경비배분 자료 및 평가 

4.3 학생지원체계
* 학생 지원 체계 공개 자료 
*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는 시스템의 유무와 운영실적 

5. 학습 ․ 교육목표의 
달성

* 학습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교과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실제 운영 여부 
* 졸업연구의 채점결과 (2인 이상 교수에 의한 평가)

* 성적원부 및 관련 기록(교재, 시험문제, 합격최저수준 대표적 답안, 레포트 등의 2년치 자료) 

* 편입생의 학점 인정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단위 인정 실적 
* 달성도의 종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그 실적 
* 평가기준에 적용한 사회의 요청 수준
* 졸업생/고용주의 설문, 회의록 
* 졸업생의 수료 판정 자료 (교과 이수상황, 학습교육목표의 달성도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6. 교육개선
6.1 교육점검

* 기준 1-5의 교육활동을 점검하는 시스템
* 학생과 사회의 요구 반영 여부 
* 회의록

6.2 교육개선 *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시스템의 유무와 운영 

것의 응용 능력, d) 해당분야의 전문 공학지식과 그것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e) 과학, 공학, 정보를 이

용해서 사회의 요구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설계능력, f) 국

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능력 및 논리적 기술, 구두 발표

력, 토론 능력을 포함한 일본어 의사소통 기술, g) 평생학습 

능력, h) 주어진 제약 아래 체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 8가지이다. 한국의 경우 졸업 후 2-3년에 

도달해야 할 능력인 교육목표와 졸업시점에 도달해야 할 능

력인 학습성과의 두가지로 나누어 교육성과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졸업 시에 성취해야 할 능력을 학습 ․ 교육목

표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학습 ․ 교육목표 8가지는 프로그램이 보증해야 하는 

능력으로서 교육의 실행 및 달성도 평가에 일관성있게 관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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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arning and Educational Objectives of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eio University

대분류 소항목의 키워드

A. 기초적 이해 

A-1 수학, 기초과학

A-2 역학체제 이론의 적용, 분석

A-3 설계 능력

A-4 넓은 교양, 공학윤리, 사회 문제 인식 

B. 현상의 모델화 및 
해석

B-1 현상의 모델화 및 해석

B-2 설계 도구 활용 능력 

B-3 설계문제의 모델화 능력

C. 문제 발굴력, 수행력, 

창조력 

C-1 과제 수행력, 분석력

C-2 전지구적 관점에 기초한 문제 발굴, 해결 

D. 표현력, 코뮤니케이션 
능력 

D-1 성과 발표력, 상호이해능력 

D-2 영어 표현능력 

학습 ․ 교육목표는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으로서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교육목적에 연계하여 재조정하고 구체

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게이오대학 기계공학과는 문제 이해

로부터 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 범주 하에 학습요소를 구체화하여 Table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게이오대학 기계공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① 기계

공학의 역학체계 이해, ② 전지구적 관점에서의 문제 인식, 

③ 창조적 설계 능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학습 ․
교육목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 실행단계(Do): 학습교육의 양, 교육방법, 교육환경 

설정한 학습 ․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행단계는 인정기준 

2~4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학습 교육의 양, 교육방법, 교육환

경이 속한다. 

인증기준 2의 ‘학습 교육 양’에서는 4년간의 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학습보장시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

고 있다. JABEE는 졸업요건으로서 124학점 이수, 인문, 사회

과학, 기초과학을 포함한 1600시간 이상의 학습, 예습복습에 

기초한 수업 진행,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체계의 유

무를 중점적인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일본의 인정평가에서 증거제시를 위하여 불필요

한 서류작업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학습시간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예컨대 2009년의 인증기준에서 제시되었던 1,800

시간의 학습시간을 보증하는 실적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생들

은 작업 내용, 시간, 입회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지를 작성하

고, 교수들은 그것을 점검하여 학습시간을 산출해야 했다. 이

러한 것은 인정평가가 무의미한 단순 서류작업만을 증가시키

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2010년에는 1600

시간의 수업시간 확보, 강의계획서 정비(예습 복습 내용의 명

시, 자율학습에 기초한 수업의 진행), 학생 지원 체계의 유무

를 중심으로 학습시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의 개선은 증거제시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줌으

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준 4의 교육환경은 프로그램의 하드웨어적 측면으로서 주

로 제반 시설, 재원확보 방안, 학생들의 요구 반영 시스템의 

작동을 평가하는 반면에, 기준 3의 교육방법은 교과운영 및 

교수 자원에 관한 평가로서 프로그램 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측

면에 해당된다. 

교육과정의 개선 및 체계적 운영은 JABEE 인정평가가 핵

심적으로 주력해온 분야이다. 특히 JABEE는 설계교과와 관

련하여 워싱턴 어코드 측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

다. 즉 일본의 설계교육이 워싱턴 어코드 가입국들의 설계개

념에 미치지 못하며, 설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키

울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JABEE는 설계교육의 명확한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설계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설계 교육과 관련한 대규

모 워크샵을 개최하고 분야별로 설계교육의 기준을 마련하도

록 하였다. JABEE는 이러한 성과를 모아 설계교육과 관련하

여 1)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제한요소를 감안하여 제작하

고, 성과를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2) 설계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설

계교육 내용이 워싱턴 어코드 가입국의 설계 교육과 실질적으

로 동등한 내용과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평가

의 기준을 확립해갔다. 또한 설계의 평가방법, 특히 지식 뿐 

아니라 설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학 윤리 등을 평가하

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례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은 평가를 준비하는 학교에

서도 가장 주력해온 요소이기도 하다. 예컨대 오이타대학 정

보통신코스는 JABEE 인정을 준비하면서 개선했던 것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실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최대

한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면에서 개선한 점

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강의계획서에 충실한 수

업으로서,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자율학습의 내

용을 실었다. 또한 지식의 양을 묻는 것에 치중하던 평가를 

넘어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였다. 둘째, 이론과 실험을 

접목으로서, 그룹별 조사 발표, 연구실 인턴쉽, 기업 견학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매 학년마다 개설함으로써 

졸업연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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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valuation system of learning and educational objectives of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eio 
University(left) and individualized figure(right)

또한 인정기준 3에서는 학생선발방법의 요소로 프로그램 

변경 관련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인정 프로그램과 

비인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코스 변경에 관한 

규정과 변경 학생 수의 적절함을 분석해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다. 일본의 경우 인정 프로그램에서 비인정 코스로의 소속 

변경은 4학년 진급 이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2007년 전자

정보통신학회 심사원 연수회). 

일본의 많은 학교는 인정제 운영 프로그램이 비인정 프로

그램보다 전공 분야의 이수 학점이나 전공분야의 GPA도 높

을 것을 요구한다.1) 이에 따라 학생들이 인증제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너무 어렵다거나 인증 프로그램을 꼭 이수해야 하

느냐는 등의 불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 변경을 허용할 

경우, 어느 시기가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책임있

게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수요건을 만족시키기 어

려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이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4학년 진입 전으로 이 시기를 설정한 것은 참고할 만하

다. 

1) 오이타대학교의 졸업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 비인정 코스 졸업요건 인정 코스 졸업요건

코스 명 지능정보시스템코스 지능정보코스

전문
필수 63학점 77학점 
선택 15학점 이상 5학점 이상

합계 124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GPA 2.0이상 
2.0이상

(전문과목의 누적성적 지표는 
2.8이상)

3. 체크 단계(Check): 학습 ․ 교육목표의 달성 

체크 단계에서는 설정했던 학습 ․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평

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운영 실적, 사회가 요청하

는 수준의 고려 여부, 졸업생의 졸업 사정 자료를 검토한다. 

JABEE 인정평가에서 학습 ․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와 관련

된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떻게 학생들의 최소달성기준

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JABEE의 인정기준에서는 졸업

생들의 능력과 자질(Graduates Attributes)을 강조하여 “사

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설정할 것을 강조한다.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사회가 요청하는 수준”은 학사 

수준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적절성 여부, 국제적 상호 승인 가

능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수준, 평가방법, 시험문제, 레포트, 졸업

연구논문 등의 질을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그 수준의 타당

성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고, 개별 교과의 수업 내용, 평가방

법 등을 검토하여 그 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학습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JABEE는 학

습교육목표 달성도를 GPA가 아닌 적절한 평가도구, 예컨대 

각 과목의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시험이나 외부 시험

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인정제 운영 프로그램들은 학습 ․ 교육목표와 각 교

과의 관련성을 홈페이지에 매우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각 교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

였다. 이 구체적인 사례를 게이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평가방

법을 통해 알아보면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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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그림은 과목명, 학점수, 과목의 학습교육목표와의 관

련성이 기록되어 있는 시스템에 자신이 받은 평점을(A칼럼) 

기입하는 시스템을 보여준다. 오른쪽 그림의 A-1~D-4는 Table 

4에서 제시한 학습 ․ 교육목표로서, 각 항목에 대한 학생의 달

성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른쪽 그림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성적 가중치×학점수×과목과 학습 ․ 교육목표의 관련성의 합

계]로서, 기준이 되는 1.00의 점수는 모든 과목을 A학점 받

고, 전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를 규격화한 것이다. 파란색

으로 표시되는 선은 각 학습교육목표에 대한 자신의 성취도

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졸업시점에 이르면 자신의 학습

성과를 보여주는 선은 점점 원형에 가까워진다. 게이오대학의 

기계공학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달성정도 및 각 학습목표별 발란스 정도를 확인하고 수강 계

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각 교

과에서 받은 학점을 활용하여 학습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측

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성취한 성과를 졸업 시점에 

평가하는 한국의 학습성과 평가 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방

식은 전산화 ․ 시스템화 되어 과외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교과외의 활동을 강조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학습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모든 교과의 

학점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의문의 여지

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학습성과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적인 통로로서, 학습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 

및 평가방법을 수정 ․ 개선하고, 교과목을 통해 학습성과의 달

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방향 설정이라 여겨진다. 

4. 개선단계(Act Improve): 교육개선 

교육개선에서는 자기점검 시스템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 

평가한다. 학습 ․ 교육목표의 학생 성취수준에 관한 평가결과

를 기초로 기준 1-5에 따라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교육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 점검의 결과에 근거해 프로그

램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과 실적이 있는지를 평가한

다. 특히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 교육내용

의 개선 활용 정도, 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차원의 지원과 같은 요소들이 평가된다. 다음 Fig. 4에서

는 게이오대학 기계공학부의 교육점검, 개선, 평가 시스템으

로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측정하여 개선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교육검토위원회는 구성원의 의견과 교과 운영의 

자료를 모아 점검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교육공헌평가위원회

는 교육에 관한 의견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교수들과 토론함

으로써 개선사항을 계획한다. 이러한 흐름이 교육개선에 효과

적일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평가의 결과가 교

수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교과목 담당 교수진과 의견을 교환

하여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교수들의 자율적인 교수능력의 개발

을 FD(faculty development)라 하여 교육개혁의 가장 본질

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나가사끼 대학의 경우 FD 

운영을 PDCA의 사이클에 따라 조직하여 Table 5와 같이 순

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커리큘럼 설계위원회는 각 과목의 수업 평가, 교

과 운영의 자료 수집, 교과목들의 학습교육목표 관련 달성도 

평가, 프로그램 차원의 달성도 평가, 졸업생의 설문조사, 사

회의 요구를 조사하여 개선의 계획을 세우고, 교과 담당 교수

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이와 같이 나가사끼 대학의 개선 시스

템은 교과의 조직과 운영이 학습교육목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JABEE의 2009

년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평가(Next Generation 

Review)를 받은 프로그램의 60%는 PDCA의 사이클이 작동

되고 있음을 인정받아 6년의 인증을 받았다. 

Fig. 4 Educational Feedback System of Keio University 

Table 5 Improvement system based on the PDCA, Nagasaki 
University

1. 수업 담당자는 수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커리큘럼 설계위원회와 함께 
수업 개선 방향, 과목의 목표를 결정한다. 

2. 커리큘럼 설계위원회는 각 교과의 커리큘럼상의 목표와 성적평가기준을 
결정한다. 

3. 수업 담당자는 수업의 실라버스와 교재를 개발한다.

4. 수업 담당자는 수업을 하고 학생의 평가결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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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자교육인정제의 문제점

일본의 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나름의 성과

를 보고하고 있다. 오이타 대학의 정보통신코스는 인정제 실

시의 효과로서 첫째, 교직원의 의식개혁과 커리큘럼 등의 공

통이해, 둘째, 학생의 설계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셋째, 교육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천을 추구하는 

분위기, 넷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점을 들고 있다. 이

와같이 수업방법의 개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분위기, 교육

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인정제가 유도하였던 유의미한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정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JABEE의 부회장인 大中逸雄은 이를 대략 8가지로 정리하

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개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유명대학의 인정프로그램이 적다, 셋째, 

산업계에서 JABEE의 인지도가 낮다, 넷째, 산업계에서 기대

하는 학생이 배출되고 있는가, 다섯째, 설계 교육이 향상되고 

있는가, 여섯째, 인정의 최저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 일곱째, 

학습교육목표달성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여덟째, 심

사가 증거주의로 진행됨으로써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

간이 너무 길다는 등이다(2005). 이러한 문제들은 JABEE 뿐 

아니라 한국의 인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아울러 보여주

고 있다. JABEE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를 들어 설계교육의 기준과 평가방

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 워크샵을 2회 개최했고 쓸데없는 

서류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개선

하였다. JABEE 차원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인정

제가 보증하는 최소수준의 문제, 심사 방향에 대한 비판과 대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JABEE의 인정기준은 최대 수준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정은 어느 대학이 절대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표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

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기업에게 “적어도 워싱턴 어코드의 수준 가까이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는가, 혹은 운

영 주체인 프로그램에게 유의미한 목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

한 회의이다. JABEE는 프로그램의 나선형 발전 및 개선을 말

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달성이 인정평가에서 제대로 평가

되지 않을 때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을 이루어가도록 유

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결과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다. 프로

그램의 학습교육목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학생

들의 달성정도를 유럽 국가들간에 공유하는 학위 보충자료

(diploma supplement)와 같이 학생들의 증명서에 첨부하여 

공개하자는 것이다(篠田庄司, 2009:14). 이를 위해서는 타

당한 학습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교과의 학점과 성적 가중치를 적용하

여 학습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일본의 상황에서는 불

가능한 일은 아닐 듯하다. 학습교육목표에 대한 공개와 그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해 프로그램 차원의 높은 수행을 

견인할 수 있고, 산업체에게는 졸업생들의 능력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인정평가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서류작업에 대한 비

판이다. 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페이퍼워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도할 경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을 위

해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특히 인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제시

하는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함으로

써 세세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주의란 교수들의 

교육활동 시간을 잡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수적인 요소

들을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평가자

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기점검서의 전자화 및 웹문서 활용을 

제안한다. 하나하나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보다는 링크를 걸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VI. 시사점 

이상에서 본 연구는 “평가인정”과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분석, JABEE의 인정기준별 심사

항목 및 프로그램의 진행사항, 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일곱가지로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으

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인증평가는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학회가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진행하고, JABEE는 평가방법, 설계교과의 기준 정립 

등 공통적인 사항에 주력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기

초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은 교수자에게 민감

한 교육방법, 교과의 평가방식 문제를 다루는데 이를 위해서

는 학회 차원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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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분야별 평가로서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충분

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

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개발 ․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는 평가기

관을 대표하여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좌우한다. 공정하

고 균형감있는 평가자 양성을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제 운영의 실질적인 혜택을 프로그램과 졸업자에

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증 프로그램에게는 인증결과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졸업생들에게

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기적인 평가결과가 모든 교수들에게 피드백 되

고, 교과 운영의 방향을 담당 교과목 교수들과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 시

스템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성과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에서는 학습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교과목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교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

이 있지만, 교과목의 이수를 배제하고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준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일곱째, JABEE는 2006년 기관평가, 사업평가, 가치임팩트 

평가의 측면에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자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ABET도 미국고등교육평가인정

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사업평가, 기관평가 등의 측면

에서 공인원이 메타 평가를 받음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합

리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VII. 요 약

본 연구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학교육이 진

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의 인증제 운

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

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accreditation”

의 번역어로서 일본의 JABEE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정”과 

공인원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를 하였고, 

둘째,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

면에서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조사하였고, 셋째, JABEE

의 인정기준별로 심사항목 및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분석하

였고, 넷째, 공학교육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인증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로서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

가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시

스템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과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인

원의 인증활동에 대하여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받음

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주제어: JABEE, ABEEK, 공학교육인증, 인증기준,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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