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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역

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공학은 세계가 직면하

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며 이를 위해 공과대학생들은 

미래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교육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

는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고등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필요

하다.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에

서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범주화 하였는데 사고

방식(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직

무방식(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직무수단(ICT와 정보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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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역량(시민의식, 진로개척 능력) 등이 필요하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서도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과 혁신역량, 정보 미디어와 기술역량, 삶과 직업

역량 등 인지적 역량 외에 리더십과 책임감 등이 21세기 파트

너십을 위해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하였다.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e)

는 사회와 개인을 위해 가치 있는 성과물이 산출되도록 기여하

는 역량을 핵심역량이라고 개념화 하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

회에서 개인이 성공하고 국가 및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

본적이고 필요한 능력으로 지식이나 기술 외에도 태도와 감정, 

가치, 동기 등 사회적 행동적 요소와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필

요한 능력을 제시하였다. 공학교육에서도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정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엔지니어 졸업생

들이 졸업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성과로 정해 인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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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Job Competency level of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And we were seeking way to manage  realistic and effective way of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urvey and FGI were done. The study was: 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thought more positively than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and graduates felt that 11 Job Competencies Level of Work Performance were lower than the needs of job performa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twee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we could 
see significant recognition difference about the perception of the needs of job performance. This was because Design curriculum were 
reinforced and 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had attended design program at accredited program. Second, 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felt higher than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 about the perception of level of work performance. This was because the efforts 
for curriculum reorganizing and teaching methods improvement were done. Third,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recognition difference 
about the perception of the needs for job performance and work level. That was because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 were 
not dealed seperatel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orts for analyzing job competence of 
industry and reflecting the program curriculum are needed on the accredited program for engineering education. Second, Government 
should make the incentive policy about the companies which give some merits to the accreditation graduates, and monitor constantly 
their real working. Third, in order that the accreditation results can be trustful on staff recruiting or school choosing, accredita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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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졸업생은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추었음을 평가하도

록 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공학교육의 질 보증과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국제적으로 졸업생의 자질을 동등하

게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이며(Hill, 2013; Patil & Gray, 

2009; Prados, 2004; Prados, Peterson & Lattuca, 2005), 

궁극적으로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

한 공학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ABET, 2009; 

Farbrother, 2001; Prados, 2004). 공학교육인증은 산업체(공

학현장)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인증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달성한 공학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산업

체에서 요구하는 역량기반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성취한 직무역량을 취업 이후 

업무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체의 생산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이 도입되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졸업생의 질 보장과 성과중심의 평가가 실

현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중심교육은 교육개시 전 교육목표를 설

정하고, 반드시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여, 

교육수준의 지속적 질 제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절차 및 

방법에서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과 "지속적 품질 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이 있어야 하며, "순환

루프(closed loop)"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는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과 설정된 목표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정기적이며 문서화

된 측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목표 달성 여부의 측정과 

이의 활용을 통한 교육개선이 교육방법의 핵심사항으로 공학교

육인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학교육인증

제도 도입이후 전국의 공학계열 대학들은 핵심 수요자인 산업체

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및 설계교육 강화, 교육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공학교육의 질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공학교육인증제

도로 인증프로그램과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98개 대학 613개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6만 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한국공

학교육인증원, 2014). 그러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인증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

증제도가 급변하는 현장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변화를 적절하

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고(송성진 외, 

2011), 공학계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공학교육인증의 

효과와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강소연 외, 

2014). 이러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

나 인증 중단을 선택하는가 하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실효성

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직무역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즉 산업현장에서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자 한다. 또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과 공학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직무역량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확

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학인증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

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직무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증 프

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직무역량의 수

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직무역량별로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수행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공학교육인증과 학습성과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공학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인

증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을 보장하고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학교육을 

개혁시켜 공학도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한국공학교

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공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

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는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다(조옥경, 최금진, 2013). 

21세기의 산업기술은 급속히 변화하고 복합화 되고 있다. 산

업사회에서는 엔지니어에게 과학지식의 응용력, 설계능력 등의 

기술적 자질 (technical attributes)은 물론 의사소통능력, 팀웍 

등 비기술적 자질(non-technical attributes)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학교육의 개선을 통해산업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 창의성과 종합해결능력을 갖춘  양질의 엔지니어 배출하기 

위해 공학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학교육인

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에서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기 위

한 7개의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학습성

과로 인증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성과는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어야 할 능

력과 자질을 의미하며,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전문교양 및 전문

지식과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학교육인증에서의 학습성

과는 결국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역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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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성과 즉,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조성희, 강소

연, 2012), 특히 졸업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

계교육이 강화되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공학도를 

위한 전문교양 교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졸업시

점에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

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공학계열 졸업생의 직무역량 

역량(Competenc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개인의 특

성의 초점을 맞춘 White(1959)이며, McClelland(1973)는 역량

을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이라고 

광의적으로 접근하여 정의를 내렸다.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정의 이후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가 제시가 되었는데 

Dubois(1993)는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용

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Boyatzis(1982)는 역량을 조직의 비전, 임무, 목표달성과 연계

된 직무수행에 효과적이며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하였다. 직무역량은 직무에서 효과적

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의 내재적인 특성(Klemp, 

1980)이며,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하는데 필요한 스

킬이나 능력으로 관찰 가능하며, 조직 내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행동 특성 또는 능력이다(Jacobs, 

1989; McLagen, 1982; Fletcher, 1991). 보다 구체적으로 

Boyatzis(1982)는 직무역량을 “외적 성과준거에 비추어 평가하

였을 때 효과적인 행공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

적인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이미지 혹은 사회적 역할” 이라

고 정의하였으며, Spencer & Spencer(1993)는 “특정한 상황이

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우수

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Parry(1996)는 “개인이 수

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

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

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직무역량은 

탁월한 직무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지식, 기술 노하

우 또는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역량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Hunter & Hunter, 1984; Hunter, 1986; Schimidt & 

Hunter, 2001). 

공학교육인증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학습성과 기반 교육(Outcomes Based Education)”을 그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다. 학습성과(outcome)란 학생이 배운 내

용이나 그 성적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 학생이 가지게 되는 능

력이나 역량을 말한다(Spady, 2002). 공학교육인증에서는 졸업

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학교

육인증의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교육, 목표 중심의 교육 및 평가

의 도입,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공학교육

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강소연 외, 2014).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효과성이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공학교

육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졸업생의 자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재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

로그램 졸업생들은 자신의 직업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욱 외(2014)의 연구에서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은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비해 설계과목과 

MSC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였고, 이로 인해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대인관계, 리더십, 과학지식, 컴퓨터능력, 논리적 

사고능력 등을 개발하여 취직시험이나 인터뷰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지미 외(2009)

의 연구에서도 인증 졸업생의 조직 내 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4년제 대졸자 또는 공학전공자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공학계열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공과대학의 지리적 위

치를 반영하여 수도권, 경기, 충북, 충남, 경남, 강원 등에 소재

한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졸업생은 모두 331명이었으며, 설문

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공학계열 대

학 졸업생 331명 중 271명(82.0%)은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고, 60명(18.0%)은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며, 318명(96%)

이 2010년 이후 졸업생이다. 또한 심층면담을 위하여 최근 7

년 이내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으로 현재 S전자, 

H자동차 등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 4명과 대학원생 1

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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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Engineering graduates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32  70.0

여  99  30.0

전공

기계/항공우주/조선해양/산업  43  13.0

토목/건축/환경/자원 116  35.0

전기/전자/컴퓨터  89  27.0

화공/생명/재료/섬유  46  14.0

컴퓨터/IT/기타(농공. 식품 등)  30   9.0

기타   7   2.0

인증졸업과
비인증졸업

인증졸업 271  82.0

비인증졸업  60  18.0

졸업년도

2008   3   1.0

2009  10   3.0

2010  30   9.0

2011  50  15.0

2012  93  28.0

2013 109  33.0

2014  36  11.0

전체 331 100.0

2. 설문도구 및 FGI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공학계열 졸업생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설문도구는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 KEC2005 학습성과를 기초로 교육학 박사와 공학박

사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설문도구와 FGI 문

항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지의 구성은  설

문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8문항(성별, 졸업년도, 공학인

증프로그램 이수 여부, 졸업학과(부), 업종, 직장규모, 소속부

서, 재직년수)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 관련 13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역량 관련 설문 문항은 <Table 2>

와 같으며, FGI문항은 <Table 3>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졸업한 공

학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부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공

과대학의 지역별 위치를 고려해 수도권, 강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대학의 졸업생이이 골고루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였

Table 2 The Survey questions  of Job Competency

구분
현장필요성 수행 수준

낮음↔높음 낮음↔높음

1)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공지식 및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설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의사소통

글쓰기(공문작성 등)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말하기(정확한 표현)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획 및 발표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자기계발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글로벌 기업환경(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프로젝트 관리능력(PM)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등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외국어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Table 3  FGI questions                     

번호 FGI 문항

1. 
대학에서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한 전공관련 교과목 내용이 귀하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학습 내용을 현업에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2.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학습한 전공 관련 교육경험(프로젝트 학습, 팀과제, 포트폴리오등)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3.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한 전문교양 교과목(글쓰기, 공업경영등)이 개인적인 업무수행(기획, 설계능력, 프로젝트 관리, 현업능력, 

회사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4.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과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귀하의 업무수행 역량에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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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10

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명)와 비율(%)을 산출하였

으며, 인증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의 역량 등 차이분석을 위해

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

하여 FGI를 실시하였으며, FGI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의 

공학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FGI 

내용은 주요한 의미단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직무역량의 현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과 비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 간에 현장에서 필요한 직

무역량 인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와 같이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은 컴퓨터 등 정

보수집 활용능력과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 능력, 전

공지식 및 활용 능력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인

증 프로그램 졸업생은 프로젝트 관리(PM)능력, 기획 및 발표

능력, 설계 능력의 순으로 필요성을 응답하였다.

인증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간 직무역

량의 필요성 차이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직무역량은 외국어 능력(P< .001)과 자기계발능력, 프로

젝트 관리 능력(P< .05)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과 자기

계발능력은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한 반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비인증 졸업생이 더 높게 인

식하였다.

나. 직무역량의 수행수준에 대한 인식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과 비인증 프로그

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 간에 현장에서 자신의 수행능력

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글로

벌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프로젝트 관리, 컴퓨터 등 정보수집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에서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보다 자신의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간 직무

역량 수행수준에 대한 차이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직무역량 수행수준은 기획 및 발표능력, 자기

계발능력에서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

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구

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 능력, 글쓰기 능력(공문작성 

능력)에서도 인증 졸업생이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발표능력, 팀워크, 자기계발능력, 글

쓰기 능력 등에 대한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장필요성과 수행수준 간의 인식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의 필요성과 실제 졸업생이 보유한 

Table 4 The perception of the needs of job performance betwee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N=331)

직무역량의 현장필요성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t p

1.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공지식 및 활용능력 4.09 3.87 1.62 .11

2.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설
계능력)

4.05 4.00 .40 .69

3.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능력 4.13 3.98 1.24 .21

4.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공문 작성 등) 3.85 3.64 1.68 .10

말하기(정확한 표현) 4.03 3.98 .39 .70

기획 및 발표능력 4.05 4.09 -.41 .68

5. 자기계발능력 3.86 3.54 2.74 .01

6.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감 3.87 3.87 .01 .99

7. 글로벌 기업(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3.81 3.84 -.26 .79

8. 프로젝트 관리(PM) 능력 4.00 4.28 -2.33 .02

9. 컴퓨터 등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4.17 4.21 -.44 .66

10. 외국어 능력 3.96 3.61 2.87 .00

11. 리더십 3.72 3.64 .7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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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수준의 차이인식에서 <Table 6>에서와 같이 대부분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보다 그 차이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은 프로젝트 관리능력, 외국어 능력, 말

하기 능력에서 필요성과 실제수행수준간의 갭이 큰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 반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은 프로젝트 관리능

력, 기획 및 발표능력, 팀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능력, 말

하기 능력간의 갭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현장의 필요성

과 수행수준의 차이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GI 결과

질문 1. 대학에서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

한 전공관련 교과목 내용이 귀하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학

습 내용을 현업에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한 

전공 관련 교과목은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학습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보다는 학습내용을 

기초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The perception of Level of Work Performance betwee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N=331) 

직무역량의 현장필요성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t p

1.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공지식 및 활용능력 3.75 3.53 1.89 .06

2.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설
계능력)

3.75 3.57 1.57 .12

3.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능력 3.80 3.51 2.59 .01

4.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공문 작성 등) 3.57 3.30 2.55 .01

말하기(정확한 표현) 3.64 3.53 1.00 .32

기획 및 발표능력 3.70 3.39 3.21 .00

5. 자기계발능력 3.54 3.23 2.97 .00

6.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감 3.60 3.52 .63 .53

7. 글로벌 기업(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3.44 3.50 -.50 .62

8. 프로젝트 관리(PM) 능력 3.53 3.57 -.41 .68

9. 컴퓨터 등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3.86 3.92 -.44 .66

10. 외국어 능력 3.50 3.30 1.94 .06

11. 리더십 3.44 3.26 1.81 .07

Table 6 The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between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program’s graduates(N=331)

 직무역량
인증 졸업생 현장 필요성과 

수행수준
비인증 졸업생 현장
필요성과 수행수준

t p

1.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공지식 및 활용능력 .36 .34 .10 .92

2.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설계능력)

.32 .43 -.95 .35

3.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협업능력 .33 .48 -1.32 .19

4.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공문작성 등) 능력 .28 .34 -.56 .57

 말하기(정확한 표현) 능력 .41 .46 -.43 .67

 기획 및 발표능력 .37 .71 -2.66 .01

5. 자기계발 능력 .30 .36 -.46 .65

6.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감 .26 .34 -.72 .47

7. 글로벌 기업환경(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36 .39 -.24 .81

8. 프로젝트 관리능력(PM) 능력 .49 .71 -1.78 .08

9. 컴퓨터 등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30 .30 .09 .93

10. 외국어 능력 .46 .31 1.07 .29

11. 리더십 .30 .38 -.7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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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선박 엔진 제작업체 근무: 대학에서 이수했던 전공 교과목은 제

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먼저 용어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진 제작 기술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부분이 많아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기회는 흔치 않

았으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기에

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전자 제품 개발 업무: 전자제품의 여러 기능적, 성능적,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구적(기계과), 회로

적(전장물, PCB), S/W(프로그램)의 조합적인 일을 많이 함에 있

어 학교 학습내용이 현업에 바로 적용되거나 똑같이 사용되는 경

우는 거의 없지만 부품의 역할이나, 학문적 이론이나, 추구하는 설

계방향등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회로 SMPS의 구성과 역할은 배웠지만, 실제 사용하는 방식

과 가격적인 경쟁력,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소자 사이즈 등은 회

사에 담당 업무에 맞춰서 학습합니다.

예) S/W과목을 학습한 적이 있지만, 업무에서 S/W 코딩을 하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S/W팀에 요청하여 제품에 적용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거 학습했던 경험이 S/W팀 

인력과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자동차 설계 업무: 기계공학 전공을 베이스로 하여 차량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학습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배웠던 내용은 공학의 기초적인 이론이며, 

이미 적용이 되어 있거나, 각 분야별 전문팀이 존재합니다. 지식을 

알고 있으면 현업 이해도가 빠르거나, 찾아보는 수고를 한 번 정

도 덜 수 있겠습니다.

사례 4

디지털시스템 설계 업무: 디지털 분야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분

야, 필수적인 분야로써 설계 전/후반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설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SoC(System On 

Chip)구현 및 시뮬레이션 등 Frontend 분야의 설계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5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운 것으로 현

재 하고 있는 업무에 배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질문 2.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학습한 전공 관

련 교육경험(프로젝트 학습, 팀과제, 포트폴리오등)이 업무수행

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캡스

톤디자인 수행은 팀원과 함께 처음 설계부터 시작하여 이론/실

험적 환경을 꾸미고 결과를 얻는 등 업무에서 필요한 협업까지 

다양하게 경험하여 회사 업무 시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프로젝트나 

제품개발, 팀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제품 개발 후 필드 테스트

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필드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프로젝트 학습이나 캡스톤디자인, 팀과제 등은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역학(프로젝트학습)과 진동(캡스톤디자

인)은 회사 업무 수행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엔진 작동 중에는 배

기온도가 많이 중요시 됩니다. 엔진이 정상 작동 되는 지 확인하

는 지표로는 배기온도와 진동이 측정 지표가 됩니다. 프로젝트 학

습을 하면서 배기온도가 높고 낮음, 진동이 크고 작음에 따른 원

인을 추측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되었습니다. 

사례 2 

프로젝트 학습(팀별과제수행, 발표)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은 프로젝트 컨셉을 잡고, 이에 대한 컨텐츠

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프로젝트의 가치와 부각방

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팀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

은 회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AVR 활용한 제품구현” 프로젝트과제가 있었는데, 제한된 

Board의 기능 LED점등, 7-segment, Buzzer, Key입력, UART통신

안에서 다기능게임기를 구한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 전원키부터 게임 선택방법, 에러발생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

고, 제품 사용설명서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시험만 보는 시스템의 

교과목에서는 절대 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3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참고가 되는 수준입니다.(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유사함) 현업

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때까지 

매달려야 하고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일을 하지만,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던 교육경험은 각 교

과목들의 기초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전문성이 매우 부족

하고, 단기간이나 1회성에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나 제품개발, 팀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간

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때는 제품 개발 후 필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필드테스트를 하며 모든 사용 환경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목표 설정과 해결하고자 하

는 과제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4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수행은 팀원과 함께 처음 설계부터 시

작하여 이론/실험적 환경을 꾸미고 결과를 얻는 등 업무에서 필요

한 협업까지 다양하게 경험하여 회사 업무시 보다 빠르게 적응하

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5

팀과제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익힌 자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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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파트 분담 방법이 업무 진행 시 팀원들과 업무 분담 및 취합에 

있어 도움이 되며, 포트폴리오를 통해 익힌 것으로 업무가 종료됨

에 있어 작성되는 보고서 등의 문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3.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수강한 전문교

양 교과목(글쓰기, 공업경영등)이 개인적인 업무수행(기획, 설

계능력, 프로젝트 관리, 현업능력, 회사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문교양 교

과목은 졸업생의 담당 업무에 따라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글쓰기 같은 것은 타 회

사나 상사 간의 이메일을 통한 업무 전달 및 상의에 도움이 되

고, 개발업무에서의 문제해결기법(창의적 문제해결), 공업경영

에서 배운 내용 등이 업무진행시 빠른 분위기 파악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문교양 외 교과외 활동

(봉사활동 및 동아리 , 소모임 등)을 했던 것이 협업 및 커뮤니

케이션 능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프로젝트 학습 및 캡스톤디자인 등 회사에서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엔진 작동과 필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조사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서 배운 전공은 아니지만, 프

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배운 체계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

를 하는 목적, 의견 제기, 접근 방법 등을 설정하고 팀원들과 소통

하며 업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 두었기에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2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전공과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글쓰기, 특허관련과목, 공업경영, 

창의적 문제해결등과 같은 과목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개발을 하다 보면 “특허” 출원도 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특

허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문서, 각종 메일로 

하는 업무보고서 등은 사실상 업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합

니다. 

예) 글씨기 수업에서 주제(하고 싶은 말)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

근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는데 제가 메일을 쓰는 방식

과, 회의 시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 특허 찾는 법부터 특허라는 것에 대한 개념(특허의 조건), 

특허 분쟁에서의 사례 등의 학습이 특허 관련 상식을 기본적으로 

약간이나마 알고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개발업무에서의 문제해결기법(창의적 문제해결), 제조업체

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 공업경영에서 배운 부분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교과목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두번 들어본 용어의 사용과, 비슷한 패턴의 진행은 

업무진행시 빠른 분위기 파악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

었습니다.

사례 3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

다. 교과목을 한 학기 이수했다고 해서, 사람의 글쓰기 능력이 눈

에 띄게 향상된다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월등히 좋아진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많은 반복 숙달이 필요한 과

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업에서는 업무 및 보고에서 정확성과 스피

드가 중요시 되며, 조직의 기업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전문교양 

교과목의 수강이 학생 시절에는 약간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수/비이수 여부에 큰 차

이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그 사람을 채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코칭으로 그 기업 스타

일에 맞게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로 대학생 시절 교과외 활

동(봉사활동 및 동아리 , 소모임 등)을 했던 것이 협업 및 커뮤니

케이션 능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4

전문교양의 경우에는 공업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은 현재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분야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토론 시에는 각 파트별로 전문화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교양 교과목에서 배우는 기초는 큰 상

관이 없고, 공업수학의 경우에도 수식을 이해하는 것 외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5

공업경영 등 해당 과목에 대한 내용은 현재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저에겐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이는 직장 내에서 일정 직책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쓰기 같은 

것은 타 회사나 상사 간의 이메일을 통한 업무 전달 및 상의에 도

움이 됩니다.

질문 4.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과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귀하의 업무수행 역량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학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졸업생과의 역량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거나 공학인증

의 이수 여부 따른 업무수행 역량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보다는 공

학기초 및 전공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한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거나, 다양한 팀 프로젝트 경험, 비전공 전문교양과목에서의 

학습은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졸업생에 비해 회사 적응 면에

서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제 생각에는 공학인증의 이수 여부 따른 업무수행 역량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인증 여부가 아닌 개인의 적극성과 성격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학계열인 경우 개인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과

제도 있지만 단체로 하는 협업 또한 많아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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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업무수행 역량이 차이가 난

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미이수 졸업생과

의 역량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유명한 

특정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

한 팀프로젝트경험, 비전공 전문교양과목에서의 학습은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졸업생에 비해 회사 적응면에서 더 빠르지 않을까 싶

습니다.

사례 3

공학기초 및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차별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의 강도 테스트 결과를 

본 후, 판단함에 있어 공학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 결과가 자

연스럽게 이해가 되어 보완점이나 다음 방향을 어떤 ‘근거’에 의해 

찾을 수 있는 반면에, 공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추측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 이수 학생

보다는 보다 공학적 지식에 기반한 폭 넓은 사고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4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

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

라도 전공과목 위주로 공부한 학생은 업무 면에서 잘 따라오는 반

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교양과목 위주로 공부한 학생은 이

해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례 5

위의 내용에 따른 차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졸업생들은 모두 공학인증을 진행하였기에 구체

적인 차이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비해 직무

역량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역량 중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간의 유의미

한 인식차이를 보인 것은 공학교육인증제도 도입 이후 설계교

과목이 강화되었고, 인증프로그램 졸업생들이 기초설계, 요소

설계, 종합설계 등 설계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것에 

비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설계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

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비

해 자신의 발표능력, 팀워크, 자기계발능력, 글쓰기 능력 등 직

무수행능력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자신감이 더 높은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공학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의 달성과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 대학이 교육과정의 재편성(전

공지식, 설계, MSC, 전문교양)과 수업방법의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조성희, 강소연, 2012), 공학

교육인증제도가 직업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주재

현 외, 2011; 김영욱 외,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졸업

생 FGI 결과 분석에서도  졸업생들은 경영, 공학글쓰기, 특허, 

공학윤리 등의 전문교양교과목 이수로 업무수행에 있어 기초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고, 대학에서 이수했던 전공교과목과 프

로젝트 학습(팀별 과제 수행, 발표) 또한 현업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11개의 직무역량 모두에서 현장 필요성과 수행수준에

서 비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이 인증프로그램 졸업생보다 그 차

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인증 프로그

램 졸업생의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인증여부에 따라 

실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현장경험이 부족하고 현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공학교육인증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공학계열 학과(부)는 대부분이 인증과 비인

증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교

육과정을 편성하여 단지 설계나 전문교양이수학점에서 차이만 

있어 졸업생들은 직무역량에서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직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서는 산업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

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

나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정책적으로 추

진되어야 학생은 물론 학교와 프로그램의 인증참여를 늘릴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등의 전문 자격증취득 제도와 연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인증 졸업생에 대해 가산

점을 주는 산업체에 혜택을 주고,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의 졸업생 역량에 대한 평가참여 

등을 통해 프로그램 CQI가 가능하므로 산업체와 교육기관과의 

소통이 확대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인증제도의 핵심 목적은 교육기관 졸업생의 질을 보증

(quality assurance)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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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한 많은 대학이 인증을 받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앞으로

는 산업체의 사원모집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시 인증결과를 신

뢰할 수 있도록 졸업생의 역량을 보증하는 진정한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공학교육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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