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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학 남녀 학생의 공 수업 련 심리변인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 탐구

1)도승이(都丞梨)*

본 연구는 환경에서 공과대학 여학생들에게 진로장벽의 하나로 인식되는 역할모델 부재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자, 첫째 공대 학생들이 역할모델을 찾는 매개체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이것이 공과대학 남학생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고, 둘째 이러한 각기 다른 역할모델을 찾는 매개체가 공과대학 학생들의 중요한 학업관련 심리적 변인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공과대학 환경에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는 5가지 영역(학생들에게 

학과 선배, 졸업한 선배, 교수 중에서 역할모델이 있는지, 교수의 수업 중 사용 예시와 과제를 하면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었는지)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종합사립대학교의 공학전공 남녀학생 9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과대학에서 다양한 역할모델을 찾는 경험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학과 

선배 중 역할모델 있는지를 제외한 네 가지 영역에서 공과대학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남녀 

공대생의 학업관련 변인, 즉 학업적 유능감, 전공수업 적응, 전공수업 몰입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두 가지 역할모델 변인이 유의하게 예측하는 반면, 여학생은 하나의 역할모델 

변인만이 학업관련 변인을 예측하였다. 공과대학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로의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하여 시사되었다. 

￭ 주요어 : 공과 학 여학생, 역할모델,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

Ⅰ. 서론
어떠한 성이 그 학문을 표하는지와 련한 학문에 한 인식 측면을 학문의 비 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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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aditionality)이라고 개념화되었는데,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어느 학문에서 양

쪽 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30%를 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모두 이 학문을 공하는 남녀

학생을 정상 으로 여기고 그 학문을 성 립 이라고 간주한다. 둘째, 한쪽 성이 체의 16%이

상 30%미만을 차지하면 다수를 차지하는 성은 정상 인 학문을 공한다고 간주되고 소수 성

은 형 으로 여기진 않더라도 비정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셋째, 한쪽 성이 9%에서 15% 

정도인 경우에 이 학문에 진출하는 소수의 성은 비정상 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한

쪽 성이 8%이하인 경우, 그 소수의 성은 비정상 이고 매우 외 인 존재로 간주되며, 극단

인 경우 고려의 상조차 되지 않는다(Byrne, 1993; 민무숙, 이정희, 2005 재인용). 

공학 역에서 여학생은 소수이며 그리하여 공학을 공으로 선택한 여학생은 비정상 으로 

간주되거나 고려의 상이 되지 못했다. 여학생이 선택하는 공별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분야 

49.4%, 자연계열 15.2%, 사범계열 12.5%, 체능 10,5%, 공학 7.9%, 의학 4.6% 순으로 분포되어 

있어 공학을 선택하는 여성은 극소수의 비율을 보인다. 공과 학 재학생 기 으로 여학생의 비

율을 보면, 2006년 기  국내 4년제 공과 학 재 생은 남성이 87.3%이고 여성이 12.7%를 차지

하고 있어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도 여 히 여학생은 공과 학에서 비정상 으

로 간주된다. 공학계열 내 세부 공 간에도 여학생 비율의 차이가 나타난다. 화학공학, 컴퓨터 

공에 비해 기계, 속, 토목 공학 공의 여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2006년 공별 공과

학 졸업생을 상으로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화학공학(30.8%), 건축․건설(28.9%), 컴퓨터․

통신(27.6%), 정 ․에 지(21.5%), 소재․재료(21.4%), 산업(15.0%), 교통․운송(14.0%), 토목․

도시(12.5%), 기․ 자(11.0%) 순으로 뒤를 이었고, 기계․ 속(4.7%) 나타났다(김지 , 오명

숙, 정윤경, 2007). 결론 으로 분야에 따라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공분야도 있지만, 여자 공과

학 학생들은 비 통 학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공학 공 여학생들은 비정상 이거나 

외 인 존재로 간주되어 교육환경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공학도들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국가의 공학 

경쟁력의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공과 학 진학률이 이미 높은 구미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여성공학도의 심리  과정을 연구하고 여성 인력의 학교 응, 자신감 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 공과 학 여학생들은 여성이 소수인 

공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공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공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동기, 여학생의 흥미, 만족도  성취도와 진로를 추구하려

는 동기 등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 을 보이며, 한 상 으로 높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2000년 에 공과 학에서 여학생이 격히 증가하 지만, 공학 공 여학생의 졸

업 후 공 분야로의 남녀 간 취업비율의 차이가 15.5%로 체 남녀 간 공취업비율 차이 평균인 

1.8%와 비교하여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공학 공 여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이 공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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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가 여 히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연보, 2006; 김지 , 오명숙, 정윤경, 

2007 재인용). 국내에서는 공과 학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간의 차이를 조사하는 기 인 연구결

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우선 으로 고려한 연구가 선행된 후에 여성 공학도를 

한 교육과정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김지  외, 2007; Achter & Lubinski, 2005). 

공과 학 여학생들이 겪는 심리  어려움과 낮은 취업률을 설명하기 해 여러 가지 요인이 

제안되었는데, 이  공과 학 내에서 여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부족한 이 한 가지 요한 원인

으로 지 되고 있다(최경희, 2001; Belenky et al., 1986; Sandler, 1996; Murray et al., 1999; 

McGeveran, 2002). 역할모델의 개념은 그것이 소개된 역사에 비하여 정의의 정교화가 덜 이루

어졌고 유사한 다른 개념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등에 한 비교 연구가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Gibson, 2004), 본 연구에서 역할모델의 개념에 하여 최근까지의 연구를 고찰하고 공

과 학 환경 속에서 역할모델의 역할이 공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를 알아보아 여성공학도의 공과 학의 응  진로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역할모델
역할모델이란 ‘자신의 진로나 극  심사와 련하여 자신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

물'을 일컬으며, 단순히 귀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함으

로써 학업  진로발달을 진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Nauta & Kokaly, 2001). 역할모델

은 효능감 증진, 자아존 감  직업결정 등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역할모델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부정 인 행동을 찰할 때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도록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었다(Hackett & Betz, 1981; Hurd, Zimmerman, & Xue, 2009). 

역할모델 연구에 있어 두 가지 통이 있어왔다. 첫 번째는 사회학습 통이고 두 번째는 유

사성 가설이다. 첫 번째로, 역할모델 존재가 정 으로 작용하는 기제는 Bandura(1986)의 사

회인지 이론의 ‘역할모델 찰을 통한 리학습'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회인지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공한 모델을 찰함으로써 이 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과제에 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로, 유사성 가설은 찰하는 개인이 자신과 역할모델 간의 유

사성을 더 크게 지각할수록 역할모델의 향을 더 받는다는 주장이다(Nauta & Karunanayake, 

2004). 사회학습이론을 연구한 실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정분야에서 성공한 역할모델을 

찰한 학생들은 그 분야에 한 선호 수 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하

다(Hackett & Betz, 1981; Scherer, Brodzinski, & Wiebe, 1991). 

유사성 가설을 연구한 실제연구를 살펴보면 유사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와 지지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상존한다. 유사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성별, 인종에서 같은 역할모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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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모델 역할 모델 멘토

찾는 과정

관찰과 학습

(대상의 능력과 개인의 배우

고자하는 욕구)

동일시와 사회적 비교

(지각된 유사성과 이 유사성

을 증진하려는 욕구)

상호작용과 친밀한 관계 

(적극적인 관심과 직업에서 

승진)

잠재적인 숫자
복수

(주변의 이용가능한 정도)

복수

(개인이 필요한 분야의 모델 

다양하게 추구) 

하나 또는 둘의 중요한 존재

개인이 대상에게서 

찾는 특성
과제의 기술: 높은 수행 수준

역할에 대한 기대,

자기 개념에 대한 정의

직업 기능

심리사회 기능

상호작용 기간 짧은 시간 다양함 대체로 긴 시간

선택에서의 융통성 거의 없음

높음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 

있음)

중간 정도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

이 높음)

자각 정도

양방향 

(대체로 양편 모두 의식적으

로 알고 있음)

일방향 

(대체로 관찰하는 쪽에서 알

고 있음)

양방향

(대체로 양편 모두 의식적으

로 알고 있음)

*출처 Gibson(2004) p. 137

<표 1> 정의  분류

청소년들은 상이한 역할모델을 가진 경우보다 높은 학업 성취와 성취지향 인 목표를 보 으며 

직업을 선택할 때 여학생은 여성 역할모델의 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진아, 2008; Basow

와 Howe, 1980; Zirkel, 2002).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성의 역할모델이 이들

의 자아 존 감, 직업결정 등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쳤다(Bosow &, Howe, 1980; Quimby 

& DeSantis, 2006; Wohford, Lochman, & Barry, 2004). 그러나 교사의 성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련이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Carrington, Tymms, & Merrell, 2008). Lingard 외(2002)는 학생

들이 교사선호에 있어서는 자신과 같은 성의 교사를 선호하 지만, 자신의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의 성별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사의 특정한 성격이나 행동을 

꼽았다고 보고하 다. 한 학생의 동기와 수업참여가 교사의 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Martin 

& Marsh, 2005). 더 나아가 학자들은 미국의 교육의 종단연구를 분석한 후 같은 성의 교사가 

그 성을 가진 학생의 성취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Ehrenberg 외, 1995; Butler 

& Christiansen, 2003). 결론 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은 교사의 성과 학생의 성이 일치하는 

것이 요하기보다 일반 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더 나은 역할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최근에 와서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역할모델의 개념 정립과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Gibson(2004)은 진로발달에서 역할모델 분야의 연구역사는 길지만 멘토 분야에 

비하여 역할모델 분야가 체계 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그 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역할모

델 연구의 요성을 “심증 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p. 135). 가장 먼  그는 실증연구를 해 역할모델 개념의 불분명성을 언 하면서 행동모델 

 멘토와 비교하여 역할모델에 한 개념을 구체화하 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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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son(2004)에 의하면, 역할모델은 개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고 목표에 한 동일

시와 사회  비교를 통해 일어난다. 개인은 역할모델을 복수로 가질 수 있는데, 자신이 필요한 

분야의 모델을 다양하게 추구한다. 역할에 한 기 나 개인의 자기 개념에 한 정의에 따라 

상에게서 특성을 찾으며, 상호작용 기간은 다양할 수 있다. 상황  요인이 매우 요한 요인

이지만 역할모델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있어야 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명인, 허구의 인물, 

역사  인물도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역할모델이 상 편을 알지 않아도 찰

하는 쪽에서 역할모델을 알고 있다. 

2. 공학영역 여학생에게 있어 역할모델의 중요성
역할모델의 향은 통 으로 여학생이 소수인 과학이나 공학을 공하는 여학생에게 역할

모델의 요성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 되었다. 특히, 공과 학에서 역할모델의 유사성 가설

이 많은 경우 지지되는 결과를 보 다. Carrell, Page, West(2009)는 교수의 성이 남학생에게는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 교수가 가르친 수학과 과학 수업에서 여학생의 학업성취, 미래에 

수학과 과학과목을 수강할 가능성,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학 로 졸업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하 다. 

Astin과 Sax(1996)은 공과 학내에서 여성 교수 등의 역할모델이 부족한 이 여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지 하 다. Sadker와 Sadker(1994) 역시 여성교수의 역할모

델 부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학원 이상의 교육을 덜 추구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

하 다. 이혜숙 외(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 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도 공학 련 역의 남성  분 기를 으로 인식하여 공학 련 공 역에 

한 부정  인식이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증가하 다. 김정자 등(1997)도 이공계 

학에서 낮은 여교수 비율,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낮은 비율의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이 

여학생들의 진로변경에 향을 미친다고 언 하 다. 실제로 여자 공 생에게 학교육에서 

원하는 교육지원 요소를 조사한 결과 여성공학도가 비 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역할모델 제

시, 남성과 함께 있는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필요한 리더십교육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희, 김형수, 2008). 반면, 교수의 성의 향은 다수를 차지하는 성에게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녀가 골고루 섞여 있거나 여학생이 많은 인문사

회 분야에서의 교수의 성별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과 

달리,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역할모델의 향에서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다(Lockwood, 2006). 

2005년 기 으로 우리나라의 국 4년제 공과 학 여교수 비율은 2.7% 수 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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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할모델의 유사성 가설을 근거로 할 때, 이러한 극소수의 공  여교수의 비율은 여자 공

생이 남자 공 생에 비하여 환경에서 역할모델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을 측할 수 있다. 

그러나 Gibson(2004)이 역할모델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요하기는 하지만, 유

명인, 허구의 인물, 역사  인물도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한 과 같이 역할모델은 공과

학 내의 여성교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최지 (2008)에 의하면, 여성과학자들은 , , 

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책이나 TV 과학 로그램, 교사나 여자 선배들을 통해서 역할모델

을 찾거나 과학에 한 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를 들어, 여성과학자에 

한 기를 읽고 역할모델로 삼거나 과학을 공하는 여자 선배가 자기의 공분야를 소개할 

때 과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과 학 여학생에 한 역

할모델의 향을 연구할 때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역할모델의 향을 연구하고 이것이 남학생

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야 공과 학 환경에서의 역할모델의 향을 총체 으로 

연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실 으로 공과 학에서는 여성 교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공과 학 여교수의 여학생에 한 향만을 알아보는 것은 실 으로 제한된 시사

을  수 있다. 역할모델 연구에서 같은 성의 교사가 같은 성의 학생의 성취를 높이는지에 

한 연구가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도 공과 학에서 역할모델의 향이 좀 더 다각도로 연구

될 필요성을 증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승이(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역할모델 변인을 좀더 

구체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도승이의 연구에서는 역할모델변인이 공과 학 환

경에서 공과 학 학생들이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되는 다섯 가지 역을 합한 값이

었다. 이 다섯 가지 역은 학생들에게 학과 선배, 졸업한 선배, 교수 에서 역할모델이 있는

지, 교수의 수업  사용 시, 교수가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있었는지 

다. 본 연구는 역할모델의 변인을 공 환경에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경로별로 구체 으

로 분석하여, 공과 학 환경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역할모델을 찾는 경로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한다. 

3. 학업관련 심리변인: 학업적 유능감, 전공수업 적응, 전공수업 몰입
학업  진로와 련하여 요하게 연구된 변인으로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

업 몰입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필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 하고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

생이 공학습을 함에 있어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들의 학업  유능감을 어떻게 지각하느

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Grolnick, Ryan, & Deci, 1991). 이러한 유능감은 학업성취, 수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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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학교 응, 진로포부  진로 련 자기효능감과 정  상 을 보 다.(김미숙, 2001; 이은우, 

2005; Hirose, Wada, & Watanabe, 1999). 둘째, 학교생활 응 수  역시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

습동기, 학교 이탈률, 학업 만족도 등을 측하는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공수업 

응은 학생의 학업에 한 측으로 요한 변인이다(신지 , 2000). 셋째, 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행 에 완 히 몰두하여 최 의 경험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75). Shernoff 외(2003)는 학교수업  학생들의 몰입이 학업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 으며 몰입과 진로와 련된 경험에서도 정  계가 있다는 연구를 보고하 다. 김혜주

(2007)는 수업 시간에서의 몰입경험이 진로태도 성숙을 정 으로 측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역할모델이 공과 학 남녀 학생의 학업 련 심리요인을 어떻

게 측하는지를 추가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남녀 학생의 차이를 알아 으로써 추후에 공과

학 여학생에게 좀더 한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S 학교 공과 학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95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 고, 이  성별을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20명을 제외하 다. 934부  남학생은 619명(66.3%)과 여학생은 315명(33.7%)이었다. 학

년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학년별 학생 수는 1학년 5명(53%), 2학년 262명

(28.0%), 3학년 438명(46.7%), 4학년 214명(22.8%)이었다. 학생들의 세부 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공학(30.2%), 기계공학(10.2%), 정보통신공학(13.2%), 신소재공학(10.8%), 시스템경 공학

(8.4%), 기타(16.4%)로 나타났다. 참고로 연구 상이 된 학에는 설문지 자료수집 당시 192명

의 공과 학 교수  여성교수가 1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역할모델

역할모델 변인은 공과 학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모델이 존재하는지에 

한 한 변인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학과 선배, 졸업한 선배, 교수 에서 역할모델이 

있는지, 교수의 수업  사용 시와 과제를 하면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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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었다. 각 문항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우리 과에서 내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가 

있다.’, ‘졸업한 선배 에 내 역할 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가 있다.’, ‘우리 과에서 내 역할 모델

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다.’, ‘ 공 수업시간에 교수는 내가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로 

드신다.’, ‘교수가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내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은 이 있다.’ 역

할모델 변인의 체 내  합치도는 .75이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1:  그

지 않다, 2: 별로 그 지 않다, 3: 보통, 4: 체로 그 다, 5: 매우 그 다)로 평정하도록 구성

되었다. 

2)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

학업 련 심리  변인으로 학업  자기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학업  유능감

(Ryan & Deci, 2000)과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 변인을 사용하 다. 먼 , 학업  유능감

은 고경희(2003)가 사용한 척도 5문항  4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고,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68이었다. 문항의 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공공부에 

해 자신감이 없다(R).' 등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한 응도를 측정하기 하여 김아

(2002)의 학교생활 척도의 ‘학교수업 응’ 하 요인 5문항을 사용하 고, 내  합치도는 .90

이었다. 문항의 는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분 이해한다.’, ‘각 과목마다 숙제가 

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R).’ 등이다. 셋째, 공수업몰입은 김혜주(2007)가 개발한 공수업 

에 몰입수  7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 고, 내  합치도는 .88 이었다. 문항의 는 ‘ 공 수

업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 공 수업시간에 나는 집 력이 높아진다.’ 

등이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1:  그 지 않다, 2: 별로 그 지 않다, 3: 

보통, 4: 체로 그 다, 5: 매우 그 다)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Ⅲ. 결과 
1. 공과대학 역할모델에서의 성차 비교
다음으로 공과 학에서 다양한 역할모델을 찾는 경험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 다(<표 2>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할모델의 성별 간 차이는 남학생(M=14.00)과 여학생(M=15.44)

의 평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 .938, F = 12.332, p<.001). 한 

역할모델의 각 하 역별로 살펴보면, 졸업한 선배, 학과 내 교수, 공수업에서 교수의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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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여학생(n=315) 남학생(n=619)

FM SD M SD

역할

모델 

학과 내의 선배 2.85 1.17 2.97 1.14 2.40

졸업한 선배 2.84 1.11 3.20 1.14 21.02*** 

학과 내의 교수 3.22 1.05 3.68 1.01 41.68*** 

전공수업에서 

교수의 예시
2.57 .89 2.91 .92 29.50*** 

교수가 낸 과제 2.51 .98 2.68 .96 5.75*

역할모델 전체 14.00 3.70 15.44 3.68 31.81*** 

Wilks λ = .938, F = 12.332*** 

*p<.05, ***p<.001 

<표 2> 역할모델에서의 성별 간 차이 비교

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 강에 p<.001 수 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교수가 낸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은 p<.05 수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과 내 선배 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에서는 남녀 학생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공과 학 여학생들은 졸업한 선배 에서 남학생에 비해 역할모델을 찾기가 어려

웠고, 학과 교수 에서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기가 어려웠다. 나아가 공과 학 여학생들은 

공 수업시간에 교수가 설명하는 시와 교수가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경험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단지 자신의 학과에서 역할모델을 

삼을 만한 선배가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만 공과 학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역할모델이 학업관련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공과 학 남녀학생의 다양한 역할모델 변인  어떠한 변인이 학업 련 변인, 즉 학업  유

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을 측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변인간의 상 계를 알아

보고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변인들 간의 련성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들, 즉 역할모델의 각 변인,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

업 몰입간의 상 계를 남녀학생 별로 분석한 결과가 각각 <표 3, 4>에 나타나 있다. <표 3,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 분석 결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 이 크게 높지 않았다(.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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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역할모델 

(과선배)

역할모델 

(졸업선배)

역할모델

(교수)

역할모델

(수업예시)

역할모델 

(수업과제)
유능감

전공수업 

적응

전공수업 

몰입

역할모델 

(과선배)
2.85 1.17 -

역할모델 

(졸업선배)
2.84 1.11 .653

**
-

역할모델 

(교수)
3.22 1.05 .402

**
.461

**
-

역할모델 

(수업예시)
2.57 .89 .236

**
.297

**
.415

**
-

역할모델 

(수업과제)
2.51 .98 .283

**
.304

**
.275

**
.504

**
-

유능감 3.27 .59 .003 .039 .043 .149
**

.179
**

-

전공수업 

적응
3.10 .54 .031 .112

*
.184

**
.175

**
.135

*
.577

**
-

전공수업 

몰입
3.33 .62 .029 .081 .204

**
133

*
143

*
.542

**
.724

**
-

*p<.05, **p<.01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여학생, n=313)

M SD
역할모델 

(과선배)

역할모델 

(졸업선배)

역할모델

(교수)

역할모델

(수업예시)

역할모델 

(수업과제)
유능감

전공수업 

적응

전공수업 

몰입

역할모델 

(과선배)
2.97 1.14 -

역할모델 

(졸업선배)
3.20 1.14 .651

**
-

역할모델 

(교수)
3.68 1.01 .378** .445** -

역할모델 

(수업예시)
2.91 .92 .296** .311** .375** -

역할모델 

(수업과제)
2.68 .96 .339** .234** .248** .472** -

유능감 3.28 .69 .049 .096* .222** .097* .131** -

전공수업 

적응
3.15 .60 .128** .118** .288** .194** .217** .649** -

전공수업 

몰입
3.52 .70 .150** .208** .325** .201** .206** .578** .692** -

*p<.05, **p<.01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남학생, n=628)

2) 학업 련 변인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

본 연구의 다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다 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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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adj

여학생 전공수업 적응 역할모델(과선배) -.26 .17 -.11 .055 .039

역할모델 (졸업선배) .18 .19 .08

역할모델 (교수) .34 .17 .13

역할모델 (수업예시) .30 .20 .10

역할모델 (수업과제) .18 .18 .07

남학생 전공수업 적응
역할모델(과선배) -.02 .14 -.01 .108 .10

역할모델 (졸업선배) -.11 .14 -.04

역할모델 (교수) .76 .13 .26***

역할모델 (수업예시) .15 .15 .05

역할모델 (수업과제) .45 .14 .14**

*p<.05, **p<.01, ***p<.001

<표 6> 공  남녀학생의 공수업 응 측변인 다회귀분석 결과

다(VIF=1.369-1.917). 본 연구에서 선택된 공과 학 남녀학생의 다양한 역할모델 변인  어떠

한 변인이 학업 련 변인, 즉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을 측하는지 알아

보기 하여 enter식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5, 6, 7>과 같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adj

여학생 유능감 역할모델(과선배) -.19 .15 -.09 .043 .027

역할모델 (졸업선배) .09 .16 .04

역할모델 (교수) -.03 .15 -.01

역할모델 (수업예시) .16 .18 .06

역할모델 (수업과제) .42 .16 .18**

남학생 유능감
역할모델(과선배) -.23 .13 -.09 .062 .054

역할모델 (졸업선배) .10 .13 .04

역할모델 (교수) .61 .12 .22***

역할모델 (수업예시) -.06 .14 -.02

역할모델 (수업과제) .31 .13 .11*

*p<.05, **p<.01, ***p<.001

<표 5> 공  남녀학생의 유능감 측변인 다회귀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공과 학 남녀 학생의 학업  유능감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으로는 교수

가 내  과제를 하면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공과 학 여학생의 유능감을 유의하게 증진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8, p<.001). 남학생의 경우 학과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22, 

p<.001)와 수업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유능감을 유의하게 증진하 다(=.11, p<.05). 

이 변인(들)은 여학생의 유능감의 2.7%를, 남학생의 유능감의 5.4%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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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와 같이 공과 학 남녀 학생의 공수업 응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으로는 모든 

변인이 공수업 몰입을 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과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공과

학 여학생의 공수업 응을 유의하게 증진하는 변인에 근 하 다(p= .051). 남학생의 경우 

학과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남학생의 공수업 응을 가장 유의하게 증진하 고(=

.26, p<.001), 수업에서의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남학생의 공수업 응을 유의하

게 증진하 다(= .14, p<.01). 이 변인(들)은 여학생의 공수업 응의 3.9%를, 남학생의 공

수업 응의 10%를 설명하고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adj

여학생 전공수업 몰입 역할모델(과선배) -.32 .27 -.09 .055 .040

역할모델 (졸업선배) .04 .30 .01

역할모델 (교수) .82 .27 .20**

역할모델 (수업예시) .04 .32 .01

역할모델 (수업과제) .48 .29 .11

남학생 전공수업 몰입
역할모델(과선배) -.26 .22 -.06 .127 .120

역할모델 (졸업선배) .38 .23 .09

역할모델 (교수) 1.29 .22 .26***

역할모델 (수업예시) .18 .24 .03

역할모델 (수업과제) .63 .23 .12**

*p<.05, **p<.01, ***p<.001

<표 7> 공  남녀학생의 공수업 몰입 측변인 다회귀분석 결과

<표 7>와 같이 공과 학 남녀 학생의 공수업 몰입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으로는 학과

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공과 학 여학생의 공수업 몰입을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

이었다(= .20, p<.01), 남학생의 경우 학과에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는지가 남학생의 

공수업 응을 가장 유의하게 증진하 고(= .26, p<.001), 수업에서의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남학생의 공수업 응을 유의하게 증진하 다(= .12, p<.01). 이 변인(들)은 여

학생의 공수업 응의 4%를, 남학생의 공수업 응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환경에서 남학생과 비교하여 공과 학 여학생들의 역할모델 부재를 심도있게 연

구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 다. 먼 , 최근까지의 역할모델 연구를 리뷰하 고 역할모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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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유사한 개념인 멘토, 행동모델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 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  학생들이 역할모델을 찾는 매개체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이것이 공과 학 남학생과 어떻

게 다른지 차이를 조사하 고, 공과 학 학생들이 공과 학 환경에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역할모델을 찾는 것이 학업 련 심리  변인, 즉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몰입을 

어떻게 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공과 학 학생들이 각기 다른 역할모델을 찾는 경로는 5가지 

역으로 나뉘었다. 첫째, 학생들에게 학과 선배 에서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가 있는지, 

둘째, 졸업한 선배 에서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가 있는지, 셋째, 자신의 학과 교수 에

서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는지, 넷째, 교수가 공수업  자신이 역할모델로 삼을 만

한 사람을 로 드시는지, 마지막으로, 교수가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

람을 찾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과 학 여학생과 남학생의 집단을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역, 즉 졸업한 선배 에서, 학과 교수 에서 역할모델이 있는지, 공 수업시간에 교

수의 시와 교수가 내  과제를 하면서 내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경험이 있는지

의 역에서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학과에서 역할모델을 

삼을 만한 선배가 있는지에 한 질문에만 남녀 학생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학자들이 공과 학 환경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역할모델의 부족을 경험하

고 있다는 결과를 시사하며 여성 교수 뿐 아니라 다양한 역에서 역할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는 을 보여주고 있다(박선희, 김형수, 2008).

역할모델을 찾는 각기 다른 경로가 공과 학 학생들의 요한 학업 련 심리  변인을 어떻

게 측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

련 변인에는 학업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 몰입이 포함되었다. 첫째, 학업  유능감

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에는 여학생의 경우 교수가 공수업  내주신 과제만이 학업  유

능감을 유의하게 측하 고, 남학생의 경우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

와 교수가 공수업  내주신 과제가 유의하게 측하 다. 그러나 이는 여학생의 유능감의 

2.7%를, 남학생의 유능감의 5.4%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수업 응을 유의하게 측하는 역할모델 변인은 없었으나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가 .05 유의수 에 근 하게 측하 다(p= .051). 남학생의 경우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와 교수가 공수업  내주신 과제가 공수업 

응을 유의하게 측하 다. 역할모델 변인은 여학생의 공수업 응의 3.9%만을 설명하 지

만, 남학생의 공수업 응의 10%를 설명하 다. 셋째, 공수업 몰입을 측하는 역할모델 변

인에는 여학생의 경우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만이 공수업 몰입을 

유의하게 측하 고, 남학생의 경우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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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수업  내주신 과제가 공수업 몰입을 유의하게 측하 다. 역할모델 변인은 여학생

의 공수업 몰입의 4%를, 남학생의 공수업 몰입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 으로 공과

학 학생들의 학업에 향을 미치는 요한 심리요인인 유능감, 공수업 응, 공수업에서

의 몰입에 향을 미치는 역할모델 경로가 공과 학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더 다양하 다. 

다시 말해, 학과 교수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는 남녀 학생에게 공통 인 측

변인이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교수가 공수업  내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 역시 추

가 으로 이들의 학업 련 변인을 모두 증진하는 변인이었다. 그리하여 역할모델의 설명력이 

여학생은 3~4%이었지만, 남학생의 경우 5~12%로 더 많은 설명력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역할모델이 되는 교수의 성별을 묻지 않았지만, 역할모델의 유사성 가설을 확인

하기 하여 실시된 연구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공과 학에서 여성교수가 극히 은 실에서

도 여학생들이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경로에 한 가능성을 알아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역할모델에서 부족을 느끼지 않는 남학생의 경우 학습 련 심리변인에 하여 교수가 

공수업  내  과제에서 역할모델을 찾은 경험이 추가 인 측 변인이며 역할모델의 설명력

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훨씬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은 다음과 같다. 공과

학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심리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각을 하기 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요한 방법이라는 이다. 한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학업 련 변인을 측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역할모델 변인이 교수의 존재임을 

볼 때, 공과 학에서 여학생에게 역할모델이 되는 교수의 존재가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모델 변인이 더 구체화되지 못

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를 들어, 여학생들이 역할모델로 삼는 학과 

교수나 선배 등의 성별에 한 정보의 부족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약을  수 있다. 두 

번째 제한 은 연구 상을 한 학에만 국한하여 연구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

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여 제안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제한 을 극복하고자 이후에 각 지역의 공과 학을 포함하는 국  표본을 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역할모델의 다양한 경로에 한 비조사의 성

격을 띄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신뢰롭고 다수의 문항을 포함한 역할모델 련한 척도를 사

용하여 이러한 분야에 해 심층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과 학 내에서도 

화학공학과 같이 여학생의 비율이 30%를 넘는 학과와 기계공학과와 같이 4% 의 학과 있으므

로 앞으로 공과 학 내에서 공계열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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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search on Role-Models Predicting Learning 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between Male and Female 

Engineering Students 

Seung Lee Do*

This study tested the effect of role models of engineering students and how they a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Subjects were 956 male and female engineering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students lacked role models in various areas compared to male 

engineering students. Also, the existence of same gender professor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was the key element of female and male students' academic competence, adjustment to the 

classes, and involvements in the class. This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engineering students 

are suffering from the career barriers in their environments and the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the academic competence, the role models, female engineering students

*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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