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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업(산업계)은 현장적응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여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며

(백윤수 외, 2006; 차성운 외, 2007), 공과대학 졸업생에게는 

단순한 공학 전문지식을 넘어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과

대학 졸업생은 문제해결력이 부족하여 많은 질타를 받음에 따

라 대학은 공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및 패러다임을 인지

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송동주, 2003; 김광선, 2015).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 다수의 대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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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EK)에서 시행하는 공학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학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력을 신

장시키기 위하여 공학 관련 학과의 전공교육에서 30%는 설계 

교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5; 한

지영 외, 2009). 이로 비추어 볼 때 공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과는 공학설계라고 할 수 있다(윤나

리, 2012). 

미국공학교육인증기관(ABET)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의 인증 기준에는 문제해결 접근을 통한 공학설계 능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김태훈 외, 2005), 이는 곧 공학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학설계와 관련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

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학설계 관련 교육의 효과성 확인 및 현재 공과대학 

학생의 공학설계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에 따라 김태훈 외(2005)는 공학설계 능력의 평가 요소를 구

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공학설계 능력 평가 요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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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orm the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tes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nationwide using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test developed in the precedent study, and a total 
of 2,85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verage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scores was 158 out of 240 point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s in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by 
background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major. It was found that mechanical and construction 
majors have higher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than IT and chemical/material engineering majors. Also, the scores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increased as the grade went up. Third, the number of courses related to engineering design did not affect by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but the actual number of times of experience in engineering design was affected by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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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김태훈(2015)은 공학설계 능력에 대한 하위 영

역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공학설계 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

립하였다. 

공학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들은 종합적으로 다

루어야 하며 또한,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까지도 포함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공학설계 능력을 단순한 ability(능력)가 아

닌 competency(역량)의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김태훈 외(2020)는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

으며, 또한 검사 도구를 타당화 하였다. 공학설계 역량은 단순

한 능력적인 부분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포함하는 잠재적 능력

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측정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여 검사 도구를 자기 보고식으로 개발

하였다.

검사 도구, 평가 척도, 측정 도구 등의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인성(김미숙･김경은, 2014), 창의성(박경희, 2004; 박

병기･강현숙, 2006), 태도(신원섭, 1999; 이규욱, 2003; 김부

윤･이지성, 2006; 금지헌･김진모, 2009), 역량(김수향･탁진

국, 2011; 최윤정･이제경, 2014), 진로(장석민 외, 1991; 이종

범･정철영, 2005; 송인섭 외, 2008)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은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도구 

점수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교, 검사도구 점수의 규준

화 등을 다루었다. 개발된 도구 점수의 규준화를 다루지 않은 

다수의 연구에서는 도구 점수의 규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

으며, 규준화를 통하여 도구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 대한 합의된 규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검사 결과의 모집단에서 개인

의 상대적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공학설

계 역량 검사 점수의 규준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태훈 외(2020)의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 개발의 후속 연구로서 우리나라 공과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검사의 규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규준화 연구를 통하여 

‘동종 그룹 내 개인의 공학설계 역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공학설계 역량을 진단하고, 

추후 개인의 공학설계 역량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에서 공학설계 관련 수업 설계 

및 진행에 있어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여 수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표

자기 보고식 공학설계 역량 검사의 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 공학설계 역

량 점수를 확인하고, 규준을 제시한다.

둘째, 공학설계 역량의 배경 변인별 차이를 확인하고, 규준을 

제시한다.

셋째,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학설계 역량

본 연구에서 공학설계 역량은 우수한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공학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종

합적 능력이다(김태훈, 2020).

나. 규준화

본 연구에서 규준화는 피검자의 검사 점수를 모집단 점수분

포에서의 상대적 위치 정보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규준 

설정 과정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학설계 역량 검사 구성

공학설계 역량 검사는 총 6가지 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훈 외, 2020). 

첫번째 요인은 ‘설계 수행 역량’으로 공학설계의 기획, 수행, 

데이터 분석, 오류 발견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요인은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으로 설계의 경

제학적 가치와 시장 정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번째 요인은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으로 수학적 지

식과 이해, 과학적 지식과 이해 관련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번째 요인은 ‘팀워크 역량’으로 설계 수행 중 팀 구성원과

의 구성과 조율, 팀원간 의사소통 관련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번째 요인은 ‘설계 중심 사고 역량’으로 설계 수행시 사고

력과 가능성 판단, 예측에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번째 요인은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으로 설계의 토대

가 되는 정보의 습득력과 활용력에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는 설계 수

행 역량 0.956,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0.906, 수학·과학

적 지식 활용 역량 0.907, 팀워크 역량 0.894, 설계 중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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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0.861,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0.75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0.971로 높게 나타났다.

2. 규준화

가. 규준화 의미 및 방법

규준(Norm)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피검자 표본이며, 규준화

(Norming)는 피검자의 검사 점수를 모집단 점수 분포에서의 

상대적 위치 정보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규준 설정 과정

이다. 규준 설정은 검사 점수에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

에 따라,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년, 

성별, 지역, 국가 규준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교육심리학용어

사전, 2000).

Bridges와 Holler(2007)는 검사 도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정확하게 추정된 검사 도구의 규준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검사 결과가 그가 속한 집단

의 전체 검사 결과 분포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여 결

과 해석에 참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규준화 연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부터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한다(조규형, 2018). 이에 따라 규준화를 위한 모집단의 

크기는 규준화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집단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하위집단이 많아질수록 표

본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Bridges와 Holler(2007)는 하위 집

단별로 50-70정도의 표본의 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Crawford와 Garthwaite(2008)는 하위집단별로 100개 이상의 

표본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집단을 성별, 학년별, 학과 계열별로 설

정하였다. 총 하위 집단은 성별 2개, 학년 5개, 학과 계열 4개

이므로 표본은  ×  ×  ×   개가 필요하며, 불

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총 5,000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축 

관련 학과는 5학년이 존재하여 목표 표본에 학년은 5개로 설

정하였다.

나. 규준화 제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과대학생 전체의 공학설계 역량 

규준, 학년별 공학설계 역량 규준, 학과 계열별 공학설계 역량 

규준의 총 3가지 규준을 제시하였다.

규준 제시 방법은 선행연구(금지헌･김진모, 2009)에서 사용

한 사분위수 백분율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상위, 하위 

10%에 대해서는 양 극단 값인 5% 구간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전국 규준화 조사 실시

↓

결과 수합

↓

공학설계 역량 규준 제시

↓

배경 변인별 공학설계 역량 차이 검증

↓

배경 변인별 공학설계 역량 규준 제시

↓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요인 확인

↓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요인 영향력 제시

Fig. 1 Research Procedure 

2. 공학설계 역량 검사

가.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는 김태훈 외

(2020)가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검사 문항은 여과 

문항(2문항)을 포함한 총 42문항이다.

나. 표본 설정

공학교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전국 공과대학 학생수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자료 기준으로 약 52만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배경 변인의 하위 집단과 불성실 응답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으로 선정하였으며, 공학교육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학과 계열별 전체 대학생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을 설

정하였다. 그 후 학과 계열에서 지역별 대학생수의 비율을 고

려하여 지역별 최종 목표 표본수를 설정하였다. 목표 표본에 

대한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tails of the target sample

지역
분야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합계

기계계열 316 291 59 262 207 615 1,750

건설계열 302 288 95 373 201 491 1,750

IT계열 172 146 34 124 76 198 750

화공 및 소재계열 162 152 25 134 65 212 750

합계 952 877 213 893 549 1,516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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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학과 현황은 공과대학 학과명을 기준으로 비슷한 계

열을 통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① 기계계열 : 기계,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

학, 기계의용, 기계자동차, 기계자동차의용, 메카트로닉스

② 건설계열 : 건설시스템공학, 건축공학, 건설공학

③ IT계열 : 소프트웨어, 전기공학, 전자it기계공학, 전자공

학, 전자전기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공학

④ 화공 및 소재계열 : 금속신소재 공학, 생명화학공학, 세라믹 

신소재 공학, 신소재 공학, 응용화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화학생명

공학, 화학생물공학, 신소재에너지 공학, 화학생명공학부 

다. 검사지 배포 및 회수

공학설계 역량 검사는 2018년 12월 3일-2019년 1월 20일

까지 약 50일 동안 진행하였다. 지역별 대학교 및 공과대학 학

과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과로 전화를 하여 학과 조교 또는 

교수에게 검사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뒤, 협조 가능하다고 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인쇄된 검

사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하여 응답하는 방법에 대

해서 설명하였으며, 검사지를 발송할 때 온라인 검사도 가능하

게 Google URL 주소도 출력하여 함께 발송하였다. 응답된 검

사지는 우편을 통하여 회신 후 수합하였으며, 온라인 검사는 

Google 인터넷 상에서 수합하였다. 

온라인 검사를 통하여 219부, 인쇄된 검사지를 통하여 2,773부

가 회수되어 총 2,992부 검사가 회수 되었다. 회수된 검사 중 

5학년의 경우는 총 14부가 회수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19부를 제외하고 총 2,859부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의 배경 변인별 현황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Distributions by grade and gender

학년 남 여 전체

1 204(7.1%) 106(3.7%) 310(10.8%)

2 700(24.5%) 240(8.4%) 940(32.9%)

3 810(28.3%) 212(7.4%) 1,022(35.7%)

4 447(15.6%) 140(4.9%) 587(20.5%)

전체 2,161(75.6%) 698(24.4%) 2,859(100.0%)

Table 3 Distributions by major

학과 계열 빈도 %

기계계열 762 26.7

건설계열 1,115 39.0

IT계열 761 26.6

화공 및 소재계열 221 7.7

전체 2,859 100.0

라. 신뢰도 분석

본 검사 40문항의 신뢰도(Cronbach’s )를 분석한 결과 

0.98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신뢰도 0.971 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요인 설정

본 검사에서는 공학설계 역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은 변인 관련 문항 2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첫째, 대학교 

수업에서 공학설계와 관련하여 수강한 과목 수이다. 둘째, 

실제로 설계를 수행한 경험 횟수이다. 이 두가지 변인은 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학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며, 추후 공

학설계 역량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조

사하여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학과별 공학설계 관련 수강 

과목 수와 설계 수행한 경험 횟수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Table 4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ourses related to 
engineering design

학과 계열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기계
계열

N 45 119 127 157 140 174 762

% 5.9 15.6 16.7 20.6 18.4 22.8 100.0

건설
계열

N 92 120 224 206 194 279 1,115

% 8.3 10.8 20.1 18.5 17.4 25.0 100.0

IT

계열

N 39 162 196 169 97 98 761

% 5.1 21.3 25.8 22.2 12.7 12.9 100.0

화공 및
소재 계열

N 117 50 12 11 8 23 221

% 52.9 22.6 5.4 5.0 3.6 10.4 100.0

전체
N 293 451 559 543 439 574 2,859

% 10.2 15.8 19.6 19.0 15.4 20.1 100.0

Table 5 Distributions of the number of experience in each 
major 

학과 계열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기계
계열

N 91 82 117 102 72 75 539

% 16.9 15.2 21.7 18.9 13.4 13.9 100.0

건설
계열

N 153 190 222 202 100 165 1,032

% 14.8 18.4 21.5 19.6 9.7 16.0 100.0

IT

계열

N 106 167 126 95 66 54 614

% 17.3 27.2 20.5 15.5 10.7  8.8 100.0

화공 및 
소재 계열

N 138 38 7 4 8 15 210

% 65.7 18.1 3.3 1.9 3.8 7.1 100.0

전체
N 488 477 472 403 246 309 2,395

% 20.4 19.9 19.7 16.8 10.3 12.9 100.0



조한진･위선복･김태훈

공학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202070

3. 자료 분석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IBM SPSS Statistics 24와 

Excel 2016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검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를 활

용하였다.

둘째, 배경 변인별 공학설계 역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셋째, 사분위수별 규준 점수 제시에 SPSS 빈도분석(사분위

수)을 활용하였다.

넷째,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전국 공과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규준

공학설계 역량 전국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다.

점수 규준은 사분위수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위 10%, 하위 

10%는 5% 구간으로 제시하였다. 공학설계 역량 점수의 규준

은 Table 7과 같다. 척도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의 총 점은 240점이다. 공학설계 역량 규준 결과

Table 6 Average and S.D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공학설계 역량 점수 158.62 35.28

설계 수행 역량 47.90 11.08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30.59 7.57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23.32 5.82

팀워크 역량 24.75 5.78

설계 중심 사고 역량 15.98 3.82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15.96 3.89

상위 5%는 240점 중 215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는 100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상위 5%, 하위 5%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 

설계 수행 역량은 72점 중 65점, 30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은 48점 중 43점, 18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은 36점 중 33점, 13점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팀워크 역량은 36점 중 34점, 15점으

로 각각 나타났다. 설계 중심 사고 역량은 24점 중 22점, 10점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은 24점 중 22

점, 10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위 5% 점수는 하

위 5% 점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 변인별 공학설계 역량 차이 

가. 성별 

성별에 따른 공과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점수 차이에 대하

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공학설계 역량 점수 전반에 걸쳐,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백승희･정혜원(2015)의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를 분석하

여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지원(2019)의 대학

생용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K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창의·융합 역량에 대하여 성별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창의·융합 역량에는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해결 역량은 주어진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

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의 공학설계 역량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C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K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나, 창의·

융합 역량은 대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문제해결과 관련된 역량은 성별의 차이보다는 대학교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Norming

구분
백분위

5 10 25 50 75 90 95

공학설계 역량 종합 100.00 119.00 138.00 159.00 181.00 201.00 215.00

설계 수행 역량 30.00 35.00 41.00 48.00 55.00 61.00 65.00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18.00 22.00 26.00 31.00 35.00 40.00 43.00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13.00 16.00 20.00 24.00 27.00 30.00 33.00

팀워크 역량 15.00 18.00 21.00 25.00 29.00 32.00 34.00

설계 중심 사고 역량 10.00 12.00 14.00 16.00 19.00 20.00 22.00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10.00 11.00 13.00 16.00 19.00 21.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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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Difference by Gender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공학설계
역량

남 2,161 158.9 35.27
.866 .386

여 698 157.6 35.33

설계 수행
역량

남 2,161 48.0 11.06
1.209 .227

여 698 47.5 11.14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남 2,161 30.6 7.61
.620 .535

여 698 30.4 7.46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남 2,161 23.4 5.84
1.554 .120

여 698 23.0 5.77

팀워크 
역량

남 2,161 24.8 5.72
.659 .510

여 698 24.6 5.96

설계 중심 사고 
역량

남 2,161 16.0 3.80
1.054 .292

여 698 15.8 3.87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남 2,161 15.9 3.90
-.623 .533

여 698 16.0 3.85

나. 학년 

학년에 따른 공과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점수 차이에 대하

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공학설계 역량 점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학

설계 역량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학설

계 역량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학년은 1, 2, 3학년 보다 높게, 3학년은 1, 2학년 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공학설계 역량 6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

서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팀워크 역량 점수의 경우는 2학년

이 1학년보다 추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9 Results of difference by grade

***p<0.001

학년별 공학설계 역량 규준 점수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Results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norming 
by grade

구분 학년
백분위

5 10 25 50 75 90 95

공학설계 
역량 종합

1 50.00 93.00 126.00 152.00 169.00 200.00 216.00

2 89.00 116.00 134.00 153.00 171.00 192.00 201.00

3 107.00 120.00 140.00 160.00 184.00 200.00 216.00

4 117.00 130.00 150.00 171.00 196.00 212.00 221.00

설계 수행 
역량

1 17.00 28.00 37.00 45.00 52.00 60.00 66.00

2 27.00 35.00 40.00 47.00 52.00 59.00 62.00

3 31.00 36.00 43.00 48.00 56.00 61.00 66.00

4 35.00 38.00 46.00 52.00 59.00 64.00 67.00

경제･
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1 9.00 16.00 25.00 30.00 34.00 40.00 43.00

2 16.00 20.00 24.00 29.00 33.00 38.00 40.00

3 19.00 23.00 27.00 31.00 36.00 40.00 43.00

4 21.00 24.00 28.00 33.00 38.00 42.00 44.00

수학･
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1 8.00 12.00 18.00 22.00 26.00 30.00 33.00

2 12.00 16.00 19.00 23.00 26.00 29.00 31.00

3 14.00 17.00 20.00 24.00 27.00 30.00 33.00

4 15.00 18.00 22.00 26.00 29.00 32.00 33.00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공학설계
역량

1 310 147.4 41.79

51.056***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151.8 33.50

3 1,022 161.1 33.61

4 587 171.1 32.76

전체 2,859 158.6 35.28

설계 수행
역량

1 310 44.5 12.87

47.126***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45.8 10.59

3 1,022 48.7 10.64

4 587 51.7 10.32

전체 2,859 47.9 11.09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1 310 29.0 8.67

43.172***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29.0 7.24

3 1,022 31.2 7.19

4 587 33.0 7.33

전체 2,859 30.6 7.57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1 310 21.9 6.65

39.297***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22.4 5.56

3 1,022 23.5 5.62

4 587 25.3 5.55

전체 2,859 23.3 5.82

팀워크 
역량

1 310 22.4 6.47
45.782***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학년>1학년

2 940 23.9 5.67

3 1,022 25.3 5.44

4 587 26.4 5.48

전체 2,859 24.8 5.78

설계 중심 사고 
역량

1 310 15.0 4.48

34.980***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15.3 3.65

3 1,022 16.2 3.67

4 587 17.1 3.62

전체 2,859 16.0 3.82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1 310 14.7 4.44

62.199***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 940 15.1 3.67

3 1,022 16.2 3.73

4 587 17.5 3.60

전체 2,859 16.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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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백분위

5 10 25 50 75 90 95

팀워크 역량

1 9.00 16.00 19.00 23.00 26.00 30.00 32.00

2 14.00 18.00 21.00 24.00 27.00 31.00 34.00

3 17.00 18.00 22.00 26.00 29.00 32.00 35.00

4 17.00 19.00 23.00 27.00 30.00 33.00 34.00

설계 중심 
사고 역량

1 5.00 9.00 13.00 15.00 18.00 20.00 22.00

2 9.00 11.00 13.00 15.00 18.00 20.00 21.00

3 10.00 12.00 14.00 16.00 19.00 20.00 22.00

4 11.00 12.00 15.00 17.00 20.00 22.00 23.00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1 4.00 9.00 12.00 15.00 17.00 20.00 22.00

2 9.00 11.00 13.00 15.00 17.00 20.00 21.00

3 10.00 12.00 14.00 16.00 19.00 21.00 22.00

4 11.00 13.00 15.00 18.00 20.00 22.00 23.00

다. 학과 계열

학과 계열에 따른 공과대학생의 공학설계 역량 점수 차이에 

대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공학설계 역량 점수는 기계계열이 IT계열, 화공 

및 소재계열 보다 공학설계 역량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건설계열이 화공 및 소재계열 보다 공학설계 

역량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학설계 역

량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1 Result of difference by major

① 기계계열, ② 건설계열, ③ IT계열, ④ 화공 및 소재계열
**p<0.01, ***p<0.001

공학설계 역량 6개의 하위 영역 중 팀워크 역량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5개 하위 영역

은 기계계열과 건설계열이 IT계열, 화공 및 소재계열 보다 공

학설계 역량 점수가 대체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과 계열별 공학설계 역량 규준 점수는 Table 12과 같다.

Table 12 Results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norming 
by major

구분 학과 계열
백분위

5 10 25 50 75 90 95

공학설계 
역량 종합

기계 100.00 120.00 142.00 162.00 186.00 202.00 215.00

건설 105.00 120.00 138.00 160.00 184.00 205.00 216.00

IT 106.00 120.00 136.00 156.00 176.00 197.00 213.00

화공 및 소재 76.00 97.00 127.00 154.00 175.00 199.00 217.00

설계 수행 
역량

기계 30.00 36.00 43.00 49.00 57.00 62.00 66.00

건설 30.00 35.00 41.00 48.00 55.00 62.00 65.00

IT 31.00 36.00 41.00 47.00 53.00 60.00 64.00

화공 및 소재 21.00 28.00 38.00 47.00 53.00 60.00 66.00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기계 18.00 21.00 27.00 31.00 36.00 40.00 42.00

건설 19.00 23.00 27.00 32.00 36.00 41.00 44.00

IT 18.00 21.00 25.00 29.00 34.00 39.00 42.00

화공 및 소재 11.00 17.00 24.00 29.00 34.00 39.00 43.00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기계 13.00 17.00 20.00 24.00 28.00 31.00 33.00

건설 14.00 17.00 20.00 24.00 27.00 31.00 33.00

IT 14.00 16.00 19.00 23.00 26.00 30.00 33.00

화공 및 소재 10.00 13.00 17.00 23.00 26.00 30.00 33.00

구분 학과계열 N 평균 표준편차 F

공학설계
역량

① 762 161.8 35.36
8.347***

①>③,④
②>④

② 1,115 160.1 35.44

③ 761 155.5 32.60

④ 221 150.7 40.88

전체 2,859 158.6 35.28

설계 수행
역량

① 762 49.1 11.24
8.251***

①>③,④
②>④

② 1,115 48.1 10.99

③ 761 47.0 10.33

④ 221 45.5 12.86

전체 2,859 47.9 11.09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① 762 31.0 7.47
15.430***

①>③,④
②>③,④

② 1,115 31.4 7.55

③ 761 29.5 7.11

④ 221 28.7 8.75

전체 2,859 30.6 7.57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① 762 23.7 5.97
10.733***

①>③,④
②>③,④

② 1,115 23.7 5.66

③ 761 22.8 5.50

④ 221 21.8 6.74

전체 2,859 23.3 5.82

구분 학과계열 N 평균 표준편차 F

팀워크 
역량

① 762 25.3 5.77

3.321

② 1,115 24.6 5.66

③ 761 24.7 5.68

④ 221 24.0 6.59

전체 2,859 24.8 5.78

설계 중심 
사고 역량

① 762 16.4 3.84
11.489***

①>③,④
②>③,④

② 1,115 16.2 3.80

③ 761 15.6 3.52

④ 221 15.0 4.46

전체 2,859 16.0 3.82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① 762 16.3 3.89

3.987**

①>③
② 1,115 16.0 3.91

③ 761 15.7 3.69

④ 221 15.5 4.32

전체 2,859 16.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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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계열
백분위

5 10 25 50 75 90 95

팀워크 
역량

기계 16.00 18.00 22.00 26.00 29.00 32.00 34.00

건설 16.00 18.00 21.00 25.00 28.00 32.00 34.00

IT 16.00 18.00 21.00 25.00 29.00 32.00 34.00

화공 및 소재 13.00 15.00 19.00 24.00 29.00 32.00 35.00

설계 중심 
사고 역량

기계 10.00 12.00 14.00 16.00 19.00 21.00 22.00

건설 10.00 12.00 14.00 16.00 19.00 21.00 22.00

IT 11.00 12.00 13.00 16.00 18.00 20.00 22.00

화공 및 소재 6.00 9.00 12.00 15.00 18.00 20.00 22.00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기계 10.00 11.00 14.00 16.00 19.00 21.00 22.00

건설 10.00 11.00 13.00 16.00 19.00 21.00 23.00

IT 10.00 12.00 13.00 16.00 18.00 20.00 22.00

화공 및 소재 8.00 10.00 13.00 16.00 19.00 20.00 23.00

3. 공학설계 역량에 미치는 요인 

본 검사에서 공학설계 역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

인으로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와 실제 설계 수행 경험 횟수를 

선정하였다. 이 두가지 변수에 대하여 학년별, 학과 계열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3, Table 14와 같다.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와 

설계 수행 경험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계계열, 건설계열 학과가 IT계열, 화공 및 소재계열 학

과보다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와 설계 수행 경험 횟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와 설계 수행 경험 횟수가 공학설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학설계 역

량 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공학설계 관련 수강 과목 수와 실

제 설계 수행 경험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Table 13 Results of the number of courses, experience 
difference by grade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

1 310 2.3 1.29
350.709***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학년>1학년

2 940 3.0 1.39

3 1,022 4.2 1.46

4 587 4.8 1.29

전체 2,859 3.7 1.62

설계 수행 
경험 횟수

1 307 1.9 1.08
280.077***

4학년>1,2,3학년
3학년>1,2학년
2학년>1학년

2 785 2.4 1.28

3 854 3.7 1.63

4 449 4.3 1.44

전체 2,395 3.1 1.65
***p<0.001

Table 14 Results of the number of courses, experience 
difference by major

구분 학과계열 N 평균 표준편차 F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

① 762 4.0 1.55
99.658***

①>③,④
②>③,④
③>④

② 1,115 4.0 1.59

③ 761 3.5 1.41

④ 221 2.2 1.66

전체 2,859 3.7 1.62

설계 수행 
경험 횟수

① 539 3.4 1.63
62.257***

①>③,④
②>③,④
③>④

② 1,032 3.4 1.63

③ 614 3.0 1.53

④ 210 1.8 1.49

전체 2,395 3.1 1.65

① 기계계열, ② 건설계열, ③ IT계열, ④ 화공 및 소재계열
***p<0.001

Table 1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B S.E  t p

(상수) 128.215 1.761 72.801 .000***

공학설계 수강 과목 수 .544 .590 .024 .922 .357

설계 수행 경험 횟수 9.139 .600 .395 15.240 .000***

Adjectic. R2  R2=.169, Adjust R2=.168

F(p) F=226.582(P=.000)
***p<0.001

Durbin-Watson 자기 상관성 검정치는 1.673으로 나타났으

며, 공차는 0.556, VIF는 1.7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

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제 설계 수행 경험 횟수는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설계 

관련 수강 과목 수는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학설계 역량 검사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국 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공학설

계 역량 점수의 규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학설계 역량 점수의 전국 평균은 240점 중 158점으

로 나타났다. 상위 5%의 점수는 215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점수는 20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 점수는 100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10%는 119점으로 나타났다. 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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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 점수는 115점 차이가 있었으며, 상위·하위 10% 점수는 

82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배경 변인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학설계 역량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 계열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계계열, 건설계열의 학과가 IT계열, 

화공 및 소재계열 학과보다 공학설계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은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설

계 수행 경험의 횟수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설계 관련 수강 과

목 수는 공학설계 역량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공학설계 역량은 수업의 이론을 통한 간접 경험보다

는 설계 수행 같은 직접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과대학의 공학설계 교육이 공학설계 역량 계발에 직

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학설계 관련 교과목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공학설계 역량과 실제 공학설계

의 성공적 수행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학설계 역량 검사

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측 타당도가 확보되

면, 실질적으로 공학설계 관련 수업의 전·후 효과성 확인, 개인

의 공학설계 역량 예측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A2B1 

0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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