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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공학은 단순한 과학과 기술의 적용이 아닌 현실적인 문

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으며 학문적 체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동향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가 설계 능

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학 윤리 등 공학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인의 종합적

인 능력을 활용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공

학설계 능력’은 공학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에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다(Thompson, 1998; 김태훈 외 2005; 

손화철, 2011; 한지영, 2011). 

현재 다수의 대학이 공학인증제도(ABEEK)를 도입함으로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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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학설계 과목, 종합설계 과목 등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학설계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공학설계와 관련하여 PBL

기반 학습(최유현, 2005; 장용철 외, 2013), 창의력(이창훈, 2008; 

김성일, 2014), 적정기술(이강 외, 2013)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학설계 능력이 공학설계 교육의 궁극

적 목적으로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김태훈 외(2005)의 연구에서 공학설계 능력의 평가 요소가 

제시되었고, 김태훈(2015)의 연구를 통해 공학설계 능력의 정

의와 하위 영역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공

학설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들은 ability의 개념으

로서 작용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학설계 능력은 단순한 ability(능력)가 아닌 competency(역

량)의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 

역량은 심리학에서 McClleland(1973)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

념이다. 전통적으로 지능 검사가 실제 삶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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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elf-reported measurement for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In this study,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is defined as the overall individual ability that is necessary for an engineer for his/her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engineering design. This measurement was developed through reviewing documents, defining factor and sub-factor, making an item 
and constructing validity verification. The self-reported measurement for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consists of 6 factors and 40 
items. 6 factors cover competency of design performance, competency of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 competency of 
utilizing mathemat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competency of teamwork, competency of design-centered thinking and competency of 
collecting and using data. A 6-points Likert scale was used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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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예측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역량의 측정에 의미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직업 교육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던 주제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목받던 것이다(소경희, 2007). 최근 일반

교육에서도 교육의 질 확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

기와 함께 지식 기반의 능력에서 범교과적 차원의 역량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주, 성명희, 2018). 역량에 대한 관점

은 국가, 학문, 접근방법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정의되

지만, 그 개념이 공통적으로 성과(performance)를 내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에서의 성과와 성과를 내는 다양한 영향 

요인, 성과의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offmann, 1999). 이러한 역량은 직무의 고도화로 인해 직무 

수행자의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상황 대응 능력, 팀 단위 능력 

등이 강조되는 직무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있지

만,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그 가치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라 할 수 있다. 공학설계 역량은 단순한 능력적인 부

분만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잠재적 능력까지 포함

하기 때문에 응답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학설계 역량 측정을 위한 자기 보고

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목표

자기 보고식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 개발의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설계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인을 구명하고 타당화 한다.

둘째,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학설계 역량

본 연구에서 공학설계 역량은 우수한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공학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종

합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학설계 역량

가. 공학설계

공학설계는 공학 활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

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이며 인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영제, 1998), 공학설계는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적인 창조 행위이자 평가 행위로 정의

되며(Dym, 1994), 예술적 행위와 달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제품

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요소,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과정으로 정

의되고 있다(ABET, 1997). 공학설계는 일련의 과정을 수반함에 

따라 공학설계에 포함되는 능력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여러 요소

들을 포함한다. 공학설계에 요구되는 능력은 설계 능력 외에도 

팀워크 능력, 시각화 능력, 경험 등과 같은 여러 능력들이 포괄적

으로 포함 가능하다(김태훈 외, 2005). 공학설계 능력은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계발하기 위하여 다양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확한 능력의 평가를 위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다. 평가 영역에 있어서 공학설계 능력이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밝혀내고 세분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공학설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충분하지 못하다.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한 평가

가 가능할 때 공학설계 능력 계발을 위한 노력에 큰 의미가 있다

고 판단한다.

나. 역량

역량은 직업 교육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던 주제로 숙달하고

자 하는 직무 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목받던 것이다(소경희, 2007). OECD(2005)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

트에서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핵심적

인 역량을 규명하면서 인간의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논의가 주

목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반교육에서도 교육의 질 확보에 관

한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지식 기반의 능력에

서 범교과적 차원의 역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

주, 성명희, 2018). 이러한 관심은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퀘

백 주,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재

구조화하는 추세를 이끌었다(소경희 외, 2010). 역량은 삶과 직

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

응할 수 있도록 능력 외에도 경험, 인식, 가치관, 도덕성 등과 

같은 잠재적인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요소

를 포함하는 범교과적인 역량은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는 공학

설계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다. 공학설계 역량

공학설계 역량은 우수한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

학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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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다. 이때 역량이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

이나 기능 등을 의미하는데(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공학설

계와 역량 모두 다양한 교과와 능력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지만 공학설계 역량은 그 특수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학설계에서의 역량은 바람직한 성과를 내

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행동의 잠재적 특성이나 기능 등을 의미

한다. 공학설계 역량은 공학설계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보다 성

과를 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단순히 

한 직무와 일(task)을 통해 ‘문제(problem)’를 ‘해결(solve)’하

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고려해

야 한다. 문제 상황의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한 팀 활동, 기반 지

식, 의사소통, 고찰, 고찰의 텍스트화 등 공학설계가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탐구를 통해 단순한 능력(ability)이 아닌 역량

(competency)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공학설계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위해 공학설계와 역

량의 정의에 대한 탐구를 선행하였다.

Longman(2014)에 따르면 역량이라는 단어는 competence, 

competency로 구분된다. competence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를 잘하는 능력이고, competency는 특정한 직무나 과제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이애화, 최명숙, 2014). 해

외 학자들은 Competence에 대해 업무나 분야에 대한 개인의 

능력, 업무의 수행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정의 내렸으

며(Fletcher, 1991; Rychen & Salganik, 2003), Competency

는 직무, 역할 수행에 있어 뛰어난 성과자, 수행자와 관련되는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정의하였다(Mirabile, 1997; Athey & 

Orth, 1999; NCES, 2002). 국내 학자들은 역량의 정의에 대하

여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김태우, 2014; 백남진, 온정덕, 

2014), 성공적인 직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성인 동시

에 측정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양은하, 2010; 이현영, 2010), 

특정한 상황과 직무에서 성공적이며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외적, 내적 특성(이홍민, 

2005; 천경희, 2010)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역량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연

구마다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수렴되거나 합의된 

정의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역량이 특정한 

상황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성과

를 발휘하게 하는 특질이나 능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박신영 외(2018)는 공과대학생의 창의공학설계 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학생들은 모든 창의

공학설계 능력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신의 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석준(2007)

은 국내외 공학설계 교과목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공학설계 교과목의 경우 체계적 교수법의 개발, 팀 

구성, 합리적 평가 방안 개발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희 외(2010)는 대학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역량과 이

러한 역량들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로 신입생들은 핵심 역량에 대한 보유 인식 수준이 모든 

역량에서 낮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공학설계와 관련된 능력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과 낮은 보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공학설계 관련 능력에 대한 

교육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문헌 고찰(선행 연구 검토)

↓

요인 및 하위 요인 정의

↓

내용 타당도 검증

↓

예비 검사 문항 제작

↓

안면 타당도 검증

↓

예비 조사 실시

↓

구인 타당도 검증

↓

최종 검사 도구 문항 확정

Fig. 1 Research Procedure 

2. 도구 개발

가.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공학설계 역량 요인과 하위 요인을 구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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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지식 이해 및 활용 역량’,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팀워크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의 6개 요인과 

42개의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학설계 역량의 요인과 하위 

요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 and Sub-factor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요인 하위 요인

지식 이해 및 활용 역량
(7개)

공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경제학적 지식

심리학적 지식

사회학적 지식

사고 역량
(8개)

직관적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종합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
(5개)

설계요구분석

모형화(모델링)

정보 전달

외국어

협상

문제 해결 역량
(15개)

문제 확인

상황 분석

설계 기획

계획 관리

정보 수집

정보 관리

정보 활용

자원 및 재료활용

도구 활용

설계 목표 구체화

해결책 도출

해결책 평가

실험 수행

시제품 제작

결과 평가

팀워크 역량
(4개)

팀 구성

팀 운영

팀 갈등관리

팀 의사소통

자기 관리 역량
(3개)

동기 유지

자기 계발

윤리 의식

나. 요인 및 하위 요인 내용 타당도 검증

Table 1에서 제시한 요인 및 하위 요인에 대하여 정의를 내

린 후 요인별로 하위 요인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

였다. 전문가 선정 기준은 첫째, 공학을 전공한 교수, 둘째, 공

학설계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 교수이다. 두 가

지 조건과 학과를 고려하여 총 11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정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xpert Information 

No 이름 전공분야 공학설계 관련 수업 진행 유무

1 김OO 화학공학 O

2 김OO 전자공학 O

3 김OO 기계공학 O

4 김OO 전기공학 O

5 유OO 기계공학 O

6 이OO 전기공학 O

7 이OO 건축공학 O

8 이OO 전자공학 O

9 장OO 건축공학 O

10 조OO 전기공학 O

11 나OO 전자공학 O

Lawshe(1975)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수 11명의 경우 내

용 타당도의 적정 CVR 최솟값은 0.59 이상이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요인은 최소 0.81 이상의 CVR(내용 

타당도 비율)값을 나타내었으며, 하위 요소 중 심리학적, 사회

학적 지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0.63 이상의 CVR값을 나타

내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CVR값이 충족되지 않는 하위 요인 

2개는 삭제하였다. 

다. 예비 검사 문항 제작 및 타당도 검증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후,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하여 선

정된 하위 요인별로 2∼4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검사 문항의 척

도는 중간값 경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지식 이해 및 활용 역량 15문항, 사고 역량 

21문항, 의사소통 역량 27문항, 문제 해결 역량 52문항, 팀워

크 역량 17문항, 자기 관리 역량 20문항으로 총 152문항이다. 

개발된 152개 문항을 대상으로 3인의 전문가에 의한 안면 타당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공학설계 관련 연구 수행 경험

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현재 공학설계 관련 수업을 진행

하는 교수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검증은 개발된 문항 중 하위 

요인을 가장 잘 대변하는 문항을 선정하고, 개발된 문항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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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인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부 수정을 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152문항 중 최종 84문항이 선정되었다. 또한, 최종 문항에 대

하여 공과대학생 3명(기계공학, 화학공학)을 대상으로 84문항

에 대한 이해 정도와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3. 연구 대상

Kline(2004)은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 소재 공

과대학 재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20부 모두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배경 변인별 현

황은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 Distribution by Grade and Gender

학년 남 여 전체

1 3 0 3

2 144 35 179

3 150 40 190

4 104 37 141

5 5 2 7

전체 406 114 520

Table 4 Distribution by Major

학과 빈도 %

건축공학 63 12.1

기계공학 154 29.6

메카트로닉스 2 0.4

전기공학 72 13.8

전자공학 61 11.7

컴퓨터 공학 1 0.2

토목공학 53 10.2

화학공학 41 7.9

기타 73 14.0

전체 520 100.0

4. 자료 분석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IBM SPSS Statistics 24와 

AMOS 22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회전은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설정

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구인들에 대한 타당

성과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적합도 지

수는 , CFI, RMR, RMSEA 수치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 갯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문항간의 관련성을 바탕

으로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잠재 변인과 측정 문항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모형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문항들이 이론적으로 시사하고 있

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와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 타당도 검증

가. 탐색적 요인분석

문헌 고찰과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84개의 문항

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6개 요인, 46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전

체 설명 분산은 64.4%였으며, 1요인은 19.1%, 2요인은 12.4%, 

3요인은 10.2%, 4요인은 10.0%, 5요인은 6.4%, 6요인은 6.3%

의 설명 분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 요인은 공학설계의 기획, 수행, 데이터 분석, 오류 발견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설계 수행 역량’

으로 명명하였다. 

2 요인은 설계의 경제학적 가치와 시장 정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9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 영

향 고려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3 요인은 수학적 지식과 이해, 과학적 지식과 이해 관련 6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4 요인은 설계 수행 중 팀 구성원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에 관

련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팀워크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5 요인은 설계 활동 시 발휘되는 사고력과 가능성 판단 및 예

측에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설계 중심 사고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6 요인은 설계의 토대가 되는 정보의 습득력과 활용력을 설

명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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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o 문항 Variable 1 Variable 2　 Variable 3　 Variable 4　 Variable 5　 Variable 6　
1 Ba1 0.682 0.186 0.241 0.268 0.180 0.199

2 Ce1 0.682 0.116 0.069 0.287 0.267 0.200

3 Dk1 0.682 0.245 0.234 0.135 0.282 0.153

4 Fb1 0.668 0.360 0.137 0.223 0.211 0.101

5 Bb2 0.645 0.311 0.103 0.134 0.271 0.073

6 Fb3 0.632 0.145 0.226 0.252 0.193 0.128

7 Bb1 0.631 0.325 0.196 0.220 0.054 0.136

8 Da1 0.623 0.204 0.282 0.266 0.145 0.254

9 Bd2 0.622 0.270 0.088 0.179 0.190 0.158

10 Fb2 0.605 0.184 0.330 0.218 0.049 0.204

11 Da2 0.605 0.285 0.292 0.294 0.132 0.203

12 Do2 0.598 0.274 0.173 0.271 0.196 0.192

13 Fa2 0.597 0.179 0.208 0.234 0.138 0.141

14 Bf1 0.583 0.287 0.224 0.250 0.185 0.259

15 Dm4 0.581 0.266 0.335 0.210 0.042 0.196

16 Dn2 0.554 0.430 0.229 0.179 0.148 0.052

17 Dl1 0.170 0.714 0.161 0.201 0.165 0.056

18 Ad1 0.101 0.714 0.288 -0.014 0.134 0.089

19 Ad3 0.333 0.709 0.204 0.145 0.005 0.034

20 Ad2 0.151 0.664 0.154 0.124 0.265 0.076

21 Db2 0.359 0.659 0.192 0.071 0.121 0.129

22 Dg2 0.388 0.648 0.080 0.148 0.045 0.213

23 Dj1 0.327 0.618 0.006 0.275 0.067 0.164

24 De2 0.221 0.605 0.077 0.236 0.013 0.303

25 Db1 0.215 0.560 0.028 0.068 0.223 0.386

26 Ac3 0.216 0.166 0.805 0.153 0.102 0.107

27 Ac2 0.228 0.205 0.780 0.129 0.084 0.161

28 Cb2 0.119 0.138 0.762 0.008 0.285 0.032

29 Ac1 0.281 0.213 0.730 0.191 0.132 0.144

30 Ab3 0.345 0.128 0.638 0.203 0.120 0.275

31 Aa1 0.359 0.152 0.544 0.142 0.242 0.264

32 Ec1 0.156 0.261 0.074 0.761 0.147 0.015

33 Ed1 0.448 0.148 0.079 0.732 0.058 0.123

34 Ce2 0.264 0.067 0.200 0.672 0.067 0.272

35 Eb3 0.359 0.139 0.152 0.663 0.170 0.138

36 Ea2 0.327 0.211 0.216 0.658 0.136 0.175

37 Ed2 0.406 0.128 0.023 0.642 0.145 0.115

38 Ea1 0.071 0.128 0.302 0.520 0.432 0.066

39 Bd1 0.314 0.205 0.211 0.160 0.692 0.102

40 Be1 0.360 0.203 0.148 0.212 0.685 0.111

41 Bh2 0.346 0.218 0.264 0.232 0.635 0.075

42 Bg2 0.302 0.159 0.323 0.157 0.593 0.258

43 Dg1 0.212 0.097 0.199 0.138 0.114 0.720

44 De1 0.422 0.192 0.119 0.115 0.044 0.665

45 Cd1 0.123 0.254 0.197 0.127 0.070 0.606

46 Df1 0.245 0.232 0.166 0.238 0.17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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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는 설계 수행 역량 0.956,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0.906,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

량 0.907, 팀워크 역량 0.894, 설계 중심 사고 역량 0.861, 자

료 수집 및 활용 역량 0.75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0.97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 요인의 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 of 1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RMSEA RMR(SRMR)

2502.4(.000) 0.891 0.060 0.057(0.05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은 2502.4였으며, 영(null)모형과 

연구모형의 값 차이를 나타내는 CFI는 0.891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 단점을 보완한 RMSEA 

값은 0.060이었으며,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과 연구모형의 추정 

공분산 간 차이를 의미하는 RMR 값은 0.057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값은 모형 적합도 정도를 의미하는데 p-value가 

0.05 보다 커야하며, CFI 값은 0.9 이상, RMSEA와 RMR은 

0.08 보다 작을 때 전체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Rex 

& Kline, 2005). 초기 분석 결과에서는 값의 p-value가 

0.05 보다 낮았으며, CFI값은 0.891로 0.9 이상이 되지 않았다. 

RMSEA와 RMR값은 0.060과 0.05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검사 도구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수렴 타당도를 고려하여 수

렴 타당도가 낮은 문항과 같은 영역 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설계 수행 역량에서 4문항,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에서 1문항, 팀 워크 역량에서 1문

항이다. 문항 삭제 후 40문항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Fig 2와 같다.

Table 7 Result of 2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RMSEA RMR(SRMR)

1757.6(.000) 0.912 0.057 0.053(0.049)

46개 문항 분석과 비교해 보면 값은 2502.4에서 1757.6으로 

낮아졌으며, CFI는 0.891에서 0.912로 높아졌다. 또한, 

RMSEA 값은 0.060에서 0.057로 낮아졌으며, RMR 값 또한 

0.057에서 0.053으로 낮아졌다. 이전 모형과 비교했을 때, CFI 

값은 0.9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며, RMSEA와 RMR은 더 낮아져

서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가 이전 모형에 비해서 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2. 최종 검사 도구

자기 보고식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의 요인과 문항은 

Table 8과 같다. 총 6개 요인과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설계 수행 역량 12문항,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8문항,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6문항, 팀워크 

역량 6문항, 설계 중심 사고 역량 4문항, 자료 수집 및 활용 역

량 4문항이다. 각 문항별 반응은 중간값 경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6점을 부여하는 6

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Fig. 2 Final Result of 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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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공학 및 공학교육에서 공학설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공

학설계와 관련된 학습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공학교육에서 공학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공학설계와 관련된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도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공학설계 교육의 발전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공학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능력을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를 개

Table 8 Factor and Item of Engineering Design Competency

요인 문항

설계 수행 역량

나는 설계를 할 때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 중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바람직한 설계와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를 구분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시 매우 강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결과물을 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설계 시제품의 완성도를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해야 할 설계 문제를 정의 내릴 수 있다.

나는 설계를 위한 실험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나는 설계 해결책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나는 경제적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는 '투입 비용 대비 가치'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위하여 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설계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설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나는 시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나는 설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다.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나는 설계를 할 때 수학적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필요에 따라 수학적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설계 관련 사항을 수학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설계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과학적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

나는 설계에 필요한 나의 전공 분야 공학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팀워크 역량

나는 설계 과제 수행 과정에서 팀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시 팀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나는 동료와의 의견 조율을 기반으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시 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시 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설계 중심 사고 역량

나는 설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설계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나는 설계를 할 때 예측하는 결과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

나는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문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문헌 검색을 통하여 설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나는 설계 관련 정보를 외국 자료로부터 찾을 수 있다.

나는 설계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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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는 ‘설

계 수행 역량’,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역량’, ‘수학·과학적 지식 

활용 역량’, ‘팀워크 역량’, ‘설계 중심 사고 역량’, ‘자료 수집 

및 활용 역량’의 6가지 요인과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자기 보고식 공학설계 역량 검사 도구와 관련하여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공학설계 역량은 공학설계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공학설계 역

량과 공학설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예측 타당도

(predictive validity)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확인된 공학설계 역량의 절대적 

수치는 개인의 정보(수치)만을 나타낼 뿐이므로 이를 객관적으

로 해석함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백분위와 표준편차 등을 

활용한 척도화 과정, 즉 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공학설계 역량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공학설계와 관련된 연구는 공학설계 관련 교

육을 통하여 향상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인식 등에 대한 분

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앞으로는 공학설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과 역량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가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학설계 능력 또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에 대한 지속적 탐색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A2B10 

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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