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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설명인가?

• 공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새내기

–졸업 후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Creator가 될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 문과생 새내기

• 해외 고교 출신자 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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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략 공지 (1분)



공학교육인증 QUICK 소개

• 공학교육인증제 특징

– 전공기초(수학, 기초과학)가 강화된 명품 교육

– Global Standard교육 (미국,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에
서도 등가성을 인정받는 학위수여)

– 복수전공 의무 면제 (60학점 단수)

–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선택 (추후 변경 가능)

• 한동대 내 공학교육인증제 전공

– 컴퓨터공학심화 (60학점)

– 전자공학심화 (60학점)



공학인증(+전공신청)을 신청한다

수강신청을 한다.

개강 후 전공설명회 참석한다.



공학교육인증 신청

◎ 신청기간: 2월 24일(월) ~ 3월 26일(목) 
◎ 방법:  온라인 (http://hisnet.handong.edu)

히즈넷 join학사정보 공학교육인증신청

http://hisnet.handong.edu/


수강 신청 과목

•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과목

–공동체리더십, 채플, 한동인성교육, 영어(EF or EC)

– ICT융합기초: 파이썬 또는 소프트웨어입문

• 일반학생과 다른 내용

–수학(3학점) : Calculus1 또는 Calculus2

–기초과학이론: 물리학개론 또는 물리학1

–기초과학실험: 물리학실험1

–컴퓨터및 전자공학개론 (교양 option)



1. 공학교육인증제가 뭔가요?



1. 공학교육인증(ABEEK)이란?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실제 기

업 현장에서 공학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가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국제 협약체인 Washington Accord(2007년

6월) 및 Seoul Accord(2008년 12월)의 정회원국으로 가입됨으로써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공학도는 글로벌 엔지니어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 학력을 동등

하게 인정 받을 수 있음 (Global Mobility)

국내 88개 대학교 486개 프로그램 참여



공학교육인증 혜택

• 국제 혜택

- 인증프로그램의 졸업생은 워싱톤어코드 및 서울어코드 정회원국 사이에서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공학도임을 세계 어디서나 인정 받게 됨 (Global Mobility)

- 뉴질랜드 기술 이민 시 우선순위 적용

- 미국 기술사 시험 [FE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워싱톤어코드 및 서울어코드 회원국 현황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홍콩, 남아공, 일본, 싱가포르, 대만,      

페루, 말레이시아, 터키, 러시아, 인도,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우대기업

취업 서류전형 우대

- Ahnlab, 삼성전자, 삼성그룹(19개 계열사), 현대중공업그룹(23개 계열사),

SK커뮤니케이션즈, KT, SK텔레콤, SK C&C,  신세계건설, 삼성SNS 등



한동대학교 인증현황

한동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 전공

현재 한동대학교 인증 현황
∙인증 재학생 수 : 437명
∙인증 졸업생 수 : 284명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1학년의 공학교육인증 선택의 장점!

• 복수전공 의무 면제

• 전공 지도교수를 빨리(1학년 때) 만난다 → 진로,수강상담

• 공학공부를 기초부터 차분히 시작 → 시간절약

• 기초가 튼튼한 인재 → 융합역량, 지속적 성장 가능

• 잘 갖추어진 교육 체계와 지원 → 혼자서는 어려운 일

• 소프트웨어중심대 사업의 최우선 수혜 대상

• [인증과정 → 비인증 과정]으로 전환의 기회가 있음



2. 졸업요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2. 공학교육인증 졸업요건?
구분 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비인증 전공

교양

신앙 및

세계관

9학점

기독교신앙의기초1 (2학점), 기독교신앙의기초2(2학점),

세계관영역1 (기독교세계관 권장)(2학점), 세계관영역2(3학점)

인성 및

리더십

6학점

공동체리더십훈련1-6(0.5x6=3학점),

사회봉사1-4(2학점), 한동인성교육(1학점)

실무영어 3~12학점(EAP필수)

수학 및

기초과학
18학점

30학점

=24학점(수학,과학)+6학점(소프

트웨어입문,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으로 배우는 기계학습, R

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C 프

로그래밍 중 최대 6학점까지)

기초학문 12학점

ICT융합기초

(실무전산)
2학점(주1) 7학점

전문교양 5학점(주2) 5학점(주2) 소통 및 융복합 4학점

자유선택

(교양) (주4)
9학점 6학점

교양합계 58학점 65학점 52학점
전공 60학점 60학점 66학점

자유선택

(교양또는 비교양)(주4)
12학점(주3) 5학점(주3)

전체(졸업학점) 130학점 130학점 130학점

(주2) 세계관영역1에서기독교세계관(2학점)과목선택시, 컴퓨터공학심화 3학점, 전자공학심화 3학점만요구되며나머지 2학점은임의로

수강가능(자유선택영역으로분류됨)

(주3) 자유선택(교양)은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선택필수를의미하고, 자유선택(교양또는비교양)은교양, 전공, 타전공등을의미함

(주4) 졸업시공학인증졸업요건과학교졸업영어점수, 영어강의 취득학점을만족하여야최종졸업가능함(수강편람 p20 참고)



학점 계획 How to? 

컴퓨터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전공 60학점(설계 12학점) 60학점(설계 12학점)

수학,과학
(MSC/BSM)

18학점
30학점
(ICT융합기초과목 6학점 포함됨)

전문교양 5학점(또는 3학점) 5학점(또는 3학점)

필수

공학설계입문과 캡스톤디자인

물리학 이론과목 + 물리학 실험과목
또는 일반화학 + 일반화학실험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이산수학 이수 필수

공학설계입문과 캡스톤디자인

물리학 이론과목 + 물리학 실험과목
또는 일반화학 + 일반화학실험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미분방정식과 응용 이수 필수

∙심화전공은 복수전공보다 전공학점은 6학점 적고,

복수전공에 비해 교양에서 전문교양과 수학/과학 더 요구



3. SW중심대사업과 공학교육인증은
무슨 관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급 SW 인력 양성 프로그램
- SW전공자 (컴퓨터공학심화, 컴퓨터공학)에게 우선 혜택

- 연간 국비 20억원 + 민간투자 (교비, 기업, 지자체)

• 주 목적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인재 양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 전문가

SW중심대학 사업이란?



마일리지장학금

학기당 50~300만원 지급
사업/교육 참여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취업연계산학 장학생

머신러닝 분야 산학 트랙

SW중심대 학생 혜택

SW중심대

- 주대상: 컴공심화, 전자공학심화

(컴공심화는 1학년 1학기부터 혜택)



4.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공학교육인증 신청을 위한 절차

공학인증(+전공신청)을 신청한다

수강신청을 한다.

개강 직후 전공설명회 참석한다.



공학교육인증 신청을 위한 절차

◎ 공학교육인증 신청기간: 2월 24일(월) ~ 3월 26일(목) 
◎ 방법:  HisNet (http://hisnet.handong.edu) 접속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Join 클릭

ACADEMIC INFO(학사정보시스템)선택 학적관리공학인증신청





신입생 공학교육인증 이수권장 모델

교양 MSC/BSM 전문교양 추가권장과목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공동체리더십1 0.5 Calculus1 or 2(주2) 3
전문교양 목록 중

한 과목 자유 선택(주4) 2-3
컴퓨터 및 전자공학개론

(주3) 2

한동인성교육 1 물리학개론or물리학1 3

채플1 0 파이썬프로그래밍(주3) 2-3

EF 또는 EC (주1) 3 물리학실험1 1

(주1) 영어는 시험 결과에 따라 English Foundation(EF) 또는 English Communication(EC)중 택1

(주2) Calculus1(문과대상) 또는 Calculus2 (이과대상) 중 택1

(주3) 파이썬프로그래밍(1학기)또는 소프트웨어 입문(2학기) 중 택1

(주4) 전문교양을 1학년 1학기에 꼭 수강하지 않아도 됨.



기타 안내 사항

1. 공학교육인증 신청안내

– 2월 24일(월)부터 시작

2. 1학년 전공 수강지도 및 전공상담

– 추후 hisnet.handong.edu 공지의

글로벌리더십학부 공지사항으로 공지 예정

3. 상시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 054) 260-1527, 1528 (오전9시 ~ 오후6시) 

– 이메일: waky74@handong.edu (김자경 선생님)

– 뉴턴홀 3층 312호

mailto:waky@handing.edu


기타 안내 사항 (공지확인법)

글로벌리더십
학부 공지사항

수시 확인
요망 !!!!



효암채플

정문



5. 그래도 궁금한게 있는데...



1. 공학교육인증을 선택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2. 공학교육인증을 선택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

3. 공학교육인증을 하면 복수전공을 못하나?

4. 지금 안하고 1학년 2학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5. 공학교육인증 전공을 선택한 2학년때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나?

6. 공학교육인증이 소프트웨어중심대 사업과 무슨관계
가 있나?

7.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해서 실제적 상담을 받으려면?

8. 문과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FAQ)



Q: 공학교육인증을 선택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A: 일반학생 (공학교육인증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해서 설명해보
겠다. 장점은, 그외에 취업시 가산점 제도 등이 있으나 진정한 잇점은 내실있
는 른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공부도
어떤 식으로 수강해야 기초가 견고해지고 졸업후에도 지속적 성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작 수강신청시에는 듣기 편한 과목이나 재
미있어 보이는 과목 위주로만 짜고 싶은 유혹이 강하여 귀중한 저학년의 시
간을 낭비(?)하게 된다. 공학인증제는 공학인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공부하
는 것이 이상적인지 고민한 결과물이기에, 이 시스템 내로 들어와 공부하면
순간적 충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기초와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강하여 허울이 아닌 진정한 실력을 길러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인재
로 배출되는 것이다. 

단점은, 1학년때부터 수학과 기초과학을 한과목씩 수강해야 하기에 다른 일
반 학생들에 비해서 자유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 

자주하는 질문(FAQ) 1



Q: 공학교육인증을 선택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
은 ?

A: 수강신청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양과목에서의 이수패턴이다.

인증제 학생은 심화전공 60학점이고 일반 학생은 복수전공 33학점 두개를
이수하여 66학점이 전공이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전자공학의 조합으로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수강할 경우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은 두 경우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졸업 필수 요건에서 몇과목 차이가 날 뿐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교양과목에서 공학교육인증제 학생들은 수학과 기초과학을
많이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부분은 입학할때 전공이 정해
지는 타대학에서는 당연시되는 내용이다. 공학을 하려면 수학적 개념이 필요
할 뿐 아니라, 졸업후에도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면 수학과 과학의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때문이다. 

융합의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기초학문이다. 공
학분야의 기초는 수학과 기초과학이다. 공학교육인증제를 선택하는 것이 이
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융합적 역량을 닦아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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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학교육인증을 하면 복수전공을 못하나?

A: 공학교육인증제를 해도 두개의 전공을 이수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2 전
공 33학점이 추가되기에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질수 있습니다. 

33학점+33학점의 한동대 복수전공제는 지식의 폭을 넓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가지 영역의 전공에 깊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 공학분야는 타대학에서 하나의 학과에서 다루기도 하는 내용을 한동대에
서는 세분화해서 2개 전공으로 정의하고 중첩영역을 가급적 크게 만들어 복수
전공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의 복수전공제 의무 틀을 유지). 
따라서, 인증제 60학점 단수전공이나 복수전공(33학점 두개의 전공)이나 배우
는 전공 내용에는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형식상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교양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인증제는 수학과 기초과학 필수). 

오히려, 취업시에는 다수의 기업이 한가지 영역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인증제 심화전공이 영역별 전문성을 부각하여 취업 타겟
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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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신청 안하고 1학년 2학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학년 1학기때 선택을 안하고 2학기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왕에
공학인증제를 할바에는 일찍 선택해야 인증제에 따른 수강 안내와 전공지도
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으며, 1학년 1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수학,과학 과목과
ICT융합기초과목을 제때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양과목 수강을 공학인증 학생에 준해서 스스로 잘 챙긴 경우라면 1학
년 2학기 혹는 그 이후에도 공학인증 신청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1학년 1학기에 컴공심화과정에 진입해야 1학기때부터 SW중심대학
혜택 (예: 맥북 프로 지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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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공학교육인증 전공을 선택한 뒤에 2학년때 다른 전공으
로 바꿀 수 있나?

A: 한동대학교 학사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무전공입학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을 뿐아니라 선택했던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학교육인증제 전공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1학년때 공학교육인
증 전공을 선택해도 2,3학년때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편, 2학년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어 전체적으로 전공 공부가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는데, 공학인증제
를 통해서 1학년때부터 컴퓨터나 전자공학의 기초를 경험함으로써 전공 적
성 테스트를 1년 앞당겨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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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학교육인증이 소프트웨어중심대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나?

A: 공학교육인증은 SW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기에 컴퓨터공학심화
전공생이 자연스럽게 최고 우선순위 수혜자가 됩니다.

1학년 컴퓨터공학심화 학생의 경우는 1학년 1학기부터 최신형 맥북프로를 장
기대여하여 지급받을수 있고 2학기부터는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을수 있습니
다.

전자공학심화 전공학생의 경우는, 1학년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라 수강을 잘
한 경우 2학년부터 장학금과 노트북 혜택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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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학교육인증 신청과 관련해서 실제적 상담을 받으려면?

A: 공통적으로, 공학교육인증 실장 (이강 교수: yk@handong.edu)과 인증담
당 직원 선생님 (김자경:260-1528)이 있고, 방문 상담은 공학교육혁신센터 (
뉴턴홀 312호)에서 9:00-18:00가 가능하다.

각 전공 프로그램별로는,

컴공심화는 주임교수님 (홍신: hongshin@handong.edu),

전자심화는 주임교수님 (황성수: sshwang@handong.edu) 에게 문의하면 친
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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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과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동대에서는 문과생들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수학과 과학의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공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양 진입의 문턱을 대
폭 완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Calculus1이란 고등학교 수준 미적분학 과목이 있고, 물리과목
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리학개론 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
목들도 모두 공학교육인증제 인정교양과목이므로 이과목부터 이수하시면 됩
니다. 또한, 수학과 과학 과목 도우미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수업시간외
에도 도우미 선배들에게 개인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대 공학교육인증제 졸업생 선배들 중에는 문과 출신자들이 많이 있고 이
들이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우수 기업체에
입사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8



감사합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 312호

054-260-1527 /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