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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보인의 여러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더불어 여성정보인이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애로사항이 무엇
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T 교육에 대한 수요 및 필요로 하는 IT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여성 정보인에게 선행되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연관
성분석을 사용하여 여성정보인 협회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기 취업자 관점에서 후배 여성정보인이 취업 
시 갖추어야 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분석은 SAS의 데이터마이닝 툴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여성정보인, 기술적 애로사항, 연관성분석, 정보화교육, 데이터마이닝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women. By surveying IT women 
worker, we attempted to define the attributes of them and examine the problems and what they are needed to IT 
education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highly competitiv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Especially, we used 
data mining tools says association analysis to analyze for the Women Information Scientist Association of 
Korea(WINSA) provides IT worker women with education packages and what is the general culture course from 
the point of IT employment view. The data was analyzed by SAS enterprise tools. 
Keywords: IT worker women, Technology difficult problems, Association analysis, IT education,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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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컴퓨터 및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여성의 진

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IT 관련 대

학은 실무 적합형 전공교육을 강화와 동시에 졸업생

의 팀워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사고력 

강화 등의 교양교육 강화의 압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원 등, 2008). 그런데, IT 분야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공학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공학교육 수요

자인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 속에 적극 수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성군 등, 2006). 본 연구에

서는 IT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정보인

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정보인이 산업체에서 경험

하는 정보화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재

교육과정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리고, 여성정보인이 장차 IT 분야에 진출할 후배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공학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인 산업체 혹은 기

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파악하

여, 산업체의 요구 특히 산업체에서 여성정보인에게 



한국공학교육학회 제12권 제3호 2009.9

32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상황

<Table 1> demography of respondent

전체 빈도 % 전체 빈도 %

결혼
기혼 67 47.9% 기타학생 11 7.9%
미혼 50 35.7%

IT근무경력

5년미만 34 24.8%
무응답 23 16.4% 10년미만 45 32.8%

연령
20대 27 19.4% 15년미만 33 24.1%
30대 74 53.2% 20년미만 13 9.5%
40대 25 18.0% 20년이상 12 8.8%
50대 13 9.4%

급여(연봉)

2000만원 22 16.2%

최종학력

고졸 6 4.3% 4000만원 37 27.2%
초대졸 15 10.8% 6000만원 43 31.6%
대졸 71 51.1% 8000만원 23 16.9%
석사 22 15.8% 8000이상 11 8.1%
박사 25 18.0%

근무사업체
유형

민간개인 27 19.3%

전공분야

컴퓨터계열 75 56.4% 외국인회사 6 4.3%
멀티미디어 6 4.5% 정출연 52 37.1%
정보통신 13 9.8% 법인단체 33 23.6%
경영학 5 3.8% 정부기관 20 14.3%
통계학 7 5.3% 무소속됨 2 1.4%
인문어문 5 3.8%

종사하는
IT분야

SWSI설계 54 40.0%
교육사회 7 5.3% 디지털콘텐츠 6 4.4%
예능기타 3 2.3% 시스템관리 25 18.5%
공학계열 4 3.0% IT교육 32 23.7%
기초과학 8 6.0% IT기술영업 3 2.2%

고용기준
(A5)

비정규직 11 7.9% 통신방송 1 0.7%
정규직 117 84.2% 기타 14 10.4%

요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

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산업

체 대상 조사를 통해 여성정보인협회에서 어떤 분야

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조사는 2008년 8월 14일에서 9월 19일까지 여

성정보인협회(WINSA)에 등록된 IT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

은 여성정보인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및 기초전공 분

야, 주 종사하는 IT 분야에 대한 현황 등이며, 급여

만족도, 직무만족도, 기술적 애로사항 등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성정보인협회에서 제공해주길 

원하는 교육분야와 IT 재교육과정 및 후배 여성정보

인이 갖추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었

다. 분석을 위해 SAS E-miner (서한손, 2008)를 사

용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성규칙발견 분

석을 활용하였다(강현철 등, 2006). 

Ⅱ. 여성 정보인 황 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표 1>에 주어

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40

명 중, 결혼 여부를 응답한 사람이 117명으로 기혼

이 57.3% 미혼이 42.7%에 달하여 기혼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연령으로는 30대의 응답이 53.2%로 가장 

많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51.1%를 차지하고, 다음

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18.0%, 석사학위 소지자가 

15.8%로 다소 고학력 집단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을 볼 수 있다. 

전공분야로는 컴퓨터계열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9.8%, 기초과학(수학, 화

학, 생물 등) 분야가 6.0% 등의 순으로 컴퓨터 계열 

전공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고용기준으로는 정규직이 

84.2%로 대부분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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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근무경력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32.8%로 가

장 많으며, 대부분 15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리

고, 급여(연봉) 수준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

이 전체의 31.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6000만

원 이상도 전체의 25.0%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이

는 조사 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고학력자임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게 조사된 편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즉, 본 조사에 고학력 전문직 여성정보

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종사하는 IT 분야는 SW/SI 설계가 전

체의 40.0%, IT 교육이 23.7%로 대부분 SW/SI 설

계와 교육 부분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공일치도 및 급여만족도

여성정보인의 77.7%가 전공과 현재 일하는 분야

와 관련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전공일치율을 

보였다.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전

공일치도가 높으며, 석사와 박사의 전공일치도가 초

대졸, 대졸 보다 높게 나타나며, 고졸의 전공일치도

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로 제공하진 않았지만, 근무사업체 유형별 전공

일치도를 살펴보면, 특정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

람(2명)의 전공일치도가 가장 높으며(프리랜서로 활

동한다고 생각되며, 전체 2명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음), 법인단체나 정부출연기관 정부기관에 종

사하는 여성정보인의 전공일치도 수준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여성정보인의 급여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으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50대, 전공분야에서는 인문어문계열

출신이나 통계학전공자의 급여만족도 평균점수가 다

소 높게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로 급여가 많을수록 

급여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50대의 

급여만족도 수준이 높은 이유는 50대의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표 3>은 급여수준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급여는 학력과 높은 상관(감마값= 0.377)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감마값=0.775)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

록 급여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급여와 급여만족도

(감마값=0.535) 역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여

기서 감마값이 높을수록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급여에 대한 만족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 공일치도

<Table 2> Subject consistency 

　
합계 전공일치도
개 관련없다 관련있다 모르겠다

% 개 % 개 % 개
전체 139 20.9 29 77.7 108 1.4 2

연령
20대  27 25.9  7 66.7  18 7.4 2
30대  74 25.7 19 74.3  55 0 0
40대  25  8  2 92  23 0 0
50대  13  7.7  1 92.3  12 0 0

최종
학력

고졸   6 83.3  5 16.7   1 0 0
초대졸  15 20  3 73.3  11 6.7 1
대졸  71 28.2 20 70.4  50 1.4 1
석사  22  0  0 100  22 0 0
박사  25  4  1 96  24 0 0

<표 3> 학력과 여의 분할표 

<Table 3> Contingency Table of education and 

salary

학력과 
급여

급여(연봉)
전체2000

만원
4000
만원

6000
만원

8000
만원

8000
이상

최
종
학
력

고졸  2  3  0  0  1   6
초대졸  5  5  3  0  1  14
대졸  8 22 28  9  3  70
석사  6  6  2  4  3  21
박사  1  1 10 10  3  25

전체 22 37 43 23 11 136

<표 4> 공과 여의 분할표 

<Table 4> Contingency Table of subject and 

salary

급여(연봉)
전체2000

만원
4000
만원

6000
만원

8000
만원

8000
이상

전
공
분
야

컴퓨터계열  9 15 24 17 6  71
멀티미디어  2  4  0  0  0   6
정보통신  3  7  3  0  0  13
경영학  0  1  2  1  1   5
통계학  0  0  4  1  2   7

인문어문  0  2  2  1  0   5
교육사회  3  1  2  1  0   7
예능기타  1  1  1  0  0   3
공학계열  2  2  0  0  0   4
기초과학  0  1  4  2  1   8
전체 20 34 42 23 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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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와 급여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유의확률=0.126). 이는 여성정보인의 해당 전

공과 급여수준 간에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

을수록 급여가 높으며, 급여가 높으면, 급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는 당연한 결과를 유도

할 수 있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혼이 

미혼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대졸이 

박사나 석사출신보다 만족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족도 비율 측면에서는 경영학 출신이

나 인문․어문 출신의 만족도가 다소 높고, 민간기업 

근무자에 비해 정부출연연구소나 정부기관에 속한 

사람의 만족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사하는 IT 분야별로는 IT 기술영

업 담당자의 연봉 만족도가 33.3%로 디지털콘텐츠 

분야 16.7%, IT 교육 분야 19.4%에 비해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 정보화 능력과 여 만족의 분할표 

<Table 5> Contingency Table of capacity and 

salary

직무와 관련된 
정보화 능력만족도 전체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급여
만족도

매우불만족 0 1 2 2 0 5
불만족 3 6 11 3 1 24
보통 0 10 51 12 1 74
만족 0 1 22 10 0 33

매우만족 0 0 0 1 0 1
전체 3 18 86 28 2 137

[그림 1] 공별 직무 련 만족도 비율 그림

[Fig. 1] Chart of job satisfaction by subject

3. 정보화 만족도와 급여만족도 

여성정보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화 능력만족도는 

급여만족도와 관련은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감마값=0.348). 즉, 급여수준에

는 불만족하여도 정보화 능력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표 5> 참고). 

여기서, 정보화 능력만족도 평균점수는 51.63점(5점

만점으로 기준 3.065점)으로 급여만족도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전공출신별로, 경영학, 예체능분야 출

신이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으며, 종사하는 IT 

분야에서는 IT 기술영업 분야의 여성정보인이 정보

화 능력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볼 수 있다.

4. 여성정보인의 애로사항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1) 기술력 등 

업무능력부족 2) 빠른 IT 변화 3) 낮은 임금조건 4) 

육아 및 가사부담 5) 직장 내 지원제도 미비 6) 없

다 7)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체크된 비율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빠른 IT 변화에 52.9%의 여성정보인

이 기술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아

나 가사 등을 동시에 병행하는데 34.3%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빠른 IT 변화를 중

심으로 여성정보인의 현황을 살펴보자. 

<표 6> 여성정보인의 애로사항 비율

<Table 6> Ratios of difficult problems 

업무능력
부족

빠른IT
변화

낮은
임금

육아
가사

직장
지원미비 기타 없음

17.1 52.9 10.0 34.3 25.0 1.4 7.9

[그림 2] 빠른 IT 변화에 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

[Fig. 2] Plot of Difficult ratio of IT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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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IT 변화에 대해, 연령이 높아질 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또한, 학

력과 비례하여 학력이 높은 여성정보인이 빠른 IT 

변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

타나고있다. 종사하는 분야별로 법인단체 78.8%, 정

부기관 65.0%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빠른 IT 변화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종사하는 IT 분야별로

는 IT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정보인의 68.8%가 변화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Ⅲ. 교육  소양 련 황 분석 

본 절에서는 여성정보인의 재교육과 관련되어 여

성정보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IT 분야 취업과 관

련되어 필요로 하는 소양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살

펴보기로 한다. 

1. IT 교육 연수 및 직장의 지원현황

IT 교육과 관련되어 여성정보인의 62.3%가 IT 관

련 교육 연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의 모든 연

령에서 비슷한 정도로 IT 교육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신전공별로 보면, 인문․어문, 예능기타, 

공학계열 전공자는 100% 교육연수 경험이 있었으

며, 기초과학이나 경영학 출신자의 교육연수 경험률

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 전공 출

신자의 교육연수경험률은 가장 낮은 38.5%로 나타

났다. 즉, 정보화 관련 비전공자들이 정보화 관련 전

공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및 연수에 참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무기관별로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정보인의 86.5%가 교육경험이 있으며, 

민간개인회사나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정보인

의 교육경험은 이의 절반 수준인 40% 대로 나타났

다. 

가. 연수 방법

여성정보인의 62.3%가 IT 교육을 받은 경험이 는

데, ① IT 전문 교육기관 활용 ② 협회 등의 세미나 

활용 ③ 인터넷 교육 ④ 기타교육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을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연수를 받은 기관은 IT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경

우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협회 등 세미나를 

이용한 경우가 14.7%, 인터넷 교육을 활용한 경우가 

[그림 3] 연령  공별 IT 교육연수 경험 비율

[Fig. 3] IT training ratios by age and subject 

<표 7> 연수받은 방법의 비율 

<Table 7> Ratio of an educational method

IT 전문교육기관 협회 등 세미나 인터넷 교육 기타
72.5 14.7 5.9 6.9

5.9%로 대부분 IT 교육전문기관을 통하여 IT 교육

연수를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T 교육 결과 여성정보인의 70.1%가 외부 IT 교

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50대

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비율이 90.9%로 상당히 높

게 나타났으며, 학력 수준에 비례하여 석사와 박사 

출신에게 IT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또한, IT 기관 근무가 오래 될수록 IT 재교육에 대

한 긍정적 영향이 높았다. 근무기관별로는 정부기관

과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정보인이 특히 더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방송통신인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나. 직장의 지원제도 유무

여성정보인의 50.7%가 직장에서 정보화 관련 지

원제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에 반비례하

여, 연령이 낮은 20대의 59.3%가 직장에서 정보화관

련 지원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33.3%

가 응답하여, 직장에서 젊은 연령에게 정보화 관련 

지원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신 전공과 관

련되어서는, 멀티미디어, 공학계열, 경영학, 인문어

문, 통계학 전공자에게 지원제도 비율이 높으며, 예

능계열, 기초과학 계열 그리고 컴퓨터 계열 전공자들

이 직장내 지원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소속 회사별

로는 정부출연기관 외국인회사의 지원 비율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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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W/SI 설계나 디지털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이 지

원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2. 협회의 교육지원 및 원하는 교육

본 절에서는 여성정보인협회에서 제공하길 바라는 

교육과 관련된 조사결과이다. 여성정보인의 75.7%가 

협회에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참가할 의사를 

보였다. 이는 IT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중심의 특화

된 교육을 원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여성정보인협회 교육에 참가하길 

바라는 비율은 [그림 4]에 주어져 있다. 

[그림 4]에서 보면, 기혼이 미혼에 비해 협회 교

육에 관심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가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졸출

신과 박사출신이 교육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으며, 

해당 기관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여성정보인이 높

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고급프로그래밍을 원하는 비율

고급 프로그래밍 교육을 원하는 비율은 전체적으

로 11.4%이며, 미혼, 20대, 그리고 석사 출신에서 해

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되

어 S/W나 SI설계에 근무하는 여성정보인의 18.5%

가 해당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원하는 비율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원하는 비율은 26.4%로 30

대 및 초대졸, 대졸에서 원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S/W나 SI설계에 근무하는 여성정보인의 40.7%가 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6] 참고).

다. 프로젝트 기획 교육을 원하는 비율

프로젝트 기획 교육을 원하는 비율은 30대와 50대 

그리고, 석․박사 출신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종사하는 

IT 분야별로는 방송통신 종사자 (1명에 불과하여 통

계적 유의성은 낮음)와 IT 기술영업인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라. 최신기술동향 교육을 원하는 비율

최신기술동향 세미나에 대해서는 55.0%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석․박사 출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IT 분야별로는 IT교육 

종사자 78.1%, IT 기술영업 66.7%가 관심을 나타내

었다([그림 8] 참고). 

[그림 4] 교육 참가 희망 비율 

[Fig. 4] Desire ratios of educational participation 

[그림 5] 고 로그래 을 원하는 비율 

[Fig. 5] Desire ratios of advanced programming 

[그림 6] 로젝트 리교육을 원하는 비율 

[Fig. 6] Desire ratios of project management 

[그림 7] 로젝트 기획 교육을 원하는 비율 

[Fig. 7] Desire ratios of projec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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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원하는 교육에 한 다 응답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sponse for desired education

내용 고급프로그래밍
(1)

프로젝트관리
(2)

프로젝트기획
(3)

최신기술세미나
(4)

자격증취득교육
(5)

빈    도 16 37 32 77 36
단순비율 11.4% 26.4% 22.9% 55.0% 25.7%
지 지 도 12.21% 28.24% 24.43% 58.78% 27.48%

[그림 8] 최신기술동향 교육을 원하는 비율 

[Fig. 8] Desire ratios of the latest IT trend 

education

[그림 9] 자격증 취득 교육을 원하는 비율 

[Fig. 9] Desire ratios of a qualification exam 

education 

마. 자격증 취득 교육을 원하는 비율

자격증 취득 교육을 원하는 비율은 25.7%이며, 이

는 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고

졸의 관심이 8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초대졸

에서는 46.7%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고졸은 6명, 

초대졸은 15명으로 고졸이나 초대졸이 전체 조사대

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므로 전체적

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만일 고졸 출신 여성정보인에게 관

심을 둔다면, 이들이 자격증 취득 교육에 깊은 관심

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원하는 교육에 한 신뢰도와 지지도 

[Fig. 10] Plot of confidence and support for 

desired education

3. 원하는 교육에 대한 연관성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정보인이 원하는 교

육에 대해 1) 고급프로그래밍 2) 프로젝트 관리 3) 

프로젝트 기획 4) 최신기술동향세미나 5) 자격증취

득 교육 등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연

관성규칙 분석을 통해 다섯가지 교육의 관련성을 살

펴보기로 하자. 

<표 8>은 다섯가지 교육에 대해 복수응답 된 비

율이다. 여기서, 빈도는 각 문항에 체크한 여성정보

인 수이며, 단순비율은 140명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

이다. 그리고 지지도(support)는 협회의 교육에 하나

라도 응답한 13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의미

한다. <표 8>에서, 여성정보인의 58.78%가 최신기

술세미나 교육을 원하며,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 그

리고 자격증 취득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중응답 된 문항간의 연관성 규칙은 <표 9>에 나

타나 있다. <표 9>에서는 두가지 교육 프로그램 간

의 관계 중 지지도가 10%이상이거나 신뢰도가 25%

이상인 규칙만 제시하였다. 여기서, 규칙이 두 개 이

므로 지지도란 두 과목을 동시에 선택한 비율이며, 

신뢰도 (X=>Y)는 X라는 교육을 선택한 사람 중 Y 

교육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10]은 

두 규칙간의 신뢰도와 지지도를 보여주는데, 해당 

도형의 모양과 색에 따라 신뢰도와 지지도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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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원하는 교육에 한 연 성 규칙 

<Table 9> Association Table for desired education 

규칙 개수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빈도 규칙(X=>Y) 규칙(X) 내용
2 25.00  3.05 0.89  4 1 ==> 2 1 고급->관리
2 43.75  5.34 0.74  7 1 ==> 4 1 고급->세미나
2 27.03  7.63 0.46 10 2 ==> 4 2 관리->세미나
2 28.13  6.87 1  9 3 ==> 2 3 기획->관리
2 53.13 12.98 0.9 17 3 ==> 4 3 기획->세미나
2 22.08 12.98 0.9 17 4 ==> 3 4 세미나->기획
2 27.78  7.63 0.47 10 5 ==> 4 5 자격증->세미나

수 있다. <표 9>의 규칙(X)과 [그림 10]에서 X, Y

축의 수치는 해당 교육을 나타내는데, 1은 고급프로

그래밍 교육, 2는 프로젝트관리 교육, 3은 프로젝트 

기획교육, 4는 최신기술세미나, 5는 자격증 취득교

육이다.

여기서, 두 개의 교육 묶음에 대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세미나와 프로젝트 기획임을 볼 수 있다(12.98%).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쌍들은 

보이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프로젝트 기획을 선

택한 사람 중에 세미나를 선택하는 비율은 53.13%로 

높은 반면, 세미나를 선택한 사람 중에 프로젝트 기

획 방법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은 22.08%

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세미나 자

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고급프로그래밍을 듣고 싶은 사람이나, 프로젝트 기

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세미나 교육을 같이 선호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연관성 분석 결과, 여성정보협회에서 

교육을 개최한다면 ① 최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세미나를 개최했다면, 다음으로는 ② 프

로젝트 기획 교육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

타났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교육 다음으로 ③ 프

로젝트 관리교육, 그 다음으로 ④ 자격증 관련 교육

(프로젝트 관리 다음으로 다시 세미나의 신뢰도가 높

아지지만 5가지 교육을 모두 순번으로 개최한다고 가

정하였을 때 자격증의 신뢰도가 높음) 끝으로 ⑤ 고

급프로그래밍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시 순환한다면, 고급프로그래밍교육을 들은 

사람의 43.7%가 세미나를 선호하므로 세미나를 다

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IT 분야 취업 시 취업준비생들이 선행해야 

할 분야 

여성정보인에게 취업 시 선행해야 할 분야에 대해 

<표 10> IT 련 선행 분야에 한 다 응답 

<Table 10> Results of multiple response of 

preceding education for IT worker women

내용 정보화
기본소양

프로그래밍
기술 자격증취득 프로젝트

관리기획
빈도 47 45 19 41

단순비율 33.6% 32.1% 13.6% 29.3%
지지도 34.56% 33.09% 13.97% 30.15%

① 정보화기본소양 ② 프로그래밍 기술 ③ 자격증 취

득 ④ 프로젝트 관리 기획 능력으로 놓고,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다. <표 10>은 이의 결과이다. 여기서 단

순비율은 140명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지지도는 

해당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한 136명을 기준으로 계

산한 비율이다. 

취업 시 요구되는 것 중 정보화 기본 소양을 갖추

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런데, 다른 세 분야가 기술적 분야임에 반해 정보화 

기본소양은 교양적 성격이 짙은 분야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여 신뢰도를 살펴보자. 

신뢰도 분석 결과 프로그램 관리기획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 사람 중 그 다음 사전지식으로 프로그래밍

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19.51%),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관리기획 능력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17.78%로 나타나, 

관리기확과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선호한 사람 중에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에 있어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

니며 정보화 소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소양을 누구나 갖추

어야 하는 기본적인 교양 중 하나라고 보고 정보화 

소양교육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관리기획 능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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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취업 시 요구되는 소양에 한 연 성 규칙 

<Table 11> Association table for desired IT worker women 

규칙 개수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빈도 규칙(X=>Y) 규칙(X) 내용
2 19.51 5.88 0.59 8 4 ==> 2 4 관리기획->프로그램
2 17.78 5.88 0.59 8 2 ==> 4 2 프로그램->관리기획
2 7.32 2.21 0.21 3 4 ==> 1 4 관리기획->소양
2 6.38 2.21 0.21 3 1 ==> 4 1 소양->관리기획
2 15.79 2.21 0.48 3 3 ==> 2 3 자격증->프로그램
2 6.67 2.21 0.48 3 2 ==> 3 2 프로그램->자격증
2 10.53 1.47 0.3 2 3 ==> 1 3 자격증->소양

각하는 사람 모두 그 다음 소양으로 프로그래밍 기술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프

로그래밍 기술은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지식은 

아닐지언정, 이차적으로는 여성정보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표 11>에 기초한 이러한 해석은 <표 9>의 

연관성 규칙에 비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20% 아래

로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이라 하

기에는 다소 무리한 면이 존재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IT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정보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정보인이 산업

체에서 경험하는 정보화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필

요로 하는 재교육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여성정

보인의 정보화 기술 측면과 교육방향이라는 두 측면

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보인의 정보화 기술현황 측면에서 살

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경영학이나 인문학 전공

인 경우가 컴퓨터학이나 정보통신 전공 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임금수준에 따라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보다는 더 정보화 업

무 자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정보인은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비교적 높은 편

이라고 조사되었다. 남성 대조군과 비교하지 않아 성

별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할 수 없지만, 

여성정보인은 빠른 IT 기술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

육 참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정보인의 교육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정보

인은 장차 정보화 분야에 진출할 여성들에게 정보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학교육인증원에서 공학소양교

육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IT 분야에 진출할 여성정보인에게 기본소양 및 교양 

강화형 공학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진원, 

2007). 

끝으로, 여성정보인 협회에서는 IT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여성정보인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수

요자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

을 진행한다면, 자격증 취득이나 프로그래밍 등 기

술적 분야보다는 IT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

나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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