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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identify the correl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major college students'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between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To that end, the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ies of
79 students enrolled in engineering education related department in college of education, ‘C’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re examined, and the correlation of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between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was analyzed through measurement of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problem solving confidence a sub-element of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and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sult 3, result 4 and result average.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approach-avoidance tendency
a sub-element of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and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sult 5 and result average.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self-control recognition degree the sub-element of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and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sult 1, result 3 and result
average.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problem solving tendency and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sult 3, result 4, result 5 and result average.
Keywords: Engineering education, Problem Solving,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Tendency,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I. 서

론1)

시켰고, 발생한 문제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김태훈, 2002).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의식주에서부터 인류 발전 과정의 전 영
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
은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 문명도
발전해왔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 사회로서 지식과 기술
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과거처럼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이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기술
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즉 기술
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 실
정이다(이한규, 2006).
Waetjen(1989)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 해결력은 기술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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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발하고 기술적 혁신을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ITEA(1996)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여러 가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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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유능한 문제 해결자를

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기술적 교양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적 교양을 갖춘 사람은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기술적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문제의 관계를 잘 해석할 수 있고, 여러

성향에 맞춰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이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 어떠한 관계가

적 문제 해결력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계발하는 것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하여 공학 교육

은 중요하다(Custer, Valesey & Burke, 2001). 또한, 이한규

전공 대학생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

(2006)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 해결력은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

력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지 문제들을 다루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능력으로 보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제해결 성향을 반영하지는 못하
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개개인의 문제 해결 성향은 다양하
다. 여러 문제 해결 성향 중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Wu, Custer와 Dyrenfurth(1996)는 Heppner(1988)에 의
해 개발된 문제 해결성향(PSI) 검사지를 기술적 문제 해결 상황
에 초점을 맞추어 변형시켜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PSI-TECH)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이 검사지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개인
이 효율적인 문제자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문제자로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지이다. 이 검사지를 이
용하여 인문학과, 공학과, 기술과 학생들의 기술적 문제 해결 성
향 조사에서 개인이 속해있는 학과에 따라 기술적 문제 해결 성
향이 각기 다르며, 학년, 나이, 실무 경험은 기술적 문제 해결 성
향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효율적 문제 해결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적 문제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
력과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하위 요소인 문제 해결 자신감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나.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의 하위 요소인 접근-회피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다.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의 하위 요소인 자아 통제 인식도와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술적 문제 해결력

자기를 평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문제 해결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또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자기를 보다 체계

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의 개발

적이라고 평가하고,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

은 기술적 교양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Custer, Valesy & Burke,

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덜 충동적이고 보다 접근적인 문제

2001; Savage & Sterry, 1991; 이한규, 2006; 곽유림, 2010).

해결 행동을 취한다(Heppner et al., 1982)고 하였다. 기술적

이한규(2006)의 연구에 의하면,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에서 적응자 ․ 혁신자 역할 분담 문제 해결 활동이 기

실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는 그리 많지

술적 창의력 계발에 효과적(문대영, 2001)이라 하였다. Varnado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를 사

(2005)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은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에

용하여 그 속에 기술적 문제 해결의 과정과 단계 및 절차의 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태훈(2005)은 기술적 문

념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능력인 문제 해결력을

제해결 전략과 자아 조절 관련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였다. 이한규(2006)

김태훈(2007)은 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와

는 기술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연구 자료를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자는 문제 해결 활동 및 단계별 빈도와 소

제시하면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크게 기술적 내용과 지식, 기

요 시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조한진과 김태훈(2012)의

술적 기능과 행동, 기술적 태도나 성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MBTI 성격 유형 간의 관계 분석 연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구에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하위 요소와 MBTI 성격 유형

기술교육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문제 해결 과정

간에는 일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적 문제해결

에서의 능력과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의 능력을 보는데, 선행 연

에서 MBTI 성격 유형과 팀 상호작용 간에도 관계가 있음을 확

구들을 보면 기술교육 관련 학자들은 기술적 문제 해결능력을

인하는 연구(김태훈, 조한진, 2012)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밝히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김동입(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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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문제의 이해 단계, 아이디어의 탐색과

황에 당면했을 때 문제에 대한 개인의 문제 해결 자신감, 문제

개발 단계, 실현 단계, 평가 단계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

에 대한 접근과 회피,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의 정서 및 행동을

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김태우(2009)는 기술적 문제 해결

통제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문제 해결

능력을 기술적 지식, 태도, 기능을 토대로 다양한 사고 기능 및

성향이라고 한다(유리나, 2010).

능력들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고,

Heppner와 Petersen(1982)은 개인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를 탐색과 개발하고, 실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습득

보다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문제 해결 행동들과 태도들에 대한

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곽유림(2010)은 기술적 문제 해결력

개인의 자기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

을 기술적 문제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의 각 단계별

(Problem Solving Inventory : PSI)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 도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 태도, 기능으로 다양한 사고 기능

구는 개인이 긍정적인 대처 전략으로 문제에 초점을 둔 행동을

및 능력들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며, 기

하고, 인지적으로 자신을 재평가하며,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터하여 기술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아

인지 구조를 바꾸고, 대인간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

이디어를 탐색 및 개발하고, 실현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

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지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를 평가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측정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효율적인 문제

본 연구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은 주어진 기술적 문제의 해

해결자로 인식하고 있는가도 측정한다(황설영, 2005). 문제 해

결 능력으로 정의하고, 주어진 기술적 문제 해결 결과의 수준에

결 성향 검사는 초기의 탐색적 요인 분석 연구에서 문제 해결

따라 기술적 문제 해결력의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자신감, 접근-회피 성향, 자아 통제 인식도의 세 하위 요인을
확인하였다(Heppner & Petersen, 1982). 첫 번째 하위 요소인

2.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가. 문제 해결 성향
문제 해결 성향에서 문제란 우울,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
는 어려움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진로 결정, 또는 이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정의한다(Heppner & Petersen,
1982; Heppner, 1988).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성
향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닌 개인의 문제 해결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 정도를 평가한다(Heppner, 1988; Heppner & Baker,
1997). 문제 해결에 대하여 Heppner와 Petersen(1982)은 문
제 해결을 내적 혹은 외적인 요구와 도전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
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한 목표 지향적인 사고들
의 복잡한 연쇄로 정의하고 있으며, Lazarus와 Folkman(1984)
은 문제 해결을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경로를 만들
기 위하여 정보를 찾고 상황을 분석하며 적절한 행동 계획을 선
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정미숙, 2006, 재
인용). 또한, D'zurilla와 Nezu(1990)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
여 시도하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반응 경향성을 포
함하는 일반적인 동기 부여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문제 해결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정을 수행
하려는 태도를 문제 해결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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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자신감은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 확신, 신념, 능력 등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하위
요소인 접근-회피 성향은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에서 일반적으
로 나타나는 경향성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세 번째 하위 요소인 자아 통
제 인식도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나.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는 PSI Form B(Heppner,
1988)를 Wu, Custer와 Dyrenfurth(1996)에 의해 수정 및 개
발되어진 검사 도구로서, Wu, Custer와 Dyrenfurth(1996)와
MacPherson(1997)의 논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
사 도구인 PSI-TECH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의미
를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판 PSI(임현우, 이동
귀, 박현주, 2004)를 참고하였다.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의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문제 해결 자신감은 11문항, 접근-회피 성향은 16
문항, 자아 통제 인식도는 5문항, 여과 문항은 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6점 Likert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의 총 점수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세 하
위 요인의 합으로 나타내며, 하위 요인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각 하위 요인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각 하위 요인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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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문제 해결 자신감은 최소 11점부터 최대 66점까지, 접근

역과 관련이 있으며 설계하기, 만들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문

-회피 양식은 최소 16점부터 최대 96점까지, 마지막으로 개인

제지에는 문제 상황과 설계 개요, 요구 사항, 평가 방법을 서술

의 통제력은 최소 5점부터 최대 30점까지의 범주에 있으며, 따

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외 설계 방법, 조립 설명서는 제시하지

라서 총 점수는 최소 32점부터 최대 192점까지로서 160점의

않았다. 연구에 사용한 기술적 문제는 직접 개발하였다. 개발 과

범위를 가진다.

정은 초안 작성 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2회 수정한 후 대

PSI의 총 점수와 세 하위 요인별 점수의 범위는 세 부분으로

전 소재 A대학 및 부산소재 B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3명에게

나눌 수 있고, 세 부분의 점수대의 의미는 개인이 문제 해결 능

자문을 구하여 수정 후 최종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선정하였다.

력 및 양식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

설계 개요는 주어진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으로 설명해준다. 세 하위 요인 및 총 점수는 낮을수록 스스로

만족시키면서 경사로가 30°인 비탈면 80cm 경사로를 내려와

를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로 지각하고, 높을수록 비효율적인 문

5m 떨어진 목표 지점에 근접하는 무동력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제 해결자로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요구 사항 및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사항

III. 연구의 방법

가) 기어는 3개 이상(반드시 동력 전달용으로 사용), 바퀴는

1. 연구 대상

2개 이상 장착한 자동차여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블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

여야 한다.

나) 무동력 자동차를 설계할 때 제동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
이 없으며, 발성 사고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전소재 C
대학교 사범대학 공학 교육 관련학과 재학생 79명으로 하였으
며, 연구 대상에 대한 성별, 학년에 따른 표집 수는 표 1과 같다.
공학 교육 전공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
생이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성숙

다) 중간에 만든 자동차를 실제 레일에 테스트 해보는 횟수
는 1회로 제한한다.
라) 완성된 자동차의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2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모든 활동은 50분 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도가 높으며, 문제에 대한 핵심 파악 및 규칙성을 통한 문제 해
결 판단의 정당화가 잘 이루어지고, 인지 발달 단계가 높아 일
정한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Amsel & Brock, 1996; 봉서
윤, 2008; 최현동, 2008; 조선희, 2009).

2) 평가 방법
가) 30°인 비탈면 80cm 경사로를 내려와서 주행하고 정지하
였을 때, 정지 지점과 목표 지점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나) 목표 지점을 지나 레일을 이탈하거나, 이동 중 레일을 이

2. 도구

탈하면 실격으로 한다.

가. 기술적 문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제는 ‘경사로를 내려와
서 목표 지점에 근접하는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이다. 이 문제
는 기술적 문제의 유형 중, 설계 유형에 속하는 문제로, 기술 영

결과 측정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나.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Problem Solving
Inventory, PSI-TECH)
총 문항은 35문항으로 문제 해결 자신감 11문항, 접근-회피
성향 16문항, 자아 통제 인식도 5문항과 여과 문항 3문항으로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별 사례수
구분
성별

빈도

비율(%)

남

68

86.1

여

11

13.9

79

100

1학년

20

25.3

2학년

27

34.2

3학년

32

40.5

79

100

전체
학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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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SI-TECH의 문항 구성
영역

문항

문항수

*

*

문제 해결 자신감 5, 10, 11 , 12, 19, 23, 24, 27, 33, 34 , 35
*

*

*

*

*

*

*

*

*

*

자아 통제 인식도 3 , 14 , 25 , 26 , 32
여과 문항

9, 22, 29

11

*

1 , 2 , 4 , 6, 7, 8, 13 , 15 , 16, 17 , 18, 20,
접근-회피 성향
21*, 28, 30*, 31

16
5
3

*: 역산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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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김태훈

표 3 PSI-TECH의 Cronbach's α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5회 측정 결과는 각각 결과

문제 해결 접근-회피 자아 통제
자신감
성향
인식도

전체

Heppner, Petersen(1982)

.85

.84

.72

.90

임현우, 이동귀, 박현주(2002)

.824

.833

.631

.886

Wu, Custer, Dyrenfurth(1996)

.880

.81

.76

-

조한진, 김태훈(2012)

.866

.803

.618

.879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와 같이 표현하였다.
표 4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 결과 5 결과 평균
기술적
문제 해결
총 점수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여과 문항을 제외한 32개
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PSI-TECH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PSI-TECH 점수는 세 하위 요인(문제 해결 자신감, 접근-회
피 성향, 자아 통제 인식도)의 합으로 나타난다. 원점수에 따른

문제 해결
자신감

접근-회피
성향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역산하였다. 따라서
PSI 전체 점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개인이 자신을 효
율적인 문제 해결자로 인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낮게 나타날수
록 자신을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자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하

자아 통제
인식도

r

.145

.208

**

.292

*

.282

*

.265

**

.336

p

.202

.066

.009

.012

.018

.002

N

79

79

79

79

79

79

r

.055

.117

.297

.134

.260

**

**

.313

*

p

.630

.306

.008

.005

.241

.021

N

79

79

79

79

79

79

r

.118

.217

.155

.213

.287

*

*

.280

p

.301

.054

.172

.059

.010

.013

N

79

79

79

79

79

79

r

.231

.124

.391

.146

.154

.290

*

**

**

p

.040

.275

.000

.198

.177

.010

N

79

79

79

79

79

79

*p＜.05, **p＜.01

였다.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 도구의 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다. 기술적 문제 해결력 결과 측정
30°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완성된 자동차 앞바퀴를 위치
시키고, 경사로 80cm를 내려가서, 직선거리 5m 떨어진 목표
지점에 자동차가 근접했을 때 목표 지점과 자동차의 가장 가까
운 거리를 측정한다. 단, 목표 지점을 넘어가서 절벽 아래로 떨
어지거나 레일 이동 중 이탈하면 실격으로 한다.

3. 자료 분석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를 구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효
율적 문제 해결 인식 집단과 비효율적 문제 해결 인식 집단 간
의 기술적 문제 해결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간의
상관 관계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42

가. 문제 해결 자신감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문제 해결 자신감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 해결 자신감은 결과 4와의 상관 계수
가 .313, 결과 3과의 상관 계수가 .297, 결과 평균과의 상관 계
수가 .260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결과 1, 결과 2, 결과
5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접근-회피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접근-회피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접근-회피 성향은 결과 5와의 상관 계수가 .287,
결과 평균과의 상관 계수가 .280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4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아 통제 인식도와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자아 통제 인식도와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자아 통제 인식도는 결과 3과의 상관 계수가
.391, 결과 평균과의 상관 계수가 .290, 결과 1과의 상관 계수
가 .231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결과 2, 결과 4, 결과 5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과 기술적 문제 해결력과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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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은 결과 평균과의
상관 계수가 .336, 결과 3과의 상관 계수가 .292, 결과 4와의
상관 계수가 .282, 결과 5와의 상관 계수가 .265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결과 1, 결과 2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의 하위 요소인 문제 해결 자신감은 기
술적 문제 해결력의 결과 3, 결과 4, 결과 평균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접근-회피 성향은 결과5, 결과 평균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 통제 인식도는 결과 1, 결과 3, 결과 평균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은 결과 3, 결과
4, 결과 5, 결과 평균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문제 해결 자신
감, 접근-회피 성향, 자아 통제 인식도, 기술적 문제 해결 성향
은 모두 결과 평균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력 결과는 결과물과 목표
지점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제
의 요구 사항도 평가 요소에 반영시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종
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을 공학 교육 전공자로 제한하였다. 기
술적 문제 해결력은 공학 교육 전공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
므로 기술적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교과의 전공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전공별 차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관 관계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밝혀 주지만 인과관계
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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