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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in the predominantly male-oriented college of engineering which is afflicted by the high dropout rate and the low 

employment rate of coeds in their majoring fields because of the die-hard male dominant culture. In order to resolve the related 
problems, P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a movement called “Women into Engineering” (WIE) to raise the gender 
cognitive awareness and to train women engineers for highly qualified work force. As part of the movement, a subject called 
“Women in Engineering” that focuses on the gender cognitive perspective is effective to reduce the dropout rate and to land a 
job inside their fields by stimulating their interest in their specialty and masting soft/hard skills. The study was conducted a 
survey of the coeds who have completed the “Women in Engineering” course to evaluate the degree of satisfaction perceived, 
and a t-test through comparing the group of the coeds and a group of coeds who have not taken the course.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s indicating that both groups of coeds would like to see WIE offer more basic engineering courses 
like “Women in Engineering”. This may lay the foundation to offer other major engineering courses for juniors and seniors that 
emphasize the gender cogni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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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

급 인적자원의 확보 및 개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

출산 ․ 고령화 시대로 인해 조만간 극심한 인력부족 사태가 벌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지속적인 노력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0.3%로 남성보다 23.8% 낮으며, 연령별로 살

펴보면 전형적인 M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재선, 

2007:175). 특히, 공과대학의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남성

중심적 분위기는 여성의 진입 ․ 진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여성의 공

간지각력 부족 및 기계 다룸에 있어 어려움, 체력부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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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학생들과 문화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

선희 ․ 김형수, 2008), 이러한 결과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과, 

휴학과 같은 중도탈락과 타 분야로의 취업 또는 미취업과 취

업 후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공과대학으로 여학생들

의 진입부터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는 인적자원개발 ․ 관리

가 원활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과대학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여 ․ 남학생 모두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WIE 사업단을 통해 성인지적 공학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WIE 사업단으로 선정된 P대학교의 경우, 2010년 공

과대학 여학생의 수는 2539명으로 34.7%를 차지하며 전국 대

학교 중 가장 많은 공과대학 여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전공분야의 취업률은 50 %(전체 66.9%)로 낮고 휴학률

은 16.5%, 전과율도 2.5%(부경대학교 내부자료, 2009)로 남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취업과 높은 중도탈락

율은 여학생을 비전공분야인 사무직으로 유도한다(민현주 ․ 임
희정, 2009: 17-19). 문제 해결을 위해 P대학교 WI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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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학교육관계자와 교수, 여 ․ 남학생에게 성인지 역량 향

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그 중 성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에 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한데(Rounaq, J., 2009: 28), 이러한 성인지적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여성과 공학｣을 개발하였다. 본 교과목은 젠

더(gender)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은 함께 경험하는 동료이자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홍승아, 2009: 4), 여 ․ 남학생 모두 역

량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였다(Hatch, S. E., 2006: 7).

본 논문의 목적은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여성과 공학｣ 
교과목을 수강한 집단의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여성과 공학｣을 수강한 집단과 비수강 집단간의 공학전공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여성과 공학｣ 교과목이 갖는 의미와 실제적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여 성인지적 공학교육의 기초를 다지

는 학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우수

한 여성공학인을 위한 성인지적 공학교육 교양 교과목의 개

발을 소개하고 개발 ․ 보급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지적인 관점의 교과목

성인지(Gender Sensitivity)는 1990년 전후 국제기구와 NGO 

등 실무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요구로 부각되었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채택했고, 그 

실현을 위한 도구로 성인지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이

은아 외, 2006). 성 주류화의 가장 폭넓은 정의인 199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에 의하면 성인지적 관점

은 여 ․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영역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지향하는 것

이다(UN, 1997: 28). 이러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

별이 아닌 차이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들뢰즈

(1968)는 역사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의 규정을 통해, 차이들의 긍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지적 교과목은 성인

지적 관점이 편협한 페미니스트의 시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

고 여 ․ 남성의 특성을 인식하여 각 영역에 대한 장 ․ 단점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성이 평등한 상태로 선의의 경

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과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양적 ․ 질적으

로 우수한 성인지적 교과목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1 Subjects related to women students

과목명 개설된 대학교 구분

여성과 법률 고려대학교 전체

여성과 정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여성과 경제 고려대학교 교양

여성의 권리와 보호 동국대학교 교양

여성과 사회 서울대학교 교양

여성 복지 성균관대학교 여성학전공

여성 정책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여성의 취업 서강대학교 여성학전공

여성과 문학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여성과 미디어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전공

여성과 심리 명지대학교 교양

여성학 연세대학교 교양

여성학개론 고려대학교 교양

여성학의 이해 경북대학교 교양

여성리더쉽 한국외국어대학교 특별교양

여성과 취업성공전략 충남대학교 교양

엘리트 여성리더쉽 성신여자대학교 외부실습

여성엔지니어와 리더쉽 성균관대학교 교양

여성엔지니어와 전문가정신 이화여자대학교 공학계열

2. 여성 관련 개설 교과목

여학생들에게 여성의 역할과 진로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과목들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

었다. 첫째는 대다수의 여성관련 개설 교과목으로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여성학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이며 

둘째, 여성의 심리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교과목이다. 셋째, 

여성 엔지니어 및 취업관련 교과목이 있다. 그 중 공과대학

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이화여대의 ｢여성엔지니어와 전문가정

신｣이 유일하지만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성엔지니어로서의 마

인드함양을 위한 교양과목이었다. 공학계 여학생을 위한 성인

지적 교과목은 여 ․ 남학생이 함께 공동미션을 달성하도록 유

도하기위해 다양한 교수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학교, 사회가 성인지적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지적 교과목은 여 ․ 남성에 대한 지식, 

성인지적 교수방법을 비롯하여 취업 등 전반적인 공과대학 교

육을 다루어야 하며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3. P대학교의 ｢여성과 공학｣ 
가. 개요

｢여성과 공학｣은 공과대학 여학생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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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llabus of “Women in Engineering” course

주별 강의 내용 주요 자료

제 1 주 여성과 공학의 개요 소개 교보재 안내

제 2 주 공학의 정의 공학과 최적화 공정

제 3 주 Gender Engineering 여성감성공학

제 4 주 성인지 개념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초청강의 및 토론

제 5 주 여성공학인의 국내외 현황 WIST보고서

제 6 주 여성공학인의 사회적인 역할 지식경제부의 데이터

제 7 주 여성공학인의 장애 여성부 관련자료

제 8 주 여성 블루오션 전략 여성공학인력의 진출

제 9 주 페미니스트와 알파걸 : 초청강의 및 토론

제 10주 Gender communication 초청강의 및 토론

제 11주 Women leadership 초청강의 및 토론

제 12주 감성 비즈니스 전략 팀티칭 및 발표

제 13주 여성 엔지니어의 미래 발표와 토론

제 14주 기말고사

로 점점 중요해지는 고급여성인적자원개발과 인식변화를 촉

진시키기 위해 개설하였다. 현재 2008년 1 ․ 2학기, 2009년 

1학기 그리고 2010년 2학기 총 4번 개설되었고, 강의에는 남

녀포함해서 강의 당 100여명이 수강하였다. 

강의는 소프트 / 하드스킬의 개발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와 타자를 다루는 능력이며, 학습

에 의해 취득하기 어려운 소프트스킬을 위해 남녀 혼성팀으

로 구성하고 팀장선출은 팀원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하였

다. 또한 대학교 교육만으로 고급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

가 있기에(신선미 ․ 김남희, 2007:3) 여성공학인과 CEO 초청

강연을 통해 실제현장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동료라

는 인식과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 초청강연은 한 학

기 강의 당 5회 내외로 하였으며 총 강의 2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였다. 나머지 1시간은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다

양한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스킬과 갈등관리, 문제해결

과 자존감을 높였다. 또한 미션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함으로

써 프레젠테이션스킬 향상과 같은 소프트스킬 향상을 도모하

였다. 그리고 하드스킬 개발을 위해서 과제를 이용하였다. 텍

스트 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 등 다양한 과제물

을 통해 컴퓨터 S/W의 사용과 영상기기를 직접 다루면서 기

계에 대한 사용능력향상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남녀 학생 간 시간배분

을 적절히 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스스로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홍진용, 2009: 8).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도 남녀 학생간의 문화 인식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윤

종태, 2009: 295) 서로가 가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

형에 대한 토론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신뢰도가 높은 의사소통수단이며, 상황적 해석에 근거하여 의

미가 결정되기 때문에(홍미나, 2007: 24) 성 차이에 대해 인

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목표 및 기대효과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이다. 첫째, Gender와 Sex

의 차이를 알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의를 이해한다. 둘

째, 공과대학 여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한다. 셋째, 우수 여성 엔지니어의 사례를 조사

하고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으

로 작성한다. 넷째, 공학 관련 커뮤니케이션 즉, 자료수집, 분

석, 듣기, 발표 및 보고서작성 등을 수행한다. 다섯째, 우리나

라의 다음 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써 여성 인력 활용을 인

식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즉, 여학생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공

과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게 한다. 기대효

과는 크게 인식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인식적 측면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감성적인 차이는 있

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인식을 서로 가지며(윤종태 외, 2009: 

50-51), 공과대학 특유의 남성문화 개선을 하며 개인적 측면

으로는 여성이 가지는 이중구속1)(Myers, D. D., 2008: 41)

을 완화시켜 여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공과대학 재학중이며, 2009년 2학기 

｢여성과 공학｣을 수강한 학생 중 여학생 34명과 ｢여성과 공

학｣ 수강하지 않은 여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교육학 박사, 공학 박사 3인

의 협의를 거쳐 만들었고,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렇게 

수정 ․ 보완된 설문문항은 강의 만족도/인식 6문항, 강의 후 

자기인식변화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여성으로서의 역할기대와 엔지니어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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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Survey Questionnaire

항목 문항 설문지 구성 내용

강의
만족도/

인식
6

본 교과목은 공과대학 여학생에게 유익한 과목임

본 교과목은 여학생, 남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됨

본 교과목을 통해 공학전공분야 진출 동 기를 부여받음

본 교과목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강의임

강의 및 내용 구성의 적절성

강의 만족도

자기
인식
변화

9

성인지인식
남녀 차이가 존재함
공학전공에 남녀 역할의 차이가 있음

자기주도성

리더쉽 훈련 기회를 남녀학생에게 똑같이 주어
야 함
혼성으로 팀구성시, 남학생이 리더가 되어야 함
혼성으로 팀구성시, 능력이 된다면 여성이 되어
도 상관없음

팀융합적응

적정한 비율의 혼성팀이 팀의 효율 면에서 효
과적임
혼성 팀작업시, 행동과 언어면 등 여러모로 불
편함

동기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믿음
교육강화 및 프로그램이 전공분야의 취업 강화
에 도움이 됨

3. 자료분석 및 절차

실시한 설문결과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다. 강

의만족도 / 인식은 ｢여성과 공학｣을 수강한 34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의 

종료 후 공과대학 여학생으로서 자기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서, ｢여성과 공학｣을 수강한 34명의 여학생 집단과 ｢여성

과 공학｣을 수강하지 않은 99명의 여학생 집단간 t-test를 통

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여성과 공학｣과목을 수강한 공과대학 여학생의 강의 만족

도와 인식, 공과대학 여학생의 자기인식변화에 ｢여성과 공학｣ 
과목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공학｣강의 만족도/인식 

본 설문은 P대학교 재학중인 공과대학 여학생 13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30일

까지이며, 설문에 응답한 현황은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umbers of participants of survey

집단 구분 응답자수 총인원

｢여성과 공학｣ 수강생 34명
133명｢여성과 공학｣ 비수강생 99명

Table 5 This course is useful to women and man engineers 
both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8 52.9

그렇다 14 41.2

보통이다  2  5.9

아니다 - -

매우 아니다 - -

Table 6 This course is encouraged to me to motivation 
of engineering major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6 17.6

그렇다 12 35.3

보통이다 10 29.4

아니다  6 17.6

매우 아니다 - -

Table 7 Satisfaction of this course for students after 
lecturing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4 41.2

그렇다 17 50.0

보통이다 3 8.8

아니다 - -

매우 아니다 - -

‘｢여성과 공학｣ 교과목이 여학생, 남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18명(52.9%), 

‘그렇다’가 14명(41.2%)로 높게 나타났다. 한쪽 성에 치우치

지 않고, 남녀학생 모두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보여진다.

‘｢여성과 공학｣ 교과목을 통해 공학전공분야 진출 동기를 

부여받았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12명(35.3%), 

‘보통이다’가 10명(29.4%)으로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동기

를 부여받았다고 나타났다.

‘｢여성과 공학｣ 교과목의 강의가 만족스러웠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14명(41.2%), ‘그렇다’가 17명

(50.0%)으로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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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awareness difference of attendees and non- attendees in the “Women in Engineering”

설문 문항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성인지인식

남녀 차이가 존재함
A 3.38 1.074 2.045*

B 2.97 0.994

공학전공에 남녀 성적 역할의 차이가 있음
A 2.82 1.141 －2.229*

B 3.32 1.123

자기주도성

리더쉽 훈련 기회를 남녀학생에게 똑같이 주어야 함
A 4.62 0.652 2.182*

B 4.30 0.749

혼성으로 팀구성시, 남학생이 리더가 되어야 함
A 1.74 0.666 －3.118*

B 2.24 1.153

혼성으로 팀구성시, 능력이 된다면 여성이 되어도 상관없음
A 4.56 0.660 2.801*

B 4.12 0.824

팀융합적응

적정한 비율의 혼성팀이 팀의 효율 면에서 효과적임
A 3.82 0.834 1.465

B 3.55 0.993

혼성 팀작업시, 행동과 언어면 등 여러모로 불편함
A 2.65 0.812 －1.410

B 2.95 1.155

동기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A 3.91 0.712 2.613*

B 3.52 0.896

믿음 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이 전공분야의 취업강화에 도움이 됨
A 4.03 0.717 2.258*

B 3.70 0.749

*p＜.05

2. ｢여성과 공학｣ 수강집단과 비수강집단 차이

｢여성과 공학｣ 교과목을 수강한 여학생집단과 비수강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여성과 공학｣이 공과대학 여학생의 자기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은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수강집단이 비수강집단 보다 

자기인식 및 성인지적 요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설문 전 항목에 대해 수강 집단(A)이 비수강 

집단(B)보다 성인지적 공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적정한 비율의 혼성팀이 팀의 효율 면

에서 효과적임’과 ‘혼성 팀작업시, 행동과 언어면 등 여러모

로 불편함’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p＜.05 유의도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집단이 공학전공학습에 있어 남녀 차이를 보다 정

확히 인식하고 있다. ‘남녀 차이가 존재함’의 문항에 대해 A

집단은 3.38의 평균값으로 B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차이에 대한 인식은 성인지 인식의 시발점이다. 성인지는 상

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송인자 ․ 박미랑, 2007: 16). 

그러므로 공학계 여학생의 공과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성

인지 인식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하도록 도

와준다. 하지만 ‘공학전공에 남녀 역할의 차이가 있음’의 문

항에 대해 A집단은 2.82의 평균값으로 B집단보다 낮게 나타

났다. 즉, 공학계 여학생은 남녀 차이에 대해 인정하지만, 역

할 차이는 없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A집단이 B집단에 비해 자기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리더쉽 훈련 기회를 남녀학생에게 똑같이 주어야 함’의 문항

에 대해 4.62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혼성으로 팀구성

시 남학생이 리더가 되어야 함’에 대해 1.74의 평균값을 그

리고 ‘혼성으로 팀구성시, 능력이 된다면 여성이 되어도 상관

없음’의 문항에 대해 3.82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여학생 자신

이 주변자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전하는 의

식을 나타내었다. 

셋째, 공학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 ‘전

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문항에서 A집단은 

3.91의 평균값으로, B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넷째, A집단이 B집단에 비해 교육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이 크게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믿음은 동기를 지속

적으로 부여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여,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내적요인이 된다. 

V. 결 론

고급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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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내 여성인적자원개발은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중

도탈락과 비전공분야로의 진출이 늘어, 양적 ․ 질적 누수현상

이 보이고 있다(정해숙 ․ 최윤선, 2001: 6). 이에 성인지적 관

점을 적용한 ｢여성과 공학｣ 공학교양교과목 개설을 통해, 성

인지적 관점을 인식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성인지적 인식과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여성과 공학｣이 여학생과 공학교육에 갖

는 의미와 필요성을 신뢰있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러한 과목 개발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수강집단과 비수강집단을 t-test를 통해 비교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과 공학｣ 수강집단의 강의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특성인 감성공학적 접근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공학전공에 대한 동

기 및 자신감 부여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정확한 성인지적 

인식을 나타냈다. 아직도 공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여성우

대를 성인지라 생각하지만, 수강집단의 경우,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식이 성인지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였

다. 셋째, 자기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성을 바탕으

로 스스로 능력으로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인식이 증가되어 전

공분야에 대한 학습의지와 자신감이 상승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결과적으로 성인지의 정확한 인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성인지적 인식이 아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전

공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개발과

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혼성 간 프로젝트를 통해 팀워크역

량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주도적 개발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성인지적인 관

점으로 ｢여성과 공학｣ 과목을 개발하고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과목이 만들어져 많은 

고급 여성공학인이 사회에 진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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