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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그동안 우수한 여학생을 ‘공학’ 분야에 유치하고, 진로진출을 

돕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으나 소수의 여성이 공학 분야로 

진출하고 전공을 유지한다(Meiksins et al., 2020). 또한, 여학

생은 공대에 진학해도 졸업 이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종종 진로장벽(career barrier)을 경험하기

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다

양한 어려움은 이른바 ‘chilly climate’(Sallee, 2011; 

Wasburn & Miller, 2006)에서 비롯하여, 여학생 스스로 자신

이 공학 분야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낮은 자

아효능감(self-efficacy)(Tao & Gloria, 2019), 낮은 학업 참

여율, 낮은 자아존중감(Casad, et al., 2019), 정서적 소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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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아웃(burnout)(Jensen & Deemer, 2019)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행복감(well-being)’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Miner et al., 2019).

이 연구는 공과대학 여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심

리적(psychological) 요인, 태도 및 사고방식(attitudinal) 관련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Meiksins et al., 

2020; 황순희, 2020)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여학생의 공학 전

공 선택, 학업 지속, 진로 결정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

을 끼친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타인(부모 등)의 판단

(Muenks et al., 2019), 직무에 대한 태도(Dicke et al., 2019; 

Galvez et al., 2019), 공학에 대한 태도(Hodgkinson et al., 

2019), 흥미(Barco et al., 2019; Lakin et al., 2019) 등이 영

향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공대 여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과, 향후 진로선택, 진로지속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심리적 요인 중 전공만족(major satisfaction)

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관계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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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engineering 
students. To achieve this goal, first,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ngineering students 
were examined. Second,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by gender and major, 
on major satisfaction were explored. A total of three hundred and forty-nine (349)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Korea responded to survey based on a two-variables scale. The findings were that, firstly, male engineering students scored 
higher in two variables including their most sub-factors, and that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 satisfaction as well 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autonomy, and environmental master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female engineering students 
scored higher in major satisfaction and several sub-factors of two variables, and that major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total),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and autonomy – a sub-factor of psychological well-being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ly,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dentified. Finally, psychological well-being could 
explain about 19% of major satisfac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herein, with attention on education 
for promotion of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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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탐색하여, 공대 여학생의 심리적 요인과 특성 이해 및 

유관 교육 설계에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전공만족’

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전공)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

(김계현･하혜숙, 2000)로 정의되며, 대학 생활 전 영역은 물론

이고 향후 진로 및 직업 선택, 장래 수입, 미래 삶의 질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Berger, 1988; Logue, 2005). 한편 ‘심

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행복

한 상태(Ryff, 1989; 1995)를 뜻하며, 역시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주위 환경에 대해 통제력

을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삶의 목적이 있고, 성장의 

욕구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성장, 자기실현과 관련

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나

타낸다(Ryff, 1989).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규칙적 운동(예. 

주 2회)(Hassmen et al., 2000)과 상관이 있고, 심신의 건강 

증진(Ryan et al., 2008), 다양한 성취수준 향상에 기여

(Wright & Cropanzano, 2004)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 향상

에 기여한다(Ryan et al., 2008). 종합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육체, 정서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확인

되었고 국내외 상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공대 여학생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적 요인과 기제를 다룬 기초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황순희, 2020).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공대 여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공과대학 남녀 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분석하고, 둘째, 여대생(공학 전

공, 공학 이외 전공(인문･사회계열))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

녕감을 분석하며, 셋째, 성, 전공 요인을 통제한 후 전공만족

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공과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성

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여대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전공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성, 

전공을 통제하였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전공만족1)

전공만족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갖는 주관적 경험 - 감정적 

또는 인지적 –을 뜻한다(Veenhoven, 1991). 전공만족은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에 대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감

정적 측면)와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

각하는 정도(인지적 측면)로 나누어 평가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대학생활 전반을 포함하여, 진로결정, 미래의 직업

선택, 전공직종 일치 등 장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Berger, 1988; Logue, 2005). 자신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전공만족은 당연히 높아진다. 반면 전공에 대한 확신 부족은 학

업성취 저하, 대학생활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을 초래하며, 진로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Logue, 2005; Wallace & 

Walker, 1990). 전공만족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몇 가지 연구 결과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과 잘 맞는 적절한 전공의 선택은 학업목표 달성

과 성취를 강화하며, 흥미와 능력을 향상시킨다(Berger, 

1988). 특히 전공에 대한 만족은 대학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은 

물론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 불일치(inconsistency)는 대학생활 및 삶 전체

에 심각한 불만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전공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 결과만 보면 전공만족(도)은 성격 및 직무 흥미(Logue, 

2005), 진로 효능감(career self-efficacy) 및 내적 동기와 관

련(Komarraju et al., 2014)이 있고, 진로결정(효능감)의 예측 

변인(Logue, 2005; Wallace & Walker, 1990)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odson et al.(1996)은 전공만족의 향상을 위해 진

로 자아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과 프로그램이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한편 전공만족의 영향 요인을 유형별2)로 간단

히 살펴보면 첫째, 전공선택 동기, 전공에 대한 학업적 흥미, 

전공 인식도, 전공몰입 경험, 직업가치관, 직업존중감, 전공-흥

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 대학생활 적응, 직업 이미지, 진로 

1) ‘전공만족’을 ‘학과만족’과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김계현･하혜숙, 
2000: 9)도 있다. ‘학과(department)’는 단순히 대학에서 전공하게 
되는 학문 분야를 지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예. ‘졸업 후 취
업전망이 좋은 인기학과’ 등)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의 연구가 ‘전공’과 ‘학과’를 구분 없이 ‘전공’으로 통칭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전공’으로 지칭한다. 

2) ‘전공만족’ 영향 요인 유형은 본 연구자의 예비연구(pilot study)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전공만족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
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
i)에 ‘전공만족’을 검색어로 투입한 결과 나타난 제목, 키워드를 기
초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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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직업 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진로 관련’ 

변인이 대부분이고, 둘째, 교육환경, 교육 서비스 품질 등의 

‘환경적 요인’, 셋째, 성격, 학습동기, 학습유형, 행동유형,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 등과 스트레스, 여가생활 등의 ‘개인적 변인’

으로 나뉠 수 있다. 

셋째, 공대생의 전공만족은 성별 차이가 있으며(도승이, 2008; 

정윤경 외, 2008), 여학생의 전공만족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대 여학생이 경험하는 이른바 chilly climate

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업성취 및 직업성취

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Arnold et al., 

1985; Noble, 1987; 정윤경 외, 2008: 35에서 재인용), 결과적으

로 낮은 자신감, 낮은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만

족은 진로결정에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han, 2000; Farmer, 1997; 

Seymour et al., 1977; 정윤경 외, 2008: 37에서 재인용). 

2. 심리적 안녕감

최근 20여 년 전부터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삶의 질과 행복,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연구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긍정적 자원(Ryff, 1995; Seligman & 

Chikzentmihaly, 2000)이 중시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

적으로 건강하며 잘 기능하는 상태,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

휘될 수 있는, 이른바 행복,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Ryff, 1989; 

1995). Ryff(1989)는 여러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심리적 안녕

감을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이를 측정할 수 있

는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Ryff, 

1995)를 개발하였다. 또한, Ryff(1995)는 정신 건강을 ‘긍정감’

으로 정의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성, 연령, 문화 등의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통제력, 자율성은 

높아지나,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 요인 - 자아수용, 환경통제

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율성 – 은 남녀 차이가 없었

다. 종합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은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성장, 자기실현과 관련된 개

념으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알려지면서, 

심리적 안녕감의 역할과 유관 변인을 탐색한 국내외 연구는 열

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허

정훈 외, 2019). 먼저 교육 분야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 성

취(Chow, 2007; Wright & Cropanzano, 2004), 긍정적 태도 

수준(Sagone & De Caroli, 2014)과 관련이 있고, 쓰기 불안

과 부적 상관(황순희, 2019)이 있다. 또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

녕감은 진로관련(career-related) 변인(Strauser et al., 

2008), 직무만족(Isgör & Haspolat, 2016), 직무수행(Wright 

& Cropanzano, 2004), 자아탄력성(Sagone & De Caroli, 

2014), 자존감(Paradise & Kernis, 2002)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이 있고, 넓은 의미의 ‘행복감’이 직무, 학업 성취, 다양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다룬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5가지 하위요인에서도 한국 대학생

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차경호, 2004). 또한, 심리적 안녕감

의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하위 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이 유의미하게 높고(차

경호, 1999), 한국 대학생들은 긍정적 대인관계는 비교적 높으

나,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1; 김명소 외, 

2001; 차경호, 2004).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 우리나라가 개

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라기보다 여

전히 개인의 상호의존성과 집단 규범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

화이므로,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는 높게, 자율성은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김경민, 2011). 

특별히 심리적 안녕감의 성차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혼

재한다.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지

만, Briscoe(1982)는 심리적 안녕감의 성차는 없지만, 전업주

부와 미혼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은 특별히 낮다고 하였다. 반

면 Fernandes et al.(2010)는 남학생이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 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높고, 청소

년이 성인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

인 Heydarzadegan & Kochakzaei(2015)는 공대 여학생의 정

신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이 다른 전공의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agone & De 

Caroli(2014)는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

계, 삶의 목적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에도 대체로 여성의 심리적 안

녕감이 높다고 본다. 종합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공대 여학생의 

대학생활 전 영역과 특히 전공만족과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3. 심리적 안녕감과 전공만족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또한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학생, 특히 공대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전

공만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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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여가만족’, ‘생활만족’ 

등이 연구되었고, 학교만족, 전공만족을 다룬 연구도 상대적으

로 적다.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로 Nielsen et 

al.(2009), Wright & Bonett(2007)는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만

족의 관련성을 논의하였으나, 이들 연구는 직무 환경에서 수행

된 연구로 본 연구와 출발이 다르다. 소수의 연구 중 허정훈 외

(2019)는 학생선수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자아수용, 삶의 목적, 긍

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공학교육 분야에

서, 공대 여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절차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세종시 및 부산시 소재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들로 편의표집한 349명이다. 이들

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0일~8월 10일, 2020년 9월 10

일~10월 10일까지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

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여, 이를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부터 결측치 없이 100% 유효한 자료

를 수집하였고, 설문조사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검사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설문은 전

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구성하고,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성, 전공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 표본은 기계공학, 재료공학, 항공우주공학, 정보컴

퓨터, 건축공학, 전자전기 공학, 토목 등 다양한 공학 전공의 

공과대학 남학생 124명(35.53%)과 여학생 130명(37.25%), 

그리고 공학 이외 전공(인문사회 계열: 영문, 독어독문, 철학, 

사학, 국어교육, 언어정보, 한문학 등) 여학생 95명(27.22%)이

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6명(7.45%), 2학년 105명(30.09%), 

3학년 95명(27.22%), 4학년 123명(35.24%)으로 구성되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대체로 균형 있는 표본이 되도

록 하였다. 그리고 표본 전체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24명

(35.53%), 여학생 225명(64.47%)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 도구

가. 전공만족

전공만족의 측정을 위해 이동재(200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만족, 사회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의 4개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 그렇지 않다 등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0(이동재, 2004) 이었으며, 본 연구

에 나타난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75이다. Table 1은 

전공만족의 하위 요인별 문항 개수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신뢰도이다. 

전공만족의 하위 요인을 대표 문항별로 살펴보면, 일반만족

은 ‘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1번 문항)’, ‘내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4번)’이, 사회인식만족은 ‘나는 내 전

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7번)’, ‘졸업 후의 진

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12번)’ 문항이, 교과만족은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14

번)’,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15번)’ 문항이, 그리고 관계만족은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

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16

번)’,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18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Number of questions by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and it’s Cronbach’s reliability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General satisfaction 6 .60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6 .78

Curriculum satisfaction 3 .63

Relation satisfaction 3 .72

Total 18 .75

나.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

감 척도(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54개 문항

을 김명소 외(2001)가 46문항으로 재구성한 한국판 심리적 안

녕감 척도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4)는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가지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4(김명소 외, 

3) 김명소 외(2001)는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모
델이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4) 심리적 안녕감은 하위 척도의 합산 점수로 구하며, 범위는 최하 46
점~최고 2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
을 뜻하며, 46개 문항 중 부정형 진술 문항 22개는 역코딩하여 채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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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었으며, 본 연구에 나타난 전체 신뢰도(Cronbach’ α)

는 .79이다. Table 2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별 문항 개

수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신뢰도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을 대표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아

수용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

다(SA1)’,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SA4)’의 문항

이, 긍정적 대인관계는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

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PR2)’, ‘대부분의 사람

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PR5)’, 자율성

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

히 말하는 편이다(AU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AU4)’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

통제력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EM1)’,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Table 2 Number of questions by sub-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s Cronbach’s reliability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Self-acceptance 8 .72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7 .77

Autonomy 8 .83

Environmental mastery 8 .74

Purpose in life 7 .73

Personal growth 8 .75

Total 46 .79

있다(EM3)’, 삶의 목적은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 같다(PL2)’, ‘내 인

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PL4)’와 개인적 

성장은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PG4)’,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

하는 과정이었다(PG6)’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설문 분석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결과는 기술통계, t-검증을 

통해 개별항목에 대한 전체적 경향 및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편상관)과 중

다회귀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공대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의 차이

먼저 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

인별 점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공만족(총점) 평균은 공대 

남녀 학생, 비공대 여학생 각각 3.57(sd=0.58), 3.50(sd=0.68), 

3.30(sd=0.69)으로 대체로 ‘보통이다’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총점) 평균은 공대 남녀 

Table 3 Mean and SD of undergraduates on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Engineering student
Total (A)

Non-engineering student 
Total (B)

Male Female Female 

M (SD) M (SD) M (SD) M (SD) M (SD)

1.1. 3.60 (0.76) 3.64 (0.91) 3.62 (0.84) 3.53 (0.85) 3.60 (0.88)

1.2. 3.83 (0.78) 3.96 (0.81) 3.90 (0.8) 3.06 (0.97) 3.59 (0.98)

1.3. 3.32 (0.76) 3.19 (0.86) 3.25 (0.82) 3.14 (0.87) 3.17 (0.87)

1.4. 3.55 (0.84) 3.23 (0.9) 3.38 (0.89) 3.48 (0.91) 3.34 (0.91)

1. 3.57 (0.58) 3.50 (0.68) 3.54 (0.63) 3.30 (0.69) 3.42 (0.69)

2.1. 3.24 (0.6) 3.30 (0.69) 3.27 (0.65) 3.31 (0.67) 3.31 (0.68)

2.2. 3.81 (0.63) 3.63 (0.65) 3.72 (0.65) 3.76 (0.63) 3.68 (0.64)

2.3. 3.17 (0.44) 3.04 (0.35) 3.11 (0.4) 2.94 (0.29) 3.00 (0.33)

2.4. 3.42 (0.49) 3.24 (0.56) 3.33 (0.53) 3.32 (0.60) 3.28 (0.58)

2.5. 3.47 (0.64) 3.55 (0.68) 3.51 (0.66) 3.69 (0.64) 3.60 (0.67)

2.6. 3.54 (0.51) 3.66 (0.57) 3.60 (0.54) 3.62 (0.51) 3.64 (0.54)

2. 3.44 (0.41) 3.40 (0.4) 3.42 (0.4) 3.44 (0.41) 3.42 (0.41)

1.1. general satisfaction, 1.2.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1.3. curriculum satisfaction, 1.4. relation satisfaction, 1. major satisfaction (total); 

2.1. self-acceptance, 2.2.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2.3. autonomy, 2.4. environmental mastery, 2.5. purpose in life, 2.6. personal 

growth, 2.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A) total of engineering male and female students, (B) total of fe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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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공대 여학생 각각 3.44(sd=0.41), 3.40(sd=0.4), 

3.44(sd=0.41)로 역시 대체로 ‘보통이다’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과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공만족의 총점과 

2가지 하위요인(교과만족, 관계만족)에서 남학생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의 총점과 3가지 하위요인(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에서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보였

다. 반면 공대 여학생은 전공만족의 2가지 하위요인(일반만족, 

사회인식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3가지 하위요인(자아수용, 삶

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공과대학 남

녀 학생의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대생은 전공만족의 관계만

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고,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

타냈다. 

Table 4 T-test for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gender (Nmale = 123, Nfemale = 130)

Sub-scales Group Mean SD t

Relation satisfaction
male 3.55 0.84

2.84*

female 3.23 0.9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male 3.81 0.63

2.41*

female 3.62 0.65

Autonomy
male 3.17 0.44

2.48*

female 3.04 0.35

Environmental mastery
male 3.42 0.49

2.68*

female 3.24 0.56
* p < .05 

 

2. 여대생의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대생의 전공에 따른 전공만

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을 살펴보면, 비공대 여학생은 전공

만족의 1가지 하위요인(관계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총점과 4

가지 하위요인(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공대 여학생은 전공만

족 총점과 관계만족을 제외한 3가지 하위요인(일반만족, 인식

만족, 교과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2가지 하위 요인(자율성, 

개인적 성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여대생의 전공(공

대, 비공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대생은 전공만족의 사회인

식만족, 전공만족(총점)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서 전공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공대 여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반면 비공대 여학생은 관계만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

을 나타냈다. 

Table 5 T-test for major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major (Nengineering = 130, Nnon-engineering 

= 95)

Sub-scales Group Mean SD t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engineering 3.96 0.81
7.81*

non-engineering 3.06 0.97

Relation satisfaction
engineering 3.23 0.9

-2.05*

non-engineering 3.48 0.91

Major satisfaction 

(total)

engineering 3.50 0.68
2.22*

non-engineering 3.30 0.69

Autonomy
engineering  3.04 0.35

2.40*

non-engineering 2.94 0.29
* p < .05 

3.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전공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3의 변수(성, 전공)를 통제

한 후 편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대학

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를 Table 6에 제시한다. 

Table 6에 의하면 전공만족(총점)과 심리적 안녕감(총점)은 

뚜렷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45, p<.01). 또한, 두 변인의 

하위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 간 관련성이 

Table 6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major satisfac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controlling for gender 
and major 

Sub-

factors
2.1. 2.2. 2.3. 2.4. 2.5. 2.6. 2.

1.1. .33** .12* .06 .36** .38** .22** .36**

1.2. .27** .17* .03 .30** .28** .20** .31**

1.3. .34** .22** .06 .37** .32** .19** .37**

1.4. .28** .27** .08 .28** .27** .20** .34**

1. .40** .25** .07 .42** .41** .2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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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general satisfaction, 1.2.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1.3. curriculum 

satisfaction, 1.4. relation satisfaction, 1. major satisfaction (total); 2.1. 

self-acceptance, 2.2.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2.3. autonomy, 

2.4. environmental mastery, 2.5. purpose in life, 2.6. personal growth, 

2.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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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

서 성별, 전공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전공만족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성, 전공 요인을 통제한 후, 전공만족을 종속변인으로, 

6가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을 확인한 결과 공차범위는 .55~.80로서 공차가 0과 1사이고, 

VIF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성, 전공 요인을 통제한 후,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전공만족

(총점)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총점)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총 

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전공만족도 높아진다(β = .44, p < .001).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3가지 하위 요인 -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 이 전공만족의 4가지 하위 요인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전공만족에 대한 기여도는 

9%~18%에 달하며,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

계의 상대적 기여도(β)는 모두 정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공만족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만족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 삶의 목적, 환경통

제력 - 이 미치는 영향력은 19% (R2=.186)(F =11.267, p <.001)

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삶의 목적 

(β = .31), 환경통제력(β =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

식만족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 이 미치는 영향력은 9% (R2 = .091)(F = 17.043, p < .001)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환경통제력

(β = .19), 삶의 목적(β = .15) 순이다. 셋째, 교과만족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 이 미치는 영향력은 

16% (R2 = .161)(F = 9.883, p < .001)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환경통제력(β = .28), 삶의 목적(β
=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계만족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 이 미치는 영향력은  

12% (R2 = .115)(F = 7.830, p < .001)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긍정적 대인관계(β = .17), 환경통제력

(β =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공과대학생(남녀 학생)과 여대생(공대생, 비공

대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두 변

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1: 공대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공과대학 남학생은 전공만족(총점)과 2가지 하위요인(교과만

족, 관계만족)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공

만족의 2가지 하위요인(일반만족, 사회인식만족)에서 높은 평

균값을 보였다. 이중 관계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고,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공대 남학생의 전공만족(총점)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

니었다. 다만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도승이, 2008; 정

윤경 외, 2008) 결과를 참고하면 공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전

공만족이 높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 이

유는 공대 여학생이 전공 관련 효능감, 자신감이 낮으며 공과

대학 환경 내에서 남녀 학생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정

윤경 외, 2008)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학생의 공학 분야 진출 

Table 7 Predictions of major satisfaction from psychological well-being, controlling for gender and major: R 2, ß’s, and F’s

Major satisfaction

sub-scales
Major satisfaction (total)

General 

satisfaction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Relation

satisfaction

R2
Gender and Major .03 　.01 　.17 　.01 　.02

R2
Total .22 　.19 　.26 　.17 　.14

R2
Psychological well-being .19 　.18 　.9 　.16 　.12

ßPsychological well-being predictor

***.44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31purpose in life 
**.19environmental mastery 

***.28environmental mastery 
**.17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25environmental mastery
*.15purpose in life

**.19purpose in life
**.15environmental mastery 

F 32.87*** 　11.267*** 　17.043*** 　9.883*** 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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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공대 입학 후 겪는 낮은 학업성취, 낮은 효능감 등에 대

해 적지 않은 연구가 남녀의 능력 차이를 보고(Jungert et al., 

2019; Marsh et al., 2019; Seo et al., 2019; Soler, et al., 

2020) 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더 이상 남녀의 능력 차이는 

무의하고 적절한 환경에의 노출(Goodridge et al., 2017; 

Sorby, 2007)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향후 

공대 여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

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나타난 전공만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만족 3.62±0.84점, 사회인식만족 3.90±0.8, 교과만족 

3.25±0.82, 관계만족 3.38±0.89으로, 사회인식만족이 가장 

높고, 교과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하위요인 중 사회인식만족이 가장 높고, 교과만족이 

가장 낮음을 보고한 문미영･황선영(2016), 이동재(2014)의 연

구 결과를 일치한다. 이것은 공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은 미래 

직업이 될, 엔지니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

로 보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뜻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진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학,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교과만족은 가장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다양한 교수전략과 교수법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교과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과 노

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공만족의 하위 요인 중 관계만족의 남녀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관계만족은 교수-

학습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뜻하는데, 관계만족이 높은 학습자

는 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원

활함을 의미한다. 공대 여학생은 공과대학 환경의 맥락적 특수

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교수-학습자, 더 나아가 학

습자 간 충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로 인해 관계만족이 낮

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공대 여학생의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관계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예. 상담, 멘토링 등)의 개발과 도입과 맞춤형 소

프트 스킬 교육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공과대학 남학생은 심리적 안녕감(총점)과 3가지 하위

요인(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에서 높게 나타났

고, 반면 공대 여학생은 심리적 안녕감의 3가지 하위요인(자아

수용,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중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보고한 

Fernandes et al.(2010), 국내 남자 대학생의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고한 차경호

(1999), 남성이 여성보다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에서 

높은 수준임을 보고한 김명소 외(2001)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 대부분의 하위 요인에서 여학생

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또 다른 선행 연구(Briscoe, 1982; 

Heydarzadegan & Kochakzaei, 2015; Ryff, 1995; Sagone 

& De Caroli, 2014)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중 Ryff(1995)는 

심리적 안녕감은 성, 연령,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이 남성

보다 긍정적 대인관계가 높고, 자율성에는 차이가 없다(Ryff, 

1989)고 하였고, Sagone & De Caroli(2014)는 하위 요인 중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에서 여성이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대체로 긍정적 대

인관계, 개인적 성장이 남성보다 높고(Briscoe, 1982; Ryff, 

1995),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된 Heydarzadegan & 

Kochakzaei(2015)는 공대 여학생이 다른 전공생에 보다 정신

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공대 남학생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인관계를 중시하여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대인관

계를 유지, 발전시킨다(차경호, 1999)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20여 년 전 수행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므로 그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더

라도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나타낸 본 결과는 무엇보다 공과대학의 맥락적 특수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공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충분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긍정적 대인관계는 관계만족 – 전공만족의 하위 요인 – 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만족이 높은 남학생이 긍정적 대인

관계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긍정적 대인관계, 관계만족의 성 차이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에서 공대 남학생이 공대 여학

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주도적,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

음(차경호, 1999)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 역

시 20여 년 전 수행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남

녀에게 동등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는 사회에는 자율성 측면

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Ryff, 1989)는 점이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의 환경통제력에서 공대생의 성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환경통제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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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높다고 한 차경호(1999)의 

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환경통제력의 

성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이것은 공과대학의 환경적 요인이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

다. 환경통제력은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뜻하며, 

주위의 다양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외적 활동 

계획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대 여학

생은 공대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종합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성, 연령, 문화적 변인에 따라 영

향을 받으므로(Ryff, 1995), 공대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공과대

학이라는 환경적 요인,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설

명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대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2. 연구 문제 2: 여대생의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공대 여학생은 전공만족(총점)과 사회인식만족에서 비공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공대 여학생은 

관계만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공대 

여학생은 자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대 여학생이 비공대 여학생보다 전공만족(총점)과 사

회인식만족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전공

에 따른 전공만족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김재은 외, 

1997; 이동재, 2004; 문미영･황선영, 2016) 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전공만족은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고, 의･약
학계열, 법과계열 순이며,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낮다(김재은 외, 1997; 이동재, 2004: 37에서 재인용). 이것

은 대학 졸업 후 진로진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

업 가능성이 높은 직업,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 그리고 입

학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진로 결정이 보장된 전공계열생의 

전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총

점) 평균은 공대생(남여) 3.54±0.63점, 여대생(공학, 비공학) 

3.42±0.69점으로 도출되었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문미영･황선영, 2016)의 결과인 3.77±0.50점, 

그리고 조인영(2014)의 3.61±0.49점, 강점숙 외(2014)의  

3.56±0.50점보다 각각 낮게 나타났다(문미영･황선영, 2016에

서 재인용).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을 충분히 논의한 연구가 부

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를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호대생의 전공만족를 논의한 문미명･황선영(2016)과 비교해 

볼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 공대생의 전공만족은 3.54±0.63점

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미명･황선영(2016)의 3.77±0.50

점에 비해 다소 낮다. 이러한 결과는 공대로 진학한 학생들이 

전공선택에 있어서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엔지

니어, 공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취업, 효용성 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유보적 해석이 가

능한 부분이다. 향후 공대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추가로 탐색하여, 전공만족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공대 여학생은 심리적 안녕감(총점)과 4가지 하위요

인(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에서 공

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대 여학생은 자율성, 개인적 

성장에서 비공대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중 자율

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전공 

차이를 보고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듦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다. 자율성은 결단력 있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하는 차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율성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인정하는 사회, 개인주의 

문화에서 높게 나타난다(Ryff, 1995; 차경호, 2004). 종합하면 

공대 여학생은 비공대 여학생보다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되는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발

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연구 문제 3: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뚜렷한 정적상관(성, 

전공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을 보였다. 또한, 두 변인의 하위요

인들 간에도 대부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전공만족,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를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

구의 두 가지 측정 변인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다룬 선행 연구

(Chow, 2007; Heydarzadegan & Kochakzaei, 2015; Isgör 

& Haspolat, 2016; Wright & Cropanzano, 2004) 결과를 기

초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잠재력과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는 상태를 대변하므로, 학업 성취를 포함한 대학생활 전

반, 전공만족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총점)은 전공만족(총점)

에 대해 총 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

다고 인식할수록 전공만족도 높아짐(β = .44, p < .001)을 뜻한

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이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에 끼치는 영향

력을 보면,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이 일반만족, 사회인식만족, 

교과만족에,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이 관계만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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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정훈 외(201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허정훈 외

(2019)는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이 교사와의 관계 

-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요인– 에,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이 교우관계 - 학교생활만족도 하위요인 

- 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삶

의 목표와 방향감각이 확실하고,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

다고 느낀다. 또한, 환경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종합하면 삶의 목적과 환경통제력이 높

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필요한 것들과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전공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변 환경을 통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종합하면 공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관계만족(전공만족 중)

이 유의미하게 낮고, 비공대 여학생보다 전공만족(총점), 사회

인식만족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

은 전공만족의 19%를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

만 유관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보다 통합적 연

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연구

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공과대학 남

녀학생, 비공학 전공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표집하였

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

구에는 몇 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 표본을 확대하여 측정한다

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공대생(남녀 학생), 여대생(공대생, 비공대생)의 전공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성별, 전공 변인

을 고려하였는데, 향후 보다 세분화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여 

전공만족, 심리적 안녕감을 탐색한다면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자가진단하도록 구

안된 전공만족,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자가진단

용 척도는 관찰자에 의한 실제 행동측정(behavioral 

measures)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 심

리적 안녕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 및 

모색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전공만족을 향상시키고 대학생활 전반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두 변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예. 교육, 수업 활동, 프로

그램, 비교과 활동 및 프로그램, 교수전략, 상담, 멘토링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공대 여학생의 심리적 요인 

및 기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둘째, 이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과대학이라는 환경적 요인, 맥락적 특수성

을 제외하고 공대 여학생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공대생의 전공만족, 심리적 안녕감 관련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공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직접 논의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두 요인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공학교육학회 주최 2020 공학교육학술

대회(2020년 9월 17일,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주제: 지

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학교육)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연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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