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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글 

이 논문의 옥g는 미국의 공학교육 제도와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 공 

학교육의 연션사흘 간략하게 요약하고 현 시점에서 미국공대는 어떠한 내용융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과과정과 갈은 구조적인 요소와 

디자인교육과 산학협동 둥 교흡방업의 사혜을 용하여 미국 공학교육의 핵심전 

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원고의 옥자가 한국인이기에 ~국의 공학교 

육의 제도와 과정과 비교해서 유사성과 차이를 설영하고 또한 영자의 30년간 

미국 공학교육 경힘을 토대로 하여 한국 공학교육 발전올 위한 개인적 의견올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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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학교육의역사 

원자는 미국 공학교용의 발전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한다 종 다르게 구분 

짓거나 더 작은 단위로 세분회할 수도 있겠지안， 현재 미국 공학교육의 발전 갈 

풍을 정확하게 이해하자연 교과 강화 시대 연구력 강화 시대 그러고 교육 강 

화 시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다고 생각한다 (조벽‘ 2003) 

교과강화시대 

1864년도에 링컨 대홍령이 미국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주에 성용위주 주립대학올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fr수한 공대가 많이 설 

립되었다 1893년도에 공학교육학회(American Society of Engineering 

Education, ASEE)7} 창립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현장 정험이 용부한 엔지니 

어을이 교수진율 이루었고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Reynolds , 

1993) 

1932년도에 창립된 이국공학교유인증왼 (Amc ri can Board of 

Engineering Accreditation , ABET)의 첫 사엄은 엔지니어 링 교과과정에 과 

회올도입하는것이었다 마칭 제1차와져 2차세계 대전 λ씨에 다수의 유럽 과 

학자틀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엔지니어링의 과학화 사엉이 순호용게 이 

루어질 수 있었다 휠자는 이 기간을 i공과대학 정착”과 i공대 교과 강화i 시대 

라고 본다 l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우려 1oo7H의 4년제 대학이 신설되었으 

니 아직 대다수의 공대는 한 세대릅 녕기지 못한 신생대회F들이다 한국공학교 

육학회(KSEE)는 ASEE 설힘보다 100년 뒤인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공학인증원(ABEEK)은 ABET 보다 거의 70년 뒤인 2Cα년도에 설링되었다 l 

연구혁강화시대 

미 정부는 1944년부터 2차대전 참전용사흘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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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 용사에재 고동교혹의 기회흩 부여하는 GI Bill용 시챙했다 。l얘 따라 대 

학은 학생수가 급증하여 호짱융 누리재 되었고 우후축순으로 늘어냐는 대학 

수에 맞춰 교수진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원이 양전하게 되었다 이때 

부터 박사학위 수여자가 대학 교수로 발앵 받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당양한 

미국 갱부는 대여에 연구비용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연구 능쩍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갱호용 정식으로 붙여주연서 차 

둥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일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학률이 우후축순처엉 

설립되던 당시 1960년도에 아스터융랜율 애워 8개의 Unive rsi ty o f 

Cal ifornia (UC)는 연구중싱대학으로 선정하고 22개의 California State 

Universities(CaI State)는 아예 저음부터 석사과정까지만 개설하고 박사과갱 

은성치힐수없도록옷용박았다 또한 uc안엉대 의대 치대와수의대훌운 

영힐 수 있도혹 하였고 uc에는 상위 12% 하생들만 Cal State에는 상위 33% 

안에 드는 학생률안 지원함 수 있도짝 혔다 나머지 학생률은 102개에 달하는 2 

년재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 l1ege 국내 2년째 전문대와는 생격이 

다릉)에 툴어갈 수 있도륙 하였다 정부는 학생 1인당 지앤금융 연구중심대학 

인 uc에 Cal State 대악보다 Z배나 더 지원했다 그리고 커유니티 강리지는 

호중고 예산보다 더 적다 그렇게 차이용 두고 지원한 정과 uc 대학 8개 선부 
다 세계적인 영문대호 방전되었다 

미시간 주의 정우도 "t산가지로 주정부의 선택과 집충 션략융 구사하고 있 

다 주링대가 1 5개 커유니티 량리지가 29개가 있지안 그 충에서 4개 대학안 

연구중심대학으로 선갱혜서 추가 지원해주고 있다 그 절과 미시간대는 세계에 

서 알아주는 영문 사립대용 농가하는 우수한 대학으호 밥션했다 헥사스는 원 

유로 얻는 이익긍{oil money)올 주링대 40개와 커뮤니티 칼리지 50개 중 단 

두 대한에안 배당되도폭 하였다 결과적으로 텍사스 주링대(University of 

Texas-Austen)는 70년대 후반에 노앨상g 받은 세계적 학자풍올 대거 모셔오 

연서 약 10년 만애 명문대호 연신하게 되었다 (1 984년도에 엉이 깨갱되어 핵 

사스의 다은 주립대도 요인(oil ) 이익긍용 배당 받을 수 있께 되었다) 깅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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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당시 이국에는 대학원이 정착하게 되었고 필자는 이 시기율 연구력 강화 

시대라고 앙한다 [한국의 경우 대학원과 연구력 강화 시정운 교육부의 BK21 

사업 원년인 1999년으로 올 수 있다 즉 미국보다 약 50년 뒤져 있다고 올 수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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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1) 미국괴 힌국 .. '1교욕의 역시 

교육강화시대 

대학올 졸업하자마자 곧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공회h올 연구한 박사 학위 

소지자가 즉 현장 경험이 전무한 교수가 가르친 학생들이 대거 배출되기 시작 

한 1970\킨대에는 산엉체의 융명이 대단하였다 이흔운 밝지안 현장 갑각이 없 

을흉더러 잉사한 후에 장기간 재교육옴 시켜야 한다는 점을이 융만의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미 많은 공대가 외부 위탁 연구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수가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연구에 전녕힐 수밖에 없는 체제로 굳어지고 있 

었다 상아탑 신드룡이 나타난 것이다 (Boyer , 1990; Glassick , 1997) 따랴서 

ABET은 인중기준에 디자인 교육과 싱험 교육융 강조하였다 (Nation al 

Research Council , 1985) 

그러다가 1980\건대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께 나타났다 종생률 

강소로 인하여 미국의 고중 학생 수는 경제난이 한칭이던 197011대 말부터 

1990년 중안까지 무려 26% 감소하였다 하지안 이 시기에 미국의 전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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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비션용적 학생(25세 이상의 학생)률의 재교용/영생교욕으로 인하여 거꾸 

호 계속 중가하였음에도 용구하고 오직 이공계 대학생 수안 감소하었다 (총 학 

사학위는 1964년도부터 매해 지속책으로 중가해서 1997년도까지 1 8.9%나 증 

가했지안 공학 학사학위는 안대로 1 9.4%나 감소했다 절과적으로 선셰 악사싹 

위의 7.9"10나 자지했던 공대 좁엉생 비용은 5.2%로 중어들었다 ) 

육. wol공예 기피 현상-은 인구 동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이다 극 

심한 용경기와 쟁보화에 기'1!-융 등 신경재의 동장이 한몫 했다 60 년대에는 미 

국이 용쩨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당연혜 었던 시기였다 특히 제조산엽의 경쟁 

력이 일온과 독일에게 추월 당하고 풍장은 혜외로 대거 이전하면서 위기강이 

극애 당하였다 이 시기는 미국이 산엉회에서 후기산엽화로 당바용하던 시기이 

기도 하다 제죠산업융 개발도상국에 념겨주고 정보지식산엉으로 한바꿈해야 

하는 부당마지 정지연서 공대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었고 대좁 정력의 부모 

률은 자녀홉 공대보악 의대와 엉대에 보내기율 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극 

기업얘는 교륙 혁신올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재 이국은 공학교육 여신용 더 이 

상 u)융수없게되었다 

야갱내 1990년에 미국파학재단jN5FI이 처음으로 용학교육에 대하 연구릅 

대대썩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Ô도부터 적용되는 여신적인 

A BET 인중기준이 재액되었다 이 두 가지 계기가 공학교용에 큰 정환정이 되 

었다 이에 따라 소위 연구중심대학마저 교육에 신경올 쓰지 않용 수 없게 되었 

다 드디어 미국얘는 교육 강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여기서 미리 단어의 선택애 대때 언급하겠다 교과 강화와 교욕 강화의 차이 

는 무척 크다 교과 라는 단어가 주로 교성내의 경험에 초정융 맞추고 있다연. 

교육 이라는 단어는 갱규 커리란럽과 extra-커리률협‘ hidden-커리칼럼이 

학생에게 이치는 모든 영향용 종합한 총재적인 정헝올 뜻한다 I한국의 정우 

공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과 중요성의 인식이 최근에 시작되었으니 미국보다 

약 15언 정도 뒤진 셈이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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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공학교육의현재 

미국 공학교육의 핵심은 내용{무엇을 가트치는가)과 방법(어떻게 가르치는 

가)으로 구분하여 논항 수 있다 하지만 언저 공대를 미국 전체 고풍교육의 을 

에서 분석하여 규모와 혹성융 고려힐 때 비로소 한국과의 차이점을용 이해할 

수있용것이다 

기본흉계 

미국에는 35M의 공대가 존재한다 이는 2. 5777"에 달하는 4년제 대회H신 

학 대학 퉁올 포항) 중에 겨우 6.8% 밖에 되지 않는다 [~댁의 경우 공대는 총 

202개의 4년 제 대학중 1557"나 되니 77%다 l 

미국 공대 충 정반인 1 74개는 연구중심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 

부분 대학원 교육을 실시'H는 석사중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대훌 운영하 

는 학부중심대학은 없다 미국 4년제 대학 중 6.8%인 282개 대학만 연구중심 

대학인 검 g 감안하면 공대는 대부용 연구혁을 지닌 근 규모의 대학에서 용영 

되고 있응을 알 수 있다 m닥의 경우 연구 능력이 농지 않은 대학에서도 공대 

블운영하고있다 l 

(요 1) Car…‘~ie Class’icatioo 피융대 웅g도(Carnegie Fou여，.，α 20061 

대회수 대학 수 % 공대수 공대수% 

연구충싱대학 282 10.9 174 6.8 

석사중심대학 664 25.8 176 6.8 

학사중심대학 267 10.4 0 0 

공대혹성화대회 8 0.3 8 0.3 

키ε↓‘ 856 33.2 0 0 

앙 2577 350 

신OfCit인꾀 의대 잉대 ".상회 εg대어잉이 g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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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대 졸영생(학사학위 취득자)은 2006년도에 67. 045영으로써 총 회f 

사하위 수여자의 4.5%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얄리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정유터 관련 학과와 독림 단과대학 형태로 존재하는 건축회} 휠업생을 다 

포항해도 8.4Q/Q밖에 되지 않는다 I한국의 정우 공대 쏠엉자는 총 학사학위 수 

여자의 약 25%를 자지하고 있다 한때 37%인 점올 강안하연 지난 10년 사이 

상당히 감소했지만 아직도 미국과 비교해서 애우 농다 l 
공학 박사학위 취득지는 2006년도에 7396명으로써 총 박사학위 수여자의 

1 3.2%다 컴유터학과 건축학과 연계왼 학과 중영생올 포항한 경우에는 16.1% 

가 된다 즉 미국에서는 공대 학부 줍엉생 10영에 1영콜로 박사학위 소시자가 

애충되고 있다 l한국에서는이 비올이 100:1이다 l 

이국 공대 재학생 수는 일반적으로 즐업생 수의 다섯 배 정도다 공대 졸업생 

들의 잉학부터 종업까지 명균 수학기간은 4.7년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퇴하 

는 학생과 연입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연 4학년생의 수는 다른 학년의 수보다 

대제로 않다 예흉 들어 미시간공대 기계과의 경우 1학년생 수는 303영 2학년 

생은 241 영 3학년생은 260 '경이지만 4학년생은 다시 는어 298영이다 총 1035 

명이다 I한국의 경우 영역융 고려하지 않으연 대다수의 학생을이 4년에 졸엄 

하고 있다 미국용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극소수의 대학에서 극소수의 공 

대생을 배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박사학위는 학사학위 비융로 따지연 한 

국의 10배 정도 배충하고 있다 즉 띠국은 정단기술 연구력을 지닌 대학원생과 

프호젝트 애니저 급 학부생 즉 공학 -정예군”을 양성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멜 

자는생각한다 l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과과정) 

1989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대는 ABET 인증을 받기 위해 교과과정 학점 

기준올 만족시키연 되었다 AßET이 요구했던 학정 기준은 수학 1학기 정도 

기초과학 1학기 엔지니어링 과t떠engineering sdence) 2학기， 엔지니어링 

디자인 1학기 인운사회(교양) 1학기였다 나머지 1년에 해당되는학점은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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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애서 자유홉게 선갱합 수 있었다 하지안 197011대부터 공학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사회 각용에서 나왔고， 1990\건대에는 대기업에서 자체적 

으로 공학 교육 핵심 요소용 연구하여 엘g하기 시작하였다 

불만의 핵심은 대학에서 학생들에재 수학 울리 공학 이온 둥은 영요 이상 

으로 가르치는 반연 현장애서 생요한 팅워크 능핵 문쩨해절 능력 커유니케이 

션 능력 소비자 위주로 보기 현실 강각 창의력 둥에 대한 교육은 얘우 부촉 

하다는 지적이다 l그 당시 공학교육에 대한 이국 기엉의 비딴용 현재 한국 기 

엉째의 비딴과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요구하는사항은갑다 l 

미국쩌용치 잉ι기 li T' 81는 영씨니어의 g‘ 
,"'-’ ".‘ 1 

!지""’‘“ ••• ‘”‘”이“ •• 
. ‘ . . • ‘ ... ‘ 
• .i'lI! U l'I이e 꺼I 

• ~tII .QiII;:' 

• '3’ I끼 

.,“‘· . .. , 

…-"' ..... 
” 

-(혈泳iiii: 

“ --

’ ......... . . .. " ... _ ... 

,"'-

~;O .... ~ .;0‘”‘~ .•. 
‘“~-‘_.-‘·‘-. -“· ‘· ‘· --

-_.---‘,-r ___ ... _ ... ‘ 
““ ,--

,-
-* -,.•• 

(그립 잉 기엉예기 요구하를 <1'1교욕 ISAE U여a'e 밍94; B<삐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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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 시항과 비판올 검토한 ASEE는 1994년 11 월에 새로운 -공학교 

용 지칭서-릉 공식적으로 발g하였고 결국 2α”년도부터는 새로운 공학교육 

인증기준 (ABET EC2(00)이 채택되기 이르렀다 새로운 기준은 최근 부Z‘되 

고 있는 학습철과{learning outcome)와 명개。utcome assessment)애 의혜 

서 혁신적으로 연하였다 예천에는 학점용 따지는 (bean counting) 방멍이었 

다연 。1제는 각 공대에서 땅업은 자유용게 선택할 수 있지안 교욕의 결과용 

(측 학생을이 용엉항 때 지녀야 하는 능력용) 명시하고 앵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공학요육 인충기혼 (ABET. 1997) 

( 1) 수학 과학 용이지식용용용힐수있는능쩍 

(2) 자료용이해하고흩씩항훈만아니라 싱엉융계획하고수앵힐수있는능력 

β) 요구원 뭘요죠션에 맞추어 시스앵과 요소， 절차용 설계양수 있는 능력 

(이 여러 핵문에 정천 엉융 이루어 역안-&수행힐수 있는 농력 

(5) 공학 문찌흩융 인식하고 공식획하고 얘절양 수 있는 능력 

(6) 직엉객 도억척인책엄에 대한이해 

(7) 효과적으효 의사톨 전달항 수 있는농력 

(81 전 에찌쩍인 판정에서 공회척 해정 앙인이 끼치는 영양을 이뼈아기 위해 영요 

한혹엉온교욕 

(9) 앵생 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영생 교육애 장여양수 있는 능력 

(1이 용시 대의 토용되 는 논쟁(issue)동애 대한 지식 

(11) 공학 성우애 업요한 기융 방엉 현대객인 용학 도구용 사용앙수 있는 능력 

2αU년도부터 척용왼 ABET 인중기춘융 보연 공대의 교과과쟁이 크게 두 

총류의 내용옹 당고 있다는 정용 알 수 있다 한 종류는 과학 수학 전공 둥 

-하드 기숭-로 이제껏 공대에서 전적으로 가르쳐오던 내용이다 그러나 두 언 

해 총유는 커유니케이션 기숭 인성 링워크 능력 등 학생틀이 교양과목에서 

저절로 애용 것이라고 어렴풋이 가갱해오언 내용이여 공학에서는 부학적으로 

여겨오던 -소프트기슐-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학교응은 -하드 기승-과 -소프트 

71%"옹 똑감이 강죠하고 있으여 옥립쩍으로 쌍벽율 이룡다기보다 서로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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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구분 없이 연계되어야 한다 

。1 외에 새로운 인중기준의 문구플 살며보연 인중기준을 요사하는 단어들이 

임의적으로 &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연일한 검토 끝에 선핵되었응을 알 수 있 

다 얀중기준은 많은 기업에서 종흥적으로 요구히는 21세기 인채형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는 을릉{Bl∞m)과 같은 저영한 교육학자들이 이미 제계화한 이롱 

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홍수 시대에는 지식의 암기나 이해를 추구하 

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용용 분석， 종합 명가 둥 더 높은 자원의 교욕 

목표 닿성용 요구하고 있다 즉 무엇올 아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시대가왔다 

이려한 학습결과를 도총하기 위한 교과과정은 최소한 공학과학과 용용공학‘ 

공학설계을 포항한 공학 과옥이 48학정 수학과 자연과학(MS ， Math & 
Science)이 32학접‘ 인문사회(HSS. H‘lmanities & Social Science) 과목이 

16학점으로 이루어졌다 나머지 32학점은 각 공대에서 자유흉게 선쩡하고 있 

다 하지만 도요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인 공대의 영균 학정 배운을 보연 공 

학과옥이 61학점이나 외여 인문사회 과목도 최소 기준보다 2애나되는 31학 

정용 요구하고 있다 l한국의 경우 녁수전공융 장려한마는 차원에서 전꽁 파옥 

35학정안 이수해도 공대를 종영합 수 있도록 하였다 애우 심각한 문제다} 

(R 2) 미국 쭈요 i!O/ 므로그앵 교과과정 힘엄 Ii'''-도 

ABET UM κH CM RPI GA UI P5t PU VPI 영균 

공해잉수) 48 56 48 44 50 54 43 57 45 58 50.6 

공에선택) 12 10 0 15 0 17 12 18 12 10.7 

MS(영수) 32 32 42 36 35 42 35 39 36 33 36.7 

H똥(영수) 16 26 26 24 24 26 7 13 10 21 20 

HS5(선택) 12 4 0 9 6 27 15 21 6 11 

total 128 128 130 120 133 128 129 136 130 130 129.3 

N이 e: UM, Universily of씨chigan: MT, Miclúgan Te<:h; CMU. Camegie MeHonι R1'1. 

R.’ lSSweleac Polyte<:~ω.callnsti tu te; GT, Goorgia Te.::h; UI, University 이Ill in ‘ PSt, Penn State 
ru, Purdue: VPI, Virginia p，이ytech찌caJ In‘b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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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옥들은 선수파목 제재로 상당히 복장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래 교 

과과정 흐릉도에 잘 나타나 있듯이 거의 모든 과목이 선후료 다른 과목을과 연 

계되어 있다 학사관리가 엄격해서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선수과목 체제를 

따라야 한다 I한국의 경우 2000년도부터 실시왼 인증기준이 미국 ABET과 

거의 똥일하기 때운에 학정 분포 교과옥 분포 이수 체계도 동 표연상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지였다 하지만 미국어 서는 이수 제계도가 근본적으로 지켜지는 

안연 한국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l 

BIIchclor of Scitncr in Mcchunkal Engincc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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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김 

펀띈 얀훤 

.. “ l ‘ “ 
〈그링 3) 생，" 0 국 g핵 므로그앵 교괴과징 흐톰도 curriculum flowcha에 

어떻게가르치는가 

인증기준2αm은 운영히 지식산업시대에 부흥δ뜯 기준임은 융립없지만 공 

대 교수의 입장에서 보연 만족시키기 여깐 힘겨운 기준이 아니다 특히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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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매우싱각하다 

첫째， 인중기준 항목이 늘어났다 인중기준2000은 예전 71준에 영시되어 있 

는 수학， 기초과학， 공회}이론 공학설계 풍 학생틀이 이수해야 δF는 과옥 이외 

에 11 항목의 학습철과흘 요구한다 툴째‘ 학숨결과에 대한 인중기준이 모호하 

기 싹이 없다 학습결과룹 크게 두 부류호 니낼 수 있는데， 첫 다섯 항목은 구체 

적이여 전용잭 공학교육 내용이다 하지만 의사전달 기승， 세계적 안옥 영생교 

육 놓력 등 소위 -소프트 기술”에 속하는 나머지 여섯 항목에 대해서 공대교수 

틀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셋째 칙소 즐업학정이 중어툴었다 한때 140학점을 

옷툴던 출업학점이 최근에 128화점a로 감소되고 있다 

즉‘ 이국 공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자연 예전보다 더 많은 내 

용을 더 쩍은 학정 내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정이다 미국 공대는 어떻게 더 많 

은 내용올 더 작은 그풋{폴엉학접)에 당으려고 하논지 기온 전략은 NSF 지원 

으로 활발해진 공악교육 연구 결과뜰 조샤해 보연 알 수 있다 

미국공학교육의 핵심전약은 integration이다 1996년과 1 999 년 사이 

ASEE에서 발표왼 2000여 연의 논문 중에 무혀 70%나 되는 1388연 논문의 

끼워드는 integration이다 lntegra tion윤 용합이파고 일인적으로 언역되나 

이 키워드는 netvvork c∞peration ， teamwork , partnership , coalition 

interdiscîplinary , multi-disciplinary, interaction 둥 욕넓은 뜻으로 &이 

고 있다 따라서 기본 전략올 홍합/협력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 

다(조벽 2(00) 

lntegration의 종류는 다앙하다 3학점짜리 과목 다섯 개가 하나의 거대한 

(15학점 짜리) 과목으로 홍합되어 운영되는가 하연 공대 신입생 전제틀 하나 

의 공학부로 묶는 단일 공학일학년 교과과정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팅워 

크만강조히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팀-티칭 역시 권장하고 있다 산학연 협동 

은물론이거니와대학간의협력제 대학과지역사회의협력체가항말해지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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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훨 4}1’111혐혁빼의 종i￥ 

이러한 에블 자세히 살여보연 integra tion이 그저 몇 개의 유사안 부서용 하 

냐로 묶는 그런 -구조적” 용함이 아니고 어느 옥g흘 이루기 위한 -생태적- 봉 

합이다 이런 흉함/협력에의 꽉징은 영구적 보다는 일시적이며 타용이 아니고 

자용척이여 피상적 보다는 구재썩이다 에흘 들어 과거얘 학접용 강의성이나 

심헝실 내얘서 이루어진 교과과갱 과욕에만 할당되던 쩨도용 과검하게 용어서 

공학과 연계펀 extra -curriculum 합동용 인정하고 학정융 이수항 수 있도혹 

하였다 

산싹힘력 

앙서 말한 107，지의 mtegratlon 전략 중 가장 흉흉한 것이라고 용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학협동이다 미국 공대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장 적용역 쩌고용 위 

왜서 C앙"p과 인턴싱올 쩍극 권장하고 않은 기회을 마현해 주고 있다 C<>-<>p 

이란 학생이 주호 3-4학년 때 반 년간 기엉재얘 임시 고용되어 현장 경엉융 썽 

는 과갱이여 대학으로부터 선택 전공과욕에 해당~，는 3학정융 인갱 받는다 

인턴심은 학생들이 양학 기간에 2-3개월 정도 산엽제에 임시 고용되어 현장 

경험융 쌓지안 학정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이렇듯 투자한 시간에 비해 대학 중 

엉에 미지는 영향은 미미하지안 공대생 반 정도가 Co-op과 인턴싱 경헝융 원 

"는 이유는 흉부한 현장경험용 얻음으로써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 교수융의 산업쩨 정헝융 위혜서 양학 흥안 또는 안식년융 산업째얘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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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프로그랩도 운영한다 I~닥의 경우 산학협력은 상당히 이비하며 형식 

자원에 어우는 정우가 많다 예을 들어‘ 인턴싱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으 

로 또는 의미 있게 실천되는 정우는 드물다 그리고 교수가 안식년을 기엽제에 

서 보내는정우가거의 없다 l 

디자인교육 

5enior Design 또는 Capstone Design이라고 툴리는 설계교육은 총 6학 

정인 교과과정으로 학생들이 가을학기와 옴학기에 3학점씩 연속적으로 이수하 

게 된다 디자인 교육은 대학아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제로 3-6영의 학생 

틀이 한 팅이 되어 일년 내내 디자인 환용올 한다 가급적 현장에서 도출된 현 

실적인 문제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여 기업제가 디자인 교읍을 지원하기도 

한다 디자인 교육의 핵심요소는 공학이흔 옹용하기， 현실적인 꽁학문제 해결 

하기 1 끼엉제 문화 제협하기 창의적 아이디어륜 제출하고 명가하고 개멸하기 

원형 제조하기(prototyping)와 팀워크 δ낸 것이 주축융 이루고 있다 즉 정 

당없는문제을창의적으로풀어나가는교육방식이며 문제를갱립하는것부터 

시작하여 다영빵해결책을최씬용L는교용이다 [한국에는 2000년초부터 성계 

교육을 도잉하였고 현재 -실험”해보는 단계에 와있다 l 

산엉자운단 

미국공대는 공대 자원의 산영자문단과 개영 학과 차원의 산엉자문단올 혼히 

두고 있다 이시간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의 정우 22명의 산엉체 인사들로 구성된 

산업자운단이 있으며， 임기는 a년이다 산엉자문단의 역할은 산엄체의 시작에 

서 학과의 발전올 위해 자운하는 것으로 주로 교과과정， 연구 방향， 산학협력 

방안과 방법 자원 유치에 대한 내용올 다룬다 공대 차원의 자문단에는 타 대 

학의 교수가 포항되기도 하지만 자운단은 주로 대기업의 임원(기술부장 생산 

부강 퉁)과 중소기엽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운단은 형식적으로 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잭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일 년에 두 차혜 Z박3일씩 

오임을 가지연서 학과의 상황율 보고 받고 교수 학생 스댐을파도 만나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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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멸요하다고 판단되연 대학 본부 인사들과도 만나 학과의 문제정과 요구 

사뺑의논하기도한다 

시질‘ 대학과 산업제 사이에는 큰 피리가 있다 서로 상당히 다픈 형태의 목 

적과 조직제제와 환경으로 인하여 상당히 색다른 생태계와 문화권 속에 존재한 

다 따라서 서로을 잘 이혜하지 못하며 의사소흉이 어려울 수 있다 。1펀 상태 

에서는 산학협력이 제대로 월 수 없다 그러나 산엉체의 주요 맹비들이 대학에 

와서 2빅β일씩 보내연서 학과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뭇있는 산학협 

력 방안틀이 제시되기에 고풍질의 교육이 이행되는 것이다 

인중명71단 

미국의 기엽은 현장 경험이 있는 인중 영시X을 제공함으로써 공학인중에 

참여하고 있다 기엉인이 인중 명가자로서 활동하연 그 동안 회사는 손해를 보 

계 되는데도 융구하고 기업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학 인증에 창여한다 그 이유 

는 많은 기업의 미래가 대학 졸엉생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 

의 인용운에 있뭇이 대학이 쓸모 없는 중엉생들올 애좋한다고 울영하는 대신 

기업인도대학 인중단체와함께 힘을모아이 싱각한문제플 갇이 용어나가자 

는긍정적인태도로용수있다 

-보잉회사는 l이를 워주의 구석1 공대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l쓸모 없는l 공 

대 인력 대신 산업에서 필요한 이래의 인력에 영3힘i 주지는 전략으로 대한과 

의 관계를 맺는 총체적 으로그햄의 한 부분으로 ABET일에 판여δF는 것은 산 

학협동의 다앙하고 장기적인 방책의 한 국연이다 2αm년대흘 대비한 인증가 

준을 실시하려고 항에 다라 보영회사는 대학 프로그랩과 공동으로 일할 ABET 

명가단 10명용 확정하였다" (보잉사 내부 운서) 

이렇게 기엽이 상여하게 되어 ABET Commission (명가단장) 54영 중 18 

명이 기엉인이고 때0 명 방문/형가단원 중에도 기엽인이 25% 정도 되었다 

교육 평가 

띠국공대는 ABET의 인증명가을 6년 추기로 받는다 인중 받은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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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에 입학하는 학생틀만 국비장 ... 댐~Federal Loa띠내지 보초긍올 밭을 수 있 

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인중 받은 프로그랭의 종엽생들안 전문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 P티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인중이 신입 

생부터 졸업생까지 공대생의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생이다 따라서 모든 

공과 대학들이 인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션을 다 힐 수밖에 없다 미국 공 

대는 거의 예외 없이 ABET으로 부터 공학교육의 풍질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공대의 10% 갱도만 ABEEK으로 부터 인중올 받았다 l 

무형적 요소 (The intangible elements) 

미국 공학교육은 지난 140년에 경쳐 서서히 발전되었다 납북전쟁 직후 대학 

이 정착하게 되었고， 이자대전 직후 대학원이 정착외었다 교과 강화 연구력 

강화 시대를 차예대로 거치고 198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새로운 패러다임 

의 신경제용 맞이하여 시앵착오블 거듭하연서 드디어 교용 강화 시대에 율입하 

였다 1990년도 초에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과과정올 수정하였고 정부는 공학 

교운에 대한 연구릉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정과적으로 미국 콩대는 연구혀옹 

지니거나 프로젝트 애니저 능력올 갖춘 소수 -정예군-훌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휠자는 미국 공화교육의 우수성올 구조적이나 제정적 차원보다도 눈 

에 잘 띄지 않는 인적 자원에서 찾아온다 웬지는 미국 공대에는 세 부류의 인 

적 자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 공대에는 우수한 공대생틀이 않다 여기에 

우수함이란 그저 수학과 과학올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에 지대한 

관싱과흥미를느끼고 앞으로 엔지니어로써 일하기를 원하는 즉 엔지니어링이 

-꿈i인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미국의 산엉체을 이콜어 기는 인재는 모든 과 

목에서 A학정 받으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랴고 필자는 믿는다 미국은 엔 

지니어링 그 자체에 배료되어 있고 성적과 무관하게 학슴에 열정을 머붓는 학 

생등이 많기에 튼튼한 산업체 기반올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공대와 산엉체가 이 

와 강은 학생올 선발하고 지원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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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 공대에는 우수한 교수들이 많다 여기서 우수합이란 또 다시 다 

른 의미를 지녔다 교수가 되기 위해 박사학위를 방고 대회에 취직한 교수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엔지니어링올 할 때 가장 중겁고， 공학의 즐거웅올 타인과 나 

누기 위해 공대교수가 왼 사람들올 뭇한다 그래서 그툴윤 학생들에게 -공학을 

가르친다( teaching engineering)"는 말 대신 학생틀과 합께 -공학을 한다 

(doing engineering)"고 말한다 이러한 교수들은 학생을올 엔지니어링a로 

봉급을 받는 직장인(‘~'orker)으로 배출"는 대신 엔지니어어의 삶올 사는 직엄 

인(professional)올 배출하고 있다 

셋째 미국 공대에는 건강한 기승산업의 발전을 위해 후배 양성에 시간과 지 

원용 아끼지 않는 산업제 엔지니어들이 않다 기영체의 미래는 공대가 애충하 

는 우수한 인력에 달려 있응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애 자문위원회‘ 인중명 

가자 동 산학협동 안통 일에 우선권옹 두고 있다 회샤도 정책적으로 직원등이 

대학의 산엉자운위원회에 상여하는 것흩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줍의 

부족한 실력에 불명만하지 않고 대학과 항께 해결책올 오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필자에게 준 깨우징은 엔지니어링이란 기슐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엔지니어링은 동적 행위이여 공학올 잘 하는 사랍들 

의 지혁과 공회윷 좋아"는 사랑들의 열정이 어우러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맺음알 

한국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엽화라는 전국민적 합의와 전국적 

동원이 있었다 경과적으로 최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지앙하였고 한국은 반 

세기 만에 농정사회에서 산엉사회로 연산하면서 동서고금 유래 없는 눈부신 발 

전올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성장동력이 엉거주춤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 

생을은 이공계를 기피하고 좋엽생들은 취엉올 걱정하고 있다 기엉제는 신잉 

사원한명당명균 1억 원올 2년반통안재교육에투자하고있다 한국은한때 

외국 부용을 조립하여 제용을 생산하다가 현재 외국 기승을 죠립하여 신제풍을 

생산하고 있다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자연 분영 제용안 생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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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술 자에융 생산해야 힐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새로운 부류의 공대 졸 

엉생들이 배충되어야 합 것이다 

지난 때년간의 발전은 분영 공회않 질하는 공학도가 장여하여 이루어낸 성 

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공학도가 웬요하다 한국 공대는 미국 공학 

교육의 성공사혜에서 배워야 합 정을이 않다 울흔 미국과 한국 사이애는 상당 

히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하기애 무조건 미국 시스앵용 도입하고 모방하라 

는 쩨안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째는 머리로만 하는 공학애 한셰가 있다 정 

딴기슐이 국력융 좌우앙 앙으로 40년은 공학인의 마용도 합류해야 한다 우리 

공대에는 공학에 자부싱용 갖는 교수들， 공학에 -이쳤다- 앙안큼 열정과 끼륭 

발휘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학도의 삶을 사는 산업체 엔지니어듭이 많이 창여 

하여 모두 함께 머리와 마용으로 신영 나게 어융리는 한마당이 이루어져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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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잇tηr대act) 

The American Engineering Education 

PeckCh。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not to present a comprehensive 
。verview of the structl니re and process of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US, but focus on those elements that illumin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respect to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For example, the American engineering education is 
depicted as being comprised of three eras encompassing a 
century -- the curricula r reform in the early 1900's , the 
strengthening of research capability and grad uate programs 
post wwn and Sputnik, and the current focus on educa tional 
experience with the arrival of knowledge society. This contrasts 
well wÎth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in which the elements 
。f all three eras seem to be compressed in just one short decade 
Additiona l differences exist in that US engineering colleges 
mostly belong to research universities and engineering students 
represent less than five percent of a1l students, whereas in Korea 
most universities operate engineering coUeges and one in four 
s tudents are pursuing engineering . Similarities do exis t, 
especially in curriculum, accreditation process and criteria, and 
teaching methodology. However, this paper points ou t that the 
key difference may lie in an intangible human element. In the 
US, a substanti al number of students pursue engineering not 
merely for job security but as lifelong interest, faculty not just 
teach but practice engineering, and engineers are concerne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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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with the business at hand but with the preparation of next 
generation of engineers as well. For Korea to advance further, it 
is imperative for Korean engineering community to ac ti ve ly 
recruit people whose hearts, in addition to brains , are fully 
engaged in engineering 

Key Words: en gineering educatio n(공학교육)， reform 
strategy (개혁 전략)， history (역λ”’ curriculum 
(커리률럽)， policy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