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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적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최근 공학계
열에서도 꾸준히 여성 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특성인 섬세함과 정확성은 공학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학교육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나 환경적 배려가 없는 실
정이며,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인식 분
석을 바탕으로 여성공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 공학교육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적 맥락 관점과 교수학습 방법적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
석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한 여학생 공학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안하였
다. 399명(남: 206명, 여: 193명)의 P 대학 학습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교과이론 이해도, 
(b)만족도, (c)동기, (d)학습 능력, (e)부모 기대, (f)수업 즐거움, (g)교과 성적 기대에서 성별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동기적 영역, 교수학습 전
략 및 환경 제도 개선 영역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ing the direction of woman engineering education by the 
analysis of learner's recogn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woman engineering 
education, the literature reviews were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 the viewpoint of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survey results such as the learner's 
experience recogni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were analyzed and they were discus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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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engineering. From the analysis 
result of 399 students(man:206, woman:193) in P univers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man and woman to the factors of (a) understanding, (b) satisfaction, (c) motivation, (d) 
learning ability, (e) parents' expectation, (f) pleasure in the study, and (g) expectation grade. 
This study was suggesting the recommendations of woman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viewpoints 
of cognition, emotion, motivation, environment and instructional strategy. The research results 
will show the cu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field of engineering 
education.

주제어: 학습자 인식분석, 여성 공학교육
Keywords: Analysis of Learner's Recognition, Woman Engineering Education

Ⅰ.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사회 구성

원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글로벌 시대에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관심

은 여성의 사회 참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제까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인력 

개발을 보아 왔다면,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전략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는 정보화 기반 지식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고급화 되어가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인적자원

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학의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영역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직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과거 보다 공학 계열에서 여성 인력 진출

이 늘어나고 있고, 그 역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성인

력의 사회 진출은 공학계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 근면함 등과 같은 특징으

로 인해 성공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곽삼근, 2000; 신군자, 2001; 민무숙, 2003; 신선미, 김남

희, 2006; Shirly, 1999; Sellby, 2000). 

공학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을 현장과 대학과의 괴리를 좁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는 대학에서의 공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공학도로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여성 

공학도의 수와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인재양성 정책 등은 부족

한 실정이다. 최근에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몇 가지의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학교육에서 중

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학습자는 공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방향 제안의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공학교육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미래 공학교육 방향 

설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은 성

적인 특성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를 계발하려는 관심과 노력은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성 공학도들은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맞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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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성별에 따라 탐색하여, 여학생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 공학교육 현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공학교육의 방향을 권고사항의 형식

으로 처방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학생들은 공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경향적 특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2. 대학수준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공학교육 방향은 무엇인가.

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학생 공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탐색을 위해 여성공학교육의 

맥락과 공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적 접근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볼 수 있다.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한다. 여성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가사 활동 역할을 통한 가족 생산체계를 담당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공장생산체제로 옮겨갔고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인식되

고 있다. Steady와 Toure(1995)는 21세기에 노동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도전은 노동시장이 사라

지는 것과 공식적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며, 노동시장의 여성화가 

증대되고 여성 인력의 참여가 확고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교육’을 중요

한 변수로 생각해 왔다. 신군자(2001)는 학교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성 평등 강화, 여성 전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여성 사회교육의 내실화를 주장하며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주장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여성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노동시장 참여가증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Bowen & Finegan, 1969; Cain, 1966). 서구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여성을 경제활동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England & Farkas, 1986; Oppenheimer, 1969; Ruggie, 1984). 또, 인적자본

(human capital)으로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여성교육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미정, 1997). 

공학 분야에서도 여성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공학계열의 여성 비율

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의 1.2%정도의 수준에서 2001년에는 학부 단계만 18.7%로 늘어났고 

이학의 경우 2001년 기준 51.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 분야 여성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윤대희 등(2004)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관점 즉, 공학과 사회와의 긴밀한 연관성에 맥

락을 두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견해와 지식이 공학 지식과 결과

물을 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Mills & Ayre, 2003)과 공학인력의 자질(quality)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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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두 가지 관점을 그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다(윤대희, 한경희, 2004).

하지만, 여성공학교육은 여러 가지 구조적 및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공학교육 자체

의 전반적 문제점은 공학교육인증제(ABEEK)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한국공학교육

인증원, 2000; 이병기, 조벽, 1998). 하지만 여성공학교육은 공학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업 현

장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를 매우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한 실

정이다. 

여성 공학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연구에서 민무숙(2003)은 졸업생 조사를 통해 여성 공학 문

제를 접근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기계에 대한 친화력이나 숙달 정도가 낮고, 그에 따라 자신감이 

낮으며, 사전 준비도가 낮은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대 여학생들의 낮은 전

공 자신감이나 성취도는 진로를 변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취업한 후 경력 개발에도 영향을 끼

친다고 주장한다. Mcilwee & Robinson(1992)도 여학생들은 공학 분야에서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경험의 부족으로 기계에 대한 자아 확신이 낮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Mciwee 

& Robinson, 1992; 민무숙, 2004). 이런 종류의 불안한 마음은 향후 학습활동과 진로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대희 등(2004)은 여성 공학교육의 문제점 발생 원인을 공학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학생 역할모델 부족, 소수 집단으로서의 불리한 상황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성공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민무숙(2003)은 외국의 

공대 여학생 지원 노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러 프로그램

들은 공통적으로 배려, 동기, 기회를 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명 프로그램명 개요 실행 사례 참고사이트

콜로라도
주립대학

WMEP
(Women and 
Minorities in 
Engineering 
Program)

1987년 여성과 소
수민족의 공대 진
학 장려 프로그램

학업세미나(주1회1시간)
학생지도자 프로그램(교수 학생 공동 
연구)

http://www.en
gr.colostate.ed
u/academics/W
MEP/

미시건 
대학

WISE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대학원 경험 프로
젝트

여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향상시
키고, 생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
받침

http://www.wis
e.umich.edu/

메릴랜드
대학

ECTP
(Engineering 
Curriculum 

Transformation 
Project)

공학교육변환 프로
젝트

공대에서 교수-학생들 사이의 남성 
주도적 문화를 변화 노력

http://eric.ed.g
ov/ERICWebPo
rtal/recordDeta
il?accno=ED39
8850

워싱턴
대학

Global E3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Exchange 
Program)

여학생들을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
질을 갖춘 공학전
문가로 훈련

여름, 봄, 가을, 정규학기에 다른 나라
의 공대수업 듣는 기회 제공

http://www.en
gr.washington.
edu/cwd/CWDI
nternationalGE
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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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적 대안 중 하나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체제적 지

식 전달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체제적으로 교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공적인 수업과 

학습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교육학에서는 교수공학(Instructional Technology) 혹은 교

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으로 학문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공학적 접근은 여학생을 

위한 교수 활동에서 체제적 교수 설계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매력적인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교수 학습이론은 학습자의 이해와 더불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이론이다. 이제까지 연구 동향에 따르면, 두 가지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세 가지의 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다. 두 가지의 학문적 패러다임이란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말하

고, 세 가지의 이론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말한다. 객관주의 관점으로 행동주

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객관주의란 세계가 사람들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Jonassen, 1991; Duffy 

& Jonassen, 1991; 나일주와 정인성, 1994). 따라서 객관적 지식들이 ‘진리’로서 존재하게 되고,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객관주의 

관점에서 여성 공학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학습자인 ‘여성공학도’에게 보다 효과적, 효

율적, 매력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실체가 학습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는 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실체를 구성하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 구성된 실체도 달라지며 그 의미도 다를 수 있다

(Duffy & Jonassen, 1991; 나일주와 정인성, 1994). 따라서 객관주의와는 달리 객관적 지식은 ‘진

리’로 존재하기 보다는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 공학

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학습자인 ‘여성공학도’에게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객관주의에서의 

구분 객관주의 구성주의 여성공학교육에 시사점
교수
목적 객관적 법칙 파악 자기 주도적구성과 해석 여학생의 특성에 맞는 내용 및 학년

에 따른 목표설정
교수
내용 체계화된 지식 문제해결방식 여학생이 어려워하는 내용 분석 및 

유형별 분류
교수
전략

반복연습, 피드백, 
흥미요소강조

의미구성기회제공
능동적 참여 최적의 성과를 위한 전략 선택

교수
평가 목표 달성 평가 문제해결 수행 정도 관점에 따른 적절한 평가법 도입
설계
핵심

목표분석, 요구분석, 
과제분석, 교수전략 개발

현실 반영 환경구성
지식 생성 환경구성 두 관점을 혼합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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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교수자가 설계한 내용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라면, 구성주의에서는 능

동적으로 학습 내용의 체계를 구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

이다.

성공적인 여성 공학교육의 실행은 실천 공간인 교육의 장에서 교수 학습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교수 학습의 변인은 연구자나 분류 기준의 관점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수자, 학생의 관점에서 변인을 탐색 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교수자의 관점에서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성, 언어능력, 학생이해능력, 직무만

족도, 내용지식, 교수법지식, 사고력, 비판력, 헌신도, 자율성, 동료관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hulman(1986)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련 요인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학적인 지

식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박도순과 홍후조(1999)는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수자

는 학생들에게 좁은 경험을 실제 전공 관련 지식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해숙과 정경아(200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인지적 교육활동 능력에 관해 탐색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중 여성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 성공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들을 재구성해 본다면 ① 내용전문성 요인 ② 교수전문성 요인 ③ 상호작용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의 관점에서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에는 지능, 동기, 자아존중감, 학습 준비도, 학

습양식, 욕구, 학습전략 등이 될 수 있다. Gardner(1994)는 다중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의 지능 지수에 의한 학습자 이해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의 학습자 특성을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eller(1983)는 수업 설계를 위해 ARCS라는 동기 전략을 제안하고 그 구성 요인으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Kolb(1976)는 학습의 학습 유형에 따라 수렴자, 

분산자, 융합자, 적응자로 분류하였고 Fowler et al.(2002)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유형을 인식할 때 

보다 더 나은 학습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습자 관점에서 

여성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 성공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들을 재구성해 본다면 ① 동기 요인 

② 지적 요인 ③ 환경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이 P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문조

사 및 분석, 재학생 실태 자료 수집, 전문가 협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학생 공학교육을 위한 

권고사항 도출로 진행되었다.

문헌 분석은 여학생 공학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여성교육 및 여성 공학교육

의 맥락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 방법적 접근을 통해 공학교육 교

수 설계의 철학적 관점과 시사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수학습 변인 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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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공학교육의 현황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재학생 실태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P대학의 공대생들(총 399명: 남 206명, 여 193명)을 대상으로 공학 교육에 대한 학

습활동 경향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재학생 실태 자료는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성

별에 따른 추이적 GPA 및 학업성취도 변화 과정 등의 자료를 P대학의 통계자료들로부터 참고하

였다.

전문가 협의는 교육 전문가, 교수설계 전문가, 공학 전문가 등의 협업으로 현재의 여학생 공학교

육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바람직한 여학생 공학교육을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

천 전략을 탐색하였다. 전문가 협의체는 여성 공학교육이 교육과 공학이라는 다학제적 성격의 특

주요 요소 항목 설문 문항 내용 비고
①-1 이해도(내용) 나는 현재 받고 있는 공학교육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
①-2 이해도(교과이론) 나는 공학교육 교과를 통해 해당 교과의 이론을 잘 이해한다.
② 만족도 나는 현재 받고 있는 공학교육 교과에 대해 만족한다.
③ 동기(학습의욕도) 나는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의욕이 높다.
④ 중요성 나는 공학교육 교과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학습 능력 나는 공학교육 학습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⑥ 내용 현실 반영도 현재 진행되는 공학교육은 현실에 맞는 과제나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⑦ 미래 직무 응용도 공학교육 교과는 미래 직무에 응용할 수 있다.
⑧ 부모 기대 부모님은 공학교육 교과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⑨ 수업 즐거움 공학교육 교과 학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내게 즐거운 일이다.
⑩ 수업 참여도 공학교육 관련 교과의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⑪ 교과 점수 기대도 나의 공학교육 교과 점수는 상위권일 것이다.
⑫ 학업성취도 나는 지난 학기 공학교육 교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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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안하여 교수설계 및 교육학 전문가와 공학영역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로 구성하였

다. 전문가 협의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는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데이터 결과를 정리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Ⅳ. 

성인지적 학습활동 경향성 분석을 위해 P대학의 공과대 학부생 399(남:206, 여:19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학부 2-4학년 이었으며, 그 비율은 3학년이 50.1% 

(200명), 2학년이 32.3%(129명), 4학년이 16.5%(66명)였다. 

설문의 목적은 학생들이 공학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하여 여학생 공학교육

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응답자들은 설문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설문

의 주요 요인은 학습자의 정보를 알아보는 문항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하고 <표 3>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

수가 .7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공학교육의 인식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설문 

전 요소의 평균값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낮았다. 통계적으로 p<.001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

인 것은 ② 만족도 ⑧ 부모 기대 ⑨ 수업 즐거움 이었다. 그리고 p<.05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를 보

인 것은 ①-2 이해도 (교과이론) ③ 동기(학습의욕도) ⑤ 학습 능력 ⑪ 교과 점수 기대도 였다.

이는 공대 여학생들은 수업에서의 만족도, 수업에서의 즐거움 및 부모 기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 공대 여학생들은 공학교육의 교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 학습 동기(학습의욕도),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 공학교육 

교과에 대한 기대 점수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공학교육의 중요성 인식, 교과내용의 현실 반영도 인식, 현재 배우는 공학교

육의 미래 직무 응용도, 수업 참여도, 직전 학기의 공학교육 교과의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년과 성별로 교차분석 내용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학생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 흥미 및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1) 결과는 남학생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여학생은 24.6%

1) ‘긍정적 반응’은 보통 초과의 반응을 의미한다. 본 설문은 ‘전혀그렇지않다, 비교적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그렇

다, 아주 그렇다’와 같은 5점 측도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긍정적 반응’을 ‘비교적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의 합산

으로 보았다. 또,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도 차이 검증은 이들 5점 측도 반응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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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설문 문항 요지)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값 비고
①-1 이해도 (내용) 남 2.86 .902 1.882

여 2.69 .845
①-2 이해도 (교과이론) 남 3.05 .930 2.539*

여 2.82 .872
② 만족도 남 3.09 .919 3.322**

여 2.78 .943
③ 동기(학습의욕도) 남 3.31 .915 2.558*

여 3.07 .947
④ 중요성 남 3.63 1.115  .748

여 3.55 .900
⑤ 학습 능력 남 3.12 .878 3.148*

여 2.85 .812
⑥ 내용 현실 반영도 남 3.03 .905 1.222

여 2.92 .926
⑦ 미래 직무 응용도 남 3.02 .902 1.499

여 2.89 .940
⑧ 부모 기대 남 3.84 1.048 4.007**

여 3.41 1.096
⑨ 수업 즐거움 남 3.02 .902 3.753**

여 2.67 .992
⑩ 수업 참여도 남 3.42 .858 1.650

여 3.28 .933
⑪ 교과 점수 기대도 남 2.89 1.011 2.206*

여 2.67 .975
⑫ 학업성취도 남 2.78 1.097  .575

여 2.71 1.052
*p<.05, **p<.001

인 반면 남학생은 33.9%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

면, 여학생들은 4학년이 39.4%로 상대적으로 2학년 22.7%와 3학년 11.7%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는 학년·성별에 따른 공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둘째, 여학생들의 공학교육 학습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은 47.8%인 반면 남학생은 63.5%

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2학년이 50.6%로 상대적으로 3학년 45.5%와 4학년 

47.4%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학년·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 정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셋째, 공학교육 학습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체적으로 낮

게 나타났고, 4학년 여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과 다른 성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

학생은 23.1%인 반면 남학생은 22.0%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4학년이 3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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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2학년 18.7%와 3학년 13.0%에 비해 높은 반응을 나타냈었다. [그림 4]는 학년·성별

에 따른 공학교육 교과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넷째, 현재 배우고 있는 공학교육 교과이론에 대한 내용 이해도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비

해 다소 낮은 경향이 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해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공학교육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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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설문 문항 ‘나는 이 공학교육 교과를 통해 해당 교과의 이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설문 결과에 긍정적 반응을 한 비율은 여학생 23.2%, 남학생 32.0%로 나타

났다. 여학생들의 학년별 추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2학년 14.6%, 3학년 18.2%, 4학년 36.8%

로 교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5]는 학년·성별에 따른 공학교육 교과 

이론에 대한 이해도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다섯째, 여학생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동기(학습 의욕)는 남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여학생이 현저히 높은 경향이 있다. 여학생은 35.1%인 반면 남학생은 

37.5%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4학년이 47.3%로 상대적으로 2학년 30.7%와 3

학년 27.3%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학년·성별에 따른 공학교육에 대한 동기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 여학생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 능력인식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여학생이 현저히 높은 경향이 있다. 여학생은 19.3%인 반면 남학생은 

23.5%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2학년 21.3%와 3학년 18.2%, 4학년은 18.4%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7]은 학년·성별에 따른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능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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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여학생들의 공학교육에 대한 학습 능력인식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학생은 19.8%인 반면 남학생은 23.6%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4학년이 

23.7%, 2학년이 24.0%, 3학년 11.7%의 기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8]은 성별에 따른 공학

교육에 대한 교과점수 기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성 공학교육의 현황을 재학생 실태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적 진단

을 내릴 수 있다. 여학생의 공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에 관해 여러 요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별 비교 측정했던 요인들에는 ① 이해도(내용, 교과이론) ② 만족도 ③ 동기 

④ 중요성 ⑤ 학습 능력 ⑥ 내용 현실 반영도 ⑦ 미래 직무 응용도 ⑧ 부모 기대 ⑨ 수업 즐거움 

⑩ 수업 참여도 ⑪ 교과점수 기대도 ⑫ 학업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 ①-2 이해도(교과

이론) ② 만족도 ③ 동기 ⑤ 학습 능력 ⑧ 부모 기대 ⑨ 수업 즐거움 ⑪ 교과점수 기대도는 통계적

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응답 결과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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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년별 특징으로는 4학년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응답과 학업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

반적인 요인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와 같이 

P대학 내부 자료 분석 결과, 여학생 공학도의 GPA 변화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

었으며,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2, 3학년 때는 낮은 성취도를 보이다가 4학년 때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여성 공학계열에서 여학생은 저학년일 경우 인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의 정서 및 환경적 어려움 등을 많이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나 전공에 대한 의견 교환의 경우 초기 학년에는 거의 참석을 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주요 요인
결과 비교 성별 차이의

유의 수준 특이점남여별 여학생
학년별

① 이해도 (내용, 교과이론) 남>여 4>3>2 유의 (p<.05) 교과이론만 유의
4학년 때 높음

② 만족도 남>여 4>2>3 유의 (p<.001) 4학년 때 높음
③ 동기 남>여 4>2>3 유의 (p<.05) 4학년 때 높음
④ 중요성 남>여 4>2>3 초기 학년 높음.
⑤ 학습 능력 남>여 2>(3=4) 유의 (p<.05)
⑥ 내용 현실 반영도 남>여 4≫2>3 4학년 때 높음
⑦ 미래 직무 응용도 남>여 4≫3>2 〃
⑧ 부모 기대 남>여 4≫2>3 유의 (p<.001) 〃
⑨ 수업 즐거움 남>여 4≫2>3 유의 (p<.001) 〃
⑩ 수업 참여도 남>여 4≫2>3
⑪ 교과 점수 기대도 남>여 2>4>3 유의 (p<.05) 이번 학기 성적 

기대
⑫ 학업성취도 남>여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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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어진 설문조사와 재학생 실태자료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바탕으로 여학생 공학교육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권고사항을 처방적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학년별로 겪게 되는 문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 공

학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 프로그램은 여학생 공학교육 관련 교과목 개

발, 여성 공학교육의 제도적 개선 등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여학생들은 인지적 관점에서 

저학년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표 5> ①의 연구결과, [그림 9]의 GPA 추이분석 결과 참

조). 따라서 여성 공학교육의 인지적 프로그램은 1, 2학년 위주의 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교육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은 학습 대상자인 여학생들의 인지적 혹

은 정의적 관점의 요구분석, 각 전공영역 내용의 효과적 교수법을 위한 작업분석, 분석결과를 토대

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에 앞서 반

드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분석에 근거한 설계가 이뤄져야하며, 여성공학교육의 구체적인 설계 개

발 지침은 교수학습 전략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 고학년(3, 4학년)에게는 응

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진로에서 자신감을 확보

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지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공대 여학생들의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정의적 영역의 프

로그램 개발과 이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남학생들은 사회 내외적으로 공동체 생

활의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신선미, 김남희, 

2006; 김지현, 오명숙, 정윤경, 2007).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진로 선택과 미래 성공을 위해 필

수적인 요소인 반면, 학교 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기가 고학년에서이다(<표 5> ④, ⑥, 

⑦의 연구결과 참조; 신선미, 김남희, 2006; 김지현, 오명숙, 정윤경, 2007) 하지만, 중요성 이후 

의도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학

생들이 공학적 학습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사

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정의적 프로그램의 전략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깝게는 동료 학

생들 간, 선후배간의 의사소통 채널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친목, 동아리, 정보수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멘토링, 튜토링, 선후배 대화시간, 성공 선배 사례 등의 구

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공학교육의 정의적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학교육 여학생을 위한 동기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기향상 프로그램은 공

학교육의 교과 수업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원과 공대생들의 진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

원의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표 5> ②, ③, ⑨, ⑩의 연구결과 참조). 여기서는 교과 수업 상황만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공학교육 교과 수업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처방적 동기프로그램

의 방향은 Keller(1983)가 제안한 주의력 향상 전략, 관련성 향상 전략, 자신감 향상 전략, 만족감 

향상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의력 향상 전략은 공학교육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호기심과 관심

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사례와 단서들을 개발하고 수업 활동과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전략

이다. 관련성 향상 전략은 공학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가치를 향후 직업에서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다. 자신감 향상 전략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공학교육 교육에서 긍정

적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전략이다. 만족감 향상 전략은 공학교육 교과 활동에서 자연적 결과, 예기

치 못한 보상, 긍정적 결과, 부정적 영향, 스케줄링 관리 등의 강화와 자기 통제 역할로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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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시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활용 전략 가이드북 개발과 환경 및 제도적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공학교육이 실제 일어나는 교과 수업 현장에서 여학생에 대한 배려와 수업이론을 적

용한 수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가이드북’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이드북을 적용하는 연수가 동시에 교수자들에게 이뤄져야할 것이다. 환경 및 

제도적 지원이란 여학생들이 가지는 특성 즉, 여성의 섬세함, 꼼꼼함, 정확성을 적용할 수 있는 공

학 분야를 찾아내고 이를 위한 환경 및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성공적 사례 유형을 설정하고, 자신의 학습과 동기 및 진로 향

상을 위한 탐색적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Ⅴ.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국민의 지식과 기술의 수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세계화 시대에 여성인적자원 

개발은 양성 평등적 관점 보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

다. 여성인력은 점점 고급화 되어가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사회에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결국 낙후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학 분야에서 대학 수준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공

학계열에서 여성 인력이 늘어나고, 여성만이 가지는 섬세함과 정확성 등의 특성들은 여학생들이 

공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여성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여학생들이 인지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

을 파악하고 교육 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공학교육

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적 맥락 관점과 교수학습 방법적 관점에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

사 분석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여학생 공학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권고사

항을 도출하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① 이해도(내용, 교과이론) ② 만족도 ③ 동기 ④ 중요성 ⑤ 학습 

능력 ⑥ 내용 현실 반영도 ⑦ 미래 직무 응용도 ⑧ 부모 기대 ⑨ 수업 즐거움 ⑩ 수업 참여도 ⑪ 

교과점수 기대도 ⑫ 학업성취도 등의 핵심 요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①-2 이해도(교과이론) ② 만족도 ③ 동기 ⑤ 학습 능력 ⑧ 부모 기대 ⑨ 

수업 즐거움 ⑪ 교과점수 기대도는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학년별로

는 4학년에서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여성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저학년에서 긍정적 인

식률을 높이고 고학년에서는 응용력과 직업 적응도를 극대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동기적 영역, 교수학습 전략 및 환경 

제도 개선 영역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학분야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적자원 개발은 우리 미래 국가 경쟁

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역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되었다. 여성 공학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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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연구는 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P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 공학교육의 방향을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연

구 대상의 규모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전국 수준의 여성 공학교육을 위한 추가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의 방향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 관점에서 공학교육 교과에 

접목시키기 위한 측면, 여학생의 생애 시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교신저자: 허균

〔 〕

본 연구는 2006년도 부경대학교 여성공학교육 선도사업단의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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