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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on employment rate at the University of Seoul. The 

graduates who had been educated in the accredited program showed higher grade point average (GPA) and higher employment rate 
(89.0%) than the graduates who had been educated in the program without the accreditation (70.9%). The employment rate of all 
graduates increased with increasing GPA, the mathematics-science-computer (MSC) credit acquired, design credit acquired, and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Theses results showed that the MSC and design subjects and the counselling are 
at least beneficial in getting a job for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Seoul. When GPA, design credit acquired, and the number of 
counselling are the same, graduates with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showed much higher employment rate than the 
graduates without the accreditation. These preliminary results suggest that the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s with accredita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are beneficial for students in getting a gob through motivating them to acquire more credits in design 
subjects, doing greater number of counselling with supervising professors, and making better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helped students developing their personal skills such as team workability, 
communication skills, and creativity via carrying out design subjects, which may affect the employment rate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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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상당수 공과대학(2012년 3월 기준, 

85개 대학 590개 프로그램)에서는 공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교육의 발전 및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 고취를 목적으로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추진하는 인증 프로그램

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전공)을 이수한 졸업생이 사회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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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공학실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증

해주는 인증제도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증의 효과로서 수요 

지향 교육 이수를 통한 취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주요 인증혜택

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16개 계열사를 비롯하여 주요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인증 졸업생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서

류전형을 우대하거나, 면접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

택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 졸업생이 실제 느끼는 효과

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학교육인증제도 도입 10년, 학생도 교

수도 불만’(한국일보, 2011년 8월 21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허와실 이대론 안된다’(뉴시스, 2012년 2월 1일)에서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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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졸업생 모두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회

의적이며, 실제로 상당수 학생들은 취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

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형을 살

펴보면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윤우영, 2003; 유왕진 ․ 김민수, 2004; 김영정, 

2005; 강소연 외, 2005; 강성군 외, 2006), 공학교육인증의 경

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 운영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전

영일, 2001; 박진호 외, 2001; 박순규 ․ 강희준, 2004; 유인근, 

2007; 김명랑 외, 2008; 강소연 외, 2007),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학습성과를 검토하는 연구(허돈,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공학

교육인증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며,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적절

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

한 졸업생의 취업관련 역량이 향상되고 실제 취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주

재현 외, 2010). 다만,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2009년부터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취업

률, 진학률 등의 비교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학

교육인증이 실질적으로 졸업생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의 실효성을 다루

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한다.

둘째,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교과목 이수현황, 지도

교수 상담횟수, 졸업평균평점, 취업률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인증 및 비인증 졸업생의 

학업 이수현황을 기초로 공학교육인증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05)은 ‘기업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

구’에서 기업 경영진과 인사담당 책임자가 사원채용 시 중요하

Table 1 Demand for talent in the corporation (6점 척도)

구분 채용 시 고려사항 평균 표준편차

기본능력

의사표현력 5.30 .542

추진력 5.19 1.039

시사상식(법, 경제, 경영) 3.81 .749

업무상식-지식(재무 회계) 4.19 .895

업무상식-기술(컴퓨터 등) 4.46 .761

세계관

국제감각 4.15 1.167

외국어 구사 능력 4.74 .859

세계화 마인드 4.31 .928

조직관

조직에 대한 이해력 4.78 1.121

대인관계 5.15 .818

상호협력체제 구축 5.11 .801

가치관

윤리의식 5.30 .912

창의력 5.19 .681

도전정신 5.15 .718

인성관

예절 및 태도 5.15 .864

성실도 5.26 .764

책임감 5.22 .641

적극성 5.26 .594

융통성 4.41 .844

적응력

전공활용능력 4.44 .934

문제해결능력 5.07 .829

업무적응능력 5.04 .854

학습능력(지식/기술) 4.78 .801

유연한 사고력 4.89 .577

분석력 4.85 .534

판단력 5.04 .587

게 고려하는 인재의 특성적 요소를 조사하였는데, 기본능력(의

사표현력, 추진력), 조직관(대인관계, 상호협력체제 구축), 가치

관(윤리의식, 창의력), 인성(예절 및 태도, 성실도, 책임감), 적응

력(문제해결능력, 업무적응능력, 판단력) 등이 중요하게 피력되

었다(Table 1 참조).

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

사’에서 서울 소재 5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갖

춰야 할 역량들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는데, 기업들은 대졸 신입

사원들에 대해 주인의식, 도전정신 등 적극적 태도와 예절성, 성

실성 등 기본 인성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나타났다 (Table 2 

참조). 

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0)은 전국의 직업소개업체, 헤드헌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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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업체의 취업지원 업무담당자 500명을 대상을 구

직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

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2008)는 전국의 100인 이상 483개 기업

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현황 조사’를 실시

했는데,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출신

대학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Table 2 Importance of talent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orporation for new graduate competence 

(5점 척도)

구분 중요도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3.79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 업무 적응력 3.92

외국어실력 등 국제감각 3.41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정보화마인드 3.70

표현력, 문장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3.63

협동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팀워크 능력 4.07

주인의식, 도전정신 등 팀워크 능력 4.09

예절성, 성실성 등 기본 인성 4.14

조직문화와의 적합성 및 수용능력 3.98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3.54

Table 3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5점 척도)

순위 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1 인성 및 태도(적극성, 성실성, 리더십) 4.30 .893

2 핵심기초직무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4.00 1.138

3 외모(용모 및 신체건강) 3.88 .940

4 성별 3.29 1.370

5 외국어능력 및 해외연수 2.59 1.556

6 출신대학 평판 2.53 1.447

Table 4 Importance of former university when hiring 
(단위: %)

구분 중시함 중시하지 않음

산업별
제조업 26.6  73.4

비제조업 14.1  85.9

규모별
대기업 25.1  74.9

중소기업 21.4  78.6

기업형태별

민간 28.5  71.5

공기업 - 100.0

외국계 - 100.0

평균 22.8  77.2

이외에 박홍상(2007)은 기업의 채용기준과 대학졸업예정자들

의 취업준비 적합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성’, ‘전공분야 자격증’, ‘첫인

상’, ‘높은 어학점수’를 들었고, 조영하 외(2008)는 대학졸업자

의 취업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성별, 전공, 학점, 

취업경로 등을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2.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의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한국교육개발

원(2005)은 기업이 사원 채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적 요소

를 조사하였는데, 의사표현력, 윤리의식, 성실도, 적극성 등이 높

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2006)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

입사원이 갖춰야 할 역량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는데, 예절성, 성

실성과 같은 기본 인성과 팀웍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고용정보원(2010)은 취업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인성 및 태도(적극성, 성

실성, 리더십), 핵심기초직무역량(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등이 중요하게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조사는 일

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출신대학

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여 보면 취업 영향 요인으로 구직자의 인성과 정의적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성실성, 적극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상위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시 중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는 이러한 인성과 정의적 

역량은 실무 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공학교육

인증제도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 예를 들어 공학교육인증제도에

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교육은 학생이 팀을 이루어 아이디어를 

내고 공학적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을 신장시키고, 지도교수 상담은 

학업 및 진로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을 점

검하고 독려함으로써 성실성, 적극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 역량은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본 연구에서 공학교육인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학교육인증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의 2010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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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졸업생 661명 중 취업대상자1) 441명을 사례로 이들의 

취업률에 대한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구

별되는 요소로 MSC이수학점, 설계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횟

수 등을 추출하고,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과 취업률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즉,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 졸업생의 취

업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MSC이수학점, 설계이수학점, 지

도교수 상담횟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 검증에는 

SPSS 20.0 카이제곱검정 및 pearson 상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제한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

출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에서 기

수집한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통

계자료의 범위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제한된 독립변수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IV. 결과 및 분석

1.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 현황 비교

가.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현황

서울시립대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을 시작하여 

2010년 2월 6개 학부 ․ 과2)에서 최초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1

년 2월과 2012년 2월에 환경공학부와 토목공학과에서 각각 최

초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의 

인증과정 및 비인증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이 취

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업으

로 인정하는 직장의료보험 연계 취업 여부 파악이 가능한 2011

년 2월 졸업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2월부터 2011

년 2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의 졸

업생 현황은 Table 5와 같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졸업생 661명 중 교육과

학기술부 대학 취업통계 조사표에 따르는 진로 현황은 Table 6

에서 보여준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취업통계 조사 양식을 적용하였으며, 졸업
생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취업 비대상 취업대상

진학 입대
취업

불가능
외국인
유학생

기타 취업 미취업
연락
미상

2)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화학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과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Table 5 Numbers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by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졸업연도
졸업생수

인증 비인증 소계

2010.2월 79명(29.4%) 190명(70.6%) 269명

2010.8월 14명(19.2%) 59명(80.8%) 73명

2011.2월 135명(42.3%) 184명(57.7%) 319명

계 228명(34.5%) 433명(65.5%) 661명

Table 6 Alumni Career Status at the university of Seoul

구분

졸업생수(명)

진학 입대 취업 불가능
외국인 
유학생

기타

취업 비대상 97 21 0 1 4

취업 대상
취업(*) 미취업 연락미상 총계

411 97 30 661

* 건강(직장의료)보험 DB 연계 취업

나. 학업 이수현황 비교: 인증/비인증

1) 교과목 이수현황 비교: MSC, 설계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교과목 이수현황을 비교해보

면 Fig. 1과 같이 MSC 이수학점은 인증 졸업생이 평균 32.1학

점, 비인증 졸업생이 평균 24.7학점으로 인증 졸업생의 MSC 이

수학점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약 7.4학점 더 많았으며(p＝.000), 

설계 이수학점은 인증 졸업생이 평균 20.3학점, 비인증 졸업생

이 평균 11.2학점으로 인증 졸업생의 설계 이수학점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약 9.1학점 더 많았다(p＝.000).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은 MSC-전공, 기초설계-요소설계-종

합설계의 교과목 이수체계를 갖추고 학생이 교과과정을 이수하

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계교육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추

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은 학생의 학업

Fig. 1 Comparison of MSC and design credit acquired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by the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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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of the certified and non- 
certified graduates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취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되며 이후에서 교과목 이수현황과 학업성취도 및 취업률의 관

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2) 지도교수 상담횟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정기상담 제도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 소속 학

생은 지도교수와 학업, 진로, 취업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대

면 상담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한다.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

생의 지도교수 상담횟수를 비교해보면 Fig. 2와 같이 인증 졸업

생은 평균 4.8회, 비인증 졸업생은 평균 0.8회로 인증 졸업생의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비인증 졸업생보다 약 4회 더 많았다(p＝ 
.000).

지도교수 상담은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에

게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 부여, 진로설정에 대한 조언 및 취업

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을 통해 학생은 학

업 및 진로 준비에 성실하고 적극적이 되며 이러한 태도는 학

생의 학업성취도 및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어 이후에서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학업성취도, 취업률의 관계

를 알아보았다.

다. 졸업평균평점 및 취업률 비교: 인증/비인증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을 비교해보면 

Fig. 3과 같이 인증 졸업생은 4.5만점에 평균 3.65점, 비인증 졸

업생은 평균 3.43점으로 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약 0.22점 더 높게 나타났다(p＝.000).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Fig. 4에서 인증 졸업생은 평균 89.0%, 

비인증 졸업생은 70.9%로 인증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인증 졸

업생보다 약 18.1% 더 높게 나타났다(p＝.000).

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높은 원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SC, 설계교육, 지도

교수 상담 등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였

Fig. 3 Comparison of GPA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Fig. 4 Comparison of employment rate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Table 7 Comparison of GPA and employment rate based 
on the admission classification

구분 일반 편입 계

학생 수

인증 223명(97.8%) 5명(2.2%) 228명(100%)

비인증 374명(86.4%) 59명(13.6%) 433명(100%)

계 597명(90.3%) 64명(9.7%) 661명(100%)

졸업평균평점
(4.5만점)

인증 3.64 3.71 3.65

비인증 3.44 3.41 3.43

계 3.51 3.43 3.51

p .655 .567 .088

취업률
(%)

인증 88.8 100.0 89.0

비인증 69.8 77.4 70.9

계 76.1 78.9 76.4

p .477 .261 .631

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 

차이가 학생 구성(입학 형태)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

해 Table 7에서 일반 학생과 편입한 학생의 졸업평균평점과 취

업률도 비교하였다.

Table 7의 일반학생과 편입생의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을 보

면, 졸업생 중 편입생 비율은 인증 졸업생에서 2.2%, 비인증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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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에서 13.6%로 비인증 졸업생에서 편입생 비율이 훨씬 높

았는데, 이는 편입생은 졸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증 프로그

램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졸업평균

평점은 일반학생이 3.51점, 편입생이 3.43점으로 일반학생의 졸

업평균평점이 편입생보다 약 0.08점 더 높았고, 취업률은 일반 

학생이 76.1%, 편입생이 78.9%로 일반학생의 취업률이 편입

생보다 약 2.8% 더 낮았는데,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 모두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위의 입학 구분에 따른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 비교는 편입

생은 중도 입학으로 인해 학업 성취가 낮고 취업 경쟁에서 불

리하기 때문에 편입생 비율이 높은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

평점과 취업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는데, 일반 학

생과 편입생의 졸업평균평점 차이는 미미했으며 취업률은 오히

려 편입생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 차이는 단순히 학생 구성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임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

점)의 관계 분석

가. MSC 이수학점과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

MSC 이수학점과 졸업평균평점의 관계를 보면 Fig. 5와 같이 

MSC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1).

Fig. 5는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

생에 대한 MSC 이수학점과 졸업평균평점의 관계를 보여주며, 

Fig. 6은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MSC 이수학점을 구

간 별로 나누어서 구분하여 졸업평균평점을 비교한 것으로서, 

MSC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은 경향이 비인증 

졸업생(p＝.560)보다 인증 졸업생(p＝.001)에서 뚜렷하게 나

타났다. 이는 단순히 MSC교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느냐가 

Fig. 5 Relationship between MSC credit acquired and GPA 
for all graduates

Fig. 6 Relationship between GPA and MSC credit acquired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아니라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에

서 MSC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했을 때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설계 이수학점과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

설계 이수학점과 졸업평균평점의 관계를 보면 Fig. 7과 같이 

설계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design credit acquired and 
GPA for all graduates

Fig. 8 Relationship between design credit acquired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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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설계교육은 어떠한 공학결과물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력, 문제해결능력 등과 함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때

문에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설계 이수학점과 졸업평균평점의 관계를 인증 졸업생과 비인

증 졸업생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Fig. 8과 같이 인증 졸업생은 

대부분의 학생이 일부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서 설계 이수학점

이 많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졸업평균평점의 관계를 보면 Fig. 9와 

같이 상담 횟수가 많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p＝.000).

이러한 경향은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횟수가 많은 인

증 졸업생(p＝.047)이 비인증 졸업생(p＝.308)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도교수 상담은 학업, 진로 등에 있어서 학생의 목표 설정 

Fig. 9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and GPA for all graduates

Fig. 10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및 실행을 독려시키고 학생이 대학생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

한 것으로, 이러한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학생은 성실하고 적극

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과 취업률의 관계 분석

가.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

Fig. 11은 졸업평균평점과 취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며, 졸업평

균평점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p＝ 
.000).

이러한 경향은 Fig. 12에서 인증 졸업생(p＝.011)과 비인증 

졸업생(p＝.000)을 나누어 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인

증 졸업생 중 졸업평균평점 2.6이상 2.8미만과 2.8이상 3.0미

만 구간의 학생 빈도는 각각 1명으로 학생 한 명의 취업 여부

가 구간 취업률을 대표하게 되어 전체 경향에서 벗어나는 결과

가 나왔다. 

구간별로 보면,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

점이 동일할 때 인증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더 

높았다.

앞서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의 

관계 분석에서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

Fig. 11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GPA 
for all graduates

Fig. 12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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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

점)가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이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가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시각, 즉 기업에

서 학점이 높은 학생을 우대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 전공 능

력 및 진로 준비도가 우수하여 취업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나. 설계 이수학점과 취업률

설계 이수학점과 취업률의 관계는 Fig. 13에서 보여주며, 설

계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p＝ 
.000). 한국고용정보원(2010) 조사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성 및 태도(적극성, 성실성, 리더십)와 핵심기초직

무역량(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중요

하게 꼽혔는데, 설계교육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아이디어를 

내고 공학적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을 신장시키며 이러한 능력은 

면접 등 다양한 입사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취업률을 높

Fig. 13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design 
credit acquired for all graduates

Fig. 14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design 
credit acquired of the certified and non-certified 
graduates

이는 것으로 보인다.

설계 이수학점과 취업률의 관계를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

업생으로 나누어 보면 Fig. 14과 같이 인증 졸업생의 경우 대부

분의 학생이 일부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증 졸업생과 비

인증 졸업생의 설계 이수학점이 동일할 때 인증 졸업생의 취업

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취업률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취업률의 관계를 보면 Fig. 15와 같이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000). 지도교수 상담은 학업, 진로, 취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며, 학생의 대학생활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학생은 대학생활에 성실하

게 참여하게 되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며 특히 적극적으로 진

로를 계획하고 취업을 준비함으로써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교수 상담횟수와 취업률의 관계를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으로 나누어 보면 Fig. 1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경

향은 뚜렷하지 않는데, 이는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인

Fig. 5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the 
number of interviews for all graduates

Fig. 16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the 
number of interviews of the certified and non- 
certified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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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졸업생의 경우 상담횟수 4～5회 및 6회 이상 구간에 118명

(80.8%), 비인증 졸업생의 경우 상담횟수 0～1회 및 2～3회 

구간에 254명(95.8%)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상담횟수가 동

일할 때 인증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더 높았다.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 설계 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

횟수와 취업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졸업평균평점이 높고, 설

계 이수학점과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

타났는데, 각각의 경우를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으로 나

누어 보면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졸업평균평점, 설계 

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동일한 구간 내에서 인증 졸업

생의 취업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높았다.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설

계교육은 특히 종합설계 과목에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 프로젝

트를 수행하며 공학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학생들은 팀을 구

성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수학 ․ 과학 ․ 전공 영역의 이론을 기초

로 하여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하며 사용가능한 자원을 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사고 과정, 팀워크 

활동,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학생의 전공 지식 및 기술, 창

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광범위한 영역의 

인지적 ․ 정의적 역량을 신장시킨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는 조직 내 융화와 소통이 우수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유연하

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 인재이다. 인증 졸업생은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계교육을 이수하

면서 비인증 졸업생보다 적극성,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문제해

결능력 등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정의적 역량은 정량적인 측정

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인증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취업률 차이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로부터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외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외국어능력, 인턴십 경력 

등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학교육인증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학부 ․ 과 졸업생의 사

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설문

조사 결과로부터 기업은 채용 시 구직자의 성실성, 적극성, 의사

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인성 및 정의

적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MSC 이수학점, 설계 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많

을수록 졸업평균평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MSC 이수학점, 설계 

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동일한 구간 내에서도 인증 졸

Table 8 MSC credit acquired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MSC 이수학점
졸업평균평점(4.5만점)

인증 비인증 계

24미만 - 3.43 3.43

24이상~26미만 - 3.38 3.38

26이상~28미만 - 3.45 3.45

28이상~30미만 - 3.48 3.48

30이상~32미만 3.6 3.45 3.54

32이상~34미만 3.64 3.37 3.5

34이상~36미만 3.66 3.65 3.66

36이상~38미만 3.78 3.54 3.69

38이상 3.83 3.61 3.79

p .001 .560 .000

Table 9 Design credit acquired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설계 이수학점
졸업평균평점(4.5만점)

인증 비인증 계

14미만 - 3.4 3.4

14이상~16미만 - 3.41 3.41

16이상~18미만 - 3.43 3.43

18이상~20미만 3.63 3.58 3.62

20이상~22미만 3.63 3.52 3.61

22이상 3.68 3.73 3.7

p .071 .108 .000

Table 10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and GPA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지도교수 상담횟수(회)
졸업평균평점(4.5만점)

인증 비인증 계

0이상~1미만 3.58 3.38 3.38

2이상~3미만 3.5 3.53 3.52

4이상~5미만 3.63 3.49 3.6

6이상 3.68 - 3.68

p .047 .30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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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의 졸업평균평점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8, 

9, 10 참조).

셋째, 졸업평균평점이 높고, 설계 이수학점과 지도교수 상담횟

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평균평점, 설계 

이수학점,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동일한 구간 내에서도 인증 졸

업생의 취업률이 비인증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Relationship between GPA and employment rate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졸업평균평점
취업률(%)

인증 비인증 계

2.6미만 0 53.3 50

2.6이상~2.8미만 100 50 55.6

2.8이상~3.0미만 100 37.5 41.2

3.0이상~3.2미만 60 52.6 53.7

3.2이상~3.4미만 90.5 63.9 70.7

3.4이상~3.6미만 87.8 75.8 79.5

3.6이상~3.8미만 95 87.9 90.6

3.8이상~4.0미만 96 83.7 88.2

4.0이상 87.5 88.2 87.8

p .011 .000 .000

Table 12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 credit acquired 
and employment rate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설계 이수학점
취업률(%)

인증 비인증 계

14미만 - 69 69

14이상~16미만 - 72.7 72.7

16이상~18미만 - 72.2 72.2

18이상~20미만 85.5 78.6 84.5

20이상~22미만 95.5 71.4 92.2

22이상 89.2 83.3 87.3

p .235 .808 .000

Table 13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and the employment 
rate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지도교수 상담횟수(회)
취업률(%)

인증 비인증 계

0~1 87.5 67.9 68.4

2~3 87.5 81 82.5

4~5 91.2 73.3 88

6이상 87.5 - 87.5

p .908 .074 .000

12, 13 참조).

그리고, 인증 졸업생은 비인증 졸업생보다 MSC 이수학점은 

약 7.4학점, 설계 이수학점은 약 9.1학점, 지도교수 상담횟수는 

약 4회 많았고, 졸업평균평점은 4.5점 만점에 약 0.22점, 취업

률은 약 18.1% 높았다(Table 14, 15, 16, 17 참조).

위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특징적인 교육방법인 설계교육, 지도교수 상담 등

은 학생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성실성, 적극성 

등을 신장시키는데, 이러한 능력은 기업이 채용 시 중요하게 고

려하는 요인으로 인증 졸업생은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은 인증 졸업생의 학업성취도(졸

업평균평점)를 향상시키며, 이는 이수체계에 따른 효과적인 지

식 습득, 설계수업 중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지도교수의 지

속적인 독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의 결론과 같이 인증 졸업생은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인증 졸업생의 취업경쟁

Table 14 Comparison of course credit acquired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구분
이수학점

인증 비인증 p

MSC 32.1 24.7 .000

설계 20.3 11.2 .000

Table 15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nterviews with 
supervising professors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구분
상담횟수

인증 비인증 p

정기상담 4.8 0.8 .000

Table 16 Comparison of GPA of the certified and the non- 
certified graduates 

구분
졸업평균평점

인증 비인증 p

졸업평균평점(4.5점만점) 3.65 3.43 .000

Table 17 Comparison of Employment rate of the certified 
and the non-certified graduates

구분
취업률

인증 비인증 p

취업률(%) 89.0 7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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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진로준비도를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공학교육인증 이수 기준에 따라 인증 졸업생은 비

인증 졸업생보다 MSC교과목 및 설계교과목에서 더 많은 학점

을 이수하고 지도교수 상담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

한 활동은 학업성취도(졸업평균평점)와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

수는 기업의 채용 가산점 부여와 같은 공식적인 혜택 외에 학생

의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이 취업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학생 입장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공학교육

혁신사업의 수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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