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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urveyed perceptions of faculty, students, and enterprisers in engineering about gender issue in engineering. A total of 59 faculty 

members, 335 students (226 male, 109 femal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nd 28 employers of Chungbuk 
location were selected. The 25 survey questions for faculty, 30 for students, and 5 for employers were made. The analysis 
methods used included χ2 for cross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faculty in general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genders. They also perceived that women engineering students has a lack of leadership and low possibility of success in career 
in engineering. Also, they perceived disadvantages in application processes of women students. However, they expressed they did 
not reflect those factors in teaching and career advices. Women engineering majors showed low confidence in getting a job and 
success in career. They also thought they had no opportunities to gender-sensitive education in engineering courses. They were 
also very negative toward aptitude in engineering. These results were very similar to those of faculty. On the other hand, men 
students showed very low awareness of their women peers' perceptions. The perception of enterprisers was also different from 
faculty and stud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should be changes in perceptions of faculty and students in engineering for 
employments. For better education for women engineering majo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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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2002년 12월 ‘여성정책기본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여성정책 

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하지 못했던 정부 

부처 내 많은 정책들이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여성발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혜란, 2011). 이에 따라 2006년 

9월에 공대 여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WIE 

(Woman in Engineering) 사업이 5대 권역(충청/강원,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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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기/인천, 서울)에서 시작되었다(김동익과 이영화, 2009). 

이는 여학생들이 공대 진학을 기피하고, 공대에 진학한 후에도 

교육환경 및 교수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공학 분야에서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Belenky, et, al., 

1986; Seymour, 1995; Tonso, 1996)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인 WISET(Woma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anology)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2년에 한국교원대

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컨소시움을 통해 충북지역사업단으

로 선정되었다.

WISET 충북지역사업단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간 충북에 소재한 대학 구성원들의 성인지적 공학교육 마

인드를 확산시켜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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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적 공학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성인지적 공학교육 교수법 워크숍,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우수공대여학생인증제 프로그램 등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 연구로

서 공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성인지력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은 한국교통대학교의 공과대

학 교수들과 남‧녀 대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에 질

문 문항에 대한 응답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성인지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과 취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II. 관련 연구

공대 여학생들의 전공역략을 강화하기 위한 WIE 사업과 이

를 뒤이은 WISET 사업이 8년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공학 분야의 여학생들의 심리적 갈등 등

이 진로장벽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박지은 등, 2009; 

Sagebiel, et, al., 2006).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대 여

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실태 조사 연구와 프로그램 효

과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실태조사 연구로 김지현 등

(2011)은 4년제 대학교 공대 교수와 여학생 비율이 높은 비공

대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대 교수들과 비공대 교수들의 태도는 

지식, 행동, 평가, 정서, 기대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

생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

희 등(2010)은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3개와 충청권 대학 3개

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남

녀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여성의 진로장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희(2010)는 부산시 소재 대학교 3학년 공학계열 여학생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영 등(2010)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대학교 공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대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보

다 전공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았으며, 전공과 적성

의 부합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

해 본인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고, 업무 수행

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더십도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취업의 불리함에 대한 인식도 여학

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그 이유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들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 연구에

서는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구로 김동익과 이영화(2009)는 군산대

학교 공과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관련된 심리적 특

성에 미치는 여성공학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공대 여학생들은 학년, 성적, 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 등

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경력 유지에 대한 열망이 매우 낮았으며, 취

업관련 자기효능감은 2학년이 가장 낮았다. 또한 성적과 전공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전공분야의 진출 의욕, 취업 관

련 자기 효능감, 경력에 대한 열망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학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하였을 때, 6회 이상의 높은 참여

도를 보인 집단의 심리적 특성이 1-5회 참여한 집단보다 긍정

적이었으며,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분야 진출의욕과 취업관련 자

기효능감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참여한 집단 간에 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대 여학생들의 역량 강화 사업

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송효진(2012)의 연

구에 따르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정부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산업체가 중

심이 되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고, 여성공학인력 육성의 목표

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공과대학의 경우 앞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홍경선 등

(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대 교수들의 성인지적 교수전략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차별 없이 

지적해주신다.’, ‘본 수업에는 실험,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

이 포함된다.’,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 협동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다.’, ‘시범이나 장비 조작에서 남녀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등의 항목이었다. 또한 ‘수업에 관련된 면담 기회가 

있다.’,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이

다.’, ‘질의를 미리 공지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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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수업 후 크게 증가하였다. 홍경선 등(2011)의 연구에서

는 교수의 수업을 멘토링하여 성인지 교수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교수는 구체적

인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개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으로부터 긍정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

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적인 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III. 연구 방법

본 설문에는 한국교통대학교의 3개 공대 소속 교수 59명(남

=54, 여=5), 재학생 335(남=226, 여=109)명이 참여하였다. 

기업의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기계, 설비, 금속, 전기, 전자, 컴

퓨터, 계측제어,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재료공학, 물리, 화학공

학, 나노고분자화학, 합성수지, 소프트웨어, 영상처리 등의 업

종에 종사하는 28개 기업의 대표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공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용, 공대 학생용, 관련 기업 인사

담당자용 설문지를 2012년 5월에 개발하였다. 교수용과 학생

용 설문지의 총 문항 수는 각각 25문항과 30문항이었으며, 서

술형이 각각 2문항씩 포함되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인식 비교

를 위해 문항들을 비교 대상이 되는 공통 문항으로 묶었다. 공

통 문항의 내용은 ‘전공 선택 이유’, ‘전공 선택 시기’, ‘남여 학

생 차이 인식’,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 ‘자신이 부족하

다고 생각하는 능력’, ‘취업 결정 요인’, ‘전공 분야의 취업에 

대한 의향’, ‘회사가 여자 공대생 취업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인식’, ‘교육에서의 성차별 인식’, ‘취업지도에서의 성차별 인

식’, ‘취업능력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 이르기까지 총 21문항

이었다.

교수만을 대상으로 만든 문항은 4문항이며, ‘여학생의 자신

감 저하의 이유’, ‘여학생에 대한 다른 대우의 유형’, ‘여학생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인식’, ‘여성 공학도 양성 확대를 위한 변

화’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결과 분석은 순위 조사를 통해 이루

어졌다. 학생만을 대상으로 만든 문항은 9문항이며, ‘공대 입학 

만족도’, ‘만족도에 응답한 이유’,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

‘적합성 인식 이유’, ‘부적합성 인식 이유’, ‘대학원 진학 의향’, 

‘진학 이유’, ‘비진학 이유’, ‘취업 능력 증진에 필요한 도움 유

형’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업용 설문지는 여성인재 채용

시 고려하는 부분과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성이 갖추어야 

할 능력 등을 알아보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 학생, 기업의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들은 크게, 전공에 

대한 인식, 성차이에 대한 인식, 성인지 교육에 대한 인식, 전

공분야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 취업지도에 대

한 인식으로 구분된다. 전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들은 

도승이(2009), 최금진과 박선희(200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성차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김

지현 등(2001)과 도승이(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성

인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김지현 등(2011), 

최금진과 박선희(2009), 홍경선 등(2011; 2010)의 연구를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전공분야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김지현 등(2011), 박선희 등

(2010), 한지영 등(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취업지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은 박선희 등

(2010)과 한지영(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러

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여러 연구들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문항의 항목

을 재구성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WISET 6개 지역사업단의 단장과 부단장, 연구원들의 검토를 

받았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중 교수-학생 공통문항을 뽑아 두 집단 

간의 인식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기법인 카이제곱분석을 실시

하였다. 교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은 순위 조사를 하였으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은 남-녀 학생간의 인식 비교를 

위해 역시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교수 학생 인식 비교 분석

가. 전공에 대한 인식

Table 1과 같이, 교수 집단의 전공 선택 이유로 39.66%는 

‘적성’을, 34.48%는 ‘직업의 장래성’을, 17.24%는 ‘부모, 교사 

등의 권유’를 들었다. 남학생의 38.22%는 ‘직업의 장래성’을, 

31.11%는 ‘적성’, 16.00%는 ‘수능 성적’을 들어 교수와는 차

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34.26%가 ‘적성’, ‘직업의 장래성’과 

‘수능 성적’을 27.78%가 선택하였으며, 교수와 학생 간에는 유

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χ2 = 8.65, df = 4, p = .07).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 9.25, df = 4, p = .05).

전공 선택 시기로 교수의 55.17%가 ‘고등학교 때’를 선택하

였고, 17.24%가 ‘대학교 진학 후’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15.52%

가 ‘수능 끝나고’를 선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고등

학교 때’를 1위로, ‘수능 끝나고’를 2위로, ‘대학교 진학 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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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jor selection reason of faculty and students

　 교수 남학생 여학생 전체

n % n % n % n %

직업의 장래성 20 34.48 86 38.22 30 27.78 136 34.78 

적성 23 39.66 70 31.11 37 34.26 130 33.25 

부모, 교사 등의 권유 10 17.24 25 11.11 7 6.48 42 10.74 

수능 성적　 4 6.90 36 16.00 30 27.78 70 17.90 

기타　 1 1.72 8 3.56 4 3.70 13 3.32 

전체 58 100.00 225 100.00 108 100.00 391 100.00 

3위로 선택하였다. 교수와 학생간(χ2 = 7.23, df = 5, p = .20), 

남학생과 여학생 간(χ2 = 9.22, df = 5, p = .10)의 전공 선택 시

기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대 입학 만족도는 남학생이 66.67%가 ‘그렇다’를 선택하

였고, 15.56%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를 선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61.47%가 ‘그렇다’를 선택하였으나, 19.27%가 ‘그렇

지 않다’를 선택하여 남학생보다 전공 선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대 입학 만족도

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χ2 = 1.42, p = .70).

선택한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알아본 문항에서 남학생의 

45.13%가 ‘그렇다’를 선택하였으며, 25.22%가 ‘그렇지 않다’

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공이 맞지 않는다

는 응답이 35.78%로 더 높았으며,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도 

25.69%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전공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전공 적합성 인식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10.81, p = .01). 한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송

효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공학계열의 경우 여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결과 역시 여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성 차이에 대한 인식

공대 여학생이 남학생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수는 

52.54%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44.07%)보다 높았

다. 남학생은 성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58.74%로 높았

으며, 여학생은 성차이를 인식한 비율이 42.99%로 높았다. 교

수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14.59, df = 3, p = .00).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의 인식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13.68, df =3, p= .00).

교수는 공대 여학생 강점으로 17.44%가 ‘다른 사람을 배려

하는 마음’을 선택하였고, 15.12%가 ‘친화력’을, 13.95%가 ‘성

적’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21.37%가 ‘성적’을, 

17.09%가 ‘친화력’을, 11.97%가 ’경쟁심’을 선택하여 교수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18.80%가 ‘친화력’을, 13.68%

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11.11%가 ‘성적’을 선택하

여 교수의 인식과 유사하였다. 김지현 등(2011)의 연구에 따르

면, 공대 교수들이 공대 여학생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 WISET의 참여대학인 한국교통대학

교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대 교수들이 여학생들의 특

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대 여학생의 약점으로 교수의 15.71%는 ‘체력’과 ‘소심함’

을, 11.43%가 ‘자신감’을 선택하였다. 남학생은 20.2%가 ‘체

력’을, 11.11%가 ‘협동심’을, 10.10%가 ‘리더십’을 선택하였

다. 한편 여학생은 29.87%가 ‘체력’을, 11.69%가 ‘리더십’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여학생의 가장 큰 약점은 

체력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인식

수업에서 성차별을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수들의 

91.38%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64.73%, 여학생의 72.64%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생

각해 보지 않은 비율과 성차별을 인식한 비율이 교수보다 높았

다.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에서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응답 비

율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14.18, p = .00).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χ2 = 5.58, p = .13).

수업에서 성차별을 한다고 응답한 교수 한 명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수 한 명, 그리고 남학생 33명과 여학생 6

명에게 성차별 이유를 알아보았다. 교수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성 중심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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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ognition of ability needs in major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교수 남학생 여학생 기업

n % n % n % n %

전공지식 32 20.78 215 30.37 108 35.07 1 3.57

리더십 9 5.84 48 6.78 14 4.55 1 3.57

친화력과 협동심 33 21.43 102 14.41 49 15.91 0 0.00

열정 18 11.69 93 13.14 36 11.69 3 10.71

의사소통 능력 16 10.39 67 9.46 30 9.74 3 10.71

성실성과 책임감 10 6.49 29 4.10 7 2.27 16 57.14

문제 파악 및 해결력 36 23.38 150 21.19 62 20.13 2 7.13

기타 0 0.00 4 0.56 2 0.65 1 3.57

전체 154 100.00 708 100.00 308 100.00 28 100.00

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4.55, df = 3, p = .21).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7.88, df = 3, p = .05). 따

라서 수업 중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동료 남녀 학생들 간에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대 교수들에게 수업에서 여학생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알

아본 결과, 47.46%는 남학생과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고, 42.37%는 더 부드럽고 친밀하게 대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선행연구(김지연 등, 2011)에서는 공대 교수들이 여학

생과 남학생의 차이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이 매우 

낮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는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대 교수들은 

남녀 학생의 성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교수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대 여학생 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교

수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사회나 회사의 인식 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66.10%)하였으며, 여학생 스스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55.93%로 매우 높았다. 또한 공대 여학

생들의 자신감 저하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수

의 50.00%가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였

다. 박선희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와 한국교통대학교 공대 교수들의 여학생에 대한 인식 결과

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학생들의 문제를 공대 교

수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대 여학생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더 실력을 쌓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을 권유

한다는 비율이 54.2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48.67%가,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53.21%가 대학원 진학의 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대학원 진

학 의향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χ2 = 1.34, p = .72). 또한 남녀 학생들 모두 대학

원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로 취업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

다. 따라서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관련성에 대한 교수와 학생

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

들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74.86%, 그리고 여학생의 84.62%가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수들의 진로 

안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라. 전공 분야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

Table 2와 같이, 전공 분야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교수의 23.38%가 ‘문제 파악 및 해결력’을, 21.43%

가 ‘친화력과 협동심’을, 20.13%가 ‘전공지식’을 선택하였다. 

남학생은 30.37%가 ‘전공지식’을, 21.19%가 ‘문제 파악 및 해

결력’을, 14.41%가 ‘친화력과 협동심’을 선택하였다. 여학생도 

35.07%가 ‘전공지식’을, 20.13%가 ‘문제 파악력 및 해결력’을, 

15.91%가 ‘친화력과 협동심’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교수와 학

생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는 인

식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에서는 여성인재를 채용할 때 교수와 여학생들과는 

달리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기

업에 요구하는 여성의 능력에 대해 교수와 여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교수는 남학생에게 부족한 능력으로 24.21%가 ‘문제 파악 

및 해결력’을, 18.95%가 ‘의사소통 능력’을, 17.89%가 ‘친화력

과 협동심’을 선택하였다. 한편 남학생은 52.64%가 ‘전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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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2.87%가 ‘문제 파악 및 해결력’을, 10.11%가 ’리더십‘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교수와 남학생의 부족한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수는 공대 여학생들에게 부족한 능력으

로 21.85%가 ‘리더십’을 , 19.33%가 ‘친화력과 협동심’을, 

15.97%가 ‘열정’을 선택하였다. 한편, 여학생은 58.41%가 ‘전

공지식’을, 13.08%가 ‘문제 파악 및 해결력’을, 9.35%가 ‘리더

십’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남녀 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교수는 회사에서 남녀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

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성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 교수

와 학생이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부족한 능력에 대한 

시각이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보다 리더십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학생들 간의 성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지현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들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전공분야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전공 능력과 

성적을 꼽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표집 집단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수도권 중심의 공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충북 지역의 대

학교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들이 여학생의 경우 외지로 유학을 보내기 보

다는 지역의 국립대학교를 보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전

공지식을 여학생의 부족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전공지식에 대해 능력

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강승희(2010)의 연구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학생들의 낮은 자아 효능감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낮은 자아효능감

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공대 교수들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에서 여자 공대생 채용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본 결과, 교수의 76.27%와 여학생의 37.74%는 그렇다고 인

식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더 높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χ2 = 25.18, p = .00).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 차

이도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41.62, p = .00) 한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

학생보다 취업이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

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김동익과 

이영화(2009)의 연구에서도 취업에 관련된 여학생들의 자기효

능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학생의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수는 60.87%가 ‘업무 집중도 저하’를, 28.26%가 ‘여성에 대

한 편견’을 선택하였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44.74%가 ‘업무 

집중도 저하’를, 34.21%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선택하였다. 

교수와 여학생 간에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 3.90, p = .27). 김지현 등(2011)

의 연구에 따르면, 공대 교수들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 능력 부족을 여학생의 취업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인식이 

45.45%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 4.38, p = .22). 박선희 등(2010)의 연구

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여성의 능력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도 동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능력이나 

출산과 육아 환경 등으로 인한 실질적 능력 부족 보다는, 여성

에 대한 편견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식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여성 인재가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능

력이 중요한지 알아본 Table 3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 1

순위로 선택한 항목은 ‘성실성과 책임감’(9기업, 32.14%)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리더십’(4기업, 14.29%), ‘의사소통 능력’(4

기업, 14.29%)이었다. 또한 2순위로 선택한 항목도 ‘성실성과 

책임감’(6기업, 21.43%)이며,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5기

업, 17.85%), ‘친화력과 협동심’(5기업, 17.85%)이었다. 따라

서 1순위와 2순위의 선택 항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3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은 ‘열정’(6기업, 21.43%)이었고, 

그 다음에 ‘일, 가족 양립에 대한 대처력’(5기업, 17.85%)이었

으며, ‘친화력과 협동심’((4기업, 14.3%), ‘문제 파악 및 해결

력’(4기업, 14.3%), ‘열정’(4기업, 14.3%)이 그 다음 순위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교수와 여학생들은 기업에서 보는 채용 및 성공 요인

과 다른 능력을 대학교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이 여학생들의 리더십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서 본 여성 인재의 성공 능력으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대 교수들과 여학생들의 취업

과 성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여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한 후에 성공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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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cognition of employers of women's ability for success in company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n % n % n % n %

전공지식 2 7.14 3 10.71 1 3.58 6 7.14

리더십 4 14.29 3 10.71 3 10.71 10 11.90

친화력과 협동심 1 3.58 5 17.85 4 14.29 10 11.90

열정 3 10.71 3 10.71 6 21.43 12 14.29

의사소통 능력 4 14.29 5 17.85 2 7.14 11 13.10

성실성과 책임감 9 32.14 6 21.43 3 10.71 18 21.43

문제 파악 및 해결력 3 10.71 2 7.14 4 14.29 9 10.71

일, 가족 양립 대처력 2 7.14 0 0.00 5 17.85 7 8.33

체력 0 0.00 1 3.6 0 0.00 1 1.20

전체 28 100.00 28 100.00 28 100.00 83 100.00

요구하는 ‘성실감과 책임감’, ‘열정’ 등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

인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취업지도에 대한 인식

교수와 남학생, 여학생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성과 

흥미’를 선택하였다. 근무여건을 고려하는 경향도 남학생과 여학

생의 경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이 보수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더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χ2 = 14.25, p = .03).

또한 교수는 학생이 전공분야로 취업하려고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0.85%로, 전공을 바꾸어 취업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47.46%)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57.80%가,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47.98%가 선택한 전공을 바꾸어 취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38.53%만이 선택한 

전공분야로 취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공 분야

로 반드시 취업하려는 의지는 남학생(46.64%)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전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문항에서, 여학생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지만, 남학생은 직

업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한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

생들이 전공분야로 취업하려는 의지가 여학생들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후에 전공

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서 전공을 

바꾸어 취업하려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여학생들이 반드시 전공 분야

로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여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취

업을 지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취업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곳으로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모두 교수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교의 지원 체제’, 그리고 ‘선배’를 선택하였다. 남학생과 여

학생 간의 취업 능력 증진을 위한 도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 =

12.08, p = .06).

취업 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본 결과, 교수들은 여학

생의 취업 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인식한 비율이 

44.0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취업 후 성

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응답자가 38.5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와 여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

4.91, p = .18). 한편 남학생들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7%로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의 취업 성공 자신감 인식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유의 수

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5.34, p = .00). 박선희 등(201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여

학생의 취업 후 적응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교수가 여학생들의 취업 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부분을 바꾸기 위한 성인지교수세미

나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업 지도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교

수가 88.14%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과 남학생도 각각 60.75%, 

59.4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 간의 취업 지도에

서의 성차별 인식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 26.14,  

p = .00), 남녀 학생 간에는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 5.85, p = .11).

교수가 취업 지도에서 성차별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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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s of support for improvement of female students' ability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교수 남학생 여학생 전체

n % n % n % n %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교과목 개설 28 19.18 53 11.75 24 8.48 105 11.93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 25 17.12 46 10.20 50 17.67 121 13.75 

창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동아리 지원 14 9.59 34 7.54 19 6.71 67 7.61 

취업 박람회 실시 4 2.74 34 7.54 16 5.65 54 6.14 

미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 개발과 사후 서비스 제공 13 8.90 48 10.64 44 15.55 105 11.93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실시 20 13.70 32 7.10 17 6.01 69 7.84 

여교수와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5 3.42 62 13.75 27 9.54 94 10.68 

여성 기업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25 17.12 88 19.51 64 22.61 177 20.11 

상담 프로그램 11 7.53 44 9.76 21 7.42 76 8.64 

기타 1 0.68 10 2.22 1 0.35 12 1.36 

전체 146 100.00 451 100.00 283 100.00 880 100.00 

는 ‘육아와 가정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으

며, 그 다음으로 ‘회사와 사회의 편견’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 간의 지도에서 성차별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 =

9.13, p = .06). 비록 6명의 교수들이 응답하였으므로, 통계적

인 차이를 보기는 어렵지만, 교수들이 여학생의 취업 지도에서 

육아와 가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는 부분은 기업의 인식 및 

여학생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변화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보다는 적극적으로 여학생들이 취업에 의지

를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실성과 책임감’, ‘열정’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Table 4와 같이, 공대 여학생 취업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교수의 19.18%가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교과목 개설’을 선택하였고, 17.12%가 ‘기업체 연

수 프로그램’과 ‘여성 기업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여성 기업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1위로 선택하였으며, ‘기업체 연

수 프로그램’을 2위로, ‘미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 개발과 사후 

서비스 제공’을 3위로 선택하였다.

취업 지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와 연결하여 비교하면, 

학생들은 취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수의 도움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나, 이는 교과목 개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

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

수와 학생의 시각 차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교수들은 교과목을 

통한 전공지식 강조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

태의 적절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특히 박선희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지영 등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진로 개발과 취업 준비에 

대한 학교의 지원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을 

여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수들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V. 결 론

이 연구 결과, 교수와 여학생은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

장 높은 비율이 적성 때문이었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전

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ISET 충북지역사업단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공대 교수들이 여학생들의 적성과 달리 선택한 전공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한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진로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김동익과 이영화, 2009)에서 전공 만

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분야 진출 의욕, 취업관련 자기 효능감, 

경력에 대한 열망 등이 높았으므로, 충북지역사업단에서는 앞

으로 여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하므로, 가능한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성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미리 진로 교육을 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대 교수들과 여학생들은 성 차이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

으나, 교수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율의 교수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은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들의 태도는 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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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다. 여성공학도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

로 교수들은 자신의 교수법보다는 사회나 회사의 인식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학생 자신의 인식 

변화를 들었다. 그러나 선행연구(김지현 등, 2011; 홍경선 등, 

2011; 홍경선 등, 2010)를 통해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프로그

램은 여학생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뚜렷한 교육적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를 고려한 효과

적인 교수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대 교수들

이 노력을 기울이고,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가지는 교수법의 

문제를 교정하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을 대할 때 다양한 방안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안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저하된다고 인식하는 

교수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회나 회사, 여학생 스

스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수의 교수법 개선이라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충북지역사업단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남녀 학생들은 모두 취업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들은 여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서 

취업을 하도록 대학원 진학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 대학원 진

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들이 여

학생의 취업을 위해 대학원을 권유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학생들은 전공을 바꾸어서라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

지가 높았으므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정으로서 대

학원을 운영하는 노력을 통해 공대 여학생들이 취업 및 성공으

로 자신의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대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

나, 전공 분야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부족한 능력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와 학생들, 그리고 기업의 인재에 대한 시각 차이는 공대 학생

들의 취업 연계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 차이를 일치시키고 실제 필요한 능력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교수가 기업과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학생들은 동료 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수와 여학생들은 출산이나 육

아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취업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남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 때

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였다. 출산과 육아는 이

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남녀가 같이 나누

어야 할 부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학생과 동료 남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의 노력을 통해 여학생 스스로 취업과 

취업 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

무 집중도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우수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므로,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주역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

여주기 위하여 교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이 취업하

고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부족한 약점을 

보완해주며, 회사와 사회의 여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여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의 노력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본

다. 학생들이 취업 능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꼽

은 것이 교수의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차이 없이 진행

되는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교과목 개설보다는 여교수, 여성 

기업인과 함께 하는 멘토링 등의 기회를 통해 여학생들이 성공

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공과대학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VI.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공대 교수, 학생, 기업의 성인지에 대한 사고

를 조사하였다. 한국교통대학교 공대 교수 59명, 남학생 226

명, 여학생 109명, 그리고 충북에 소재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수 대상 설문지는 26문항, 학생용

은 30문항, 기업용은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χ2 교차분

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성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들은 여학생이 리더십이 부족

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생

각을 교육이나 취업 안내에 반영하지 않았다. 여학생들 역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으며, 공학교육에서 성인지적 교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공학전공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교수의 인식과 유사하였다. 

한편 남학생은 동료 여학생의 성인지에 대해 무심하였다. 기업

의 취업담당자들의 인식은 교수나 학생의 인식과 달랐다. 이러

한 연구 결과로부터 교수와 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공학전공교육

을 위하여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성인지, 여자공대생, 교수, 학생,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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