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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engineering schools in Korea implement ABEEK programs. One of the core parts of ABEEK is accreditation criterion 2, 

the program outcomes and their appraisal.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program outcomes and to study the impact of applying 
the program outcomes to one of the graduation requirements. We show simple survey results for implementing ABEEK programs 
concerning the program outcomes and their relation to graduation requirements. If the program outcomes are used as one of the 
graduation requirements, some graduates may satisfy the average grade point for graduation requirements but can not meet the 
program outcome criteria satisfied by other than regular classes. In this case, the graduate may have trouble to try to meet the 
program outcome criteria, since he may not be able to stay in school without taking classes. The problems of setting the levels 
of program outcomes as graduation requirements, non classwork related program outcomes, and work burden to professors should 
be also prudently reviewed for successful ABEEK implementation.

Keywords: ABEEK programs, program outcomes, graduation requirements

I. 서 론1)

국내 공과대학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에서 

핵심 부분은 인증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일 것이

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제를 처음 접하는 교수나 학생들은 인

증기준 2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상

당한 시간을 사용한다(김복기 외, 2009).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공학교육인증제의 핵심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정

도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학습성

과 12가지 항목의 일정 수준을 졸업생들이 만족해야 할 졸업 

요건으로 설정한 경우 졸업생들에게 상당한 실질적, 심리적 부

담을 안겨주게 된다. 공학교육인증제의 핵심 내용인 학습성과 

및 평가는 본질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측정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학습성과

의 정량적인 평가 기준 설정과 측정을 지향하고 있다(한국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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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원, 2010). 그러나, 실제로는 12가지 학습성과 중에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평가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정량적인 측정도구를 설정하

고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학습성

과 8, 11, 12번 항목들은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항목으로 

보이며 11번은 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

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성과의 개인별 달성도

를 인증졸업기준에 연계시키는 문제가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과

정에서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는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초기

부터 수행되어, 공학교육 인증에 대비한 프로그램 교육목적 및 

학습성과 설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

와 학습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고(박강, 2000), 학

습성과 달성을 위한 평가도구로 초점그룹(김명랑 외, 2004), 시

험과 보고서(박윤국, 2006), 학생 포트폴리오(김명랑 외, 2005), 

졸업 논문(김명랑 외, 2007) 등이 제시되었다. 교과목 평가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연계하는 시도도 발표되었고(김정식, 

2007, 곽진숙 외, 2007, 한지영, 2009),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교육목표, 교육과정 관계와의 이해를 통해 프로그램 학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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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와 평가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복기 외, 2008). 

그 외에 미국과 한국의 공학교육인증 체제비교에 대한 사례연

구(한지영, 2008)와 국제성 함양과 관련된 학습성과 평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김복기 외, 2009)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공학교육인증제에서 학습성과 부분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비해 일정 수준의 학습

성과 달성 여부를 졸업 기준과 연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는 전반적인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

문은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다른 인증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

석과, 이를 졸업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른 논의점들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프로그램 학습성

과를 분석하고, III장에서 학습성과를 실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

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살펴본다. IV장

에서는 학습성과 및 평가 기준에 대해 대학에서 실제로 운영하

고 있는 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기술한다. V장에서 학

습성과 달성도를 인증 졸업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논의점들

을 제시하고, VI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언급한다.

II.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이해

학습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및 모형 개발(윤우영 외 

2004, 김명랑 외 2007)과 학습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

영 방안(이강우 외, 2009)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이하 학습성과라 함) 및 평가의 공학교육인

증제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학습성과는 프로그램의 교육성과에 대한 가장 중

요한 평가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로그램 교육목표(기준 1)

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를 직접적으

로 평가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졸업생이 졸업 후 3~4년 후 산업현장

에서 받은 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졸업 후 3~4년 동

안 개인적인 개선 노력, 사회 환경의 변화, 근무 환경의 차이, 

상급 학교에서의 교육 여부 등 프로그램 자체의 교육 성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10)이 제시한 학습성과 및 평가 기

준(기준 2)은 졸업하는 시점에서 졸업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

하는 능력으로 교육 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에 해당된다. 학습

성과 및 평가 기준의 핵심은 문서화된 평가체계에 있으며, 그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최소 12가지 

학습성과 항목을 모두 성과중심 교육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

Fig. 1 Relationship between ABEEK Accreditation Criteria

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습성과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졸업생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개

선하는 핵심도구로서 이해될 수 있다.

교과영역(기준 3)에서 전공분야별 인증기준(기준 8)까지는 

모두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기준 2)에 직 ․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프로그램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학습성과는 공학교육인증제에서 가장 중

요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학습성과를 실제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

고 있는 각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고 있

는가 살펴본다.

II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인증 졸업기준

학습성과 구축 모형(김명랑 외, 2007)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

면 학습성과는 프로그램 CQI와 졸업생의 QC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학습성과 평가를 통해 공

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도 했다(이강우 외, 2009).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학습성과는 

졸업생의 QC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어 졸업생 개개인에 

대한 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졸업 시점에서 평가하여 졸업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성과에 대한 각 프로그

램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실제로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활용하

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공학교

육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20개 대학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습성과 평가 체계와 학습성과 달성도를 졸업기준으로 활용하

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증졸업기

준으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사용하고 있다. 학습성과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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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gram outcome evaluation tools and graduation requirements 

대학,

프로그램
주요 학습성과 

평가도구
교과목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포함 여부

인증 졸업기준
학습성과 달성도의 

인증졸업기준 포함 여부
비고

(졸업기준)

A 대학 
토목공학

-기초지식평가시험
-전공능력평가시험
-졸업논문(발표 포함)

-토목종합설계
-시사에세이
-학생포트폴리오

-불포함(종합설계는 
포함)

-교과과정 이수
-2.0이상 평점
-TOEIC 500점 이상
-현장견학/실습
-설계18학점 이상 이수

-포함

B 대학
화학공학

-교과목시험, 과제물, 보고서
-수상내역, 자격증
-현장실습, 동아리
-외국어, 연구참여 실적
-설문조사(졸업생, 고용주)

-포함
-교과목이수(인증과정에서 정한 
130학점 이상)

-불포함

C 대학
컴퓨터 

정보공학

-CEO 특강 이수
-에세이 작성
-지도교수와 8회 이상 상담
-TOEIC 600점 이상

-포함

-교과과정 이수
-학습성과 최소기준달성
-TOEIC 600점 이상
-학생포트폴리오
-8회 이상 지도교수 상담

포함
-10개 학습 성과항목이 
교과목이수로 평가

D 대학
산업공학

-본인의 성취도 평가 -불포함

-교과과정 이수
-학습성과평가서
-설계포트폴리오
-2.0 이상의 평점
-매학기 지도교수 면담

-불포함
(실질적인 의미)

-학습성과 평가서를 학
생이 직접 작성 제출함

E 대학
건설시스템공학

-팀과제 수행
-에세이
-TOEIC 500점 이상
-설계 포트폴리오

-포함
-교과과정 이수
-학생포트폴리오(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에세이,상담기록 등)

-포함
-6개 학습 성과항목이 
교과목이수로 평가

F 대학
건축공학

-측정시험
-캡스톤디자인보고서
-학생포트폴리오
-실무실습보고서
-평생교육보고서
-공인어학능력시험

-불포함
-교과과정 이수
-2.0 이상 평점
-종합설계 결과몰 평가

-포함
-종합설계 결과물전시 및 
외부평가 포함

G 대학
건축공학

-설계 포트폴리오
-종합설계 결과물 제출
-졸업논문 10분 이상 발표
-TOEIC 700점 이상
-윤리에세이

-포함

-교과과정 이수
-학생포트폴리오
-졸업 논문
-영어(TOEIC 700점 이상)

-포함
-5개 학습 성과항목이 
교과목이수로 평가

H 대학
컴퓨터학

-설계명세서 
-업무분석서
-팀프로젝트 수행
-토론
-최신 기술동향 소개

-포함

-교과과정 이수
-종합설계 발표와 보고서
-학생포트폴리오
-설계 포트폴리오

-포함
-학습성과 최소 요건 달
성, 비교과적 학습 성과 
2개이상 수행

Table 1 ABEEK program outcomes and graduation require-
ments

구분
학습성과 평가도구에 

교과목 포함
학습성과 평가 도구에 

교과목 불포함
합계

인증졸업기준에 
학습성과 달성도 포함

11 7 18

인증졸업기준에 
학습성과 달성도 불포함

 1 1  2

합계 12 8 20
 

로 교과목 이수 여부, 학점, 실험보고서나 시험 성적 등 교과목 

이수 과정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의 1.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통상 4학년 2학기에 

수강하는 종합설계 과목은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1

개 대학에서는 1개 전공 혹은 학과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 대학 내에서는 유사한 공학인증체

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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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과

목 평가를 학습성과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러 논문(김

명랑 외, 2007, 곽진숙 외, 2007, 한지영, 200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성과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교과목 

이수 여부가 의미있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목 평

가를 학습성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학습

성과 평가항목을 인증 졸업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학교 중에서 자료가 충실한 8개 프로

그램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학습성과 평가도구와 인증졸업기준

을 살펴본 것이 Table 2이다. 20개 프로그램 중 Table 2에 제

시되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대체로 유사한 학습성과 평가도구

와 인증졸업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를 

보면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교과목, 평가시험, 졸업논문, 에세

이, 종합설계, 외국어 능력, 학생포트폴리오 등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학생 포트폴리오는 다른 평가도구

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이한 것은 D 대학의 경우 학습성과 평가를 학생 스스로 

작성하게 하여 지도교수와 면담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인증졸업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로는 인증졸

업기준에 학습성과 달성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워 졸업기준에 불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 현장 실습, 

동아리 참여, CEO 특강 이수, 지도교수와 8회 이상 면담, 팀 

과제 수행, 평생교육 보고서, 윤리 에세이, 토론, 최근 기술동

향 소개 등을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

다.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설정은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성과 평가도구가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확히 반영한다면 보다 충실한 공

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성

과 평가도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인증 졸업기준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학점 이수 여부 외에 일

정 수준 이상의 평점,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 현장 견학/실습, 

학생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면담, 졸업 논문, 종합설계 결과물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학교에서 학습성과 달성도도 인증 졸

업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F 대학의 경우 종합설계 결과물

을 전시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졸업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H 대학은 비교과 학습성과 항목을 2개 이상 수행

해야 하는 졸업기준도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TOEIC 성적, 학생포트폴리오, 종합설계 등 학습성과 평가도구

와 인증졸업기준을 중복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프로그램 학습성과평가와 인증졸업기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프로그램에서 학습성과 평

가도구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점, 교과목의 학습성과 평가

도구로의 활용 여부, 학습성과 달성도를 인증졸업기준으로 사

용하는 점 등 몇 가지 학습성과와 관련된 논의점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학습성과 평가도구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점은, 

12가지 학습성과 항목을 평가하는데 중복적으로 또는 복합적으

로 평가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교과목을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최근 활발하게 논

의되고 있는 Course Embedded 평가 개념을 감안하면 논리적

으로 타당해 보인다(박윤국, 2006, 김정식, 2007, 한지영 2009). 

즉, 프로그램의 교육성과가 학습성과 항목들로 평가된다는 것

은, 프로그램에 편성된 교과목의 강의나 실험 실습, 혹은 설계 

개발을 통해 사전에 설정된 학습성과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되

기 때문이다. 

다만, 교수 입장에서는 교과목 강의 과정에서 각 학생들에게 

학점 뿐만 아니라 학습성과 항목들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하

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학습성과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일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4년 이상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여 2011년 2월에 인

증 졸업생을 배출한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습성과 및 평가 기

준을 졸업 기준과 연계시켜 운영한 경험에 대해 간단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4년에서 7년간 공학교육인증제

를 시행한 학교에서 1개 프로그램씩 선정하였고 PD(Program 

Director)에 국한하여 설문지에 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처음에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보냈으나 2개 프로그램만

이 응답하였으므로, 2차로 10개 대학을 추가하여 일일이 전화

로 설문 응답을 부탁하였다. 그 결과 8개 프로그램이 추가로 응

답을 보내와 총 10개 프로그램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공학교

육인증제를 통하여 졸업생을 배출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1

개 대학에서 1개 프로그램만 선정하고, PD 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응답 수가 적은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응답 결과는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일선 교수들의 솔직한 의견

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요

약해 보았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2월에 10개 프로그램

에서 총 517명이 졸업했으며 그 중에서 108명이 공학교육인

증제를 통하여 졸업함으로써 인증제 참여율이 20.9%에 달하고 

있다. 학습성과 달성 기준에 미달하여 졸업이 유보된 경우와 

인증 졸업 기준을 조정한 경우가 각각 1개 프로그램씩 있었다. 

한 프로그램은 TOEIC 성적이 44명 중에서 5명이 미달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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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inions of PDs for applying program outcomes 
to graduation requirements 

대학
공학인증
시행기간

졸업생
수

인증제 
졸업생수

A B
학습성과 항목에 

대한 의견

1 5년 30 11 O 학습성과항목 재조정 요망

2 7 58 13 O

3 5 22 4 X

4 6 22 8 X
전공분야를 감안한 
학습성과항목 설정

5 6 23 8 X

6 6 22 8 n.a.
학습성과 달성목표 
모호함. 평가기준 애매

7 n.a. 120 14 O X

8 5 96 17 O n.a. 학습성과평가항목 과다

9 6 36 14 X
워싱톤 어코드의 지나친 
강조

10 4 88 11 O
학습성과항목 9-12번 
재검토

합계 517 108

A: 학습성과 달성기준에 미달하여 졸업이 유보되거나, 인증졸업기준을 
조정한 경우가 있음.

B: 인증졸업기준에 학습성과 달성도 적용에 찬성(O), 반대(X)

어 교과목 3개에서 C 이상의 학점을 받게함으로써 졸업시켰다

고 한다. 다른 프로그램은 IT 활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인증 

졸업 기준을 강화시켰다고 한다. 나머지 8개 프로그램은 학습

성과 달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되는 경우나, 학

습성과 달성 기준을 조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

였다.

인증제 졸업 요건으로 학습성과 달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 10명중 8명이 응답했는데, 3명

이 찬성, 5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

증제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실력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다거나 교과목의 내용과 형식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실력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 “최소 점수를 지정할 경우 졸업시키기 위

해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 측정 점수가 상향조정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성과 항목별로 적절한 과목 이수

를 졸업 요건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5명의 반대 의

견으로는 인증제 본래 취지가 프로그램 인증인데 학습성과 달

성 기준이 졸업 요건이 되면 개별인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

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성과 달성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여 졸업이 유보되는 경우 이를 추후에 만족시킬 방법이 마땅

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1명 있었다. 

기타 학습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 

학습성과 항목 자체를 각 교육기관의 상황과 철학에 맞게 자율

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게 하자, 전공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습성과에 대한 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

하다, 학습성과 항목이 너무 많다, 학습 성과의 형식 자체는 이

상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Washington Accord 가입을 

위해 억지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9번(정보기술의 사회적 연관

성 이해), 10번(시사적 기본 지식), 11번(책임 의식), 12번(국

제 감각)은 측정도구 개발이 어렵고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객관

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V. 학습성과 달성도를 인증 졸업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논의점

학습성과 달성도를 인증졸업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습성

과 평가가 프로그램의 CQI 측면과 졸업생의 QC를 위해 설정

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해 보인다(김명랑 외, 

2007). 졸업생들이 달성한 학습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의 교육 성과가 어느 수준으로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학교육

인증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성과 

평가를 통해 졸업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고 졸업하는

가 평가하는, 졸업생 QC의 개념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학습성과 달성도를 졸업생 개개인의 인증졸업기준으로 사용하

는 것은, Table 2에 정리된 인증 졸업 기준과 앞 장에서 서술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성과 달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학인증 프로

그램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교과목이 하나의 학습성과 항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교과목들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기준으로 설정된 

해당 학습성과 달성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졸업생은 어떤 

교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해당 학습성과 달성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명확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학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습성과 달성도에 미달할 수도 있다. 또한, 비교과

과정으로 평가되는 학습성과 항목의 졸업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했을 경우 졸업생은 해당 학습성과 달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목을 수강하지도 않으면서 졸업은 유보한 상태로 학적을 유

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증졸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증졸업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설문 조사에서

는 이러한 경우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는데, TOEIC 성적 

기준 대신 영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편법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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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었다.

둘째,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학습성과 항목의 평

가도구로써 특정 교과목 이수 여부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습성과 달성과 교과목 이수가 동일시되어 학습성과 

평가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교

과목 이수와 학점 평균 기준을 달성한 졸업생이 학습성과 달성

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

기 위하여 인증 졸업기준으로서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지나치

게 낮게 설정하기도 한다. 이는 물론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합

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학습성과 달성도를 인증졸업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 인증 졸업기준으로서의 학

습성과 달성도의 상향 조정은 1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발

생하지 않았다.

셋째, 공학교육인증이 자칫 교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

도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학교육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우

려가 있다. 예를 들어 인증졸업 기준이 되는 학습성과 달성도를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TOEIC, 에세이, 평생교육보

고서 등) 평가도구와 관련된 교육은 실제로 시행하지도 않으면

서 졸업기준으로만 강제하여 교육하지 않은 내용으로 졸업기

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성과 평

가도구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일치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고 특정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도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과도한 교수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담당 교과목이 학

습성과 평가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수는 개별 학생에 대

해 학습성과 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다소 무리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학 여건상 한 학기에 3~4 

과목 이상을 강의하는 현실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학습성과 평

가 도구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수강 학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학습성과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과목별 CQI 보고서는 나름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

해 기꺼이 참여하는 교수도 담당 강의 과목의 개별 학생에 대

해 학습성과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학습성과 평가에 대해 이러한 논의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

지는 않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충실

히 반영하는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

기된다. 학습성과 평가를 충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목이나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는데, 이는 공학교육인증제의 핵

심이 되는 부분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객관적,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학습성과 본래의 의미이므로 교육한 것

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교과목을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하

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만약, 학습성과 항목 중에

서 현재 개설된 교과목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예를 들어 기

준 8, 10, 11, 12 등)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새로이 개

설하든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

완하여 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초점그룹을 활용하는 샘플링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교수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소수의 샘플링만으로

도 자료가 충분하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또한, 평가를 단순화

하여 쉽고 명백하게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게 평가시

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공학교육인증제가 국내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고 점차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학교육인증제에서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는 공학교육인증제의 핵심

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성과 평가도구에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가 조사 대

상의 절반을 넘으며, 인증졸업기준으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포

함하는 학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학

습성과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습성과 달성도를 

졸업생 개개인의 인증졸업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첫째, 학습

성과 달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학인증 프로그램으로 졸업

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공학인증 시스템 자

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셋째, 공학교육인증이 자칫 교육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도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학교

육인증제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넷째, 교수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 학습성과 평가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프

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개

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습성과 평가를 충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목이나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는데, 이

는 공학교육인증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객관적,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학습성과 본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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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교육한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교과목을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만약, 

학습성과 항목 중에서 현재 개설된 교과목으로 평가가 불가능

하다면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새로이 개설하든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인증 졸업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

하여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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