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0券 第1號 2007年 3月 5

*, **

The Comparative Study about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Engineering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Myounglang, Kim*, Hye Young, Park** and Sunyoung Chang*

The doctor's course in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Airline&Secretary, DongYang University**

, 
(outcomes) . 

(ABEEK) 
. 

(Stanfo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ose-hulman Institute of technology) (Princeton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Ann Arbo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kansas state University)

.

Abstract

A general education course is different from a major course in an engineering college. Therefore, 
they influence a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ir forms and contents. In particular, an engineering 
college in korea is open to argument against a general education course. Because a general education 
course has to observe the criterion of ABEEK.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general education courses of engineering colleges in USA. For it, this study analyzes the 
completion method and academic area of a general education course. In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property and implication of a general education course in an engineeri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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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에서는 정보화 지식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차

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4년 동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

식을 선별하여 영역 및 교과를 결정하고, 선정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

분된다. 교양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영역이며 이에 반하여 전공교육과정은 특

정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교양교육과정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학들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심화된 전문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지 못한 채 졸업을 

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교육과 대비되는 교육과정의 구현방식으로 교양교육이 등장하

게 되었다(최미리, 2001)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양교육과정이 1946년 서울대학교가 종

합대학으로 편성되면서부터 논의 실시되어 왔고, 지금까지 대학교육에서 빈번한 문제제기와 반성

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순한, 유봉호, 1987).

이러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내용적인 측면과 구현방식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내용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순수한 교양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둘째, 전 학년

에 걸쳐 안배된 기초적 교양을 다루어야 하는가, 셋째, 전공과정의 공통기초과목을 다루어야 하는

가이다(김순한, 유봉호, 1987). 다음으로 구현방식의 측면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첫째, 배분이수제(Distribution requirement),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중 어

느 구현방식으로 운영되는가, 둘째, 전체 대학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단과대학별, 전공

별로 교양과정이 운영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과 관련 없이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인문, 사회대학 학생들과 달리 교양교육과정이 전공과정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교양교육과

정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평가를 통해 공학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교과과정, 즉 교양 및 MSC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교과과정에 대한 기준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상이하여 많

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7개 대학의 공과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의 교

양교육과정 개선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와 행정가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Us. News & World Report'지에 발표된 공과대

학 상위 3개 대학인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메사추세스공과대학(Massachuset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