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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cal engineering curriculum has been studied through curriculum tree model and requirement of prerequisite courses. We 

analyze curriculum, curriculum system, course outcomes, design educat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programs in korean and 
foreign universities and present results to improve current curricular system. Current study would analyze, develop, and help 
mechanical engineering programs to prepare better curriculum for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to maintain accredita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try to provide reasonable model curriculum structure, prerequisite courses and necessary information 
about establishing various sub-major curriculum in mecha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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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본 연구는 국내외 기계공학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

하여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학교육 내용과 

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근거한 합리적 이수체계 모델을 제시하

여, 기계공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우수대학 기계공학 분야의 교육내용, 학문 및 산업 발

전 동향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였고 이수체계를 연구하

였다. 특히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에 이르는 설계교육의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설계교육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전면적인 선․후수 이수체계도입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교과 이수체계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공학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공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기계공학분야 프로그램의 이수체계, 

교과과정, 세부전공영역별 교과목, 학습성과별 교과목, 설계교

Received March 9, 2011; Revised June, 15, 2011
Accepted July 20, 2011
† Corresponding Author: djsong@yu.ac.kr

육 등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 산업체, 기관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또한 FOCUS 그룹 토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과

정 수립과 이수체계 설정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합리적 선후수체계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제

시된 모델을 통해 국내 기계공학 분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인 교

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II. 합리적 이수체계 연구

1. 기초자료 조사

기계공학 분야의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국내 조사대상 대학

을 연구중심, 교육연구중심, 산업중심, 융복합중심 등 4개 대학 

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국외 대학의 경우 로완대, 콜로

라도대, 버지니아 공대, 버클리대, 미시건텍 등 5개 대학 6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내 조사대상 대학은 Table 1과 같

다. 기계공학 교과목의 분류를 위해 기계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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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iversities surveyed for curriculum study 

구분 대학명 학부(과명)

연구중심

서울대 기계항공

연세대 기계

고려대 기계공학

경북대 기계공학

부산대 기계공학

성균관대 기계공학

교육연구중심

영남대 기계시스템,기계설계

조선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서울시립대 기계정보

전남대 기계시스템

부경대 기계,기계시스템

충남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산업중심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설계자동차,기계

한국기술교육대 기계,생산시스템,제어시스템,디지털시스템

융복합중심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설계자동차,기계

료/파괴, 생산/설계, 열공학, 에너지/동력, 바이오, CAE/응용역학, 

동역학/제어, 유체, 신뢰, 마이크로나노, 기타 등 11개로 분류

하였다.

조사된 기초자료를 가공하여 전공영역별 교과목 분석, 교과

구분별 교과목 분석, 학습성과별 교과목 분석, 설계과목 이수

체계 분석, 이수체계에 따른 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등을 실시

하였다. 각 분석은 대학을 연구, 교육연구, 산업, 융복합 중심

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전공을 기계, 기계설계, 기계시스

템, 메카트로닉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파악

가. 설계교과목 교육과정 분석 

국내 조사 대상 대학의 교육과정 중 설계과목에 대해 이수체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종류는 Table 2와 같다. 조사 

대상 대학의 교육과정 중 설계과목에 대해 이수체계를 분석하

였다. 선후수 이수체계가 파악된 대학의 교육과정을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 학기별로 좌측

의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우측의 후수과목을 이수하고 있

었다. 좌측의 선수과목이 다수인 경우 모든 교과목이 선수로 

이수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주로 미국대학의 설계교과목을 조사하였으며 조

사대상대학은 U.C. Berkeley, Univ of Colorado, Boulder, 

Table 2 Course Completion Structure analysis data of 
design courses 

자료번호 자료종류 행 열 표시 데이터

1-1 설계과목 이수체계 분석 (대학별) 학기 선후수 교과목명

1-2
설계과목 이수체계 분석 
(종합)-대학구분별

학기 선후수 교과목명

1-3
설계과목 이수체계 분석 
(종합)-전공별

학기 선후수 교과목명

1-4 설계과목 이수체계 분석 (종합) 학기 선후수 교과목명

Stanford 대 및 Virginia Tech. 기계공학 프로그램으로서 연

구중심 교육 및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설

계교과목은 다양했으며 첫째, 버클리 대학에서는 capstone 

design course가 필수이며, 설계과목 13과목 중 최소 한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CAD 및 제

작, 1학년 공학 프로젝트, 요소설계, 열시스템설계, 기계공학 설

계 프로젝트 1,2 과목에서 설계의 구성요소 및 현실적 제한 요

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여 강의하고 있음, 다양한 설계 교과목에

서 설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공학

과학 및 설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 중 최소 68학점

을 이수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설계과목 비중은 응

용역학(설계학점/전학점 : 1/3), 동역학(1/3), 재료강도(2/4), 시

각적 사고(3/3), 공학제도(1/1), 기계공학설계1(3/4), 기계공학설

계2(4/4), 고급열시스템(1/5), 동역학시스템(1/4), 제작 및 설계

(4/4)이며 이러한 설계과목 교과과정은 ABEEK의 요소설계 요

구사항 즉 전공과목에서의 설계교육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설계교과목은 공학탐험(2), 

공학설계(2), 4학년 캡스톤설계1(3), 4학년 캡스톤설계2(3)로 

비교적 적은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대학 기계공학과 설계

교과목 현황은 Table 4와 같다.

기계공학분야 주요설계과목들에 대해 이수체계가 설정되어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설계과목들은 3학년 1학기 

이후에 개설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설계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의 수는 높음을 알 수 있다. 

ABEEK 설계 교육 요구사항에 의하여 18학점 이상의 설계

과목 이수, 그 중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설계과목, 고학년에서

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주요설계 경험

을 아우르는 종합설계(Capstone Design), 졸업생의 현장 적응

력을 높이기 위한 설계관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ABEEK KEC 2005 인증 기준 설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설계 과정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에는 목표와 기준의 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그리고 결과 도출이 포함된다.



송동주 하일규

공학교육연구 제14권 제4호, 201150

Table 3 Course Completion Structure analysis of design courses 

개설학기
선후수구분

선수과목 후수과목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수학1,2,물리학1,2,컴퓨터활용실습1,C/C++프로그래밍기초,화학1,통계학,기초물리실험1,2 ⇨ 응용고체역학

수학1,2,물리학1,2,컴퓨터활용실습1,C/C++프로그래밍기초,화학1,통계학,기초물리실험1,2 ⇨ 응용열역학

2학년2학기 공학설계입문1 ⇨ 공학설계입문2

3학년1학기

창의적공학설계
동역학
창의공학

⇨
⇨
⇨

센서
기계진동학
기계요소설계

공학설계입문2

창의공학
⇨
⇨

창의적공학설계1

창의설계

창의공학 ⇨ CAD

전기전자공학기초 ⇨ 마이크로컨트롤러

유체역학,열역학,응용열역학 ⇨ 열전달2

유체역학,열역학,응용열역학 ⇨ 응용유체역학

3학년2학기

창의적공학설계
창의적공학설계1

⇨
⇨

비주얼프로그래밍2

창의적공학설계2

센서
유체역학

⇨
⇨

계측공학
첨단유동실험법

센서
동역학

⇨
⇨

계측공학
소음공학

4학년1학기

PC제어응용
의적공학설계3

응용유체역학,유체기계,열전달1,2

⇨
⇨
⇨

시스템설계
에너지시스템설계1

전산열유체공학

비주얼프로그래밍2,계측공학,제어기설계,창의적설계기법
창의적공학설계2

응용유체역학,유체기계,열전달1,2

⇨
⇨
⇨

졸업연구1

생산시스템설계1

연소공학

마이크로컴퓨터응용,PC제어응용,제어기설계
응용유체역학,유체기계,열전달1,2

⇨
⇨

제어기설계
유공합공학

마이크로컨트롤러,메카트로닉스,시스템제어 ⇨ 제어시스템설계

마이크로컨트롤러,메카트로닉스,시스템제어 ⇨ 자동화설계

4학년2학기

비주얼프로그래밍2,시스템설계,제어기설계,창의적설계기법
에너지시스템설계1

⇨
⇨

졸업연구2

에너지시스템설계2

생산시스템설계1 ⇨ 생산시스템설계2

∘ 현실적 제한조건 즉, 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에 대한 요소를 포함한다.

국내 기계공학 프로그램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18학점 이상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인증필수 혹

은 전공필수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기준 3(교과과정)을 만족시

키고 있다.

기계공학 프로그램들의 설계교육과정의 공통점을 보면 설계

교과과정을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타전공 분야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기초설계, 종합설계는 모두 전공필수 혹은 인증필

수로 설계이론과 방법을 다루는 공학설계과목, 기계요소설계과

목, CAD 과목을 설계과목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과목 이외의 요소설계과목으로는 기계공학 기본역학인 

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을 선수과목으로 요구하

는 응용고체역학, 기계진동학, 유공압공학, 응용유체역학, 열전

달, 응용열역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시스템설계, 에너

지시스템설계, 생산시스템설계, 제어시스템설계, 자동화설계 등 

다양한 시스템설계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유체기계

설계, 냉동공기조화 과목등 특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설

계과목, 유한요소법(FEM), 전산유체역학(CFD) 등 설계도구를 

강의하는 설계과목들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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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 courses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in the United States

대학명 설계과목 구분 비고

UC Berkeley capstone design course 필수＋설계 13과목 중 1과목 필수이수 semester

Stanford 대

ENGR14 Applied Mechanics: Statistics (설계학점1/3) 제공시기 AWS

ENGR15 Dynamics (1/3) 제공시기 AS

ME80 Strength of Material (2/4) 제공시기 AS

ME101 Visual thinking (3/3) 제공시기 AWS

ME103D Engineering Drawing (1/1) 제공시기 AW

ME112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3/4) W

ME113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4/4) S

ME140 Advanced Thermal System (1/5) S

ME161 Dynamic Systems (1/4) A

ME203 Manufacturing &Design (4/4) AW

Quarter

한국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입문설계＋요소
설계＋종합설계 형태와 가장 유사

A: 가을학기

W: 겨울학기

S: 봄학기

Univ. of Colorado, 

Boulder

MCEN 1025 CAD and Fabrication (3학점)

GEEN 1400 First-Year Engineering Projects (3학점)

MCEN 3025 Component Design (3학점)

MCEN 4042 Thermal Systems Design (3학점)

MCEN 4045 ME Design Project 1 (3학점)

MCEN 4085 ME Design Project 2 (3학점)

Semester

설계를 포함하고 있는 과목

입문설계＋요소설계＋종합설계 형태 15학
점 요구

Virginia Tech 

ENGE1024 Engineering Exploration (2학점)

ENGE1114 Expl Engineering Design (2학점)

ME4015 Senior Capstone Design (3학점)

ME4016 Senior Capstone Design (3학점)

Semester 입문설계＋종합설계과목

Boise State 

University

ENGR 120 Introduction to Engineering

ME280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ME380 Kinematic &Machine Dynamics

ME424 Thermal &Fluid Systems Design

ME481 Senior Design I 

ME483 Senior Design II

ME462 Machine Design

Semester
ME481→ME483, ME424, ME462 공동 
선수과목 

• 입문설계＋종합설계과목 공통 제공, Stanford 대, 콜로라도대, Boise주립대 등은 ABEEK에서 요구하는 입문설계＋요소설계＋종합설계 순으로 설계과목 제공
• Virginia Tech, 버클리대학 등은 입문설계＋종합설계과목 에 최소한도의 설계과목 추가이수 요구
• 종합설계과목의 학습성과 교육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 수행

요소설계 과목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설계과목 구성요소, 현실
적 제한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운영이 내실있게 진
행되는 경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설
계프로젝트, 설계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
하다.

종합설계과목의 운영이 보다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 서울과
학기술대 등과 같이 엄격한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충실히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종합설계과목의 
운영이 지도교수 개인에게 일임되어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종합설계과목은 학습성과(PO) 달성을 인증할 수 있는 중요
한 평가도구이므로 프로그램 차원에서 설계방법론에 입각하여 
공동관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대학의 경우에는 종합설계과목이 가장 중요한 설계
과목이며 이를 통하여 설계능력과 관련된 학습성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학사관리와 평가가 
따른다. 

나.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체계 현황

Table 5는 미국 대학들의 이수체계 준수 현황 및 미준수시 

대처방안을 보여준다.

버지니아텍/스탠포드/버클리/콜로라도대 등으로부터 얻은 이

수체계 준수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선후수 체계설정시 꼭 필요한 과목만 지정한다

2) 선수과목 지정시 타학과의 공동 선수과목(corequisite) 

지정

3) 선후수체계 연결이 어려울 경우 독립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4) 중요한 필수 과목은 봄.가을학기에 모두 개설함

5) 선후수체계 준수에 대한 예외사례를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6) 선후수체계를 맞추지 못할시에는 사전에 선후수체계 담당

교수/위원회＋교과목담당교수＋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여 수

강하는 체계 개발, 양식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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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ive plans for followng the course completion structure in United States

대학명/

프로그램명
이수체계 
준수현황

이수체계 미준수시 대처방안 비고

Virginia Tech/ 

기계공학과 
엄격히 준수

매학기 종료후 학과 재학생 전원의 과목 이수실태를 점검하고 학점취득에 실패하거나 
다음 학기 이수과목 선택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한다.

이수체계 준수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매학기말 인터뷰하여 타학과에서의 corequisite 

과목, community college 등 타 대학에서의 승인된 대체과목 추가수강 과목을 이수하
도록 지도함 
이수체계 작성시 최대한 이수체계가 과목간 연계성이 높도록 작성하고, 연계성이 부족
한 과목은 stand-alone하게 편성하였음
Senior Capstone Design I, II 과목이 모든 과목을 수강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설계과목
으로 매년 약 3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과목의 선수과목들은 ME 4504 

(제어공학 I), ME3504 (도적시스템 진동), 기계설계 I 기계공학실험, 열 및 물질전달, 

설계입문 및 경제학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필수 선이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타과, 타전공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교과과정 구성. 같은 학부내의 
세분화된 전공으로 구성된 많은 프로
그램에서는 타전공 혹은 타학과 과목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학과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부생 담당 부학과장이 전담하여 이
수체계를 지도하고 있음 

Virginia Tech/ 

항공우주.해양공학과
엄격히 준수 

학생들이 선후수체계를 벗어나 이수하게 되면 선수과목 청원서를 착성하여 제출함
petition form은 부록4와 같으며 청원은 매우 비정상 상황이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함
성적이 일정 이상일 때에 만 가능하며 강의 시작하는 첫주의 두 번째 날 12시에 제출함
- 전체 GPA 2.0 이상
- 전공 GPA 2.5 이상으로 12학점이상 수료시
- 충분한 사유제시 시

이수체계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검토
하여 처리함

University of 

Colorado / 

기계공학과 
엄격 준수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인증담당교수를 포함한 이수체계위원회에서 수강을 
허용함. 

이때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양식을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함
인증담당교수 주관하여 상담

Stanford 대학교 / 

기계공학과
엄격준수

기계공학과의 이수체계를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할시에는 이수체계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함: 

응용수학, visual thinking과목은 가을-겨울-봄학기 모두 제공, 나머지 과목은 중요도
에 따라 가을-봄, 가을-겨울, 혹은 한학기만 제공함, 전체적인 이수체계를 지키지 못할
시 졸업학기에 최소 한학기 이전에 제출해야함
수학, 기초과학, TIS 혹은 기본과목에 대한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시 공학부 학부
장의 허락을 얻어야함. 위 이수체계준수가 어려울시 졸업학기 최소 한학기 이전에 제
출 필요 

학과 신청양식과 공학부 신청양식은 
별첨과 같다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기계공학과

준수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시 학부담당 부학과장과 담당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함

7) 과목 성적이 나빠 후수과목을 듣지 못할 경우

- 동일과목을 하계, 동계방학에 제공

- 인증 받은 인접대학 동일 과목을 수강 권장 / 대학 간 상호 

수강 교류 대체방법 상담 제공

- 필수과목을 경우 봄.가을 모두 제공 (비용문제 고려, 개설학

점문제 해결 필요)

8) 미국 특유의 경우로서 고등학생들이 advance placement

과목수강으로 선수강시 이수체계 문제가 준수되지 못할 경우: 

학부 인증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이수체계 대체과목 인정

9) 콜로라도대학의 경우: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인

증담당교수를 포함한 이수체계준수 위원회에서 수강을 허용함. 

단 이때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양식을 제

출하여 심의하도록 함

10) 버지니아공대와 같이 이수체계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부학과장을 지정 운영하여 매 학기말 적극적인 수강지

도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림32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 기계공학과 이수체계도는 교양, BSM, 전공과목간의 연계

성을 고려한 상세한 이수체계도를 볼수 있다. 이 이수체계도에

서 알수 있듯이 전공선택과목들은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Stanford 대학의 이수체계도를 보면 최소한의 

선후수과목만을 지정하여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엄격하게 이수체계를 지정하는 방법과 최소한의 

이수체계만을 지정하는 방법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각 프로그램의 선택의 문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면적 이

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현시점에서 이수체계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이수체계를 쉽게 정착시키는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11) 이수체계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대학 방문 및 홈페이지 

조사를 통하여 대다수의 미국대학들은 이수체계를 엄격히 지

키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대학들은 인증담당교수와 과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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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1> 교수님께서 소속된 프로그램에서 이수체계를 설

정하고 계십니까?

① 이수체계를 전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② 이수체계를 부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이수체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④ 이수체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기타 의견 ( )

교수의 허락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가.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실시

교육과정, 이수체계 및 인증기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PD교수용, 기관/단체용, 산업체용 등 3종류를 개발

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대학의 기계공학 프로그램 PD교수, 

기관/단체 및 산업체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

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Fig. 1과 같이 온라

인 설문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Fig. 1 On-line survey system for this study

나. 이수체계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이수체계에 관한 설문도 PD교수, 기관/단체, 산업체로 구분

하여 실시하였고 이수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였

다. 

1) PD교수

<기타의견>

- 이수체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음.

공인원의 방침에 따라 부분적, 전반적으로 이수체계를 설정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2> 이수체계를 설정하고 계시다면 대표적인 선후수 

설정 교과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과목 → 후수과목) (예, 열역학 → 열전달)

① ( )

② ( )

③ ( )

Table 6과 같은 선후수과목 체계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이수체계 설정 시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3> 교수님께서 소속된 프로그램에서 정한 이수체계

를 준수하고 계십니까?

① 이수체계를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에 의

한 수강신청 통제)

② 이수체계를 일부분 준수하고 있다. (몇개 과목에 대하

여만 선후수체계 설정 관리)

③ 이수체계를 설정했으나 준수하고 있지 않다. 

④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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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5> 이수체계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① 학생들의 체계적 지식 습득 

② 교육과정 운영상의 합리성/편의성 

③ 인증기준의 준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달성보장) 

Table 6 courses setted up for following the course com-
pletion structure of the answering programs 

전공
분류

선수과목 후수과목
전공
분류

선수과목 후수과목

　 유체역학 유체기계 　 설계입문
기계요소설계

종합설계

　 창의적공학
설계

트랙별설계
프로젝트

　 고체역학1 고체역학2

　 동역학
공학수학

기계진동학 　 유체역학1 유체역학2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일반화학
일반물리학(I)

열역학

　 공학입문설계 공학설계 　 유체역학
첨단유체
시스템설계

　 고체역학 응용고체역학 　 기계공작법 정밀가공

　 열전달 공기조화 　 공기조화 공조설비설계

　 열역학 응용열역학 　 열역학 내연기관

　 정역학 재료역학 　 창의적
공학설계

기계공학
프로젝트

　
기계공작법
고체역학
창의적기초
- 공학설계
재료역학

기계요소설계 　 열역학 냉동공학

　 재료역학
차량부품
구조해석

　 창의적설계 팀프로젝트

　 재료역학 기계공작법 　 전기전자개론 계측공학

　 정역학 고체역학 　 공학프로젝트1 공학프로젝트2

　 유체역학 자동차공기역학 　 열역학1 열역학2

　 냉동공학 냉동설비설계 　 일반물리학(I) 정역학

　 창의적문제
해결법

창의적공학설계 　 물리 동역학

　 공학설계입문 기계시스템설계 　 재료역학(1) 기계설계(1)

미적분학 공업수학

이수체계를 설정하되 일부분만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공인원에서 취하고 있는 인증정책 로드맵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부분적

인 강제 이수체계설정과 준수, 강제설정이 되지않은 과목들에 

대한 이수체계준수는 선수강지도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 그리

고 2013년도부터 전면적인 이수체계 준수 체제로 나아가는 방

향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설문4> 공학교육인증에서는 2012년부터 이수체계의 전

면적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체계의 필요성에 대

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이수체계 설정과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이수체계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

③ 이수체계가 필요하나 제도적 제한으로 준수가 어렵다.

④ 이수체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통적 이수과정에 따라 

이수하면 충분하다.

⑤ 기타 의견 ( )

<기타의견>

- 과도한 이수체계 준수 요구로 인해 학사행정이 경직화

되고 있음

이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필요하지만 현실적 제

한 또는 제도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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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들의 체계적 학점이수의 편의성

⑤기타 의견 ( )

<기타의견>

- 예산 제약으로 공학인증을 위한 다양한 실험 수행의 어

려움

이수체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생들의 

체계적 지식 습득과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성, 편의성을 선택하

였다. 

<설문6> 이수체계를 준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휴.복학등 학생들의 잦은 학적변동(군입대, 어학연수 

등) 

② 필수과목에 대한 봄, 가을학기 연속강의 개설 어려움

(경제적, 규정개정) 

③ 학생들의 학점세탁으로 인한 학점이수 곤란

④ 선․후수과목 이수체계 확립의 어려움 

⑤ 학생들의 노력/의지, 및 인식부족 

⑥ 잦은 인증기준 변화로 인한 이수체계의 복잡성 

⑦ 기타의견 ( )

이수체계를 준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휴.복학 등 학생

들의 잦은 학적변동, 필수과목 연속 개설 어려움을 들 수 있으

나 학점세탁, 학생들의 의지, 이수체계의 복잡성이 준수를 어

렵게 함을 알 수 있다. 

<설문7> 엄격한 이수체계를 도입하여 운영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로 답

변하셔도 좋습니다.)

①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봄, 가을학기 연속강의 개설 어

려움(경제적, 규정개정 등)

② 학생들의 학점세탁을 위한 재수강 금지 

③ 이수체계 미준수시 낙제 혹은 과락발생

④ 선․후수체계 준수를 위한 행정적 규제의 어려움 

⑤ 학생들의 노력/의지, 및 인식부족 

⑥ 전문교양, MSC과목에 대한 봄.가을학기 연속강의 개

설 어려움 (타단과대학 협조 어려움)

⑦ 기타의견 ( )

<기타의견>

- 재수강의 경우는 성적표 외에서라도 본 수강 기록이 확

인 가능하면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므로 문

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점세탁의 경우

는 우리나라에 특수한 비정상적 현상으로 조만간 별도

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예산 제약으로 공학인증을 위한 다양한 실험 수행의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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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9> 다음과목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행중에 있는 

선후수과목입니다. 괄호 안에 후수로 추가할 적당한 과목

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꼭 선후수과목

으로 강화해야할 과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창의설계입문→종합설계 ( )

② 공업수학→수치해석 ( )

③ 유체역학→기계역학 ( )

④ 기계설계→기계시스템설계 ( )

⑤ 일반물리학→열역학 ( )

⑥ 정역학→재료역학 ( )

⑦ 열역학→열동력시스템설계 ( )

⑧ 열역학→내연기관 ( )

⑨ 유체역학→유압공학 ( )

⑩ 유체역학→유체기계설계 ( )

⑪ 재료역학→기계설계 (  )

⑫ 동역학시스템설계→자동제어공학 ( )

⑬ 전기전자공학개론→CAM/CNC ( )

기타 ( )→( )

<설문1> 공학교육인증에서는 2012년부터 이수체계의 전

면적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체계의 필요성에 대

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연속강의 개설 어려움, 이수체계 미준

수시 낙제 혹은 과락발생, 행정적 규제의 어려움, 학점 세탁을 

위한 재수강 금지, 학생들의 의지 순서로 이수체계 도입 운영

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설문8> 이수체계 준수를 위한 대책 중 가장 바람직한 대

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로 응답하셔도 좋습

니다.)

① 복잡한 이수체계의 단순화/완화 

② 지도교수의 선수강지도

③ 이수체계 준수 홍보 

④ 학생들의 학업수준 강화(특히, 기초교과목) 

⑤ 점진적 이수체계의 도입(필수과목 부분적 도입 후 전

면적 도입)

⑥ 전면적 이수체계 도입, 예외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사

전심의 제도 도입

⑦ 전면적 이수체계의 즉각적 도입 및 실시, 시행후 보완

⑧ 기타 의견 ( )

<기타의견>

- 피드백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미비 및 교수들의 인증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복잡한 이수체계의 단순화/완화, 점진적 이수체계의 도입, 학

생의 학업수준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전면적인 이수

체계를 도입하되 예외 규정 제정, 위원회 사전 심의 제도를 도

입하여 보완하는 것도 좋다는 응답이 있었다. 

선 ․ 후수과목 고려 시 Table 7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의 왼쪽은 조사대상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시행 중

인 선후수과목을 표시하였고, 오른쪽은 선수과목 이후 후수과

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2) 산업체 및 기관단체 

산업체 소속 응답자와 기관단체 대표자에 대한 이수체계 관

련 설문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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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수체계 설정과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이수체계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

③ 이수체계가 필요하나 제도적 제한으로 준수가 어렵다.

④ 이수체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통적 이수과정에 따라 

이수하면 충분하다.

⑤ 기타 의견 ( )

산업체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이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이수체계가 필요하지만 준수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기

관단체의 경우도 이수체계 설정과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설문2> 이수체계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들의 체계적 지식 습득 

② 교육과정 운영상의 합리성/편의성 

③ 인증기준의 준수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달성보장) 

④ 학생들의 체계적 학점이수의 편의성 

⑤ 기타 의견 ( )

산업체의 경우, 이수체계가 학생들의 체계적 지식 습득에 가

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단체의 경우도 학생들의 체계

적 지식습득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합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Table 7 demanded courses for following the course com-
pletion structure of respondents

시행 중 선․후수과목 제안과목

선수과목 후수과목 후수과목

1 창의설계입문 ⇨ 종합설계
요소설계
실험계획법

2 공업수학 ⇨ 수치해석

공업수학2

상용코드실습
CAE

유한요소법
전산유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 열역학, 진동학

3 유체역학 ⇨
기계역학
유압공학
유체기계설계

유체기계
전산유체공학
자동차공기역학
상용코드실습
열전달
상용코드실습
윤활공학
유압공학
열전달
열유체시스템디자인

4 기계설계 ⇨ 기계시스템설계

종합설계1,2

생산공학
TEST

신뢰성공학

5 일반물리학 ⇨ 열역학

유체역학
상용코드실습
재료역학
연소공학
동역학, 정역학, 열전달

6 정역학 ⇨ 재료역학
동역학
기계요소설계

7 열역학 ⇨ 열동력시스템설계
내연기관

열전달
내연기관
냉동및공기조화
가스터빈기관

8 재료역학 ⇨ 기계설계

나노시스템설계, 신소재공학
차량부품구조해석
종합설계
상용코드실습
응용공학설계
윤활공학

9
동역학시스템
설계

⇨ 자동제어공학 기계진동학

10
전기전자공학
개론

⇨ CAM/CNC

기계공학실험
종합설계, 계측공학, 

센서공학

11 기타

재료과학-기계공작법
벡터해석-유체역학
전기전자공학개론-메카트로닉스시스템설계
기구설계학-로봇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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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3> 이수체계 준수를 위한 대책 중 가장 바람직한 대

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로 응답하셔도 좋습

니다.)

① 복잡한 이수체계의 단순화/완화 

② 지도교수의 선수강지도

③ 이수체계 준수 홍보 

④ 학생들의 학업수준 강화(특히, 기초교과목) 

⑤ 점진적 이수체계의 도입(필수과목 부분적 도입 후 전

면적 도입)

⑥ 전면적 이수체계 도입, 예외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사

전심의 제도 도입

⑦ 전면적 이수체계의 즉각적 도입 및 실시, 시행후 보완

⑧ 기타 의견 ( )

산업체의 경우, 이수체계 준수를 위한 대책 중 가장 바람직

한 대안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수준 강화와 점진적 이수체계 도

입이라고 답하였다. 기관단체의 경우는 복잡한 이수체계의 단

순화/완화와 학생들의 학업수준 강화를 꼽았다. 

IV. 합리적 교육과정 이수체계 모델 제시 

국내대학의 기계공학분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조사와 설문조

사를 통해 얻은 결론과 제시한 합리적 교육과정 모델을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선후수체계를 Table 8과 같이 

제시한다. 제시된 이수체계 모델은 학기별로 선후수 관계를 준

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주요 교과목을 나열한 것이다. 두 과목 

사이의 선후수 관계 뿐 만 아니라, 학기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을 참조하여 실제 교육과정 편성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학기별 동일한 교과목이 두 학기 또는 그 이상의 학기에 중

복하여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학기별로 추천되는(바람

직한) 선후수 관계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며, 프로

그램의 교육과정 편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설계”, “졸업연구” 등의 교과목은 인증제체에서 요

구하는 “종합설계”와 동일한 교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이수체계 준수방안 제시

1. 이수체계 설정 및 운영시 고려사항

기초자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수체계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이수체계 설정시 고려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선후수 체계설정시 연계성이 큰 꼭 필요한 과목

만 지정

2) 선수과목 지정시 타학과의 공동 선수 과목 (corequisite) 

지정

3) 선후수체계 연결이 어려울 경우 독립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4) 전공과목 연계성이 큰 과목은 선후수체계로 지정

5) 전문교양, MSC과목, 및 전공과목 전체교과과정을 연결하

는 이수체계 구축

이수체계 운영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필수 과목은 봄.가을 학기에 모두 개설함

2) 선후수체계 준수에 대한 예외사례를 엄격히 제한하여 운

영

- 군입대, 해외어학연수 등 피치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수립 

홍보

- 학점포기후 재수강의 규제 강화

3) 선후수체계를 맞추지 못할시에는 사전에 선후수체계 준수 

담당교수/위원회＋교과목담당교수＋지도교수의 허락을 득하

여 수강하는 체계 개발, 양식 구축하여 운영한다

4) 과목 성적이 나빠 후수과목을 듣지 못할 경우

- 동일과목을 하계, 동계방학에 제공

- 인증 받은 인접대학 동일 과목을 수강 권장 / 대학 간 상호 

수강 교류, 대체방법 상담 제공 

- 필수과목을 경우 봄.가을 모두 제공 (비용문제 고려, 개설학

점문제 해결 필요)

5)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와 같이 이수체계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학과장을 지정 운영하여 매 학기말 적극적

인 수강지도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한다.

6) 이수체계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대학 방문 및 홈페이지 조

사를 통하여 대다수의 미국대학들은 이수체계를 엄격히 지키고 



효율적인 기계공학 이수체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4), 2011 59

Table 8 Reasonable model curriculum structure, prerequisite courses

학년/

학기

이수체계 이수체계

선수과목 후수과목 선수과목 후수과목

1/1 　 　 　 　
1/2 창의설계 ⇨ 창의적기계설계 일반물리학및실험1 ⇨ 정역학

2/1

정역학
물리2

물리학1,2

선형대수학

⇨
⇨
⇨
⇨

재료역학및연습
동역학

유체역학
수치해석및실습

물리학1,2

일반물리학및실험2

정역학
공학수학1

⇨
⇨
⇨
⇨

응용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
공학수학2

2/2
공학설계입문1

기초물리학
⇨
⇨

공학설계입문2

동역학

공업수학1

수학1,2

열역학1

고체역학1

⇨
⇨
⇨
⇨

공업수학2

공학수학2

열역학2

고체역학2

3/1

동역학
창의공학

공학설계입문2

유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물리1

유체역학,열역학

⇨
⇨
⇨
⇨
⇨
⇨
⇨
⇨

기계진동학
기계요소설계

창의적공학설계1

공기역학
기계요소설계
터보유체기계

유체역학
열전달2

유체역학
재료역학2

열역학2

열역학
유체역학1

유체역학1

기계공작법

⇨
⇨
⇨
⇨
⇨
⇨
⇨

응용유체역학
기계요소설계1

열전달
내연기관

열전달1,유체기계,응용유체역학
열전달1,유체기계

정밀공학

3/2

창의적공학설계
센서

동역학
기계설계
유체역학2

동역학
열역학

⇨
⇨
⇨
⇨
⇨
⇨
⇨

비주얼프로그래밍2

계측공학
소음공학

기계시스템설계
유체기계

기계진동학
내연기관

내연기관
동역학

유체역학2

창의공학,고체역학2

기계요소설게
열역학

⇨
⇨
⇨
⇨
⇨
⇨

자동차공학
소음공학
기계역학

기계요소설계
통합설계
열전달2

4/1

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

열역학
열역학

⇨
⇨
⇨
⇨
⇨

열유체시스템
공기역학

전산열유체공학,공기역학
냉동공학

냉동공조시스템설계

비주얼프로그래밍2,계측공학,제어
기설계,창의적설계기법

응용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유체기계

⇨
⇨
⇨

졸업연구1

유공압공학
유공압공학

4/2

비주얼프로그래밍2,시스템설계,제
어기설계,창의적설계기법

전기전자공학개론

⇨
⇨

졸업연구2

메카트로닉스응용기계기술

유체역학,유체기계
열역학

내연기관
비주얼프로그래밍,시스템설계,제어

기설계,창의적설계기법

⇨
⇨
⇨
⇨

유공압공학
공기조화

자동차공학
졸업연구2

있었다. 그러나 몇몇 대학들은 인증담당교수와 과목담당교수의 

허락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2. 이수체계 도입방안 제언

이수체계 준수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를 종합

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단계적 이수체계 준수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미국대학의 이수체계 준수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표준 이수체계

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학생들은 사전에 학부지도교수, 강의담

당교수를 포함한 이수체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승

인을 얻어야만 이수체계를 벗어나 수강할 수 있다. 그때에도 모

든 학생이 다 신청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의 우수한 학생에게

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수 있다. 적극적인 이수체계 준수

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의 이수체계 담

당 부학과장 같은 제도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설문조사결과 이수체계준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램 담

당교수는 이수체계가 필요하나 현실적 제한 또는 제도적으로 준

수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수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체계적 지식습득이라고 

대부분이 답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의 합리성과 편의성, 학습성

과 달성보장이라고 답변하였다. 현실적으로 이수체계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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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적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공인원과 워싱턴 

어코드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전

제 조건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학생의 체계적인 학습 목적을 위하여 이수체계 도입의 명분

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체계 도입의 가장 큰 이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들의 질적수준 향상이라 답했으며 인증기준준수로 인한 학

습성과의 달성보장은 오히려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수체계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군입대, 어학연수로 인

한 휴.복학 등 학생들의 잦은 학적변동, 필수과목에 대한 봄.가

을 연속 강의 개설 어려움, 학점세탁으로 인한 이수체계 미준수, 

학생들의 의지.의지 및 인식부족 및, 잦은 인증기준변경으로 인

한 이수체계의 복잡성을 들었다.

엄격한 이수체계를 도입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연속강의 개설 어려움, 

이수체계 미준수시 낙제 혹은 과락발생, 선후수체계준수를 위

한 행정적 규제의 어려움, 학점 세탁을 위한 재수강 금지, 학생

들의 의지 순서로 이수체계 도입 운영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수체계준수를 위하여 바람직한 대책은 복잡한 이수체계의 

단순화/완화, 필수과목 부분적 도입후 전면적 도입같은 점진적 

이수체계의 도입, 학생의 학업수준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하였

으나, 전면적인 이수체계를 도입하되 예외 규정 제정, 위원회 사

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는 것도 좋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수체계 설정시 가장고려해야 할 점은 전공교과목간의 연계

성이며, 학생들의 체계적이수가 용이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

수체계적용과목의 연계 최소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증

기준적용의 완화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수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점진적 이수체계 도입>

(1)단계 : 전공필수과목, 인증필수과목 필수선후수 이수체계 

도입단계

현재 많은 대학 프로그램에서 운용중임, MSC과목, 전공과목 

전체에 대한 이수체계도 도입 (필수, 권장이수 체계 포함)

바람직한 교육과정 이수체계 참조/학교 형편에 맞춰 일부 도

입, 전문교양, MSC과목 선후수 체계 일부 도입 (물리1 및 실

험 → 물리2 및 실험 등)

전문교양과목과 교양필수과목을 가능하면 일치시키도록 편

성. 기존에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후수과목 관리강화. 

필수 선이수체계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선수과목 이수후에 

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관리강화. 선수강지도 제도를 도입하여 

권장이수체계 과목에 대한 수강 지도후 수강신청 제도화. 정당

한 사유없이 졸업시 권장이수체계를 포함한 이수체계를 맞추

지 못할 시에는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공고. 권

장이수체계를 맞추지 못할시 사전 사유서 제출 및 승인획득 의

무화

(2)단계 : 추가 전공선택과목 선후수 체계 도입

추가 전문교양, MSC과목 선후수 체계 도입 단계. 2012년까

지, 혹은 공학교육인증 차기 중간평가시기까지. 기존에 관리하

고 있는 필수이수 과목에 필요한 선후수 체계 과목 도입 

(3)단계 : 전면적 선후수 체계 도입

전체 과목에 대한 선후수 체계도입, 학교 상황에 맞게 2013

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2. 이수체계 도입을 위한 선행 조치>

(1) 선수 과목에 대한 봄, 가을 학기 강의 개설 제도. 규정

(2) 이수체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학칙, 규정 정비 이수체

계 미준수시 졸업불가 조항 포함

(3) 선수강 지도체제 전면적 도입(사전 수강신청 후 선수강

지도)

(4) 선수과목 학점취득 실패 시 대체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

(5) 선수과목 선택지정 다양화(co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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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근 인증대학과의 인증과목 교류에 대한 포괄적 협정 

체결

VI.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기계공학분야 인증기준과 교육과정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학교육 내용과 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근거한 합리적 이수체계 모델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우수대학 

기계공학 분야의 교육내용, 학문 및 산업 발전 동향을 고려하

여 교과과정 및 이수체계 모델을 구성하였다. 특히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에 이르는 설계교육의 이수체계를 수립하여 

설계교육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선후

수 이수체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교과 이수체계를 준

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시된 이수체계 모델과 이수체계 준수방안을 통

해, 학생들이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공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

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기계공학 분야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

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VII. 요 약 

국내외 기계공학분야 교육과정과 이수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

하여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공학교육 내용과 

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근거한 합리적 이수체계 모델을 제시하

여, 기계공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 우수대학 기계공학 분야의 설계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 학

문, 산업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수체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전면적인 선.후수 이수체계도입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교과 이수체계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공학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공학 관련 지식을 체

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

행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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