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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rticles in full body of JEER in Korea and JEE in U.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search area and 

Key words-to endeavor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EER) topics and their temporal changes. In the 
recent 4 year term,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and ‘Courses & Curriculum’ were the most common key words 
appearing in JEER and ‘Researches on EER’ and ‘Learner’s Factor’ in JEE. If we put curriculum/teaching materials/teaching as 
the input elements and learning/assessment as the output elements for education achievement, JEE demonstrates that many of the 
research topics have shifted from input to output in the recent years, while JEER research is in the transi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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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한국의 공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공학교육학회가 설립된 시점

(1994년)인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1970-8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정책과 

1990년대 대학자율화를 거치면서 공과대학의 양적 팽창은 지

속되었지만 교육 시스템과 졸업생 역량이 시대사회적 변화와 수

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공학교육의 한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

리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공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공학

교육에 대한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공학교육개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이른바 ‘자율개선 순환적 공학교육 시스템’

을 표방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설립은 한국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2개 대학 11

개 공학프로그램(EAC)의 인증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컴퓨터

정보기술(CAC), 공학기술(ETAC)을 포함 총 63개 대학 3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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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제는 공과대학의 보편화 된 

공학교육 운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또

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국책사업

들이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7

년 지역현황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체계 구축사업으로 출범한 공

학교육혁신센터사업을 들 수 있다. 2012년 현재 2기 사업으로 

확장된 동 사업은 창의 ․ 융합 ․ 개방을 주제로 전국 60개 대학이 

참여하여 공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004-2011), 

산 ․ 학 ․ 연 협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2009),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2012) 등의 사업이 각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의 체질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

를 도출하고 있다. 기타 공과대학 중심의 사업과는 별도로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

부교육선진화사업도 직 ․ 간접적으로 공학교육 개선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다양한 공학교육 제도 개선과 국책사업 운영은 각 대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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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과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법, 교육평가,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대학 내 공학교육혁신

센터와 교수학습센터, 교육연구센터 등의 교육관련 기관의 역

할이 강화되어 공학교육에 교육학 및 타 분야 학문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한국공학교

육연구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공학교육의 경우, 1893년 공학교육학회(ASEE)1)가 팽

창하는 산업현장의 실용지식의 보급과 이의 근간이 되는 과학

과 공학적 지식의 고등교육수준의 교육진흥을 표명하며 설립되

었다. 1932년 공학교육인증원(ABET)이 창립되어 공학교육품

질에 대한 보장 체제가 수립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 주 정부 

주도의 강력한 연구중심 대학의 선정과 육성으로 학문으로서의 

공학의 수월성과 공학 ․ 과학적 연구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과대학의 상아탑 속 연구 편향은 1970-1980년대 공

학교육의 산업 현장과의 괴리와, 대학의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약화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의 현장 경험 부

족, 산업체 신입 엔지니어의 재교육 부담 등으로 공학교육에 대

한 사회적 개선 요구에 직면하였고, 시기적으로 고교 졸업자의 

이공대 기피현상과 맞물려 공학교육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공학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1990년

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공학교육분

야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공학한림원(NAE)

과 공학교육학회(ASEE)를 중심으로 하는 공학교육 커뮤니티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공학교육 혁신안들을 추진하였는데, EEC 

(Engineering Education Coalition)의 구성과 ABET EC2000 

채택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주우석 외, 2009). 특히 

ABET의 EC2000은 소위 과학, 수학, 전공 등 하드스킬 위주

의 공학교육에 의사소통, 인성, 팀워크 등의 산업현장에서의 전

문역량을 강화시키는 소프트스킬과의 융합을 유도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 공학교육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조벽, 2008).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공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진행된 공학교육연구 동향을 양 국의 대표적 학회

지 수록 연구들의 주제와 내용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 공학교육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연구들의 연구

분야 확장과 연구 아젠다 수립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분석에 활용된 양 국의 학회지는 한국공학교육학회 논문

지 공학교육연구(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이하, JEER)와 American Society of Engineering Education

1) 설립 당시 명칭은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의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이하, JEE)이다. 본 논

문에서는 주로 연구주제별 양적 동향을 검토하고, 분류된 연구

주제들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비교평가는 후속 논문

으로 계속 할 예정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공학교육연구의 분류 사례

JEER과 JEE에 나타난 공학교육에 관한 동향 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 사례는 그 수가 한정적으로 JEER의 경우는 김진수

(2007)의 ‘공학교육연구 논문들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내용분석’

을 들 수 있다. 연구는 1998-2005년 126편을 대상으로 1저자

별 그리고 연구방법론적 분류에 근거하여 개발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 비교연구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속하는 논문의 각 분류기준 혹은 분류준거별 분포비

율을 조사하였다. 결과로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한 연구방법

으로 개발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순 이었으며, 제안 사항으

로 공학전공 연구자의 교육방법론적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재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고, 대부분이 양적 연구에 치우쳐 

향후 공학교육 현상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JEE에 나타난 미국의 연구 동향 분석 사례로 

Wankat(1999, 2004)을 들 수 있다. 저자는 2편의 논문에 걸

쳐 1993-2002년의 JEE 게재논문을 20개 항목의 주제어(Key 

words)별로 분류하여 해당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연

구자 정보별 특성 분류, 논문의 평가방법 유무와 유형, 연구도

구, 그리고 연구재원, JEE 인용회수를 조사하였다. Whitin & 

Sheppard(2004)는 6년(1996-2001년) 간 JEE 수록 논문의 연

구 주제를 학생, 교수(Faculty), 산업계/졸업생, 교과목/교과과

정, 측정/평가, 일반(General)의 총 6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에는 해당하는 키워드를 설정함으로 범주 분류와 세부 동

향 파악의 객관성을 더하였다. 연구 결과로 주요 분포비율을 교

과목/교과과정(34%), 교수(23%), 측정/평가(20%) 순으로 요

약하였다. 또한 교수법(teaching)에 대한 학문적 연구 논문의 

증가, 별도 연구분야로의 측정과 평가의 출현, 학생의 학습

(learning)에 대한 연구 증가 등을 최근 연구 동향으로 정리 하

였다. Koro-Ljungberg & Douglas(2008)는 2005-2006년 

JEE에 게재된 48편의 논문을 ‘연구접근방법적분류’를 기준으로 

질적 연구에 속하는 9편과 질적/양적연구의 혼합형 연구 6편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이들 논문이 질적 연구가 갖추어야 하는 요

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 그 부합 정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orrego et al. (2009)도 ‘연구

접근방법적’ 분류에 근거하여 양적, 질적, 그리고 혼합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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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fields of engineering education, categorized by CASEE and Purdue University

기관명 연구분야 분류내용 

CASEE

교수, 학습 및 평가 교수, 학습, 평가/ 학생과 교수자 평가/ 체험적 학습환경과 지역사회 실습

교수자 및 학습자
교수자와 학생 간 행동과 상호작용/ 교수진과 학생 관점의 공학과 공학자에 대한 이미지/ 교육적 소수자
의 공학학습 

교과목, 실험실, 이수과정, 

교수자료 및 학습법
교수, 교수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최신지식을 통합하는 방법과 효과/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행위를 변화
시키는 기술 활용 

교육품질 관리 및 목표 달성 체계
고등교육 관계자들 간 목표, 역할, 상호작용/ 교육기관의 개선효과, 효율성 주제 관련 평가/ 교육지표의 
활용과 개발 

공학교육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공학교육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의 연관성/ 교육 재정과 그것이 교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중
과 다양한 관련자 관점의 공학자와 공학에 대한 이미지 

교육혁신의 확산 
교육연구 지식 및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확장 및 실용적 적용/ 질적, 양적 교육연구방법의 적절한 활용과 
그 교육/ 교육관련 연구의 교육정책 개선에 활용

Purdue

University

학생에 대한 이해
다양성:인종/민족, 계급, 성별/ Large-scale 데이터 분석/ P-12 공학교육/ 동기부여와 STEM 관련 경력/ 

발달 공학/ 신입생선발, 재학유지, 학생의 성취/ 자기효능감과 경력개발

공학적 사고, 지식, 실천
공학적 인식론/ 공학적 환경에서의 적응력/ 디자인 사고와 공학적 의사 결정/ 수학적 사고/ 글로벌 공학과 
국제적 이해/ 다학제적 사고와 작업

공학 학습에 대한 지원과 평가
개념적 변화와 개념의 목록작성/ 사이버러닝과 사이버 교육환경/ 학습 환경 설계/ 도구설계와 조사개발/ 

학교 밖과 비공식적 환경에서의 학습/ 평가 모델과 모델링/ 사회봉사 및 체험 학습/ 팀 구성과 협동 학습

공학교육시스템의 재구성
공학교육의 변화 이론/ 공학의 역사와 특성/ 리더십과 정책/ 공학교육연구 공동체의 진화/ 교수와 대학원
생의 전문성 개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기본정의, 목적, 적절한 연구 현안, 혹은 

가설을 제공하고 각 분류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JEE에 게재

된 공학교육연구 논문들의 일부를 각 분류별로 선택하여 평가

하였다. 

선행된 양국의 공학교육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은 

크게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공학교육

에서 ‘연구(research)’가 강조되면서 연구분야 정립을 위한 기

준을 전자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제고를 위한 기준을 후

자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연구주제어’ 분석 연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선행 연구들의 분류체계와 연구방법

을 참고하였다. 

2. 연구주제 분류 기준

연구자는 ‘연구주제’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선행 논문 이

외 유관 연구 기관의 연구주제 분류를 참고하였는데 미국공학

한림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NAE)의 CASEE 

(Center for Advancement of Scholarship on Engineering 

Education)와 미국 퍼듀대학교 공학교육학부(School of 

Engineering Education)가 제시한 분류를 들 수 있다(Purdue 

University). CASEE는 NAE에 소속된 미국 공학교육연구기관

(대학, 영리, 비영리 연구기관)의 호스팅 역할을 표방하는 기관

으로서 미국 내 공학교육연구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성, 연

구자 양성, 기관 간 학술 활동 조율 등을 주도 하면서 이들 연

구지원기본 체계로서 공학교육연구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이 가능한 포괄적인 분류를 제시하였다. 퍼듀대학은 2004년 

‘학술과 연구에 기반 한 공학교육으로의 변화’라는 미션으로 세

계 최초로 공학교육학부를 설립, 공학교육연구 전반에 걸친 아

젠다 개발과 그 발전 연구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퍼

듀대학의 분류는 학문 구조화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학교육연구의 학술적 체계(구조)를 참고 할 수 

있다. Table 1은 두 기관이 제시한 연구분야와 그 분류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한 것으로 연구주제의 분류 항목 및 명칭의 결정

에 활용되었다.

III. 연구방법

1.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공학교육연구(JEER)와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JEE)의 온라인상에 게재된 전자 출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JEER 논문은 1998년 1권 1호부터 

2011년 11월 14권 6호까지 게재된 총 407편의 논문2)을 대상

으로 하였고 JEE는 온라인 게재가 시작된 1993년 82권 1호부

2) JEER의 논문 중에는 공학교육연구 논문으로 분류되기에 다소 거
리감이 있는 일부 논문과 기획 특집호가 포함되어 전반적인 공학
교육연구의 동향 및 특성 파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
단되나 이들을 주관적판단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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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based on the research fields 

연구분야 내용

교육정책 

공학교육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맥락과 영향에 대한 연구
- 공학과 공학자에 대한 이미지 등 공학적 핵심 요소의 형상화와 진단
- 공학교육 이해관계자 간 목적과 역할, 상호작용 규명 
- 공학교육정책 개발, 운영, 개선 및 그 변천 
- 공학교육연구의 증진과 확산

교육체계
공학교육기관의 책무성, 교육품질 관리 및 목표 달성 체계에 대한 연구 
- 단위 교육기관의 성과와 효율성에 관련된 이론과 실천
- 단위 교육기관의 품질 측정과 평가 지표 관련 

교육과정

공학교육과정의 목표수립,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공학교육과정의 목표(objective : outcomes) 수립과 진술
- 공학교육과정(교과목, 교과/비교과과정)의 설계, 개발, 운영, 개선 
- 공학적 사고, 지식, 역량의 정의와 교육과정으로의 구현

교수법

교수(teaching) 이론과 행위 관련 연구
- 교수법 이론과 적용, 교수법 개발과 효과성 검토 
-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정책
- 교수자의 특성 관련

학습
학생, 학습 및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 
- 학습과 학습과정의 이해 : 교수 행위의 의도된 결과로서 학생의 지식과 행위 변화와 그 과정의 이해
- 학습자에 대한 이해 : 공학 학습자의 다양성(심리, 사회, 성별 등)과 학습성과 간 상관 이해

교육교재
공학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 도구 개발 및 그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교과목 운영, 개선에 사용되는 교수 도구(teaching material), 교재, 강의안, 프로그램 

교육평가
공학교육과 학습에 정보제공을 위한 측정(assessment)와 평가(evaluation)에 관한 연구
- 평가 체계 개발과 검증 : 평가(측정) 방법, 평가 도구, 루브릭 개발, 평가 결과 해석

터 2011년 100권 4호까지의 자료 중 특별기고(special report, 

editors report) 등을 제외한 총 823편3)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류체계의 수립

연구자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류

체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었다. 첫째, 대상 논문

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하고, 둘째, 분류의 재현성

이 확보되도록 보편적이어야 한다. 셋째, 분류 항목은 분류를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로 구성되

며, 마지막으로 분류 항목 명칭은 분류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류체계의 특징에 근거

하여, 한국 공학교육연구 분야의 확장과 아젠다 수립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립

하였다.

·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분야 분류 : 논문 주제(핵심 의도)에 의한 구분

핵심주제어 분류 : 논문 key-words에 의한 구분

3) JEE의 조사대상 논문은 총 824편이나 전자출판 자료 목록에서 논
문 내용이 누락된 83권 3호 ｢Adaptation of Total Quality Methods 
to the Administration of an Academic Engineering｣은 제외되었다.

· 연구저자별 분류

연구 분류는 연구저자별 분류와 연구주제별 분류로 크게 구

분된다. 연구주제별 분류는 연구분야와 핵심주제어 분류로 이

원화4) 하였다. 연구주제별 분류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핵

심주제어(key words)’가 활용되지만, 본 논문은 이에 ‘연구분

야(Research fields)’ 기준을 추가하여 공학교육연구 전체 범

주 규정과 이에 근거한 동향 분석을 시도함으로 연구분야 확장

이라는 연구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분야’ 기

준 수립에 미국 CASEE와 퍼듀대학의 연구분야 분류체계를 선

진사례로 참고하였지만, 현재까지의 한국공학교육학회지 수록 

논문들을 해당 사례 기준으로 직접 분류하기에는 국가적 배경 

차이 등으로 부적합 부분들이 있어, 미국 사례 기준과 한국 연

구 동향을 모두 포괄하면서 양국의 비교에 적합하도록 7개 항

목과 각 세부 기준 체계(Table 2 참고)를 수립하였다. 여기에 

25개의 핵심주제어 항목(Table 3 참고)을 더하여 연구분야별 

아젠다 분석에 의미를 더하였다. ‘연구분야’는 연구의 핵심의도

(purpose)와 중점 내용에 의한 분류로, ‘핵심주제어’는 연구 주

제(subject)에 의한 분류로 연구분야별 주제, 혹은 주제별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두 분류

4) 이후 연구분야 분류항목은 ｢ ｣으로, 핵심주제어 분류 항목은 ‘ ’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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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based on the key words

No 핵심주제어 분류기준

1 1학년교육
공대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 공학에의 적응과 공학소양 배양, 학업지속, 대학생활 및 진로 설계 

2 공학교육연구
공학교육연구 자체에 대한 연구, 학문분야로서의 공학교육 관련
- 연구진흥정책, 연구결과확산, 연구동향, 연구방법, 공학교육연구 커뮤니티 활동 분석 등 관련

3 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인증제도, 인증기준, 인증평가(학습성과, 교육목표) 관련

4 공학설계 공학설계 교육과정 개발, 운영 관련

5 공학소양

공과대학생의 기술적소양과 일반소양을 포함한 공학소양 
- 기술적 소양 - MSC 기초 역량, 공간능력(Spatial Ability), 가시화능력(Visualization) 등
- 일반 소양 – 공학에 대한 이해, 공학적 소프트스킬에 대한 이해
주) 단, 일반 소양 중 공학윤리, 글로벌역량,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리더십은 별도 분류

6 공학수요/공급
공과대학(대학원 포함) 입학자원 시장, 엔지니어 고용 시장, 기술자격제도, 인력양성, 진로개발 지도 등 엔지니어 수급 진단
과 전망 관련

7 공학윤리 엔지니어 윤리성 규명과 공학 윤리 교육과정 관련

8 공학인재상
엔지니어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상과 그 변천사 관련
- 공학교육철학, 수요자 요구, 공학적 인재 

9 공학저변
공학 저변 확대를 위한 예비 공학도 및 일반인 대상 공학 프로그램 관련
- K-12, STEM, STEAM, 공학 아웃리치 프로그램 

10 교수역량 교수자의 교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법과 교수자 교육 관련 

11 교육품질
교육기관 및 교육단위, 교육과정의 품질 관리, 개선, 평가 관련
- 강의평가, 교육품질관리/평가, 교육기관 책무성 

12 글로벌교육 국제적 이해(외국어 교육 포함)와 증진,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 교육 관련 

13 문제해결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력에 대한 정의와 증진 교육 관련 

14 산학연계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에 산업체 협력 관련 
- 인턴십/현장실습, 기업연계 설계프로젝트, 산학 트랙 등

15 여성공학교육 여성 엔지니어(여학생, 여성 공과대학 교수 등)의 학업(학술) 동기와 성취에 대한 연구

16 웹/컴퓨터 공학 교수/학습의 효율성 증진 도구로서 컴퓨터, 웹, 가상 시스템의 적용과 개선 관련

17 의사소통 글쓰기, 의사전달, 발표력 등 의사소통 교육 관련

18 전공교육 전공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교과과정, 교수도구 등의 개발과 적용 관련 

19 전문역량 공과대학생의 엔지니어로서의 정체성 교육, 재학 중 전공 분야 전문성 및 경력 개발 교육 관련 

20 통합교육 학문분야 간 융합, 전공 간 융합, 학제 간 융합,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교육 등 관련 

21 팀워크/리더십
팀워크와 리더십 강화 교육 관련 
- 협력/협동학습법 등 교육방법, 팀워크/리더십 측정 방법 등 

22 학습법 학습자의 학습전략, 학습유형, 인지유형, 학습설계 등에 대한 연구 

23 학습성과
교육과정의 결과로서 학생 학습성과 수립과 성취 측정 및 평가 관련 
주) ABEEK, ABET 학습성과 및 평가 관련은 공학교육인증으로 분류 

24 학습자요인
학습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사회적, 성격적, 성별 요인 등에 대한 연구
- 입학생 성적, 동기(Motivation), 소수학생, 학생의 사회적 지위, 전공 선호도, 자기효능감 등
주)학습자요인으로서 ‘여성’은 여성공학교육에 포함

25 학업유지 공과대학 재학생의 학업유지(retention)와 중도탈락(Attrition), 학업성공(학위취득) 관련 

는 연구분야별 핵심주제어를 지정하였던 선행 연구 사례(Whitin 

& Sheppard, 2004)와 달리 두 기준을 상호독립적으로 배치하

였다. 이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조합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논문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될 수 있었다. 연구분야나 핵심주제어 분

류 모두 세부기준은 조작적 분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분류

의 재현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다. 연구주제

별 분류와 동시에, 연구자 소속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별 분

류 기준도 수립하였는데, 이 기준은 공학교육연구 주체를 통해 

연구 주제 동향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각 분류 체계 기준

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분류 사례는 Ⅲ-3. 연구방법 및 절차에

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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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조사 대상 자료의 방대함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연구주제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고 타 논문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개괄

적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연구주제와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 그

리고 두 나라의 연구 동향 비교에 관련된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분류체계, 분류기준, 분류항목 및 명칭의 적절성 

파악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JEER의 연구논문을 연도별로 무작

위로 100편을 표본 추출하여 논문의 주제어, 연구방법, 연구대

상, 추구하는 내용, 도출된 결과 등을 요약하여 분류를 위한 논

문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확인과정을 통하여 모

든 연구논문들을 개별 연구자가 반복 분류하였고, 최종 분류자

료는 교차 검토를 통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가. 1저자 소속별 분류

연구 분류는 연구자별 분류와 연구주제별 분류로 나눈다. 연

구자별 분류는 제1저자의 소속별로 대학(전문/기능대 포함), 초

․ 중 ․ 고등학교, 일반(비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학소속

은 다시 단과대와 교내 교육관련 연구소로 세분류하였다. 단과

대는 공과대, 자연대, 교육대, 인문/사회대로 통상적인 국내 분

류 기준을 따랐다. 미국의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전공

을 공과대학으로 분류한 것이 이를 적용한 것이다. 단과대 중 

교육대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학 관련 전공을 포함하나 공

학/공업/기술교육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을 따랐다. 교육센

터는 학내 교육관련 연구소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 혹

은 일반 교육연구센터, 그리고 교수학습센터 등 순수 연구소와 

교양/교직학부를 포함시켰으며 기타 소속 파악이 안 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5). JEER의 저자 소속은 

전체 논문 중 정보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

보 미 파악 저자가 저자소개가 수록되기 시작한 2009년(12권) 

이후 재차 논문을 게재한 경우 정보를 참고하여 추가하였다. 

JEE 저자 중 소속파악이 곤란한 경우 각 호에 수록된 Author 

Biographies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공학교육 분야와 같이 동

일저자가 단과대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논문 게재 당시의 소속

을 따랐다.

나.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주제별 분류는 본문 ‘Ⅲ-2. 분류체계의 수립’에서 기술

5) JEE의 1저자 중 전문대학과 교양/교직학부 소속 여부의 파악은 국
내와 같이 용이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분명한 자료수가 전체 결과
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각 대학교
와 교육센터로 포함시켰다.

한 바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자료를 연구분야와 핵심주제어를 

기준으로 이원화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분야는 총 7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논문에 나타난 저자의 핵심의도와 중점 내

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각 항목과 분류 세부기준은 

Table 2에 나타냈다. 핵심주제어 분류는 각 논문의 연구 내용

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제어 대상 후보들을 나열하고 가장 핵

심이 되는 주제어를 중복 없이 1개를 선택하였으며, 이렇게 선

택된 주제어들은 발생빈도수와 그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하고 개

수를 축소하여 최종 25개로 결정하였다. Table 3은 핵심주어

제로 선정된 25항목의 기준과 분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핵

심주제어는 그 성격에 따라 연구의 주제, 내용, 도구이기도 하

며 혹은 연구분야의 소분류개념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

재개발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실제 ‘전공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공학윤리’, ‘글로벌교육’, ‘의사소통’, ‘팀워크/리더십’ 

등도 ‘공학소양’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과 같이 발생빈도가 높

은 핵심주제어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핵심주제어와 연구분야는 상호독립적이어서 동일 주제어로 분

류된 논문이 다른 연구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구분야 분류

는 내용적으로는 핵심주제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연구주제를 보

완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JEER 논문 중 핵심주제어가 ‘공

학교육인증’으로 분류된 김명랑 외(2004)의 ‘학습성과(outcomes) 

만족도 분석 –K대학을 중심으로- ’는 공학교육인증 학습성과 

12개 항목에 대한 전공 4학년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

육과정(특히 공학설계 및 교양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 논문

으로 개념상 ｢교육과정｣으로 분류되었다. 한지영(2009)의 ‘공

학교육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코스 임베디드 평가

의 적용 가능성 고찰’의 경우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에 학생의 

교과목 학업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코스 임베디드 평가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 소개와 국내 공학교육 환경에서 적용상 유

의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교육평가｣로 분류되었고, 진성희 

외(2011)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수행문제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 평가에 있어 특정학

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인증기준

에 부합하는 교육목표 평가체계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제시

하여 ｢교육체계｣로 분류되었다. JEE의 경우 핵심주제어가 ‘1학

년교육’으로 구분되는 논문 중 Marra(2000)의 ‘The Effects 

of a First-Year Engineering Design Course on Student 

Intellectual Developmentas Measured by the Perry’는 인지

심리학자 Perry(1968)가 발표한 대학생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

을 기반으로 1학년 공학설계 과정 학습이 학생의 인지발달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분야를 ｢학

습｣으로 분류하였다. 동일하게 ‘1학년교육’을 핵심주제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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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the workplace of first authors in JEER and JEE 

JEER, Korea JEE, U.S.

1998-2002 2003-2007 2008-2011 평균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1 평균

대학

공과대 87.5 52.1 42.3 51.8 74.5 78.5 66.2 57.0 72.2

교육대 1.6 10.3 9.3 8.4 3.2 2.1 6.3 13.2 4.7

인문/사회대 0.0 0.0 4.4 2.5 5.5 5.0 10.6 9.9 6.8

자연대 0.0 0.9 1.8 1.2 3.6 1.8 2.8 1.7 2.4

교육센터 1.6 20.5 31.3 23.6 5.9 7.9 9.9 11.6 8.3

미확인 0.0 5.1 2.6 2.9 2.3 1.2 1.4 1.7 1.6

소계 90.7 88.9 91.6 90.4 95.0 96.5 97.2 95.0 96.0

초 ․ 중 ․ 고 1.6 1.7 0.9 1.2 0.0 0.3 0.0 0.0 0.1

일반 9.5 9.4 7.5 8.4 5.0 3.2 2.8 5.0 3.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는 Sorby(2000)의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Course for Enhancing the 3-D Spatial Visualization Skills 

of First Year Engineering Students’의 논문은 3차원 공간 가

시화 능력이 약한 공과대학 신입생을 위해 NSF 지원으로 1993

년 개발된 pre-graphics 과정의 6년 간 운영 사례와 학습성과

를 주제로 한 연구로 연구분야를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1저자 소속 분석

Table 4는 조사기간 내 JEER과 JEE에 게재된 논문의 1저자 

소속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소속별 논문 출원 비율은 전체

적으로 볼 때 대학교 재직자가 JEER과 JEE 모두 전체의 각각 

90.4%와 96.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초중고와 일반은 비율

이 낮았다 대학 소속별 분포 또한 JEER과 JEE 모두 공과대 소

속이 51.8%와 72.2%로 가장 높았고 2순위로 교육센터가 각각 

23.6%와 8.3%로 높았으나 다음으로 JEER은 교육대 8.4%, JEE

는 인문/사회대 6.8% 순이었다. 논문게재의 연대별 변화는 한

국공학교육학회지가 발간되는 1998년, 미국의 JEE가 전문공학

교육연구지를 표방하는 시기인 2003년(Borrego et al. 2009), 

그리고 국내의 공학교육인증 참여 학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

는 시기이자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시기

인 2008년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대별 

연구자 분포는 공과대학 소속이 JEER은 1998-2002년 87.5%

에서 2008-2011년 42.3%로 감소한 반면 교육센터 소속이 같

은 기간 1.6%에서 31.3%로 큰 폭 증가하였고, 교육대 소속도 

1.6%에서 9.3%로 증가하였다. JEE의 경우도 공과대학 소속이 

1993-1997년 74.5%에서 2008-2011년 57%로 감소하였고 교

육대 소속과 교육센터 소속이 각각 3.2%와 5.9%에서 13.2%와 

11.6%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양국 모두 초기 

공과대학 소속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하던 형태에서 공학교육연

구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의 참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2. 연구주제별 분석

가. 연구분야 분석

Table 5는 연구분야별 분류에 의한 연구논문의 분포를 나타

낸다. JEER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분포가 각각 29.0%,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
은 공학교육과정의 목표수립과 교육과정 개발, 개선에 관련 연

구분야이며, ｢교육정책｣은 공학교육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맥락과 영향에 대한 연구분야이다. 공학의 교수 ․ 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 도구 개발 및 그 효과성 검증을 다루는 연구

인 ｢교육교재｣, 교수(teaching) 이론과 실천 관련 연구인 ｢교

수법｣, 학생의 학습 및 학습과정과 관련된 연구인 ｢학습｣, 그

리고 공학교육과 학습에 정보제공을 위한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는 ｢교육평가｣가 각 12.0-10.1% 내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공학교육기관의 책무성, 교육품질 관리 및 목

표 달성 체계에 대한 연구인 ｢교육체계｣는 다소 낮은 8.6%를 

나타냈다. 연구분야의 연대별 변화를 보면, 1998-2007년 높

은 분포를 점유했던 ｢교육교재｣가 2008-2011년 크게 감소하

였고 ｢교육체계｣도 감소세에 있는 반면, ｢교수법｣, ｢학습｣은 

증가 추세에 있다. JEE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매우 

높은 점유율로 35.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습｣이 높았으

며, 그 외 연구분류 항목의 분포순위와 비율은 JEER과 유사하

였다. 연대별 변화는 1993-1997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던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교육교재｣도 1998-2002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학습｣은 2003부터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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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mporal distribution of the research fields in JEER and JEE 

JEER, Korea JEE, U.S.

1998-2002 2003-2007 2008-2011 평균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1 평균

교육정책 17.5 12.8 19.8 17.4 10.9 9.7 7.7 18.2 10.9

교육체계 12.7 12.0 5.7 8.6 3.2 5.9 5.6 4.1 4.9

교육과정 17.5 34.2 29.5 29.0 46.8 37.4 29.6 18.2 35.7

교육교재 34.9 13.7 4.8 12.0 9.5 17.9 7.7 4.1 11.9

교 수 법 9.5 7.7 14.1 11.5 13.2 10.6 7.7 11.6 10.9

학    습 1.6 6.0 16.7 11.3 13.6 10.9 28.2 34.7 18.1

교육평가 6.3 13.7 9.3 10.1 2.7 7.6 13.4 9.1 7.5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8-2011년 가장 높은 분포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JEE 

논문들의 연구분야별 분포 추이를 보면, ｢교육과정｣, ｢교육교

재｣, ｢교수법｣ 분야는 감소하였고, ｢학습｣과 ｢교육평가｣, ｢교

육정책｣ 분야는 증가하였다. ｢교육과정｣, ｢교육교재｣, ｢교수법｣
을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투입(input) 요소로, ｢학습｣과 ｢교육

평가｣는 교육의 성과 산출(output)과 관련된 요소로 범주화 하

면, JEE의 공학교육연구는 최근 교육성과로서 학습(learning)

과 그 측정 및 평가로 연구방향이 진행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

고 있다. 이는 미국공학교육학계의 학습(learning)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분야 탐색 동향과도 일치한다(The Steering 

Committee of NEER Colloquies, 2006). JEER의 경우는 연대

별로 ｢교육교재｣ 비율 감소와 ｢학습｣의 증가로 미루어 볼 때 

JEE에서 나타난 경향과 일부 부합하고 있으나 교육 투입요소

인 ｢교육과정｣과 성과산출 요소인 ｢교육평가｣는 연대별 변화

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본격적인 공학교육연

구 역사가 짧은 관계로 교육의 투입요소와 성과산출이 혼재되

어 있는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나. 핵심주제어 분석

Fig. 1은 JEER과 JEE 연구논문의 핵심주제어 별 분포 비율

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두 나라 논문의 핵심주제어 분포는 

상호 유사한 항목과 뚜렷이 대비되는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대

표적 사례들을 비교하면 JEER과 JEE에서 ‘웹/컴퓨터’, ‘전공교

육’, ‘공학설계’, ‘통합교육’은 각 논문집에서 공통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낸 반면 JEER에서 ‘공학교육인증’은 전체 논문의 12.3%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JEE에서는 2.1%를 

차지하여 총 25개의 핵심주제 중 22번째 비중으로 낮은 분포였

다. 또한 JEE에서 5.6과 5.2%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인 ‘공

학교육연구’와 ‘교수역량’은 JEER에서는 각각 1.0%와 1.5%로 

매우 낮았다. ‘공학교육연구’ 는 공학교육연구 자체에 대한 연

구로 연구동향 분석, 연구방법 제시 등이 대표적 내용이며, ‘교

Fig. 1 Distribution of research topics in JEER and JEE

수역량’은 교수자의 교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법, 교수자 교육

․ 훈련 관련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비교 항목으로 JEE

에서 2.7%를 점하는 공대생의 학업유지, 중도탈락 방지, 학생

의 학업성공 관련 연구주제인 ‘학업유지’와 공학도의 엔지니어

로서의 정체성, 전문성개발 교육 관련의 ‘전문역량(2.2%)’ 주제

는 JEER에서는 분류 건수가 없었다. ‘학업유지’의 경우, 실제

로 해당 주제 논문이 없었으며, ‘전문역량’ 경우에는 학생포트폴



한국과 미국의 공학교육 연구주제의 동향 분석(Ⅰ): 한․ 미 공학교육학회지 투고논문을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2), 2013 45

리오 관리,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 등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전문역량개발로서 본격적 

논의로는 발전하지 않아 ‘학습자요인’, ‘1학년교육’ 등으로 분류

되었다.

다. 연구분야별 핵심주제어 분석

Table 6은 JEER과 JEE에서 각 연구분야별로 10% 이상을 점

하는 핵심주제어의 구성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각 연구분야별 

핵심주제어를 JEER을 중심으로 JEE와 비교 기술하였다. JEER

에서 ｢교육정책｣으로 분류된 연구들의 주제는 ‘공학수요/공급’ 

이 3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학인재상’이 19.7%를 차

지하였다. 반면 JEE에서는 공학교육연구 방법 및 분야에 대한 

반성과 전망 등을 주제로 하는 공학교육연구에 관한 연구가 약 

45.6%로 가장 컸으며, ‘공학인재상’, ‘공학수요/공급’이 그 다음

을 차지하였다. JEER의 ‘공학수요/공급’은 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산업분야 직무 체계 개발 관련 그리고 전공분야 직

업수요 전망이 주를 이루었고, ‘공학인재상’은 공학 근대 엔지니

어 형성과 관련한 시대 사회적 배경 연구6)를 통한 공학자에 대

한 이미지 및 핵심 요소 규명과 정책 제언이 주 내용이었다. JEE

Table 6 Distribution of the major research topics in each 
research field categories

JEER, Korea JEE, U.S.

핵심주제어 분포(%) 핵심주제어 분포(%)

교육정책
공학수요/공급
공학인재상

36.6

19.7

공학교육연구
공학인재상
공학수요/공급

45.6

16.7

14.4

교육체계
공학교육인증
교육품질

65.7

14.3

공학교육인증
교육품질

36.6

26.8

교육과정
전공교육
공학저변
통합교육

19.5

16.1

13.6

통합교육
전공교육

20.7

16.3

교육교재
웹/컴퓨터
전공교육

65.3

14.3

웹/컴퓨터
전공교육

41.8

30.6

교 수 법
공학설계
문제해결
통합교육

23.4

17.0

10.6

교수역량
전공교육
의사소통

34.0

12.0

10.0

학    습

학습자요인
여성공학교육
문제해결
학습법

17.4

15.2

13.0

10.9

학습자요인
학습법
학업유지

24.8

18.8

10.7

교육평가
공학교육인증
교육품질

48.8

12.2

학습성과
교육품질
전공교육
웹/컴퓨터

21.0

14.5

12.9

11.3

6) 공학교육연구, 2011년 14권, 5호에 수록된 ‘근대독일 기계 엔지니
어 집단의 탄생(박진희)’ 외 6건

의 ‘공학인재상’은 공학인, 예비공학인, 일반인, 공학관계자들의 

공학적 인재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전 년도에 걸쳐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공학수요/공급’은 공과대학/대학원 입학자원 현

황과 증대에 대한 연구와 전공 별 학위 인력 및 고용 시장에 대

한 연구 등이 다루어졌다. 

｢교육체계｣ 분야에서는 분포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논문집 모두 동일하게 ‘공학교육인증’이 가장 높은 분포를 하

였으며 다음이 ‘교육품질’이었다. ‘공학교육인증’은 JEER에서 

공학교육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 개선 등 인증제도 자체에 대

한 체계구축이 주를 이루었고 JEE에서는 2000년 신규 적용된 

인증기준인 EC2000에 대한 논의와 그에 기반 한 평가 대응 

사례를 주 내용으로 다루었다. ‘교육품질’은 JEER이나 JEE 모

두 TQM, QFD 등 품질평가 이론의 대학 적용 등을 통한 단위 

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 측정과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로 JEE

가 사례 수가 더 많았다. 

｢교육과정｣은 ‘전공교육’, ‘공학저변’, ‘통합교육’이 19.5-13.6%

를 차지하며 주 분포 항목을 이루었다. ‘전공교육’은 전공 교과

과정과 교육교재 개발, ‘공학저변’은 공학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내 초 ․ 중 ․ 고학생 대상 공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통합교

육’은 학문 간 융합과 다양한 교육 방법의 통합 과정 개발이 주

를 이루고 있다. JEE는 ｢교육과정｣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주제어가 ‘통합교육’과 ‘전공교육’으로 나타났으며, 두 주

제어 모두 내용적으로 JEER과 유사성이 있으나 JEER이 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사례의 소개인 반면 JEE는 교육과정

의 성과 측정 및 평가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교재｣ 또한 분류 정의상 특성으로 JEER과 JEE 모두 동

일한 주제어인 ‘웹/컴퓨터’와 ‘전공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웹/컴퓨터’는 전공교육과 관련된 이러닝, 가상 실험실, 컴

퓨터 프로그램 등 웹,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 조성을 연구주제

로 한다. JEER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교육교재 또한 개발과 적용에 중점을 둔 반면 JEE는 개발된 교

육교재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점차 강화되었다.

｢교수법｣에서는 ‘공학설계’, ‘문제해결’이 각 23.4%, 17.0%

로 주를 이루었다. 공학교육인증제 도입으로 강화된 공학설계 

교과와 그 기반이 되는 문제해결력 증진 교육에 대한 연구가 강

조되었다. JEE에서 ｢교수법｣은 ‘교수역량’ 약 34.0%로 가장 높

게 분포하였고 ‘전공교육’, ‘의사소통’의 순으로 JEER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교수법 적용과 효과성 검토 뿐 

아니라 교수자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전공분야에 특화된 교수법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과 내용

으로 글쓰기를 비롯한 의사소통 교육에서의 교수 강화가 주요 

연구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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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학습자요인’, ‘여성공학교육’, ‘문제해결’, ‘학습법’ 

이 주요한 주제로 17.4-10.9% 범위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

포하고 있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여성)을 포함한 학습

자요인 분석, 문제해결교육의 학습성과 측정, 학생의 학습을 촉

진하는 학습전략 및 도구에 대한 연구 등이 그 내용이다. JEE

의 경우 ｢학습｣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학습자요인’ 이 

가장 큰 비중으로 약 24.8%이고, 그 다음으로 ‘학습법’, ‘학업

유지’에 관한 연구 비중이 각 약 18.8%, 10.7%를 차지하고 있

다. 미국 대학 특성상 ‘학습자요인’ 연구는 학습자의 민족/인종

/출신 국가 및 지역, 인지/성격 및 정서 유형 등의 다양한 변인

을 가지고 있었고, ‘학습법’ 연구에는 학습자의 학습도구, 학습

전략 등과 최근 학습(인지)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평가｣는 ‘공학교육인증’이 약 48.8%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교육품질’이 차지하고 있다. 각 핵심주제어는 ABEEK

의 학습성과 평가체계 연구와 강의평가 개선 연구가 주를 이룬

다. JEE의 경우 ‘학습성과’, ‘교육품질’, ‘전공교육’, ‘웹/컴퓨터’

의 순으로 21.0-1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

분야 분류에서의 ‘학습성과’는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학

습효과를 포괄 한 개념으로 공학인증의 학습성과보다 큰 개념

이며, 연구 내용이 공학인증의 학습성과로 분류 될 경우에는 ‘공

학교육인증’으로 분류하였다. ‘교육품질’도 이와 같은 분류 원칙

하에 공학교육인증 이외의 교육과정 품질 평가가 연구 대상이

다. 결론적으로 JEE의 교육평가에는 ‘공학교육인증’ 제도 이외

(혹은, 이상)의 다양한 교육과정평가, 학습성과평가에 대한 논의

가 포함되어 있다. 

라. 핵심주제어의 연대별 분포 변화

Table 7은 각 분기별로 JEER과 JEE에서 연구논문의 핵심주

제어 점유율이 5% 이상인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핵심주제어 

분포는 JEER과 JEE 모두 각 초반 시기에는 대체로 일부 핵심

주제어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분기가 진행될수록 특정 주제

항목의 분포비율이 낮아지며 항목수도 증가하여 연구분야가 점

차 다양해지는 형태를 나타냈다. JEER에서 초기(1998-2002)

는 ‘웹/컴퓨터’가 34.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07년까지 

그 분포비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위를 점하였으며 ‘전공교

육’은 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통

합교육’ 관련 논문도 1998-2007년 꾸준히 높은 비율로 논문

이 게재되고 있는데, 학문간 융합(inter, multi- disciplinary)과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정 통합, 실험과 설계 수업 방식의 통

합, 학년 간 통합, 학제(학과)간 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 교육과

Table 7 Temporal distribution of the major research topics 
in JEER and JEE

JEER, Korea JEE, U.S.

핵심주제어 분포(%) 핵심주제어 분포(%)

1993-1997 - -

전공교육
통합교육
교수역량
웹/컴퓨터
공학소양

12.3

11.8

7.3

6.4

6.4

1998-2002

웹/컴퓨터
통합교육
전공교육
공학교육인증
공학수요/공급

34.9

12.7

7.9

7.9

7.9

전공교육
웹/컴퓨터
통합교육
공학설계

16.2

10.9

9.4

6.2

2003-2007

공학교육인증
웹/컴퓨터
공학설계
전공교육
통합교육
공학수요/공급
문제해결

17.1

10.3

10.3

9.4

7.7

6.0

6.0

학습법
전공교육
통합교육
공학저변
학습성과

12.0

10.6

7.0

6.3

5.6

2008-2011

공학교육인증
전공교육
공학수요/공급
공학저변
여성공학교육
공학설계
공학윤리
글로벌교육

11.0

8.4

7.0

7.0

7.0

6.6

6.2

5.7

공학교육연구
학습자요인
학습법
공학저변
문제해결
학업유지
공학인재상
교수역량

9.1

8.3

5.8

5.8

5.8

5.8

5.8

5.0

정 통합(integrated course)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공

학교육인증’의 경우 주로 공학교육의 인증체계구축, 교과과정 

개발, 학습성과 평가관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0년부터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2003년 이후 가장 집중된 연구분야

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학교육인증제가 확산되기 시작

하는 시기인 2003년 이후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엔지니어의 핵

심 역량이자 공학교육인증 필수 교과과정인 ‘공학설계’와 공학

의 원형이며 공학설계 역량의 기본이 되는 ‘문제해결’ 주제가 창

의성, 문제중심학습(PBL) 등의 내용들을 수반하며 등장하였다. 

엔지니어 양성과 수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공학수요/공

급’은 조사기간 내 지속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2008년 

이후로 접어들며 연구주제는 더욱 다양화되어 예비공학자(초 ․
중등 학생)와 비공학인 대상 공학 저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주

제로 하는 ‘공학저변’과 국내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WIE) 사

업과 관련하여 남녀 공과대학생의 성인지 차이, 여성공학도로

서 학습자 인식분석, 전공분야 진출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여성

공학교육’이 ‘공학윤리’, ‘글로벌교육’ 등과 함께 일정 비중의 연

구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JEE의 경우 1993-200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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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웹/컴퓨터’, ‘통합교육’ 등 JEER와 다소 유사한 항목

분포와 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3년 이후 학습자요

인, 학습 및 학습과정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 ‘학습법’, K-12/ 

STEM/Pre-college,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한 연구주

제의 ‘공학저변’, 학습자에게 의도되는 교육결과로 그 수립과 평

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학습성과’ 등의 새로운 연구주

제가 등장하였다. 2008년 이후는 공학교육연구 자체에 대한 연

구인 ‘공학교육연구’, 공학의 과정과 성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학습자 유형을 연구 관련의 ‘학습자요인’ 이 ‘학습법’, 

‘공학인재상’, ‘교수역량’ 등과 함께 연구분야의 다양화를 이루

었다. 특히 ‘공학교육연구’ 는 최근 공학교육의 학술적 위상 정

립, 신흥 연구분야 개발, 국제적 연구 커뮤니티 형성 등의 내용

으로 연구 비중이 높아졌다. JEER과 JEE의 핵심주제어 항목 

중에는 분포 비율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어 각 주제어별 내용 해석이 요구되는데 ‘통합교육’과 ‘공

학저변’을 예로 들 수 있다. ‘통합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

문간 융합(inter-disciplinary)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의 통

합(integrated course)으로 대별되는데, JEER에서 융합과 통

합 논문의 분포 비율은 1:3 정도로 통합주제가 비율이 높았다. 

JEER에 나타난 통합은 공학소양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프트스킬 관련 학문과 공학주제와 융합된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과정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장 많은 사례로는 공학과 

경영(회계)분야 융합이 대표적이었다. 통합에는 학제(학년)통합, 

설계와 실험과정의 통합, 온/오프라인 수업 방식의 통합 등의 다

양한 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JEE에서 ‘통

합교육’으로 분류되는 논문들의 수는 융합과 통합이 비슷한 구

성비를 보였으며 2000년대 초까지는 통합과정의 설계와 운영

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융합과 통합과정의 효능성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였다. 또한, 공학 학문 분야 간 융합과정 운영과 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통합 과정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와는 별도로 융합과 통합 과정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융합과 통합 교육과정의 담론 연구, 융합 교육과정 학

습자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등이 그 예이다. ‘공학저변’의 경우 

JEER에서는 2000년 후반기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공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진작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사례 소개를 큰 비중으로 다루었다. JEE

에서는 ‘공학저변’ 관련 연구가 1993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2004년 이후 연구가 집중되었다. 최근에는 초중

고 과정에서 K-12, STEM을 경험한 학생이 대학을 입학한 후 

학업성취도, 학위취득 현황 조사 등으로 ‘공학저변’ 관련 프로

그램들의 효과성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공학교육 연구분야의 확장과 연구 아젠다 수

립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공학교육

연구 학술지인 JEER과 JEE의 수록 논문을 연구주제와 연구저

자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별 분류는 다시 연구분야와 핵심

주제어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

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류 기준 별 연구 동향은 다

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논문 1저자 분석 결과, JEER과 JEE 모두 공과대학 소속 연

구자가 공학교육연구를 주도하였으며 최근 다양한 배경의 연

구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연구 주제 동향이 학

습과 교육평가, 융합과 통합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과정임을 감

안 할 때 증가된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이들 분야 연구에 

함께 하고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연구분야들을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투

입(input) 요소와 성과 산출(output)로 범주화하면, JEE의 공

학교육연구는 초기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투입요소로서의 ｢교

육과정｣, ｢교육교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주제 연구에서 

최근 교육 성과로서 학습(learning)과 그 측정 및 평가로 연구

방향이 진행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JEER의 

경우는 투입 요소와 성과 산출이 혼재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이는 국내의 본격적인 공학교육연구 역사가 짧은 것이 이

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논문의 핵심주제어 별 분포는 JEER과 JEE 모두 ‘웹/컴

퓨터’, ‘전공교육’, ‘공학설계’, ‘통합교육’ 이 공통으로 높은 비

중이었지만 JEER에서 분포가 가장 높은 ‘공학교육인증’ 은 

JEE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두 자료 간의 차이는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제가 활발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도입단

계인 시기적 배경이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JEE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공학교육연구’ 와 ‘교수역량’ 은 JEER

에서는 매우 낮게 분포 하였다. 향후 공학교육연구의 저변 확

대와, 변화하는 공학교육체계에 대학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응

을 위하여 각 주제에 대한 연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분야 별 핵심 내용 분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EE에

서는 앞선 언급과 같이 ｢학습｣과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그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전공 특성화, 융합 및 통합 등 연구 주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전히 교육연구의 중심 분야로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최근, 연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교육정

책｣에는 ‘공학인재상’ 이나 ‘공학수요/공급’, ‘공학교육연구’ 등

이 지속적인 연구주제이다. 그 중 ‘공학교육연구’는 최근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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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학술적 위상 정립, 신흥 연구분야 개발, 국제적 연구 커

뮤니티 형성 등의 내용으로 연구 비중이 커졌다. JEER의 가장 

큰 비중의 연구분야는 ｢교육과정｣이다. JEE와 같이 ‘전공교육’ 

과 ‘통합교육’ 이 주 주제로,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 JEER의 연구분야 중 비율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항목은 ｢학습｣으로 이는 JEE와 비슷한 동향이다. 

그러나 분류된 논문의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JEER의 

｢학습｣의 특이점은 학습자로서 여성공학도에 대한 연구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국책 사업의 영향으로 

해석 된다.

핵심주제어의 연대별 변화는 JEER에서는 공학교육연구의 도

입 초기(1998-2002) 공과대학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웹/컴

퓨터 관련 교과목, 교육교재 개발 등에 집중도가 높았고 같은 

기간 공학교육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공학교육인증’, ‘공학설계’, 

‘문제해결’, ‘통합교육’ 의 주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7년

까지 주요 연구주제로 자리 잡았으며, 2008년 이후 연구주제

들이 보다 다양화 되었다. 이는 공학교육인증제의 보편화, 공

학교육혁신센터사업,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사업 등의 특정

목적의 국책사업의 운영에서 발생된 연구 주제와 각 사업을 매

개로 설립된 관련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JEER에 나타난 한국의 공학교육연구 동향은 한국공학교육의 

단 기간 내 집중적인 성장이 반영되어, 최신 연구 주제의 사례 

소개와 적극적 도입 및 적용이 나타나 있다. 반면, 같은 이유로 

연구 주제와 내용이 한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 

세대의 증가와 함께 극복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공학교육연구 분야가 제시된다면 연구의 활성화와 공학교육의 

학문적 자리매김에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각 

공과대학과 유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학교육 진흥을 위

한 다양한 실천 경험들이 학술적 체계 내에서 검증되고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연구커뮤니티가 더욱 공고해 지며, 이를 위한 연

구 재원이 확충되기를 제언한다. 본 논문은 공학교육연구 분야 

확대와 아젠다 수립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 논문들의 

주제 분류와 분포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주제 별 

내용 동향도 개략하였으나 항목별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이 요구

된다. 이에 연구주제 중 최근 분포 비율이 높고, 연구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분야(교육정책, 학습 등)와 핵심주제어

(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연구, 공학저변 등)를 중심으로 각 항

목 별 세부적인 비교분석을 후속 논문으로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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