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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여성공학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유럽, 호주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
대부터 공학 분야의 낮은 여성의 참여율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연구들은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K-12 단계에서 수학과 과학의 기피, 교육과정에서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가운 
교육환경 (chilly climate)”, 그리고 공학계의 남성 중심의 문화 등을 지목하고 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여성과 교육시
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각 단계 학교와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단체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 교수, 교육 행정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공학전공 여학생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 국가전인 정책과 재정 지원을 바
탕으로 공학계 전체가 교육 제도, 환경, 문화를 바꾸어 가야 한다.
주제어: 여성, 공학프로그램, 미국, 유럽, 호주

Abstract

Women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were analyzed. From 1970s, 
these countries focused on the low representation of women in engineering, and carried out extensive research 
and programs. Numerous studies identified the causes of low representation as low interests in mathematics and 
science during K-12 years, classroom environments which treat women differently (often referred as chilly 
climate), and the masculine culture in engineering. Comprehensive approaches were taken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s: the programs utilized the schools and universities as well as various local institutes, and the 
programs were designed not only for female students from elementary to graduate levels, but also for parents, 
teachers, professors, and school administrators. In order to adopt these programs in Korea, the problems that 
Korean female engineering students are facing in the education environment must be investigated first. Then, 
unified efforts to change the educational system, environments and culture are needed by all in engineering fields,
along with nation-wide policies and funding. 
Keywords: Women, Engineering Program, United States, Europ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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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학 계열로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성공학인력의 교육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해 졌

으며, 이에 따른 여학생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5개 대학

에서 여학생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공학 전공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 연구가 수행되었고, 

여학생 공학 교육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김동

익․김소영, 2008; 정윤경․오명숙․김지현, 2008; 도승

이․오명숙, 2008). 그러나 대부분의 공과대학에서는 

여학생 공학교육에 대해 무지하며, 필요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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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낮은 편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도 공학 분야의 낮은 여성의 비율

에 주목하여 더 많은 여성을 공학 분야로 유치하고, 

전공에서의 이탈을 막아 유지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학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의 여성공학인 현황과 문제점, 그

리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 혹은 대학원에 이르는 과

정에서 여학생들이 공학을 선택하거나 기피하게 되

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선

진 프로그램을 국내 공과대학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

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하

여 여성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여성공학 로그램

1. 여성 공학 교육 현황 및 문제점 

1966년부터 2004년 사이에 공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1], 

1970년의 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약 

15%에 도달하였으나, 1985년 이후 5년간은 여학생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후 2000년도 까지는 

점차 증가하여 20.5%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2000년 이후에는 약 20%대를 유지하며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공학 분야 

등록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데는 중․고등 과정에서부터 과학과 수학에 

대한 낮은 관심, 전공으로 진입하기 전 저학년에서

의 높은 이탈율, 전통적으로 남성의 분야로 알려진 

[그림 1] 1966 - 2004년간 미국 공과 학 졸업생 추

이  여학생 비율 (상자) 

[Fig. 1] Trends in the number of engineering 

graduates and the ratio of women (box) in the 

United States during 1966-2004. (자료: http:// 

www.nsf.gov/statistics/nsf07307/tables/tab47.xls)

공학전공에서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적은 지

지와 격려를 받는 “차가운 교육환경(chilly climate)” 

등의 요인이 문제로 제기 되었다. 특히 대학의 차가

운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적대적 요소로서 교육과정

과 커리큘럼 구조, 여학생에 대한 교수와 남학생의 

믿음과 행동, 여성 자신의 심리적 상태, 전문적 직업

경력에서의 차별 등이 지적되었다. 각 요소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구조

전통적인 공학교육은 문제해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공학전공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 기

초 지식을 습득하고, 잘 정의된 기술적 문제들의 해

결 능력을 키워 전공 분야에 취업한다. 교과목 이수

체계는 명확히 규정되어있어 학생들은 전공과정에 앞

서, 물리, 화학, 미적분, 기초 공학과정을 통과할 것

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행 과학 코스들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대부분 일괄적인 대규모 강의로 이

루어진다.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와 엄청난 학습량에 

압도되며, 대규모의 일괄적인 강의에서 질문을 하거

나 탐색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지만, 교수들은 학생

들의 학업부담에 대한 불평을 낮은 능력이나 동기 부

족으로 간주한다. 

수학, 과학, 공학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은 ‘가려

내는’ 교육을 실행한다. 이 방법은 가능한 많은 내용

을 다루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과제를 주고, 어려운 

시험과 가혹한 학점을 주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방침은 가장 똑똑한 학생만이 과학자나 공학자로 훈

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내포하며 가장 우수한 학생은 

경쟁적인 학습 환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교수들은 중도탈락학생들이 낮은 능력의 

학생들이라고 추측할지 모르나, Seymour(1995)의 

연구는 공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평균학점이 남아있는 

학생들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률적이며 

경쟁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은 학생들

의 전공 적응도를 낮추게 되며, 특히 협동과 상호적

인 교수방법에서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여학생들에게 

적대적인 교육환경으로 정의된다(Belenky 외, 1986).

나. 교수들에 의한 차별 

차가운 교육환경(Chilly climate)에 기여하는 요인 

중 교수들에 의한 차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Malicky, 2003). 이러한 차별은 어떤 경우 뚜렷

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묘하여 여

학생 본인조차 차별받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S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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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의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강의 중, 혹은 강의 

밖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차별을 나타내는 행

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Sandler 외, 1996; 

Sandler, 1996; 오명숙, 2007) 차별적인 행위로는 교

수들이 여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를 보여주는 행동, 

성적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언어의 사용과 행동, 여

학생의 참여도를 낮추는 행위, 여학생의 업적을 낮

게 평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 중 교수

-학생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보여 지는 작은 차별이 

반복되고 쌓여, 여학생들의 자신감 저하, 전공에 대

한 열망을 낮추는 커다란 불이익을 주게 된다. 

다. 동료 혹은 남학생들의 믿음과 행동

많은 공과대학 남학생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으로 교수가 여성을 대하는 인식과 행위를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은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수학능력에서 

여성보다 우수하며, 공학 프로그램에 있는 여성들은 

일에 있어서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파트너로 부적절

하다는 고정관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남

성이 여성보다 나은 공학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높은 수학능력을 갖는 것과 여성

성이 상호 배타적인 요인이라고 보며 공학전공에서 

성공한 여성을 특별한 경우로 본다. 또한 많은 남학

생들이 여성이 공학에서 성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Seymour (1995)의 

연구에서 공학전공 남학생들은 여성이 시험과 과제

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폄하하였다. 즉 여성이 

낮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학생이 수학과 과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남학생들의 반응은 화를 내

거나, 여학생을 도와준 사람에게 공을 돌리거나, 강

의조교 또는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라. 여성 개인의 심리적 원인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학을 선택하지 않는가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 과학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과 흥미가 부족하고, 공학 분야에 있

어서 여성의 역할모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심리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남성에 비해 공

학 분야를 추구하도록 격려 받지 못한다는 것도 중

요한 심리적 원인이 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공학전공에서의 좋은 

[그림 2] Bandura의 자기효능감 모델

[Fig. 2] Self-efficacy model by Baudura

학점과 지속성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이

론모형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Lent 외, 1987). 

Bandura에 의해 제안된 자기효능감 모델에서는 개

인이 어떤 분야에 접근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심리요인을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전공분

야로의 접근과 집착은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얼마나 유능하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여성이 재능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을 자기

의 분야에서 성공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사회

에 기여하는 유용한 것으로 느껴야 한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모델은 [그림 2]에서와 같이 효능감 정

보가 네 가지 요인으로부터 나오며 인식된 자기효능

감을 통해 선택과 수행,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

안하였다. 이러한 효능감 정보들의 대부분은 아동 시

기부터 제공되고 지적 성장과 함께 고착되지만, 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이 효능감과 관련된 요인

들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학 

분야로 입학한 여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계속적으

로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공학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의 개발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마. 전문적인 직업 경력에서의 차별

공학 분야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졸업 후에도 

계속된다.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직장을 

갖기 어렵거나, 직장 내의 분위기나 동료들과의 관

계에서 학생 시절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차가운 분

위기나 소외감을 느낀다. [그림 3]은 각 공학 전공

별 고용자 수와 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 전자 공학의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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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별 남녀 엔지니어 고용 수  여성 비율 

[Fig. 3] Engineers in employment and the ratio 

of women by Field. (자료: U. 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0) 

성에 비례하여 여성의 고용도 다른 전공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

학공학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자 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보수에 있어서도 같은 조건의 남성 

동료 엔지니어에 비하여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경

력이 쌓일수록 남성과의 보수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2). 이와 같이 직장 내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위치, 

그로 인한 계속적인 소외감과 실질적인 보수와 승진

에서의 차별이 어느 분야에서보다 어렵게 학위를 마

친 여성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또 다른 좌절을 

주고 있다.

2. 여성 공학 지원 프로그램

공학과 과학에 있어서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은 공학 분야로의 진학유도(유치)와 공학 분야 전공 

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들 프로그램

에 대한 지원은 주로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NSF는 대

학과 비영리단체, 박물관이나 전문가협회, 지역기반

의 조직 지역정부 등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NSF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질과 양적 성장을 위해 

1993년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에 의해 The Program for Women and 

Girls(PWG)를 시작하였고, 여성의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분야 교육에

서의 기회 제공과 학력향상을 이슈로 표명해왔다. 

PWG는 여성의 STEM분야에서의 낮은 참여를 국가

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여학생의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 저하, 여학

생의 학부 STEM 학위과정의 회피, STEM 직업경로

에서의 여성의 고위직 진출의 부진과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프로그램을 지원

하였다. 이들 여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가. 초등 ~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K-12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을 직

접 교육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학부모, 교직원을 대

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

로 ‘Girl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emales 

in Engineering, Methods, Motivation, and 

Experience’, ‘A Model Project to the Climate 

for Women in Engineering’의 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먼저 ‘Girls in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

램은 STEM 분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증

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NSF, 2003). 이 프로그

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고등학교 교육을 담

당하는 과학과 수학 교사, STEM분야의 대학 교직

원, 상담가, 학교 행정가, 비공식 교육 제공자(박물

관, 여름 캠프, 방과 후 학교, 미디어 조직 기관), 공

과대학 학장 및 교직원 등을 연결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시도하였다. 예로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고 경험해보며 물리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hand-on 

activity, 학생들이 서로 돕고 배울 수 있는 협동 팀 

학습, 과학적 맥락에서 실제 세계 탐색하기, 문제해

결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쌓기, 다양한 분야의 과학

자와 공학자들과의 만남 등 실생활과 연결되고 실적 

맥락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넓혀주는 프

로그램이 운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과는 

학생들을 과학에 노출시키는데 있어서 기존 학교교육 

이외에 비공식 교육의 역할 증가, 성차와 관련된 교

육적 이슈에 대한 이해 향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첨단기술의 교육으로의 빠른 

전달을 들 수 있다.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의 ‘Females 

in Engineering, Methods, Motivation, and Experience’

은 Pre-college 프로그램으로 여학생의 수학과 과

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고안하고 실행하였다(Hanesian 외 1인, 1999). 

이 프로그램은 9학년 이상의 여학생들에게 과학, 공

학, 수학, 건축 분야의 강력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봄에 5회의 workshop을 갖고, 여름에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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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과 9월에 follow-up session을 가짐으로써 

계속적으로 훈련 내용을 발전시킨다. 특히 follow-up 

session은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도 호기심을 

고무시키고 최근의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된다. 여름 프로그램은 60시간 동안 과학과 수학, 실

험실습, 경험의 hands-on activity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박물관이나 과학관, Space Center 등으로의 

견학도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과학

적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인내력과 자족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과학, 수학 

study group을 통해 협동학습을 증진시키며, 대학의 

학문적 환경과 다양한 민족적, 사회, 경제적 배경에 

노출시켜 모든 활동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능동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UC Davis의 Center for Women in 

Engineering의 ‘A Model Project to Improve the 

Climate for Women in Engineering’ 프로그램은 

STEM 분야에서의 여학생 이탈의 주요 요인인 ‘냉랭

한 수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학생들

과 초-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공학에 대해 교육을 위

한 workshop을 수행하였고, 여학생들에게는 일상적

인 기술 경험을 통해 공학에 대한 친근감 증가시켰

으며 Outreach 프로그램(실험실 실습․멘토쉽)을 구

성하여 여성 엔지니어 역할모델을 제시하였다. 

나. 대학 프로그램 

공학의 경우 학문적․사회적 압력이 다른 전공에 비

해 더욱 클 수 있다. 특히 소수 그룹 학생의 경우 다

른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부가적인 도전을 받

게 되어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과 정체감 혼란을 겪

는다. 미국의 많은 공과대학이 소수 그룹 학생들을 

유치․유지하기 위한 사무소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순조로운 학교생활

을 돕고 있다. 여학생을 위한 전형적인 프로그램으

로는 여학생들을 위한 Workshop, 연구/인턴쉽에 대

한 정보 제공, 대학원 진학 상담, 공학계 전문여성들

에 의한 강의, 멘토링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튜터링

과 같은 학업지원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University of Washington과 

University of Michigan의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WISE)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보고하

고,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Tech)의 Office of Minority 

Engineering Programs(OMEP), NSF의 Research 

Experiences for Undergraduate(REU) program 

그리고 the Diversity Institute of the Center fo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 (CIRTL)의 프로그램을 보고한다.

1)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의 WISE 

프로그램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경우 Engineering 

Advising and Diversity Center안에 대학 차원의 

WIS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EADC, 2007). 이 

프로그램은 과학․공학 배경의 여성들의 유치와 유지

율을 높이고, 대학 내에서 과학과 공학 전공 학부생

과 대학원생들에게 협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고 학업성취와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

다. 

이 대학 WISE 프로그램의 강점은 첫 번째로 학년

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 하여 각 단계별로 겪는 여학

생들의 문제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 선택 전의 

‘Pre-Major Program’은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으로 진입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re-Professional Program’은 전공 

학업수행 과정과 학업을 마친 후 직업으로 연결 단

계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학업지원과 직업 진로에 대

한 정보제공을 위해 동료, 교직원, 산업체등과 network

을 구성하여 학교와 학교 밖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생 간의 peer-mentoring 프로그램

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professional mentoring 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Peer-mentoring 프로그램

은 1, 2학년의 pre-engineering 또는 pre-science 

학생들과 고학년 혹은 대학원 수준의 공학․과학 전공 

학생들을 연결하여 그룹 활동과 개별 멘토링을 통해 

전공 관련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언을 얻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rofessional mentoring 프로그램은 1989

년 처음 시작되어 학부생들에게 공학과 과학에서 활

동하고 있는 전문인들과의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WISE는 전문직 멘토를 확보하기 위해 여

러 행사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 Michigan University, Ann Arbor 

이 대학의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WISE 

Residential 프로그램(WISE-RP)이다(Ballard 외, 



한국공학교육학회 제12권 제3호 2009.9

84

2002). 이 프로그램은 과학, 수학, 공학을 전공하는 

1,2학년 여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학습그룹 형성하며, 멘토링과 상호 지

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

들의 경우 여성이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경험하는 어

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잘 대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과의 상호관계

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여학생들의 경우 

좀 더 경쟁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여학생들은 중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WISE-RP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

가되고 있는데 여학생들에게 학업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학생들의 유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Virginia Tech, OMEP

Virginia Tech의 OMEP에서는 장기간의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소수그룹의 공학전공 학생

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와 이슈를 정의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Van Aken 

외 1999).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밝혀진 

이슈들은 크게 academic issues, social issues, 

career issues의 범주로 파악되었다. 여학생과 관련

된 Academic issues로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에서 미적분이나 컴퓨터에 노출에 부족하여 공학을 

공부하는데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학업과정에서 교

수진으로부터 다르게 취급받는 것과 같은 성적 편견

을 다루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frican-American 학생들에 의해 보고되는 인종적 

편견보다 여학생들에 의해 인식되는 성적 편견의 문

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Social Issues

로는 공부하는 시간과 그 밖의 시간의 균형, 친구를 

만나는 문제, 소수 그룹을 위한 활동이 부족 등이 있

었으며 Career Issues로는 직업을 찾고 역할 모델

을 찾는 문제와 직업을 찾을 때 네트워크가 부족하

고 그로 인해 정보 역시 부족하다는 것 등이 밝혀졌

다. 

4) NSF REU Program 

NSF의 REU 프로그램은 소수 그룹의 과학과 공학 

전공 학부생들에게 연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원 진학과 궁극적으로는 교수 양성을 고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Minerick, 2008). 학부 여학생들은 여

교수와 여자 대학원생과의 멘터쉽 관계를 갖는 동시

에 실험실에서 단순 보조자가 아닌 연구자로서 독립

적인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프로그램

은 학기 중에도 수행되지만 대부분 보통 여름방학에 

10주 인턴쉽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5) CIRTL 프로그램

CIRTL은 NSF의 지원으로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그리고 

Michigan State University가 공동 운영한 센터로 

STEM 분야의 교수법을 수업 준비 단계부터, 교수법

의 선택, 그리고 학기말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Reaching All Students - A resource for 

Teaching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의 자료를 출간하였다(CIRTL, 2005). 

이중 여학생을 위한 교수법의 예를 살펴보면 (1) 수

업에서 발생하는 성 역학을 파악하여, 토론, 역할 부

여한다, (2) 사용하는 언어, 강의 내용, 강의분위기가 

여성을 배제하거나 남성이 STEM분야에 더 적합하

다는 고정 관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3) 여학생

의 유지율 향상을 위해 여성에 의한 연구, 혹은 업적

을 언급함으로서 이 분야가 여성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4) 개념과 이론을 실제 문제와 관

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등이 있다. 또한 여성이 질

문에 소극적이며, 배운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인식하게 하여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공

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대학원 프로그램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대

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

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

듯이 공학 분야의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는 여학생들

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대학원 진학 비율을 향상시

키는 것은 여성이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 경로

로 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높은 지위로 오르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학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Fox(1998)는 공학관련 

여성인력 중 대학원 여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

이 여성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프로그램화하는가를 조사하였다. Fox는 

11개 대학의 WISE program을 조사하여 크게 5개

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5개 영역은 구분은 종합

(Comprehensive), 재진입(Reentry), 학부-대학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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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학․과학․공학 공 학원 여학생 로그램 (Fox, 1998)

<Table 1> Graduate school programs for female students in STEM fields

Type Characterization
Comprehensive 학사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원
Reentry 학생들의 진로 변화에 따른 지원. 공학 분야 학사학위를 가지고 이 분야에 미취업 혹은 불

완전한 취업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함
Graduate-undergraduate 
partnership 대학원생을 학부생들을 위한 멘토, 상담자, 그룹의 리더로 활용
Industry-academic 
partnership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을 위해 기업의 기금과 지원을 이끌어냄 

Student initiatives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직을 결성하고 이끌어가는 기회 제공함. 조직과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여성에게 적대적인 학교, 학과, 연구 그룹의 학문적 
분위기를 개선

[그림 4] 미국 공학 분야 학원 등록생  여학생 

비율 

[Fig. 4] Ratio of Women in Engineering Graduate 

Program in the U. S. (자료: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0, Vol. 2, Appendix 

Table 4-21)

트너십(Graduate-undergraduate partnership), 산

학협동(Industry-academic partnership), 일반학생 

주도(Grass-roots student initiatives) 프로그램으

로 문제의 정의와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

이 혼합된 문제인식, 즉 미시적-거시적으로 과학과 

공학 전공 여성들이 지닌 문제를 정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예로 학부-대학원생간의 파트너십을 프로

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여성들의 문제점을 (1) 각 

개인에 대한 집중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지원의 필요, 

(2) 자신감 부족과 공동체의 부족, (3) 정보의 부족, 

(4) 직업에 대한 준비, (5) 과학계의 분위기와 같은 

체제와 문화적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라. 여교수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NSF 

Advance 프로그램

미국 공과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약 10%로 환경공

학, 산업공학, 생물의학공학 등이 약 16-17% 비율

로 가장 높은 여교수 비율을 보여주고, 원자력공학

이 6%로 가장 낮은 여교수 비율을 보여주며 전체 

학생 수와 교수 수가 많은 기계공학과 전기컴퓨터공

학의 경우 각 9.8%와 8.5%이었다(S&E Indicator, 

2006; Young 외, 2008). NSF의 Advance 프로그램

은 공과대학의 여교수 비율과 여교수의 승진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Fellows Awards,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wards, Leadership Awards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NSF Advance, 2008).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의 경우 총 3

회에 걸쳐 32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Virginia Tech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수한 박사

과정 혹은 박사 후 과정 여학생을 교수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수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여성

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배제하기위한 교육 자료 발

간 및 교육 프로그램, 여교수 leadership 프로그램,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을 위한 지원, 환경 개선을 위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Creamer 외, 2008; 

Advance VT, 2008).

Ⅲ. 유럽의 여성공학 교육 황  

로그램

1. 유럽 여성공학 교육현황 및 문제점

유럽의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수학과 자연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을 전공하

는 여학생의 비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 있다. <표 2>는 과학과 공학 전공 여학생 비율의 

국가 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는 

각 28%와 27%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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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국가의 각 학 과정 여학생 비율(%) 

<Table 2> Ratio of female students in European countries(%) in various fields.

1999/00 Austria France Greece Slovakia England Germany
All Studies 48 55 57 49 53 45
Natural science 52 43 45 50 46 35
Eng. 11 23 28 27 15 20

자료: European research on women and engineering education (2001-2002)

<표 3> 2006년 유럽 연합 국가에서의 체 고용인

구  과학자와 공학자의 성별 비율

<Table 3> Scientists and engineers employed, 

as % total employed employment in European 

Union countries in 2006

　Countries Females Males M/F ratio
Belgium 4.2 4.4 1.1 
Ireland 4.0 4.1 1.0 
Poland 3.2 2.8 0.9 
Sweden 2.9 4.6 1.6 
Lithuania 2.7 2.1 0.8 
Norway 2.3 3.2 1.4 
Spain 2.1 3.1 1.4 
Netherlands 2.1 4.5 2.2 
Finland 2.0 5.6 2.8 
Denmark 2.0 4.9 2.4 
Slovenia 2.0 3.8 1.9 
Romania 1.7 2.9 1.7 
EU 30 Countries 1.7 3.8 2.2 
Bulgaria 1.6 1.8 1.1 
Germany 1.5 5.1 3.3 
Greece 1.5 3.3 2.2 
Portugal 1.5 1.8 1.2 
Hungary 1.4 3.0 2.1 
France 1.4 4.6 3.3 
Switzerland 1.4 7.0 5.1 
United Kingdom 1.1 4.7 4.1 
Czech Republic 1.1 2.6 2.3 
Slovakia 1.1 2.1 1.9 
Italy 1.0 2.4 2.2 
Austria 0.8 2.7 3.2 
Turkey 0.5 1.3 2.7 

면 오스트리아는 11%로 매우 낮은 여학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남, 여 

비율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유럽에서는 여성

이 전체 노동력의 4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공

계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29%에 그쳤다(European 

Commission, 2006). <표 3>은 2006년 전체 고용

인구 중 이공계 분야의 남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Ireland와 Belgium 등의 국가에서는 남녀 성비가 비

슷하였으나, Switzerland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성비차가 4~5배에 이르는 불균형을 보인다. EU 30

개국 수치에서도 여성은 1.7%에 불과하여 3.8%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Eurostat, 2008). 

공학 분야만 분리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율은 

더 낮아진다. 공학 분야의 여성비율을 영국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여성 엔지니어의 비율은 5.3%로 

(2006년 여성 24000, 남성 423000 명)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UKRC, 2008). 

유럽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이 공학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연구결과는 미국과 유사하게 남성지배

적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가. 남성 지배적인 환경에서 여성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의 EU 7개국 대학들로 구성된 WomEng

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남

성 지배적인 공학 분야에서 여성은 두려움과 소외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WomEng, 2005; Sagebiel, 

2006).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문화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7개국 여학생들 중 영국과 오스트리

아, 슬로바키아의 학생들이 남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더 많은 소외감과 공공연한 차별을 받는다고 대답하

였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여학생들은 남성 동료들

의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

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공

학에서 남성 중심으로 특화된 문화가 존재함을 인식

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남성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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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언어나 유머 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학생

들은 교수들에게 자신들이 남학생들과 똑같이 다루

어지길 원했으며, 이를 위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거나,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 노

력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또한 남성 중심의 공학 공동체에서 엔지니

어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공학 공

동체는 ‘남성적 권력’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는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며, 위험을 감수

하는 공격적인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다(Du, 2006). 

따라서 엔지니어는 남성성과 기술의 균형을 통해 구

축된 강력한 이미지로 상징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공학으로 진입하는 여성들은 공학 공동체 내에

서 남성적으로 정의된 정체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대

립하는 딜레마를 겪게 된다(Godfrey-Genin 외, 2006). 

여성은 남성 기준에 기반을 둔 문화적 가치에 적응

해야 하며, 남성 동료들에게는 필요 없는 직업적 정

체성과 성적 정체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 .공학영역으로의 진입과 적응의 어려움

남학생들은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공학

을 선택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전공 선택 과정에서 좀 

더 실용적인 이유로 공학을 선택하게 된다. 성장환

경과 전공 선택과정 등의 차이는 학습과정에서도 여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Du(2006)

의 Danish Engineering University 전기․전자공학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 대부분은 Technical gymnasia1) 출신이다. 

Technical gymnasia에서는 공학관련 대학 진학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 

졸업생들은 공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방식과 내용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여 실제적이

며 심도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 큰 기대와 흥

미를 갖게 된다. 비록 이러한 technical gymnasia 

출신이 아닌 남학생들의 경우도 기계나 기술과 가까

운 성장배경으로 공학과정을 따라가는 데에 여학생

들만큼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남성이 대다수인 

공학에서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암묵적으로 남학생 

기준의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학생은 

남성 동료들과 같은 시작점을 갖지 못함으로써 어려

움을 겪게 되고 자신감이 낮아지게 된다. 

2. 유럽의 여성공학 프로그램

가. 공학과 비공학 과목 간의 연계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움직임은 공학이나 

정보기술, 자연과학 분야와 사회-경제 간의 학위과

정을 개발이다. 7개국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공

학과 연계한 학제 간 학위가 여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학위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Beraud, 

2003) 또 다른 연구(Du, 2006)에서는 여성은 과학

을 자연, 인간과 사회문제와 연결하는 것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 프로그램을 넓혀 의학, 환

경과학, 경영학 등의 분야를 연결할 경우 더 많은 여

학생들을 공학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주

장되었다(Sagebiel, 2006). 즉 여학생들에게는 학제 

간 과정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더 효과

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기술과 다른 과학 분야를 

연결한 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경우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나 project-organized learning 

(POL) 등과 같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PBL과 POL은 학습자에게 적극적인 학습 상황과 

협동, 의사소통, 통제기술 등을 제공하는 수업방식으

로, 선행 연구들(Hermuanussen and Booy, 2002; 

Kolmos 1996; Salminen-Karlsson, 1999)로부터 

여성 친화적인 수업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9월 SEFI (Societe Europeanne pour la 

Formation des Ingenierus, Europ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가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학제간 커리큘럼이 보고되었다(Daudt, 

2005). 새로운 공학관련 학제간 커리큘럼으로 덴마

크의 Export Engineering, 네덜란드의 Biomedical 

Engineering, Technical Medicine, Environmental 

Science, 체코공화국의 Financial Mathematics가 소

개되었고, 특히 독일의 경우 학제 간 커리큘럼 외에

도 여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고되었다. 

나.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학 교육 내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뿐 아니라 교육행정가와 산업계의 인

식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과 산업계 협

력의 성공적인 예로 Berlin의 FEMTEC network 경

우를 들 수 있다(FEMTEC network, 2008). 지역의 

1) 덴마크에서는 15세 경에 gymnagium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어, 수학, 기술 세 가지 선택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Technical 

Gymnasia는 거의 80%가 남학생이며,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거의 80%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language 

gymnasia의 경우 이러한 수준의 과학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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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학교, 산업계가 함께 높은 동기를 가진 여학

생들을 선발하여 산학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종의 도제제도와 같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연결하

여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하

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은 기술기반 환

경에서 현장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직업적 경로

와도 연결되어 그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관련 업계로의 직업이 보장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 여교수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유럽에서도 여성 교직원을 확보와 이들을 주요한 

위치로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함은 학생들에게 여성의 

역할 모델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

고 있으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여성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표 4>와 같이 정교수 이상

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남․여 교수의 수적 차이

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표 4> 2004년 분야별, 성별 정교수  교수의 수

<Table 4> Number of senior academic staff by 

fields of science and gender, 2004

Engineering & 
Technology Natural Sciences

Women Men Women Men
Austria 10 262 21 457
Belgium 13 295 36 433
Cyprus 0 3 3 13
Czech Republic 26 555 23 227
Denmark 2 143 19 255
Finland 22 328 62 489
France 158 2278 777 5526
Germany 57 1463 173 2908
Italy 165 2547 557 2956
Malta 0 2 0 6
Netherlands 12 372 23 410
Poland 141 1474 322 1580
Portugal 12 230 100 264
Slovakia 27 383 23 154
Slovenia 12 212 3 76
Sweden 62 814 96 727
United Kingdom 83 1596 294 3296
Norway 15 292 61 555
Switzerland 114 1014 54 688
Turkey 226 1224 221 638
Source: European Commission(2006), She Figures 2006, p87

대책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과도기 동

안 여성만을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대학

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교

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 정

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교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술

관련 대학과 학교에서 여성이 대학 내의 관리자급 위

치로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

으며 독일에서도 여직원의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승급 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네덜란드에서

는 여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을 돕기 위

해 추가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Ⅳ. 호주의 여성 공학 교육 황  

로그램

1. 호주 여성공학 교육현황 및 문제점

1980년의 호주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약 3%로 

다른 산업 선진국보다 낮았으며, 엔지니어 부족 현상

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후 Women in Engineering 

(WIE) 운동이 꾸준히 전개 되어 많은 연구와 프로그

램이 시행되면서 공학 전공 여학생의 비율은 1986

년 6%에서 1990년 사이에 약 1%씩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1994년부터 낮아지기 시작

하여 2001년 여학생 비율 15.8%를 최대치로 감소

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는 약 14%를 보여 주고 

있다(Burrowes, 2007). 또한 호주 공대의 여교수의 

비율은 2004년 10.4%로 1990년대의 4%에 비해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Engineering Trends, 

2006). 특히 조교수급의 여교수 비율은 약 18%로 

1990년대 이후 박사급 공학인의 배출과 이들의 교

육계 진출이 1990년대에 비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WIE 분야의 중요한 보고서로 1985년 Byrne의 

보고서 ‘Women and Engineering: A comparative 

overview of New Initiatives,’ 가 꼽히는데, 이 보

고서에서는 공학 교육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

적, 환경적 쟁점에 대한 인식 부족, 공학에서의 여성

의 부족과 그 원인인 여성적인 관점의 부족을 지적

하였다(Burrowes, 2007). 여성과 공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1990년대의 Lewis의 논문(Lewis, 

1996)은 호주 공학교육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

었던 ”사회적 맥락과 유리되어 이론만으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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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편향된 교육“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

였다. 그는 1학년의 커리큘럼을 예로, 다른 과목과 

교육내용의 전개와 접근이 관련이 적고, 교수들은 자

신의 과목 외에 교육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무지하며, 실용적인 요소가 축소되어 교

육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

제점들은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공학교육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공통적 요인이 되지만,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강의실 내의 분위기나 수업방식에 더욱 민감하

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학환경의 인

식과 개선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호주의 여성 공학 교육 연구의 핵심 이슈는 역시 

많은 여학생들이 교실이나 실험실에서의 교수들과의 

관계나 비공식적인 학생간의 교류에 있어서 ‘차가운 

교육환경’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대학들도 대

학 내의 WIE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가운 교육환경’

에 대응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담당자들이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수진과 커리

큘럼, 교수학습과정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Lewis(1996)가 지적한 대학 내의 WIE 프

로그램의 또 다른 장애물은 개인주의와 경쟁, 낡은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관리방식이었다. 덧붙이자면 

연구가 최상의 가치로 유지되는 대학에서는 교수방

법과 교육적 개발의 가치가 경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1995년 정부 산하 기관인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Advisory 

Group (WISET)은 여성의 SET 참여 증대를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문제가 

무엇인가’에서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SET분야환

경의 문제가 무엇인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로는 총체적인(holistic) 정책의 필요성이었다(Burrowes, 

2007).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의 공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감소하면서 호주공

학회(Engineers Australia)는 공학 분야의 여성 부

족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공학계가 함께 풀

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2007년을 여성공학인

의 해로 지정하였다(Burrowes, 2007). 또한 대학에

서의 잔존하는 차가운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직장에

서의 여성 엔지니어의 유지율 향상을 위한 문화의 변

화도 논의되고 있다(Jolly, 2007). 

2. 호주 여성공학 프로그램

호주의 여성공학 프로그램도 여학생의 유치, 유지

율 제고, 교육 환경 및 직장 문화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에 수행된 National 

Center of Women(NCW)의 프로그램과 최근의 

Engineers Australia의 프로그램,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의 WIE 프로그램, 그리

고 the University of Newcastle의 포괄적인 교육

환경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프로그램을 보고한다. 

가. NCW 프로그램

NCW는 Melbourne의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 본부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

하였는데 공학 분야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참여와 

유지율 증가를 목적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의 예는 다

음과 같다.

먼저 ‘Making Connection’은 1학년을 위한 프로

그램으로 공학설계 프로젝트 수행을 기본으로, 남녀 

성차를 고려하여 개방적인 PBL의 시도, 사회․환경적

인 요소에 기반을 둔 커리큘럼, 협력적인 팀 학습으

로의 접근, 다양한 교수법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

한다.

두 번째로 ‘Maximizing Diversity in Universities’

는 학부 공학 전공에 여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의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여학생들과 타문화의 학생

들에게 친근한 수업 환경과 포괄적인 커리큘럼, 학습 

주제를 제공하여 공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유지

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들에게 성차

와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교수법을 제공하고, 학습

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

행하였다. 또한 실험실 조교들을 성차와 문화적 다양

성에 더욱 민감하도록 훈련하거나, 남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학과 내 환경에 대한 인터뷰 실시, 수업상황

에서의 성적․문화적 역동 조사와 중재, 멀티미디어 자

료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세 번째로 여성공학 프로그램의 계획, 고안, 실행

에 앞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과 공학에 관련된 최신 자료들을 ‘Data Matters’

로 출판하였다. 여성 관련 data는 여성 관련 정책이

나 사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제

공하고, 이 자료들을 이슈들과 연결함으로써 공학내

의 변화를 시도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또한 NCW에서 분기별로 발간한 newsletter인 

‘Gender Matters’는 호주와 해외의 대학, 공공분야

와 산업분야의 단체 등에게 보내져, 여성 공학에 있

어서 앞서가고 있는 호주 내외의 사례들을 보고하고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 공

공분야, 교육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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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2007년 Engineers Australia의 Year of 

Women in Engineering 프로그램

2007년 Engineers Australia는 공학계와 관련 산

업에서 여성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

고, 여성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2007년을 ‘Year 

of Women in Engineering’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여학생 유치, 

공학에서의 다양성 증대, 그리고 산업에서의 여성의 

유지율 제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공학관련 산

업에서의 여성 공학인의 낮은 유지율의 원인을 가

사에 대한 부담, 여성친화적인 작업장의 부족, 역할 

모델과 멘토의 부족 등으로 보고, 가정-직장 병립, 

남성이 대다수인 분야에서 일하기 등의 주제로 여러 

workshop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Careers 

Review of Engineering Women (CREW) survey의 

2007년 개정판과 Engineering a Better Workplace 

- A Diversity Guide for the Profession이 발간되

었다.

다.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의 

WIE 프로그램

UTS의 WIE 프로그램은 1981년에 시작되어 여학

생 유치 및 지원, 교과과정 혁신에 많은 기여를 하였

다. 유치프로그램인 ‘Hands On Days’에서는 여학생

들에게 대학 실험실에서 신기술을 접하고 실제로 실

행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Taking 

on Technology’라는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초․중․
고 여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여학생 유지율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유급-인턴쉽 프로그램과 산업계 지원으로 수행되는 

SWIEIT (Sydney WiE and IT) Speakers 프로그램

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엔지니어와 학부

생들이 workshop을 통해 팀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교과과정의 변화로는 공학에서의 선수

과목 폐지와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과목이 부족

한 학생을 위한 연계 과목의 개설을 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UTS의 공과대학은 평균 

보다 높은 여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 The University of Newcastle의 “Inclusiveness” 
지표 설정 프로그램 

1996년에 발간된 National Review of Engineering 

Education의 보고서 ‘Changing the Culture’는 우

수학생의 유치와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공학계 문화

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교육

과정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남성 중

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성, 문화, 배경,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교육방식을 지향하였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대표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방영하기 위해 Newcastle 대학에서

는 공학 교육 프로그램과 전공과목 교육에서의 포괄

적인 교육환경(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였다(University of 

Newcastle, 2004). 기준은 주로 성과에 초점을 맞

추어 개발되었으며, 4개의 분야(areas) 로 나뉘어 있

고, 각 분야는 여러 개의 요소 (elements)로 구성되

어 있다. 4개 분야는 (1) curriculum design, (2) 

teaching and learning, (3) staff, (4) systems and 

processes로 각 분야별 요소는 <표 5>와 같다. 각 

요소는 원칙 (principle), 수행 수준 (level of 

performance), 그리고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나뉘어 있다. 

“Gender Inclusiveness”의 예를 Curriculum Design 

분야의 Inclusive Content 요소를 통해 살펴보면, 

“학습 내용을 선택할 때, 여성과 남성의 학습 선호도

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여학생을 위

해서는 여성의 경험과 관련된 응용 예제를 사용하고, 

<표 5> 호주 Newcastle 학의 포 인 교육환경 

평가를 한 분야  요소.

<Table 5> Assesment areas and elements for 

the inclusiveness of engineering courses and 

programs by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Area Elements

Curriculum 
design

Inclusive content
Non-technical professional skills
Assessment
“Informal:” assumed knowledge

Teaching and 
Learning

Inclusive teaching methods
Classroom interaction
Laboratories and equipment use
Language and Images

Staff Staff profile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 and 
Processes

Consistent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Staff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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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흥미와 성과를 고찰하며, 사회학과 인문과학 

관점에서 기술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

이 제시되었다. 수행수준은 수준 1, 3, 5로 제시되어 

수준 1에서는 여성의 관점 (흥미, 경험, 업적)이 반

영되지 않거나, 부정적 혹은 명색뿐인 수준이며, 수

준 3은 여성의 관점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 가장 높

은 수준인 5는 여성의 관점이 완벽히 교과과정에 융

화되어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수행지표로는 교과과

정 내용물에 다양한 학습 선호도가 다루어져 있는 정

도와 학생, 교수, 직원의 평가 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교과과정

에서 여성공학 교육의 평가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과과정 개선의 지표가 된다는 데에 의미

가 있다.

Ⅴ. 결론  국내 학에 여성공학 

로그램 도입을 한 제언 

공학 분야에 여성의 낮은 비율은 구미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공통 현상으로, 공학 분야로 더 많은 여성

을 유치하고 학위과정을 마치도록 유지율을 증가시

키는 것이 대학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조사 

대상이 된 미국과 유럽, 호주의 대학과 단체들의 사

례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중등학교로부터 대학 혹은 

대학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공학을 선택

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여성의 공

학 분야 참여와 관련된 방대한 통계와 연구들을 집

적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공학을 선택

하고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과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공학교육 환경을 개

선하고자 노력해왔다. 국내 대학에서 여성공학프로

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학생들이 공

학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

작점이 되어야한다. 먼저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의 사례들과 같이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여학생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공학 분야에서 겪는 실재적인 어

려움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여학생들의 현

재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각종 제도 실행

에 따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

다. 

둘째로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재

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NSF

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비영리단

체, 박물관이나 전문가협회, 지역기반의 조직, 지역정

부 등 다양한 단체의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한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유치원으

로부터 대학원, 여성 엔지니어 전문 단체에 이르는 

모든 급의 학교․기관과 여성들을 포괄함으로써 국가

적 정책의 통일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정부 기금을 통해 The National Center for 

Women(NCW)이 주도하여 대학과 공학 관련 기관 

등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 유치와 교육, 훈련 등

을 장려하였고, WISET을 통한 이공계 분야의 여성 

참여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하였으며 CREW 보고서 

발간 등으로 공학 분야의 여성 현황과 문제점을 꾸준

히 추적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지

원은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뿐 만 아니

라, 여성 공학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대학이나 산업계, 기타 여성 공학 관련 단체들에게 

여성 공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책무성을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로 여성 공학 관련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횡적인 측면과 종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횡적인 프로그

램 접근의 예로 미국의 초-고등학교 대상의 학교단

위 프로그램인 Girls in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지역 단체와 박물관 등과 연결

함으로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

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종적인 접근은 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구

성하고 있는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 등의 종적인 단

계들을 하나로 묶어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UC Davis

에서 실시한 ‘A Model Project to the Climate for 

Women in Engineering’의 경우, 여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사들에게 여학생

을 위한 수업상황 개선, 과학기술 사용 장려 등에 대

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변화를 이끌

어 내고 있다. 

넷째로 공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성평등

에 기초한 교육적 지식과 실천적인 교수학습방법 등

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의 CIRTL(Center fo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과 호주 Newcastle 대학의 

Benchmarks for cultural Change in Engineering 

Education 프로젝트를 참조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

은 STEM분야의 교수들 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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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프

로그램을 창안, 제공, 평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강의 목표설정에서부터 교수자료 선정, 강의와 평가, 

강의태도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지침을 제공

하여 교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

한 대학 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러한 프

로그램을 개발, 수행,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공학 분

야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 문화를 자각하고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로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과 산업계가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성의 

공학 분야로 유치와 유지율 제고, 엔지니어로서의 전

문성 신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

로그램들이 여성의 학업경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하위교육기관과 상위교육기관, 산

업계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이후 공학 분야로의 진입을 위해서

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과목인 수학과 과

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아야 하며, 대학 진학 과정

에서는 공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

고, 대학원 과정은 직업적 역할과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대학-정부-산업계가 함께 고학력 여학생의 활

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 호주, 유럽 국가의 여성 공학인력의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공학전공 여학생

의 비율은 미국이 20%대, 유럽은 국가별로 11~ 27%, 

호주의 경우 15%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

년 공학전공 여학생 비율이 0.8%였던 것을 상기해

보면,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가져온 현재까지의 변

화율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경우도 여

성의 사회 참여도와 고위직 진출율이 높은 Ireland와 

Belgium 등의 국가에서는 남성, 여성 과학자와 엔지

니어의 성비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G7국가 조

사에서 나타났듯이 남성 동료들의 개방적인 분위기

를 언급한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23%와 20%의 엔

지니어 비율을 보인 것은 공학 분야에서 교육환경과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점진적이지만 긍정적 성

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학전공 여학생

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여성 진입의 벽

이 아직도 높은 것을 보여준다. 호주의 연구에서 지

적되었듯이 여성공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교

육 담당자들의 인식 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또

한 공학 분야의 여성 부족은 전체 공학계가 함께 풀

어나가야 할 과제로서의 인식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공학교육 상황은 공학교육의 역사, 교육 

제도, 문화 등에서 사례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

나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물리적인 교육과정이나 환

경 뿐 만 아니라 공학 내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패

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계

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를 위해 정부, 각 

급 교육 기관, 산업계 등 공학 관련 분야 전체가 하

나의 틀로써 여성공학인 양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교

육 제도, 환경, 문화를 바꾸어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과정은 우리나

라 공학교육의 구조적인 개혁에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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