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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과 학 여 생의 취업 비 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4년제 학교의 공과 학 여 생 167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결

과, 첫째 목표를 설정한 여 생은 반 이하 수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취업을 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자 부족한 능력으로 공활용능력을 꼽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취업 비지원의 개선안을 제안하

다.

1. 서론

  공학 계열을 한 정부의 인재양성 사업이나 로그램

이 추진됨에 따라 공과 학의 입학생과 졸업생 수가 증가

하고 있다] 여 생들의 입학생과 졸업생 수도 각각  

24.4%, 21.7%로 늘어났다. 공학계열의 체 취업률은 

2011년보다 –1.7%로 감소하 으나, 여 생의 취업률은 

10.6%로 증가하 다. 이는 여 생들도 남성 심의 공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지 가 

향상될 수 있음에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정도가 높아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학 계열에서 여 생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로 여 히 낮다. 련 연구들은 

공과 학에서 소수인 여 생들이 여 히 학업과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 생들의 취업 비 황을 분석

하고 극 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 다.

2. 이론  배경

남성 심의 공학 계열에서 특히 여 생들은 높은 수

의 진로효능감을 가질 때 성공 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취

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련 연구에서 공을 공부하

면서 남학생들은 진로효능감이 높아지나 여학생들은 진로

효능감이 낮아지고 공에 한 흥미도를 잃게 되며, 결국 

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

다.[2] 한 여 생들은 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아는 비

율이 낮고 자신감도 부족하다고 하 다.[6] 이러한 상황에

서 공과 련된 취업 분야나 정보 역시 부족하다. 직업

능력을 함양함에 있어서도 실무능력보다는 학 리나 외

국어 능력 향상을 주로 취업을 비하고 있어 극 으

로 직업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2][3] 

3. 연구 상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취업 비의 실태를 조사한 련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3개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

목 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 다.[1][2][3] 설문내용은 

<표 1>과 같이 같다. 모든 응답자들이 공통 으로 응답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에 분포한 10개의 4년제 학의 공과 학 여학생 175명을 

상으로 설문을 배포하 으며, 회수된 설문결과  성실하게 응답

한 16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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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뛰어난 능력 부족한 능력

1 인 계능력(61, 30.3) 공활용능력(45, 22.4)

2 정보활용능력(24, 11.9) 의사소통능력(40, 19.9)

3 자기계발능력(23, 11.4) 문제해결능력(20, 10.0)

4 의사소통능력(20, 10.0) 수리능력(18, 9.0)

5 문제해결능력(19, 9.5) 정보활용능력(18, 9.0)

6 직업윤리의식(17, 8.5) 자기계발능력(15, 7.5)

7 수리능력(13명 6.5) 자원 리능력(14, 7.0)

8 자원 리능력(10, 5.0) 인 계능력(13, 6.5)

9 공활용능력(9, 4.5) 조직이해능력(11, 5.5)

10 조직이해능력(5, 2.5) 직업윤리의식(7, 3.5)

<표1> 역량 인식  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공활용능력 부족 84 21.93 진로 미결정 45 11.75
공 자신감 부족 83 21.67 어학능력 부족 43 11.23

취업 정보 부족 56 14.62 성별에 따른 차별 19 4.96
내 성을 잘 모름 51 13.32 기타 2 0.52

합계 383 100

<표 2> 취업 비 시 어려운 

4. 연구결과

구체 인 진로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해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정하지 않은 응답자가 102명(61.1%)로 반 이상을 차지

했으며,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여 생은 66명(39.5%)로 나타

났다. 목표를 설정한 여 생  설정한 시기에 한 응답으로는 

학교 3학년 때 설정한 응답자가 23명(35.4%)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 이 20명(29.8%), 학교 4학년 때 설정한 응답자가 

13명(20.0%)로 나타났다.

취업을 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순 형 다 응답에 가

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1순 는 공활용능력 53명

(31.7%), 2순 는 문제해결능력 35명(21.0%), 3순 는  인 계

능력 38명(22.8%)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

는 능력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에 한 다 응답 분석 결과, 

뛰어난 능력의 1순 는 인 계능력 61명(30.3%), 2순 는 정보

활용능력 24명(11.9%), 3순 는 자기계발능력 23명(11.4%)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부족한 능력 1순 는 공활용능력 45명(22.4%), 2

순 는 의사소통능력 40명(19.9%), 3순 는 문제해결능력 20명

(10.0%)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를 획득한 경로에 한 다 응답 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8, 33.4%), 다

음으로 지인을 통해서(84,28.7%), 교수님을 통해서(38, 13.0%)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력서 제출, 면  횟수를 묻는 문항에 

해서, 이력서를 한 번도 제출해 본 이 없는 응답자가 가장 많

았다(108명, 64.7%). 면  역시 한 번도 응시한 이 없는 응답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2명, 73.1%).

면  등의 지원과정에서 성차별 인 요소를 느낀 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해서, 아니오를 응답한 여 생은 30명(25.0%), 

를 응답한 여 생은 10명(10.0%)으로 나타났다. 라고 응답한 응

답자들  어떤 부분에서 성차별  요소를 느 는가에 해서, 

가장 많은 차별을 느낀 부분은 육아문제, 회사문화에 해 각각 

12명(32.4%)이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외모, 체력 등을 

단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취업을 비하면서 느 던 어려운 

에 한 질문에서는 공활용능력의 부족(84명, 21.9%), 공에 

한 자신감 부족(83명, 21.67%)을 가장 어려운 으로 꼽았다. 

이 외에 취업에 한 정보 부족(56명, 14.62%), 나의 성이 무엇

인지 모르는 (51명, 1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으로는 막연한 불안감, 좁은 취업 시장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

었다.

 

한편, 학교의 련 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

로  취업을 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는 2.81(SD = .79)로서 평

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과 학 여 생의 취업 비 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와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3학년 때에야 목표를 설정한 여 생이 가장 많았

다. 여 생들이 보다 일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 인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도록 진로 성 검사  컨설  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한 진로  취업을 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낮게 나

타났으므로 학교 내 련 로그램 운 이 유기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두 번째,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련하여 여 생들은 공활용

능력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한 상 권을 차지한 문제해결능력과 인 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외국어능력과 자격증 취득을 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한 인지

도가 낮은 것이 문제 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여 생들이 

채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에서는 회사 문화에 한 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참여하기 희망하는 로그램으로서 맞춤형직장 체

험 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

루어 볼 때, 학 내 지원센터에서도 여성친화  기업 등을 발굴

하거나 체험 로그램을 학과와 함께 유기 으로 리하여 여학

생들이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 에 업의 강도나 조직문화를 

체험하여 취업 후 직장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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