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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융합의 흐름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인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공계 여성인

재의 육성은 인재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학계열 여대생의 입학 비율과 대학원 진학비율이 타 전공영역에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대생의 입학과 진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3개교에 재학 중인 

공학계열 여학생 42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타인 영향력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규명되었으며, 모형에서 상정된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인 영향

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은 여대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기주도학습은 타인 영향력을 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을 촉진하고 공학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 준

비도를 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계열 여학생의 진

로태도성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과 같은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서의 타인 영향력을 

증대하여야 하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공학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기

반 수업과 자기주도학습 스캐폴딩 전략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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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공계 

우수인재의 육성은 모든 국가들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2위로 올라섰고, 과학기술 경쟁력도 세계 20위권 안에 속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주

고 있지만, 최근에 확대되어가는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등은 멀지 않은 

미래의 과학기술계의 인재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창의적인 제품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중시되면서, 여성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오명숙,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6.3%임에도 불구하고, 공학계열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5%로써 인문계열(60.7%),

사회계열(47.7%), 교육계열(64.0%), 자연계열(51.3%), 의약계열(28.6%), 예체능계열(20.4%)과 비교

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08-2012). 또한 공학계열 대학원의 진학비율도 

1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공학계열 전문인력의 육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공학계열 기피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우수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편,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직업관의 변화, 다양한 직업군의 출현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

한 고민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공학 분야에서는 여대

생이 더 많은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며(윤덕, 탁진국, 이상희, 2009), 전공 

영역으로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의 성숙 수준에 관심을 갖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배경요인을 파

악하여 요인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타인 영향

력을, 개인 요인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공학 자기효능감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타인 영향력

은 진로태도성숙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공학 자기

효능감에, 공학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적 경로를 수립하였다.

타인 영향력은 전공 선택과 같은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나 역

할모델로부터의 받는 지지나 영감 등의 영향을 의미하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김문숙, 2013)와 

공학 자기효능감(도승이, 2009a), 진로태도성숙(Fried & MacCleave, 2009)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 급변하는 기술의 속도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능동적으로 받

아들이고, 지식을 구축하여 이를 연구나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므로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태도성숙을 전 생애동안 이루어지는 발달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227

서 지적되고 있다(Guglielmino, 2008). 또한 공학 자기효능감은 공학자로서 요구되는 기초 역량

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써,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uta & Epperson,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상정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을 통해 향후 공학계열 여대생들의 지도 및 지원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과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

향을 주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은 적합한

가? 둘째, 공과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에는 직·간접효과가 존재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진로발달은 대학 입학이나 혹은 졸업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일회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 개인이 발달시기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진로성숙의 과정이다. 자신의 미

래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적절한 계획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고생들이 대학입시로 인한 학업부담으로 인

하여, 진로탐색과 같은 과업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나 대학재학 중으로 지연되고 있다. 진로태

도성숙의 개념과 관련해서 Fouad(1988)도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 관련 문

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본 반면에, Rojewski(1994)는 진로태도성숙을 전 생애로 확장하

여,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준비 정도와 대처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Fouad(1988)가 진로태도성숙을 개인의 연령대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성취 수준으로 보았다면, Rojewski(1994)는 진로태도성숙을 전 생애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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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해가는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태도성숙을 전 생애적인 발달과업의 관점에서, 공학계열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개인이 발달시

기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진로성숙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자의 학

년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의 응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인 중 독립성이, 여학생은 준비성과 목적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은경, 2001). 또한 자아정체감

이나 자아존중감은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되었다(박미경, 김영

숙, 이현림, 2008). 그리고 내적가치나 독서량,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등의 인지적 특성과 대인관

계나 전공영역, 학교요인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도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상길, 2006), 전

공태도나 결정수준이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으로부터의 언어적 격려나 정보의 영향

을 받으며(박용두, 이기학, 2008), 수업 중의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논의되고 있다(Correll, 2001).

2. 타인 영향력(Influence of Others)

본 연구에서 상정한 타인 영향력은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미치는 타인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와 역할모델의 두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사

회적 관계를 맺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정보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

하며,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인 사랑, 존중, 인정과 더불어 상징적·물질

적 도움까지 포함한다. 역할모델은 닮고자 하는 모델이나 멘토에게서 받는 영감(inspiration)과 

모방, 관찰을 통한 간접 경험을 의미하며,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성공적

인 역할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목표를 확고히 하고 행위적인 따라하기를 통해 진로

를 준비하는 행동을 촉진한다. 또한 역할모델은 멘토링이 지원하는 경력개발, 심리사회적 지원,

역할모델의 3가지 기능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Allen & Eby, 2008).

사회적 지지는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재근, 2005),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

로결정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한편 역

할모델은 자기효능감(Quimby & Santis, 2006)과 학업지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

되었으며(Sonnert, Fox, & Adkins, 2007), 역할모델이 전공이나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공과대학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하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도승이, 2009b).

타인 영향력과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논의되었으며(Kracke, 2002), 박용두와 이기학(2008)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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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나 친구들로부터의 지지가 

의대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k, Ek, & Mackay, 2005), 노윤경과 이

기학(2012)의 연구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 

영향력은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에 간접 영향력을 갖는다

는 연구결과들도 있는데, 신정옥(2011)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

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정지은(2013)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한 진로적응성에 간접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타인 영향력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

고 있는데, Berdnet(2000)은 교수, 가족,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논의하였으며, 박진영(2004)은 가족·교수·선배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

학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역할모델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숙(2013)의 연구에서 멘토링이 자기주

도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하여 Knowles(1975)는 자기주도성의 개념을 성인교육의 핵심으로 삼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발전시켰는데,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특

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성숙하며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Long(1990)은 자기주도학

습을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자원을 기획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스스로 평가까지 하는 일련의 학습방법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학습의 준비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성공적인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이석재 외,

2003), 그 결과, 초기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

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량에 주목하면서 최근에는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과정 뿐 

만 아니라 K-12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혼용되고 있는데(주희진, 2011), 본 연구에서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와 원 도

구명에 충실하게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변인 명으로 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전략으로, Mills와 Treagust(2003)는 

대학의 공학수업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jBL)이 자기주도학습 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박민정(2007)은 PjBL이 연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김윤영과 정현미(2012)는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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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Knowles(1975)의 모형에 근거하여 학습환경조성→학습요구진단→학습목표설정→학습

활동계획→학습활동실행→학습결과평가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

수자의 스캐폴딩 가이드라인을 정서적·인지적·자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이득연(2004)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

을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으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탐색행동

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안권순, 한건환, 2002), 장은영(2012)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촉

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주동범, 전은순, 2011; 주희진, 201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많은 연구

들에서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준 경우도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가 공학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상정하였다.

4. 공학 자기효능감(Engineering Self-efficacy)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수행(성과 창출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도 기꺼이 자

신을 개입시키고 헌신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영역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보편

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도 존재하며, 이는 새로운 영역의 수행에 예측변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andura et al., 1980).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새롭고 낯선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할 때, 원격기제

로 먼저 작동하고, 그 영역에 익숙해질수록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더 강한 근접기제로 작동하게 

된다(Chen, Gully, & Ede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 자기효능감을 공학자로서 요구되

는 기초 역량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전공지식에 대한 효능감과 

공학 관련 직무에 대한 효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강승희, 2010; 이진령, 2009), 변인

으로 상정하였다.

비록 공학 자기효능감은 공학 영역에 한정된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

론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특징들을 계승하기 때문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다른 특수적 자기효능

감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공학 자기효능감의 동작기제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학업성취와 같은 수행의 성과에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김소희, 한정선, 2007), 혹은 반대로 학업성과가 자기효능감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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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진로발달에 공학 자기효능감이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학업효능감이 

사용되고 있다(김영혜, 안현의, 2012). 따라서 공학계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공학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경력열정을 예측하는 핵심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Lent, Brown, & Larkin, 1987). 박소희(2011)는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은경(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Marra 외(2009)는 공학 자기효능감이 경력지속을 예측한다고 논의하였다.

타인 영향력과 자기효능감 간의 연구에서는 도승이(2009a)는 타인 영향력의 하위변인에 속하

는 역할모델이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학업적 유능감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모델의 존재유무에 따라 공학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Amato- Henderson et al., 2007). 타인 영향력의 또 다른 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

중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재근, 2005), 자아효능감 또한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기에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인 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변인 관계 선행연구 결과

타인 영향력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박진영(2004)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정지은(2013)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Berdnet(2000) 사회적 지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정적 상관관계 있음.

타인 영향력 →

공학 자기효능감

Amato-Henderson 

et al.(2007)

역할모델의 존재에 따라 공학 자기효능감가 차이가 

나타남.

타인 영향력 →

진로태도성숙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2008)

사회적 지지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로결정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박용두, 이기학(2008) 사회적 지지가 전공태도나 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침

Correll(2011) 수업 중의 긍정적 피드백이 전공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침.

Ek, Ek, & 

Mackey(2005)

부모와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의대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침.

Kracke(2002)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침.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 공학 자기효능감

이상길(2006)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의 수준이 

향상됨.

주동범, 전은숙(2011),

주희진(2011)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공학 자기효능감 →

진로태도성숙

박소희(2011)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은경(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침.

Lent et al.(1987) 자기효능감이 경력열정을 예측함.

Marra et al.(2009) 공학 자기효능감이 경력 지속을 예측함.

<표 1>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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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학계열 전공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수도권에 위치한 세 곳의 4년

제 대학에 재학 중인 공과계열 여대생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447명의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이나 무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대학과 학년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참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26)

구분 구분값 빈도 (명) 비율 (%)

소속대학

A대학(여대) 240 56.3

B대학(남녀공학대학) 44 10.3

C대학(남녀공학대학) 142 33.3

학년

1학년(1~2학기) 34 8.0

2학년(3~4학기) 80 18.8

3학년(5~6학기) 203 47.7

4학년(7학기 이상) 109 25.6

전공

환경·에너지·식품 122 28.6

건축공학 83 19.5

정보통신 80 18.8

신소재공학 54 12.7

전자공학 46 10.8

화학/생명 18 4.2

자율 및 기타 12 2.8

기계공학 10 2.3

산업공학 1 .2

총 426 (명) 100.0(%)

2. 측정도구 

먼저, 국내에서 개발된 공학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진로

태도성숙은 번안된 문항을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2013년 5월에 수도권 2개 대학의 공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233

대생 109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타인 영향력은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 수준(.80 이상)에서 유사 문항을 제외시키고, 진로태도성숙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상위 3개 하위요인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한 설문은 다시 교육공학과 교수 2

인,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1인, 공과대학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진로태도성숙은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도구를 기반으로, 결정성, 준비성, 목적성의 3개 하

위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낮고, 전체 진로태도성숙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목적성을 제외하였으며, 그 외 변인의 신뢰도를 저해하거나 다른 변인의 

설문과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문항(문항 13, 18, 20)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문항을 사용하였

다. 결정성 요인은 “나는 현재 전공인 공학 분야로 진로를 확실히 결정한 상태이다” 등의 8문항,

준비성 요인은 “나는 계획한 진로 관련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태도성숙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8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인 영향력은 Nauta와 Kokaly(2001)가 개발한 IOACDS(Influence of Others on Academic

and Career Decisions Scales)를 사용하였다. IOACDS는 학업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타인의 영

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사회적 

지지와 역할모델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문항을 제거 후,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요

인은 “나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할 만 한 사람이 있다” 등의 4문항, 역할모델은 “내

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력을 가진 인물을 알고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인 영향력

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8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도구를 공대생들에게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한지영(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설문을 통해 신뢰도가 .6 이하로 나타난 두 하위

요인을 제외하고 총 17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요인 이상

에 .1 미만의 근사한 적재치를 보인 문항과 타 측정도구와 유사 설문으로 판단된 문항을 제거하

고(문항 10, 15), 기본학습능력, 학습 주도성, 학습 흥미도, 학습 개방성의 네 하위요인을 확인하

였다. 설문문항은 기본학습능력은 “나는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

다” 등의 6문항, 학습 주도성은 “나는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4문항,

학습 흥미도는 “나는 많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등의 3문항, 학습 개방성은 “나는 교수님

이나 선배들이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등의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84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학 자기효능감은 이진령(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원 도구 중 전공지식 효능감과 직무 

효능감의 두 하위변인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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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 후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문항과 높은 

상관을 보인 직무 효능감의 문항(문항 1, 3)을 제거 후,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전공지식 효능

감은 “나는 공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등의 9문항, 직무 효능감은“나는 과제

를 해결할 때 제한조건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등의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학 자기효

능감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90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에 사용할 관찰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은 결정성과 준비도의 두 하위변인을 관찰변수로 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본학습능력, 학습주도성, 학습 흥미도, 학습 개방

성의 4개 하위요인별 묶음지표를 생성하였다. 타인 영향력은 하위요인인 사회적 지원과 역할모

델로 묶고, 공학 자기효능감도 전공지식 효능감과 직무 효능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묶었다. 

잠재변인 관찰변수 M SD 왜도 첨도 잠재변인평균 (SD)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3.12 .80 .15 -.51

3.32 (.61)
준비도 3.65 .60 -.29 .03

타인 영향력
사회적 지지 3.36 .75 -.30 -.17

3.26 (.71)
역할모델 3.13 .87 -.12 -.47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기본학습능력 3.41 .61 -.21 .96

3.41 (.52)
학습 주도성 3.33 .68 -.04 .16

학습 흥미도 3.16 .78 -.02 .12

학습 개방성 3.97 .63 -.40 .18

공학 자기효능감
전공지식 효능감 3.23 .60 -.14 .34

3.25 (.58)
직무 효능감 3.27 .60 -.03 .41

<표 3> 관찰변수 기술통계 결과

(n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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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

변수

관찰변수 잠재변인

1 2 3 4 5 6 7 8 9 a b c

a 진로태도성숙
1

2 .35
*

b 타인 영향력
3 .43* .31* 　 　 　

.49*　
4 .39

*
.26

*
.59

*
　 　

c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5 .43
*

.37
*

.42
*

.33
*

.54* .44*
6 .33* .40* .30*　.31* .54* 　 　 　 　

7 .15
*

.37
*

.14
*
　.10

*
.27

*
.34

*
　 　 　

8 .34
*

.35
*

.29
*

.32
*
　.47

*
.51

*
.35

*
　 　

d 공학 자기효

능감

9 .49* .40* .40* .31* .61* .48* .32* .47* 　
.59* .42* .68*

10 .53
*

.41
*

.39
*

.32
*

.60
*

.48
*

.32
*

.50
*

.84
*

<표 4> 관찰변수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분석

(n = 426)

1: 결정성, 2: 준비도, 3: 사회적 지지, 4: 역할모델, 5: 기본학습능력, 6: 학습 주도성, 

7: 학습 흥미도, 8: 학습 개방성, 9: 전공지식 효능감, 10: 직무 효능감, 
*p < .05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지수에 의한 판단과 구

인타당도에 대한 확인으로 검증하였다.

1)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

숙 변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

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성을 나타

내는 절대적합도지수인 χ2
(29)= 80.85 (p < .0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모형

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 다변량정규

성, 관찰변수의 개수 등 여러 원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는 χ2 통계

량 검증과 다른 적합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므로(Hai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RMSEA와 CFI, TLI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RMSEA 값은 참고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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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08 이하인 .065(90% 신뢰구간 .048 ~ .082)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인 CFI 값도 .971(참고기

준값 .90 이상), TLI는 .955(참고기준값 .90 이상)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X2 df p RMSEA (90% 신뢰구간) CFI TLI

측정모형 80.85 29 .000 .065 (.048~.082) .971 .955

참고기준 - - .05 이상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2)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다음은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들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의 확인은 요인적재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를 통해 가능하다(Hair et al., 2009). 먼저 관찰변수가 잠재변인을 

대신하는데 유의한지를 판단하고자 각 관찰변수의 요인적재치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구체적인 요인계수의 추정값 및 유의도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잠재변인 관찰변수
비표준화

요인계수(B)

표준화

요인계수(β)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AVE

타인 영향력
→ 사회적 지지 1.00 .82 - -

.81 .69
→ 역할모델 1.02* .72 .096 10.718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 기본학습능력 .90
*

.77 .070 12.934

.86 .62
→ 학습 주도성 .91

*
.70 .076 11.996

→ 학습 흥미도 1.00 .67 - -

→ 학습 개방성 .52
*

.43 .066 7.850

공학 

자기효능감

→ 전공지식 효능감 1.00 .91 - -
.97 .94

→ 직무 효능감 1.03* .93 .040 25.787

진로태도성숙
→ 결정성 1.00 .65 - -

.69 .53
→ 준비도 .61

*
.54 .064 9.614

<표 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n = 426)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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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표준화계수의 C.R.(crtitical ratio) 값을 확인한 결과, t

값이 모두 1.96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관찰변수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Hair et al., 2009),

본 측정모형의 모든 관찰변수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학습 개방성을 제외하고 .50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학습 개방성도 .50에 근접하여(.43) 요인적재치 확인에 의한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개념신뢰도는 추정된 경로계수와 측정변수의 오차를 통해 산출되는 신뢰도 추정방

법으로, .70 이상인 경우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본다(Hair et al., 2009). 본 측정모형의 개

념신뢰도는 진로태도성숙을 제외한 모든 잠재변인이 .70을 넘어서 적합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진로태도성숙도 .69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잠

재변인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써, .50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Hair et al., 2009),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AVE 값은 .5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성을 나타내는 절대적합도지수인 χ2(43) =

117.895(p < .0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RMSEA와 CFI, TLI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RMSEA 값은 .065(90% 신뢰구간 .051 ∼ .079)로 나타났으며, TLI는 .936, CFI는 .959

로 나타남으로서 본 구조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의 모든 경로의 영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안된 구조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

형은 [그림 2]와 같고, 각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χ2 df p RMSEA(90% 신뢰구간) TLI CFI

구조모형 117.665 43 .000 .065 (.051~.079) .936 .959

참고기준 - - .05 이상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통제변인: 소속대학, 학년

4.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 분석

상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에 포함된 타인 영향력, 자기주도학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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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공학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해하고, 직·간접 및 총 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직접효과 측면에서 타인 영향력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B = .49, p < .05)와 진로태

도성숙(B = .41, p < .05)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공학 자기효능감에(B = .88, p < .05), 공학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B = .59,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타인 영향력이 공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B = .03, p > .05). 간접효과 분석결과, 타인 영향력은 공학 자기효능감(B = .43, p

< .05)과, 진로태도성숙(B = .26, p < .05)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진로태도성숙(B = .52,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 측면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총 설명력은 38.4%(R2
= .384)로 나타났고, 공학 자기효능감의 총 설명력은 68.5%(R2

= .685)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총 효과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β = .82)가 타인 영향

력(β = .6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총 설명력은 90.8%(R2
= .908)이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총 효과는 타인 영향력이(β = .76) 가장 컸으며, 공학 자기효능감(β = .59),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β =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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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요인계수(B)

표준화

요인계수(β)
표준오차 t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 타인 영향력 .49 1.58 .06 7.94*

공학 자기효능감
← 타인 영향력 .03 .03 .07 12.39

*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88 .82 .06 .49

진로태도성숙
← 타인 영향력 .41

*
.46 .07 5.91

*

← 공학 자기효능감 .59
*

.59 .07 8.69
*

<표 8> 최종 구조모형의 추정된 경로계수 및 유의도 분석 결과

통제변인: 소속대학, 학년, *p < .05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 타인 영향력 .49

*
.58 .49

*
.58

공학 

자기효능감

← 타인 영향력 .03 .03 .43* .48 .45* .68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88
*

.82 .88
*

.82

진로태도성숙

← 타인 영향력 .41* .46 .26* .29 .68* .76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52* .49 .52* .49

← 공학 자기효능감 .59
*

.59 .59
*

.59

설명력 (R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8.4%

공학 자기효능감 68.5%

진로태도성숙 90.8%

<표 9> 최종 구조모형의 변인 간 직·간접효과

통제변인: 소속대학, 학년,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인 영향력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공학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상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참고기준 이상의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

였으며, 구조모형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가설적 구조모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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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예측변인들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설명력이 90% 이상으로 나타나서 구조모형의 타당

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구모형의 변인 간에 상정된 5개 경로(타인 영향력→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타인 영향

력→공학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공학 자기효능감, 타인 영향력→진로태도성숙, 공

학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중 타인 영향력이 공학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네 경로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영향력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는 정지은(2013)과 Berdnet(200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자율적 행동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원두리, 2010), 자기조절학습

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멘토링과 같은 인지적·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자기주도성이나 능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가 공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동범과 전은순(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주희진, 2011), 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학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의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는 Marra 외(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전공에 대한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뢰가 해당 전공 분야로의 진로 결정과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 영향력과 진로태도성숙 간에도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역할모

델의 존재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Ek, Ek, & Mackay,

2005),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에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지원과 함께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타인 영향력이 공

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Bandura(1986)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자기효능감에 언어를 통한 설득은 자기효능감의 주요한 원천이지만, 진로결정

과 관련한 타인의 영향력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아닌 공학 자기효능감이라는 영역 특수적 자

기효능감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된 연구모형의 경로에 나타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 

영향력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통해 공학 자기효능감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공학 자기효

능감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긍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도 

공학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신정옥, 2011)이나 자기주도학습도(정지은, 2013)를 매개로 진로태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진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박소희(2011)와 장은영(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타인 영향력이 공학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타인 영향력이 공학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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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

숙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공학 자기효능감, 배경 요인인 타인 영향

력,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타인 영향력은 진로태도성숙의 

향상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 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공학 자기효능감의 향상

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학계열 여대생들의 진로발달에 기여할 수 있

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전공분야의 역할모

델을 제시하고,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로에 대한 비전 뿐 만 아니

라 직접적인 조언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대생의 진로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이공계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하여 선배와 후배 간의 멘토링 프

로그램이나(E여대의 이화다우리, P공대 멘토프로그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나 국립과

천과학관 등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나 역할모델 지원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멘토

링과 같은 보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조언이 가능한 멘토와의 멘토링이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공학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하며, 진로태도

성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향상에 효

과적이라고 논의된 PjBL과 자기주도학습 스캐폴딩 전략(Mills & Treagust, 2003)을 적용하여, 프

로젝트 수업의 내용에 남녀의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하고, 팀을 구성할 때 성별과 학년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팀 활동에서 팀원들이 순환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안

내함으로써 소외되는 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원을 제공하여 팀원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활동에서 교수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의 긍정적 피드백은 공

학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진로태도성숙에도 기여하는 유용한 교수자 스캐폴딩으로

써(김윤영, 정현미, 2012),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교수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멘토링과 교수·학습전략을 통해 공학계열 여대생들의 타인 영향력과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향상되면, 이는 공학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진로태도성숙

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3개 대학의 공학계열 여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

록 참여자들의 학년과 소속학교를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표집된 집단이 공학계열 여대

생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안된 가설적 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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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대상에 대해 제안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

을 공학계열 남학생들에까지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상정된 변인들의 성별 집단 간에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 하고, 멘토링 기간이나 유

형, 멘토의 유형을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타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사

용된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 방식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지각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 별로 응답이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같은 학습경험을 드러내는 변인은 행동보고와 같이 객관성이 드러날 수 

있는 설문을 사용하거나, 외부 평가자의 관찰에 따른 직접 측정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지각과 실

제 상황과의 간극을 피할 수 있고 척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공학계열 여대생들의 진로발달에 기여하는 

핵심요인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들 변인을 촉진하기 위해 공학교육 현장에 적

용 가능한 교육공학적 교수·학습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공학계열 여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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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fluence of Othe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Engineer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Female Engineering Students
*

1)2)3)

Yoo, Young Ran
**

Kang, Myungh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fluence of othe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engineer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emale

engineering students in Korea. The hypothetical model was tested against 426 female

engineering student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model and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was acceptable with a good fit, and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ith

almost proposed paths of the model except one were identified. Direct effects of influence of

others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n engineering self-efficacy,

and engineering self-efficacy, influence of other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found. Moreover,

the influence of others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both on engineer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methods to improve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emale engineering students.

Key words: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f othe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Engineer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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