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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 the standard flow chart for civil engineering considering Korean education environment. The flow charts of 

USA's 20 universities and Korea's 6 universities are investigated. The standard flow chart are proposed based on the standard 
curriculum of civil engineering and flow charts of USA and Korea though analyzing of prerequisite of each subject. The proposed 
standard flow chart is expected when used to improve korean universit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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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대학교와 프로그램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프로

그램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영역의 체계적인 구성과 

이수체계 준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과정은 교

과목의 단순한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과목들 간의 선수, 

후수, 병수관계가 명시된 교과목 이수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목 이수 순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이수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구성

에 맞추어 교과목을 개설하지만 교과목 이수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기존의 순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학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각 프로

그램에서는 인증을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신설하지만 어떤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각 

프로그램의 행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공학교육의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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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통한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의 제도적 성숙을 위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수체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토목공학을 위한 표준 이수

체계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세휴와 노태송(2011)이 제시한 표준 교과과

정을 토대로 교과목간의 선후수 관계를 조사하여 이수체계도를 

작성하였다. 교과목 간의 선후수 관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교

과목마다 선수교과목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어떤 학교들이 선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미국대학교와 국내대학

교의 이수체계도를 파악하였다. 각 교과목의 선수과목 중에서 

Fig. 1 미국대학교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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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국내대학교 교과과정

Fig. 3 표준 교과과정

50% 이상 대학교에서 선후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두 교과목간에 선후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대학교와 국내대학교의 이수체계도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 이수체계도를 제안하였다.

III. 토목공학 표준 이수체계도

본 연구에서는 미국대학교와 국내대학교의 각 교과목별 선수

교과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대학교 정역학의 

경우 약 76%대학이 수학과 물리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

었으며, 6%대학이 전산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재

료역학의 경우에는 90%대학이 정역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

고 있었으며, 수학은 45%, 물리학은 10%, 전산학은 5%, 건설재

료학은 10%대학에서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구조역학

의 경우에는 84%대학이 재료역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

었으며 수학은 21%, 전산학은 11%, 정역학은 11%, 입문설계 및 

토목공학개론은 5%대학에서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국내대학교의 경우에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역학

은 선수과목이 전혀 없었고 재료역학은 33%대학에서 정역학을, 

Fig. 4 미국대학교 이수체계도

Fig. 5 국내대학교 이수체계도

17%대학에서 유체역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구조

역학의 경우에는 67%대학이 재료역학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건설재료학,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강구조공학은 17%

대학에서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50%이상 대학에서 선

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선수과목이라고 정의하면 미국대

학교의 정역학은 수학과 물리학이, 재료역학은 정역학이, 구조

역학은 재료역학이 선수과목이 된다. 그러나 국내대학교의 경우

에는 정역학 및 재료역학은 선수과목이 없고 구조역학만 재료역

학이 선수과목이 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대

학교의 경우 이수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내대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대학교와 국내대학교의 이수체계도를 작성

하기 위하여 교과목 선수과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0%이상 대

학교에서 선후관계가 있는 교과목만을 선정하여 미국대학교 이

수체계도 및 국내대학교 이수체계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또한 미국대학교의 이수체계도

와 국내대학교의 이수체계도를 바탕으로 토목공학 분야의 표준 

이수체계도를 Fig. 6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준 이수체계도는 선

행 연구에서 수행한 표준 교과과정과 미국대학교의 이수체계도

에 근거하여 선후수 관계를 설정하였다.



Table 1 미국대학교 교과목 선수과목 분석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

교과목 개설학교 수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

교과목 개설학교 수

수학

정역학

0.76(13/17) 유체역학

토질역학

0.36(4/11)

물리학 0.76(13/17) 재료역학 0.82(9/11)

전산학 0.06(1/17) 건설재료학 0.09(1/11)

수학

동역학

0.5(8/16) 구조역학 0.09(1/11)

물리학 0.06(1/16) 지질공학 0.09(1/11)

정역학 0.75(12/16) 확률 및 통계

지반공학

0.11(1/9)

재료역학 0.13(2/16) 물리학 0.11(1/9)

수학

재료역학

0.45(9/20) 재료역학 0.9(8/9)

물리학 0.1(2/20) 유체역학 0.11(1/9)

전산학 0.05(1/20) 토질역학 0.22(2/9)

정역학 0.9(18/20) 수학

환경공학

0.19(3/16)

건설재료학 0.1(2/20) 전산학 0.13(2/16)

수학

구조역학

0.21(4/19) 화학 0.75(12/16)

전산학 0.11(2/19) 물리학 0.06(1/16)

정역학 0.11(2/19) 확률 및 통계 0.06(1/16)

입문설계 0.05(1/19) 정역학 0.06(1/16)

재료역학 0.84(16/19) 유체역학 0.19(3/16)

토목공학개론 0.05(1/19) 수리학 0.13(2/16)

재료역학

강구조공학

0.11(1/9) 입문설계 0.06(1/16)

구조역학 0.78(7/9) 토목공학 개론 0.06(1/16)

건설재료학 0.11(1/9) 수문학 0.06(1/16)

토목공학개론 0.11(1/9) 수학

측량학

0.29(4/14)

수학

건설재료학

0.06(1/16) 확률 및 통계 0.07(1/14)

물리학 0.13(2/16) 전산학 0.07(1/14)

화학 0.19(3/16) 토목CAD 0.07(1/14)

확률 및 통계 0.06(1/16) 토목공학개론 0.14(2/14)

전산학 0.06(1/16) 수학

교통공학

0.24(4/17)

정역학 0.13(2/16) 확률 및 통계 0.06(1/17)

재료역학 0.56(9/16) 화학 0.06(1/17)

지반공학 0.06(1/16) 전산학 0.18(3/17)

전산학

철근콘크리트
공학

0.09(1/11) 동역학 0.06(1/17)

재료역학 0.18(2/11) 측량학 0.35(6/17)

구조역학 0.9(10/11) 토질역학 0.06(1/17)

건설재료학 0.18(2/11) 입문설계 0.06(1/17)

토목공학개론 0.09(1/11) 수학

토목공학 개론

0.07(1/14)

수학

유체역학

0.38(6/16) 전산학 0.13(2/15)

물리학 0.13(2/16) 재료역학 0.07(1/15)

전산학 0.06(1/16) 측량학 0.07(1/15)

정역학 0.38(6/16) 입문설계 0.07(1/15)

동역학 0.5(8/16) 수학

토목CAD

0.18(2/11)

재료역학 0.06(1/16) 전산학 0.18(2/11)

수학

수리학

0.08(1/13) 정역학 0.09(1/11)

전산학 0.23(3/13) 측량학 0.09(1/11)

정역학 0.08(1/13) 토목공학개론 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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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

교과목 개설학교 수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

교과목 개설학교 수

동역학

수리학

0.15(2/13) 구조역학

종합설계

0.15(3/20)

유체역학 0.54(7/13) 수리학 0.15(3/20)

수자원공학 0.08(1/13) 지반공학 0.2(4/20)

건설관리학 0.08(1/13) 강구조 0.2(4/20)

전산학

토질역학

0.27(3/11) 상하수도공학 0.15(3/20)

입문설계 0.09(1/11) 철근콘크리트공학 0.15(3/20)

정역학 0.09(1/11) 교통공학 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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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국내대학교 교과목 선수과목 분석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교과목 

개설학교 수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교과목 
개설학교 수

정역학
재료역학

0.33(2/6) 기초공학
교통공학

0.33(1/3)

유체역학 0.17(1/6) 측량학 0.33(1/3)

재료역학

구조역학

0.67(4/6) 기초공학

암반공학

0.67(2/3)

건설재료학 0.17(1/6) 지반공학 0.33(1/3)

강구조공학 0.17(1/6) 토목시공학 0.33(1/3)

철근콘크리트공학 0.17(1/6) 수학

상하수도 공학

0.17(1/6)

구조역학
강구조공학

0.33(2/6) 수리학 0.17(1/6)

입문설계 0.17(1/6) 환경공학 0.5(3/6)

구조역학

토목
구조물설계

0.5(2/4) 입문설계 0.17(1/6)

지반공학 0.25(1/4) 수리학

환경공학

0.4(2/5)

강구조공학 0.5(2/4) 수공설계 0.2(1/5)

PS콘크리트 0.75(3/4) 상하수도공학 0.4(2/5)

재료역학 건설재료학 0.2(1/5) 정역학
측량학

0.2(1/5)

재료역학 철근
콘크리트공학

0.33(2/6) 토목CAD 0.2(1/5)

건설재료공학 0.33(2/6) 측량학 지형정보학 0.5(1/2)

철근콘크리트 PS콘크리트 0.83(5/6) 교통공학 도로공학 0.25(1/4)

물리학

유체역학

0.25(1/4) 구조역학

토목시공학

0.17(1/6)

정역학 0.25(1/4) 토질역학 0.17(1/6)

상하수도공학 0.25(1/4) 철근콘크리트공학 0.17(1/6)

수학

수리학

0.17(1/6) 수리학 0.17(1/6)

재료역학 0.17(1/6) 상하수도공학 0.17(1/6)

유체역학 0.33(2/6) 정역학 0.17(1/6)

수문학 0.17(1/6) 교통공학 0.17(1/6)

확률 및 통계

수문학

0.25(1/4) 건설관리학 0.17(1/6)

유체역학 0.25(1/4) 토목시공학 건설관리학 0.4(2/5)

수리학 0.5(2/4) 해안 및 항만공학

종합설계

0.33(2/6)

생물학

하천공학

0.25(1/4) 구조역학 0.17(1/6)

수문학 0.5(2/4) 교통공학 0.17(1/6)

수공설계 0.25(1/4) 신소재공학 0.17(1/6)

상하수도공학 0.17(1/6) 강구조공학 0.17(1/6)

수문학
해안 및 항만공학

0.17(1/6) 토목구조물설계 0.33(2/6)

하천공학 0.17(1/6) 건설관리학 0.17(1/6)

정역학 토질역학 0.17(1/6) 토목시공학 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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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교과목 

개설학교 수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교과목 연결 수/교과목 
개설학교 수

유체역학
토질역학

0.17(1/6) 환경공학 0.17(1/6)

지질공학 0.17(1/6) 상하수도공학 0.33(2/6)

토질역학

기초공학

0.5(3/6) 하천공학 0.33(2/6)

지반공학 0.17(1/6) 입문설계 0.33(2/6)

지질공학 0.17(1/6) 기초공학 0.17(1/6)

암반공학
지반공학

0.25(1/4) 지반공학 0.17(1/6)

입문설계 0.25(1/4) - - -

Fig. 6 표준 이수체계도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20개 대학교와 국내의 6개 대학교의 

이수체계도를 조사하고 교과구분 분석, 전공영역 분석, 전공영

역별 교과목 분석, 교과목 선수과목 분석을 통하여 미국대학교

의 이수체계도 및 국내대학교의 이수체계도를 제시하였으며 이

를 근거로 표준 이수체계도를 제시하였다. 교과목 선수과목 분

석결과 미국대학교의 경우에는 MSC 교과목과 공학전공 교과목 

간에 연계가 잘 되어있었으나 국내대학교의 경우에는 MSC 교

과목과 공학전공 교과목의 연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표준 이수체계도가 일선 대학교의 교과과정 개선 시 활

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교수중심의 교

과과정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과과정과 이를 준수하려는 교수들

과 학생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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