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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인간이 만든 세상(human-made world)에서 살고 있

으며, 기상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술들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공학적 세상(engineered world)에 살고 있다. 공

학 설계(engineering design)는 건강, 편의, 의사소통, 교통, 

생활환경, 오락 등 우리의 전체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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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Purzer, S., et al., 2014). 

공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미래의 국가경쟁

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01년 미국의 Massachusetts 주에

서는 최초로 과학 교육과정에 공학과 기술이라는 용어를 포함하

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생물, 과학, 물리와 기술-

공학(technology-engineering) 중에 적어도 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였다(Purzer, S., et al., 2014). 2011년 

미국의 국립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표한 ‘A 

frameworks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와 2013년 발표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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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ddle and high school technology teachers' recognition and educational need about engineering 
education. For this, we surveyed secondary school technology teach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most technology 
teachers perceive that engineering contents are lack in technology education, therefore they recognize the needs of reinforcement of 
engineering contents. Second, most technology teachers perceive that present technology subject does not give positive affect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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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ble to teach engineering in technology education and they need the change of national curriculum and the development of engineering 
program contents. Fourth, they perceive that the 7∼9 grade is the best grade to start to study engineer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Fifth, they perceive that ‘design’, ‘problem solving’ and ‘creative thinking’ are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of teaching 
ability and knowledge about engineering. Sixth, they perceive that the aerospace engineering, the electrical engineering, the electronic 
engineering, the mechanical engineering, the computer engineering and the environmental engineering are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of teaching knowledge about engineering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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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위한 과학교육의 성취기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for states, by states)’에서 나타난 과학교

육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공학과 공학 설

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은 기초 소양인 

기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촉

진하며, 과학과 수학간의 연계성을 만든다. 또한 공학은 직업 및 

진로의 세계와 3D 세계에 대한 탐색을 제공한다(Purzer, S., et 

al., 2014). 

현재의 청소년들은 최첨단 공학과 기술의 산출물인 스마트폰

이나 PC, 인터넷 등을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술적 소양의 필요성과 중요

성이 더욱 커졌다. 기술적 소양(Technological Literacy)은 기

술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ITEA, 2005).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기술교과는 학생들의 기술적 소양 함양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기술교육학회(ITEA, 2005)

에서는 Technological Literacy for All과 Standards for 

Technological Literacy(2000/2002/2007)을 통해 기술교과에

서의 기술적 소양 함양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교과 전문가들도 기술교과 교육의 성격으로 ‘기술적 교

양을 길러주는 교양교육’이라고 하였다(최유현, 2005). 가장 최

신의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이고, 

기술적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을 기르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우리나라에서 공학은 주로 고등교육수준 이상에서만 다뤄지

고 있고,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교과로 편성되어있지 않아 학생

들이 순수 자연과학에 비해 공학을 접하거나 탐구할 기회가 부

족하다(손소영, 2007). 2011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공

학을 포함한 과학, 기술, 예술, 수학교과의 융합 교육을 통한 

창조적이고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을 강화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STEAM 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초･
중등교육에서의 공학교육에 연구와 이해의 부족으로 초창기에

는 혼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공학을 기술 교과와 동

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하고 분류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학과 초･중등교육의 기술간의 학문적 위

계성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공학과 가장 

높은 연계성을 갖는 교과는 기술교과이며(김영민, 2012; 김진

수, 2011; 이춘식, 2008), 기술교과서는 이미 공학적 설계와 

실생활 관련 문제해결, 공학적 산출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국제기술교육학회는 2010년 학회명

을 국제기술공학교육자협회(International Technology and 

Engineering Educators Association)로 수정하여, 기술교육과 

공학교육의 경계를 허물었다. 

국내에서도 기술교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교

육 강화를 위한 기술교과와 공학 연계 및 공학적 내용 강화 등

의 다양한 연구(김영민, 2012; 김진연, 2014; 이은상, 2015a; 

이은상, 2015b; 허영웅, 2014)가 진행되었으며, 교육 효과면에

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등교육에서의 공학의 중요성과 공학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

성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성

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 대안인 기술교과를 통한 공학적 

내용 강화일 것이며,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교사들 역시 기술

교과를 중심으로 공학교육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

하였다(김영민 외, 2013b). 기술교과에서의 공학적 내용 강화

를 위해서는 현장 중･고등학교 기술교사의 인식 및 공학 관련 

교육요구도 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교사들이 갖고 

있는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한다.

둘째,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교육요구

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술교과를 

가르치는 기술교사들이다.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교원수는 중학

교 8,247명, 고등학교 2,639명으로 총 10,805명이었다(교육통계

서비스, 2015). 이중 기술교과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

상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모집단을 5,400명으로 정하였다. 최대

한 다양한 지역의 기술교사에게 설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술교사연구회와 기술 교사 관련 연수에 참가한 기술교사들에게 

사전 협조를 받아 총 821명의 e-mail 주소를 표집하였다.  

2. 조사 도구

조사도구는 관련 선행연구(김영민 외, 2013a; 김영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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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b; 김진연 외, 2015;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4) 고찰을 

통하여 개발하였으며 공학, 기술교육전문가 4인과의 협의를 통

하여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술교사 26명에게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현재 

기술교사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영역은 기술교사의 공학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는 문항(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특성

에 따라 Likert 5점 척도나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시

에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Google Drive의 Google 설문지

를 통해 개발된 이메일 설문지는 15명의 기술교사들에게 사전조

사(pre-test)를 거친 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수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사전에 협조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터넷 조사

로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총 3개

월이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하여 이메일 설문지

를 보냈으며, 지역 교사연구회에 이메일 설문지 발송을 안내하

고,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다. 총 821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202부를 회수(회수율 24.6%)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매우 불

성실하거나 중복 전송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18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해준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181명의 기술교사에서 남자는 136명(75.1%), 여자는 45명

(24.9%)이었다. 소속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40명

(77.3%), 고등학교 41명(22.7%)이었다. 대학교 학사의 주전공

을 살펴보면 기술교육 98명(54.1%), 기계, 금속, 재료, 전기, 

전자, 건축, 토목 공학 및 관련 교육 67명(37.0%), 가정 및 가

정교육 등 기타 16명(8.8%)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82명

(45.3%), 40대 50명(27.6%)가 많았으며, 교육경력별로는 6년 

이상 10년 미만(27.6%)이 가장 많았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였으며, 모

든 통계처리에 있어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기술교사의 

공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와 같은 기술통계와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한 t검정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술교사의 공학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

석을 위해 수정된 Borich, G. D.(1980)의 교육요구도 계산 공

식(Fig. 1)을 사용하였고,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수정된 교육요

구도 계산 공식(진의남, 김용익, 2011), Mink, O. G., et 

al.(1991)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이하 LF모델)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6 75.1

여자 45 24.9

학교급별
중학교 140 77.3

고등학교 41 22.7

학사 주전공별

기술교육 98 54.1

공학(관련교육) 67 37.0

기타(가정 등) 16 8.8

연령별

20대 23 12.7

30대 82 45.3

40대 50 27.6

50대 이상 26 14.4

교육경력별

5년 미만 36 19.9

6년 이상 10년  미만 50 27.6

10년 이상 15년  미만 35 19.3

15년 이상 20년  미만 25 13.8

20년 이상 35 19.3

합 계 181 100.0

교육요구도 = N

Σ PICPCL×PIC

                  PIC : 인지한 중요도

                  PIC : 인지한 중요도 평균
                  PCL : 현재의 능력 정도
                  N  : 전체 사례 수

Fig. 1 교육요구도 계산 공식
주) 진의남, 김용익 (2011).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발명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 11(2), p. 71에서 인용.

Borich의 요구도는 값에 따라 순위를 나열할 수 있지만 어느 

순위까지 고려해야하는지 제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LF모델

을 통해 좌표평면에 항목들을 위치시킨 뒤 1사분면에 속한 항

목의 개수만큼 Borich요구도 상위 순위를 결정하고 중복된 항

목을 최우선 순위 항목으로, 두 방법 중 하나만 높은 항목을 차

순위 항목으로 결정하였다(김진연 외, 2015; 조대연, 2009).

 

III. 연구 결과

1. 기술교사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중등교육에서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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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의 공학적 내용 강

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Table 2와 같이 응답하였다. 평균값 

4.10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기

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학적 내용에 높은 관심과 흥미

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현재 기술교과 교육과정에의 공학

적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Table 3과 같이 응답하였다. 평균값

은 3.01로 나와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은 현재의 중･고등학교 기술

교과에 공학적 내용의 포함 정도를 보통이라고 인식하였다. 변인

별로는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남자가 여자 보다 공학적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중･고등학

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학교육의 필요성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연구(김영민 외, 2013a)와도 높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높

게 인식하였으며,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비해 

심화된 공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게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2 기술교과에서의 공학적 내용 강화 필요성

구분 M 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4.21 .984

2.641** .009
여자 3.78 .876

학교급별
중학교 4.07 .934

-.855 .394
고등학교 4.22 1.107

학사 
주전공
그룹별

기술교육 4.15 .945

2.156 .119공학 (관련교육) 4.15 1.019

기타 3.63 .885

전체 4.10 .975

** p < .01

Table 3 현재 기술교과 교육과정에의 공학적 내용 포함 정도

구분 M 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2.93 .896

-2.147 .033*
여자 3.24 .645

학교급별
중학교 2.94 .871

-2.012 .046*
고등학교 3.24 .734

학사 
주전공
그룹별

기술교육 2.86 .849

3.818 0.24공학 (관련교육) 3.16 .863

기타 3.31 .602

전체 3.01 .850

* p < .0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현재 기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 

강화시의 효과 및 역할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았다. ‘창의적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 체험(54.7%), ‘공학

적(기술적) 소양 함양(43.1%)’, ‘공학분야로의 진로 선택에 도

움(30.4%)’, ‘공학적 개념 이해(28.7%)’, ‘수학, 과학교과의 유

목적적학습(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현재 기술교과가 학생들의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 부여 정도에 대하여 Table 5와 같이 응답하

였다. 평균값은 3.09로 나와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은 현재의 기

술교과가 학생들의 공학분야에 대한 흥미 부여에 대해 보통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기술교과의 공학분야에 대한 흥

미 부여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역시 공학에 대한 관

심과 지식 및 필요성에 대해 남자가 여자 보다 높은 인식을 갖

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의 공학적 내용 강

화시 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 선택 도움에 대하여 Table 6과 

같이 응답하였다. 평균값은 4.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학생

들의 공학분야 진로 선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

식하였다. 변인별로는 주전공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기술교육 전공자들이 기타 전공자들에 비해 공학적내용 

Table 4 기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 강화시의 효과 및 역할
(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

창의적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 체험 99 54.7

공학적(기술적) 소양을 함양 78 43.1

공학 분야로의 진로 선택에 도움 55 30.4

공학적 개념(설계, 최적화, 체계적 사고 등) 이해 52 28.7

수학, 과학 등 교과의 유목적적 학습 21 11.6

　전체 305 168.5

Table 5 현재 기술교과가 학생들의 공학분야에 대한 흥미 부여 
정도

구분 M 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2.93 .862 -4.388*

**
.000

여자 3.56 .693

학교급별
중학교 3.04 .877

-1.520 .130
고등학교 3.27 .807

학사 
주전공
그룹별

기술교육 3.07 .944

.044 .957공학 (관련교육) 3.10 .781

기타 3.13 .719

전체 3.09 .86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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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가 학생의 공학분야 진로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인

식하였다. 이는 기타 전공자들 비해 기술교육 전공자들이 공학

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의 공학교육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Table 7과 같이 응답하였다. 평균값은 4.06

으로 나와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의 공학교육 

실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학교급별, 

주전공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 수준이 

중학교보다 공학을 가르치기 위한 배경지식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술교육 전공자들이 기타 전공자들에 비해 기술교과

에서의 공학교육 실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 역시 

기타 전공자들에 비해 기술교과 전공자들의 공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을 강화하

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기술교과 교육과정 개정(66.1%)’,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41.1%)’, ‘공학 교과목 개설(36.7%)’, ‘자유학기제 활용(25.6%)’, 

‘방과후 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활용(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기술교과에서의 공학적 내용 강화시 학생 공학분야 진로 
선택 도움

구분 M 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4.13 .745

1.509 .133
여자 3.93 .720

학교급별
중학교 4.04 .757

-1.158 .248
고등학교 4.20 .679

학사 
주전공
그룹별

기술교육 4.16a .796

3.768 .025*공학 (관련교육) 4.06ab .625

기타 3.63b .719

전체 4.08 .741

* p < .05

Table 7 기술교과에서의 공학교육 실시 가능성

구분 M SD t 또는 F p

성별
남자 4.11 .862

1.548 .123
여자 3.89 .775

학교급별
중학교 3.96 .868 -2.950*

*
.004

고등학교 4.39 .666

학사 
주전공
그룹별

기술교육 4.19a .854

3.730* .026공학 (관련교육) 3.97ab .764

기타 3.63b .957

전체 4.06 .844

* p < .05  ** p < .01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 강화

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는 Table 9와 같

았다. ‘공학교육 자료 개발 및 제공(59.1%)’, ‘공학교육 가능 

실습실(장비 등) 지원(40.9%)’, ‘공학교육 교수 관련 교원 연수

(32.0%)’, ‘공학적 전공 심화 내용 교원 연수(24.9%)’, ‘공학교

육 실습 재료비 지원(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기술(실과)교과에서 공학교육을 

실시할 때, 시작이 필요한 수준에 대하여 Table 10과 같이 응

답하였다. ‘중학교(62.4%)’, ‘고등학교(19.3%)’, ‘초등학교 4∼ 6
학년(16.0%)’, ‘초등학교 1∼3학년(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공학교육 활동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Table 11과 같이 응답하였

다. ‘기술 교과를 공학 교과로 변경(42.4%)’, ‘기술 교과 속에 

공학을 독립된 단원으로 첨가(29.4%)’, ‘여러 교과속에 공학관

련 내용을 분산적으로 반영(13.0%)’, ‘기술, 과학, 수학 교과 

속에 공학을 독립된 단원으로 첨가(10.7%)’, ‘공학을 새로운 

독립 교과로 개설(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Table 8 기술교과에서 공학적 내용 강화방안(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

기술교과 교육과정 개정 119 66.1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74 41.1

공학 교과목 개설 66 36.7

자유학기제 활용 46 25.6

방과후 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활용 18 10.0

　전체 323 179.4

Table 9 기술교과에 공학적 내용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복수응답)

구분 빈도 비율 (%)

공학교육 자료 개발 및 제공 107 59.1

공학교육 가능 실습실(장비 등) 지원 74 40.9

공학교육 교수 관련 교원 연수 58 32.0

공학적 전공 심화 내용 교원 연수 45 24.9

공학교육 실습 재료비 지원 36 19.9

　전체 320 176.8

Table 10 기술(실과) 교과에서의 공학교육 시작 필요 수준

구분 빈도 비율 (%)

중학교 113 62.4

고등학교 35 19.3

초등 4∼6학년 29 16.0

초등 1∼3학년 4 2.2

전체 1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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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χ2 = 21.492(p=.000)이었

다. 이는 성별에 따른 공학에 대한 관심 및 지식에 차이가 있

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자 기술교사들

이 여자 기술교사들에 비해 기술교과에서 직접 공학을 가르

치는 방안에 대해 높은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교사의 공학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가.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Table 12와 같이 응답하였다. 중요

도 평균은 4.04, 현재 능력은 3.32이며, 수정된 Borich교육요

구도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교육요구도는 전체 평균 2.58로 나

타났다. 

교육요구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8개이었으며, 설

계 3.78, 문제해결력 3.61, 창의적 사고 3.39, 공학과 경제, 

2.90, 공학과 환경 2.78, 공학분야 진로지식 2.74, 팀워크/협력 

2.71, 실험/실습 능력 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 전

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7개이었으며, 문제해결력 4.52, 창의

적 사고 4.42, 설계 4.40, 팀워크/협력 4.35, 실험/실습 능력 

4.34, 의사소통 4.28, 공학전공 내용지식 4.21의 순이었다. 현

재 능력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8개이었으며, 실험/실

습 능력 3.72, 팀워크/협력 3.71, 문제해결력 3.64, 의사소통 

3.64, 공학전공 내용지식 3.50, 창의적 사고 3.47, 설계 3.45, 

공학 윤리 3.35의 순이었다.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교육요구도 산출식과 L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F 모델의 결과는 [Fig. 2]와 같

다.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설계, 문제해결력, 창의적사고로 3

개이며, HL분면에 속한 항목은 팀워크/협력, 실험/실습 능력, 

공학전공 내용지식, 의사소통 4개이며, LH분면에 속한 항목은 

공학과 경제, 공학과 환경, 공학분야 진로지식, 공학과 정책 4

개이다. 

Table 12 기술 교사가 인식하는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

내용

중요도 현재능력
borich 

교육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설계 4.40 0.66 3.45 0.82 3.78 1

문제해결력 4.52 0.57 3.64 0.83 3.61 2

창의적 사고 4.42 0.70 3.47 0.93 3.39 3

공학과 경제 3.79 0.84 2.97 0.95 2.90 4

공학과 환경 3.93 0.77 3.13 0.83 2.78 5

공학분야 진로지식 4.03 0.74 3.29 0.92 2.74 6

팀워크/협력 4.35 0.67 3.71 0.86 2.71 7

실험/실습 능력 4.34 0.70 3.72 0.86 2.66 8

공학전공 내용지식 4.21 0.72 3.50 0.91 2.57 9

공학과 문화 3.75 0.78 3.04 0.82 2.48 10

공학과 정책 3.50 0.96 2.77 0.88 2.29 11

공학과 사회 3.81 0.78 3.16 0.83 2.20 12

공학 윤리 3.93 0.69 3.35 0.89 1.86 13

의사소통 4.28 0.72 3.64 0.88 1.65 14

공학의 역사 3.36 0.84 3.00 0.88 1.04 15

전체 평균 4.04 0.74 3.32 0.87 2.58

Table 11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공학교육 강화 방안

구분
성별

전체 χ2 p
남 여

기술 교과를 공학(or 공학‧기술) 교과로 변경하는 방안
빈도

(비율)

65

(48.1)

10

(23.8)

75

(42.4)

21.492*** .000

기술 교과 속에 공학을 독립된 단원으로 첨가시키는 방안
빈도

(비율)

43

(31.9)

9

(21.4)

52

(29.4)

여러 교과 속에 공학관련 내용을 분산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
빈도

(비율)

12

(8.9)

11

(26.2)

23

(13.0)

기술, 과학, 수학 교과 속에 공학을 독립된 단원으로 첨가시키는 방안
빈도

(비율)

12

(8.9)

7

(16.7)

19

(10.7)

공학을 새로운 독립 교과로 개설하는 방안
빈도

(비율)

3

(2.2)

5

(11.9)

8

(4.5)

전체
빈도

(비율)

135

(100.0)

42

(100.0)

177

(100.0)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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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ch 교육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에서 LF 모델의 1사분에 속한 항목의 개수(3개)만큼 Borich 

요구도 상위 순서를 결정하고 중복된 항목을 1순위 항목으로 

보고, Borich 교육요구도의 평균이상과 LF 모델의 HL, LH분

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2순위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Fig. 2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Model 결과

Table 13 기술 교사가 인식하는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

내용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분석결과

Borich LF model 1순위 2순위 3순위

설계 1 HH ○

문제해결력 2 HH ○

창의적 사고 3 HH ○

공학과 경제 4 LH ○

공학과 환경 5 LH ○

공학분야 진로지식 6 LH ○

팀워크/협력 7 HL ○

실험/실습 능력 8 HL ○

공학전공 내용지식 9 HL ○

공학과 문화 10 LL ○

공학과 정책 11 LH ○

공학과 사회 12 LL ○

공학 윤리 13 LL ○

의사소통 14 HL ○

공학의 역사 15 LL ○

전체 합계 3 5 7

1순위에 해당하는 교수 능력 및 지식은 설계, 문제해결력, 창

의적 사고 3개이다. 2순위는 공학과 경제, 공학과 환경, 공학분

야 진로지식, 팀워크/협력, 실험/실습 능력 5개이며, 3순위는 

나머지 공학전공 내용지식, 공학과 문화, 공학과 정책, 공학과 

사회, 공학 윤리, 의사소통, 공학의 역사 7개이다.  

나.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

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Table 14와 같이 응답하였다. 중요도 평

균은 3.74, 현재 능력은 3.02이며, 수정된 Borich교육요구도 계

산식에 의해 산출된 교육요구도는 전체 평균 2.60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9개이었으며, 항공우

주공학 4.35, 전기/전자공학 3.73, 기계공학 3.40, 컴퓨터공학 2.98, 

환경공학 2.92, 생물공학 2.76, 건축공학 2.73, 재료공학 2.66, 자원

공학 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

은 7개이었으며, 기계공학 4.38, 전기/전자공학 4.35, 컴퓨터공학 

4.14, 건축공학 4.11, 항공우주공학 4.03, 재료공학 3.92, 환경공학 

3.76의 순이었다. 현재 능력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6개이었

으며, 기계공학 3.61, 전기/전자공학 3.47, 건축공학 3.43, 컴퓨터공

학 3.38, 토목공학 3.17, 재료공학 3.15의 순이었다.

Table 14 기술 교사가 인식하는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

내용

중요도 현재능력
borich 

교육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항공우주공학 4.03 0.90 2.91 0.92 4.35 1

전기/전자공학 4.35 0.68 3.47 0.93 3.73 2

기계공학 4.38 0.65 3.61 0.88 3.40 3

컴퓨터공학 4.14 0.82 3.38 1.04 2.98 4

환경공학 3.76 0.92 2.93 1.00 2.92 5

생물공학 3.67 0.78 2.88 0.86 2.76 6

건축공학 4.11 0.66 3.43 0.88 2.73 7

재료공학 3.92 0.86 3.15 0.98 2.66 8

자원공학 3.53 0.91 2.75 0.94 2.65 9

산업공학 3.67 0.83 3.00 0.91 2.44 10

원자력/ 방사선공학 3.44 0.87 2.77 0.97 2.20 11

조선해양공학 3.41 0.92 2.79 0.92 2.16 12

토목공학 3.72 0.87 3.17 0.87 2.02 13

화학공학 3.45 0.92 2.85 1.05 1.82 14

농공학 3.13 0.83 2.62 0.94 1.41 15

섬유공학 3.06 0.84 2.59 1.08 1.37 16

전체 평균 3.74 0.83 3.02 0.9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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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

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는 교육요구도 산출식과 LF 모델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F 모델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HH분면에 속한 항목은 항공우주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

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환경공학으로 6개이며, HL분면에 

속한 항목은 건축공학 1개이며, LH분면에 속한 항목은 생물공

학, 자원공학 2개이다. 

Fig. 3 공학분야(전공)별 지식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Model 결과

Table 15 기술 교사가 인식하는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

내용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분석결과

Borich LF model 1순위 2순위 3순위

항공우주공학 1 HH ○

전기/전자공학 2 HH ○

기계공학 3 HH ○

컴퓨터공학 4 HH ○

환경공학 5 HH ○

생물공학 6 LH ○

건축공학 7 HL ○

재료공학 8 HH ○

자원공학 9 LH ○

산업공학 10 LL ○

원자력/ 방사선공학 11 LL ○

조선해양공학 12 LL ○

토목공학 13 LL ○

화학공학 14 LL ○

농공학 15 LL ○

섬유공학 16 LL ○

전체 합계 5 3 8

Borich 교육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에서 LF 모델의 1사분에 속한 항목의 개수(6개)만큼 Borich 

요구도 상위 순서를 결정하고 중복된 항목을 1순위 항목으로 보

고, Borich 교육요구도의 평균이상과 LF 모델의 HL, LH분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2순위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1순위에 해당하는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은 항공우주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환경공학 5개이다. 2순

위는 생물공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3개이며, 3순위는 나머지 

자원공학, 산업공학, 원자력/방사선공학, 조선해양공학, 토목공

학, 화학공학, 농공학, 섬유공학 8개이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교사들이 갖고 있는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은 기술교과에 공학적 내용이 부족

하며,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나타냈다. 기술교사들은 공학

적 산출물인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교과에 공학관

련 내용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의 기술교과는 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선택에 크

게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공학적 내용을 강화하면 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교

사들은 공학적 내용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공학의 중요 요소

인 창의적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 체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하여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영민 외, 

2013b)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기술교사들이 기술교과에서 공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고 인식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공학적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

용 역시 기술교사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공학교육 자료 개발 및 제공을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

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기술교과의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공학교육이 필요하

다고 인식한 점은 중학교가 학생들의 진로탐색 단계이기 때문

에 공학분야 진로 탐색을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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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공학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기

술 교과를 공학 또는 공학･기술 교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가장 

높게 인식하여, 기술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학교육을 강

화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일치하였다. 이는 기술교사들이 기술

교과에서 공학교육 실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와 의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공학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사들의 공학관련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설계,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공학교육을 통해 

창의적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공학교육의 

효과 및 역할이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관련 선행연

구(김영민 외, 2013b)에서의 공학의 핵심 개념과도 일치하

였다. 이는 기술교사들이 공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수 

능력 및 지식으로 공학의 핵심 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추후 공학교육 실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술교사들의 공학 분야(전공)별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

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항공우주공학, 전기/전

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환경공학이었다. 공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1순위로 요구

한 공학 분야에 대한 기술교사를 위한 관련 연수와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교육에서 공학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은 국내

외 사례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서 공학을 가르치기 위한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인 기술교

과를 통한 공학교육 적용 및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관

련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공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기술교사들의 

의지와 이를 위한 교수 능력 및 지식에 대한 교육요구를 확인

하였다. 기술교사들의 공학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015 공학교육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

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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