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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취업(기계공학) / 설문조사 결과]
이공계 기계공학 분야 진로‧취업 부문에 앞으로의 진로의 계획은 연구직(대학/국공립연구소)으로
계획한다(40%)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직(대학/국공립연구소)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연구자로서의 적성이 잘 맞아서(43%)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봉과
처우(25%), 교수/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 대학에서 졸업 현황 또는 진로 정보를 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
겠다(38%)로 가장 높았고, 대학과 학과 그리고 연구실 등에서 연구직이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한
정보나 교육, 지도를 받은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없다(82%)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2 문항 대학원 생활 중 [진로/취업] 관점에서 대학이나 학과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통해서 졸업 키워드 지수가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졸업이 제
때 되지 않으면 진로와 취업에도 큰 영향이 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5. 귀하는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 연구직(대학/국공립연구소)으로 계획한다. 44명 (40%)
2) 연구직(기업 R&D 부서)으로 계획한다. 43명 (39%)
3) 연구는 하지 않지만, 관련 분야 직종(창업, 기업, 변리사, 과학커뮤니케이터, 과기정책,
과학교사 등)으로 계획한다. 6명 (5%)
4) 전공과 무관한 다른 분야 직종으로 계획한다. 3명 (3%)
5) 아직 모르겠다. 14명 (13%)
(전공별-기계공학) - 전체 585명 중 44명 설문참여
#45-1. 연구직(대학/국공립연구소)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1) 연봉과 처우가 맞아서 11명 (25%)
2) 연구직 이외 다른 직업은 조기 퇴직,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불안정해서 9명 (20%)
3) 연구직 이외의 진로 정보가 부족해서 (연구실/학과 선배들의 선례가 없음 등) 6명 (14%)
4) 교수/책임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11명 (25%)
5) 연구직이 아닌 업무의 이질성 때문에 7명 (16%)
6) 연구자로서의 적성이 잘 맞아서 19명 (43%)
7) 연구직보다 취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1명 (2%)
8)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4명 (9%)
9) 딱히 다른 쪽으로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6명 (14%)
10) 기타 1명 (2%)

#46. 지도교수는 교육/연구 외에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관심을 두고 있다. 17명 (15%)
2)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 43명 (39%)
3)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27명 (25%)
4)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16명 (15%)
5) 모르겠다. 7명 (6%)

#47. 귀하는 학과나 연구실 선배들의 직업 분포 혹은 취업 현황 등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36명 (33%)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1명 (46%)
3) 잘 모르고 있다. 19명 (17%)
4) 전혀 모르고 있다. 4명 (4%)

#48. 소속 대학에서 졸업 현황 또는 진로 정보를 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1) 있다. 37명 (34%)
2) 없다. 31명 (28%)
3) 모르겠다. 42명 (38%)

#49.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서 연구직이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한 정보나 교육,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0명 (18%)
2) 없다. 90명 (82%)

#50. 귀하의 연구실은 진로 준비와 관련된 연구실 외 활동(인턴쉽, 창업, 부전공 등)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1) 매우 개방적이다. 9명 (8%)
2) 개방적인 편이다. 24명 (22%)
3) 보통이다. 38명 (35%)
4) 폐쇄적인 편이다. 25명 (23%)
5) 매우 폐쇄적이다. 14명 (13%)

#51. 대학원 생활 중 [진로/취업] 관점에서 종합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매우 만족 7명 (6%)
2) 만족 20명 (18%)
3) 보통 52명 (47%)
4) 불만족 22명 (20%)
5) 매우 불만족 9명 (8%)

#52. 대학원 생활 중 [진로/취업] 관점에서 대학이나 학과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워드 클라우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