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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공학교육인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은 학습성과(PO; Program Outcomes)를 인증프로그

램에 개설된 정규교과목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부)과는 교과기반평

가(CEA; Course-Embedded Assessment)를 위한 대비를 하

고 있다. 또한 CEA의 확산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대

학에서는 적용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CEA는 인증프로그램의 이수체계에 구성된 교과목의 학습목

표(CLO; Course Learning Objectives)와 PO와 연계된 수행

준거(PC; Performance Criteria or Indicator)와의 연관관계, 

즉 교과목을 PO와 연계한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 학생

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송동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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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는 여러 발표 및 연구자료에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

하고 있으며, 이는 PO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수체계 상의 다수

의 측정 교과목(Probe 교과목) 운영을 통하여 해당 PO의 달성

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CE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목 운

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CEA를 위한 교과목 운영 

가이드라인 또는 설계 Tool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한 다양한 발표 및 연구 자료가 있지만, 대학의 여건이나 공과

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화된 설

계 방법이나 Tool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부)과에서는 ABEEK

에서 제공하는 자료(포럼, 연구자료, 교재 등)를 기반으로 자

체적으로 학(부)과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지

만, 여전히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표 및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CEA의 의미와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절차와 설계 Tool을 

연구하고 개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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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result of cas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EA(Course-Embedded Assessment) design tool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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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학교육인증과 교과기반평가

1. 공학교육인증기준

공학교육인증기준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내용과 세부기준은 Fig. 1과 같다. CEA는 광의의 의미에서 

PO의 성취도 측정 및 달성도 평가를 위한 도구이다. PO란, 공

학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말하며, PO를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

야 한다(ABEEK, KEC2015).

따라서 각 프로그램에서는 PO의 성취도 측정과 달성 평가

를 위하여 교과목을 기반으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CEA를 위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CEA가 PO의 달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생성하는 주요 

도구이며,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이 실행되는 교실환경에서 

운영되므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측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과목 단위에서 유의미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실현이 가능하게 

되므로, CEA는 인증기준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CE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PO와 교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관과 객관

적이며 유의미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Fig. 1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s(ABEEK, 
KEC2015)

2. 교과기반평가의 의미

CEA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료 또는 발표 자료에서 다양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의미는 Fig. 2

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CEA는 PO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와 연관된 다수의 

교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측정 교과목(Probe 교과목)을 선정하

고, 교과목의 CLO와 PO 또는 PC를 연결하여, CLO 성취도 및 

달성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송동주 외, 2014). 따라

서 CEA는 교과목 운영과정 또는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

존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Concept of Course-Embedded Assessment

Ⅲ. 교과기반평가 설계 과정

본 논문에서는 CEA 관련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CEA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을 도식화하여 Fig. 3과 같이 총 5단계로 구

성해 보았다. 설계 과정 중, [1단계]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이수체계에 구성된 교과목과 PO 연관 관계를 설

정한 후, PO 측정을 위한 교과목 선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프로그램의 PO 평가 체

계를 먼저 제안하였으며, [3단계]에서 [5단계]는 실제 PO 당

성도 평가를 위한 설계 과정이며, 이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단계] 프로그램학습성과 설정 및 측정 교과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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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체계 설계

[3단계] 교과목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성과 연결

[4단계] 교과목 단위 학습목표 평가

[5단계]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Fig. 3. The Design Process of CEA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식화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CEA

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방법의 형태학적 구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또한 CEA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

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을 정리하면 Fig. 5와 같다.

CE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별 산출

물, 즉 CEA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 필요한 Tool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Fig. 4 Morphology Chart for CEA

Fig. 5 The Detailed Process for CEA

Ⅳ. 교과기반평가 적용을 위한 설계 Tool

CEA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체계화된 

Tool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CEA의 적용성 관점에서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프로그램별 구성원에게 공학교

육인증의 이해와 교과목 단위애서 CEA 적용 방법의 이해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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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2단계] 학습성과와 교과목 연관 설정

[3단계] 측정 교과목 선정

[4단계] 교과목 단위 및 프로그램 평가 체계 수립

[5단계] 교과목 단위 측정 및 학습목표 달성 평가

[6단계] 교과목 단위 측정 및 학습성과 달성 평가

[7단계] 프로그램 단위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

Fig. 6 The Design Tool for CEA

CEA 설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ool을 제시

하면 Fig. 6과 같다. CEA 체계 구축, 단계별 설계 및 적용 과

정에서와 같이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Data 처리에 관한 부

분은 각 교수자의 설계 방향, 즉 CLO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 달성도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처리 Tool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전체 

[7단계]로 구성된 설계 과정에서 [1∼4단계]는 CEA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과목 단위에서의 설계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5∼7단계]는 교과목 단위 CLO 성취도 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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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PO 달성도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PO 

달성 및 측정과 평가를 위한 방법의 경우, 객관적인 측정이 가

능한 설계, 즉 시험 출제, 과제, 발표평가에 따른 평가기준

(Rubric)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평가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교수자가 다른 다수 분반의 경우에 PO 달성을 위한 

측정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의 구성원이 결정해야할 것이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측정 도구가 사용될 수 있으

며, CLO 달성도 측정을 위하여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하게 도

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도구를 활용하여 CLO 달성도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V. 모의 적용 결과

앞에서 서술한 CEA 적용 과정과 설계 단계별 산출물 및 

Tool을 기초로 가상 Data를 기반으로 모의 적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7은 프로그램 내에서 임의의 측정 교과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PO 및 PC를 CLO와 연결하여 측정 교과목 단위의 

모의 적용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의 결과에서와 같이 하나

의 학습성과(PO5)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5개의 측정 교

과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 교과목은 다수의 PO와 연관

이 있으며, 각 교과목별로 CLO 측정을 위하여 4개의 도구를

(중간, 기말, 과제, Quiz) 사용하였다. 시험의 경우, 각 문항별

로 CLO와 연결되고 CLO는 PC 및 PO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각 측정 교과목에서는 도구별로 세분화하여 교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의 CLO별 성취도(CLO별 배점 대비 백분화 성취율) 산

출하고, 이를 연관된 PO별로 취합하게 된다. 적용 과정에서 측

정을 위한 Data 처리적인 면에서는 설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존의 총점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비하여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교과목 CLO 성취도, 

[1] 측정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도 측정(도구1)

[2] 측정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도 측정(도구2)

[3] 측정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도 측정(도구3, 4)

[4] 교과목 연관 학습성과별 성취도

[5] 교과기반 학습성과 측정 및 평가

Fig. 7 The Test Result of 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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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PO 성취도 등, Data의 분석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단계의 산출물의 경우 교과목 포트폴리

오에 반영하여 교과목의 품질관리(교과목 단위 CQI)와 학생별 

성취 수준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과정에서 

[5]의 결과에서와 같이 특정 교과목(교과목 C)의 결과가 목표

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달성으로 측정되는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프로그램별로 교과목의 성격(필수

교과목, 이론, 설계, 실습, PO연관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CEA 모의 적용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설계 절차 및 

Tool의 적용성 관점에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 프

로그램별 교과과정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

다. CEA에서 중요한 점은 교과목 단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

구와 관련하여 현재 실제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다양한 사례에

(프로그램별, 교과목 성격, 교수자 등) 따른 연구가 추가로 진

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Tool의 

적용성을 높이고, 향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EA 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 과정을 제안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에 따른 Too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

의 적용 결과를 도출하였다.

CEA는 표면적으로는 공학교육인증의 일부이지만, 본질적으

로 모든 인증기준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PO 달성도를 평가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과목 단위에서 

실질적인 학생의 CLO 달성도 측정을 기반으로 PO가 평가되어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내용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CEA 설계를 위한 방법론

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지만, CEA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과

목 단위의 설계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프로그램단위 구성원 

모두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O 달성

을 위하여 결과 중심적 운영에서 과정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되

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인증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현황

과 특성에 부합하는 CEA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에서 CEA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2015년 공

학교육혁신사업의 수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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