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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질적 고도화 요구에 발맞추어, 자동차공학 교육에서도 실험실습 기자재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도입․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에서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기자재에 대한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분석하

여 기자재를 중심으로 일체의 강의 자료들을 체계화한 이른바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

여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자동차공학의 전기장치 분야에 대한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였

고, 이를 효율적인 강의 및 실험실습의 수단으로서 강의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ffective and efficient teaching-learning method with experimental 

equipments in automobile engineering. For deriving this educational methodology, teaching-learning 

methods being valuable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troubles and demands for experimental equipm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area are surveyed and reviewed. In results, we suggest the concept of total 

educational system considering and systemizing an experimental equipment as well as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such as courseware, teaching and experimental guide, virtual simulator, and operating manual, 

and so develop the total educational system of electrical engineering for automobile and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on instruction process.

주제어: 자동차공학, 교수-학습 방법, 자동차 기장치, 총  교수-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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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5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전체 국가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05년 생산대수가 

3,699천대에 이르는 세계 5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6). 오늘날의 

자동차 기술은 친환경성, 편의 및 안전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이의 해결수단의 하나로 전기와 전자, 통신분야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복합 공학기술 분야

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보다 질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과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자동차공학교육도 그 내용이 보다 전문화 및 특성화, 다학문화 되어야 하

며, 또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실험실습 장비 및 교보재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필요

가 있다. 현재, 이러한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원리교육, 조립 및 정비수준을 중심으로 한 실제 차량 및 

부품, 기능 및 구조 파악용 장비, 그리고 검사 및 진단장비들로 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오늘날 요구

되는 자동차공학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까지의 실제 차량 중심

의 자동차공학교육은 소음, 진동, 배기가스, 기름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와 

기능의 파악, 실제 상황의 재현이 어려우므로 관련 기자재는 구성 및 기능이 가시화된 에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장비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는 자동차공학에서 날로 그 적용이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전기장치분야를 대상으로 공

학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며 실험실습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먼저,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공학교육에서 유용한 교육목표 단계, 유능한 교수자의 특성, 강의의 보조수단과 멀티미디어화 등을 고

찰하여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기자재의 활용현황과 문

제점,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기자재, 교재, 교보재, 멀티미디어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수단을 기자재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이른바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의 요건을 정리하여 그 구성개

념을 제시하였다. 

시스템의 개발에서는 시스템의 구성개념과 자동차 전기장치 응용분야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각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강의프로세스상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공학교육과 기자재의 활용방안

1. 교수-학습 방법과 기자재의 역할

가. 지적영역의 교육목표 (조벽, 1997;2002)

효과적인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목표가 제시되어야한

다. 교육 목표란 강의의 주제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목표에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의 강의를 들은 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목표 = 학습내용(주제) + 최종 행동(동사)

이 교육 목표의 분류에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 행동적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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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학에서는 지적 영역의 교육목표가 강조되어 왔다. 최종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동사)와 지적 교육

목표에 대한 Bloom의 분류(단계)는 <표 1>과 같다.

<표 1> Bloom의 지  교육목표에 한 분류(단계)

지적영역의 

단계
설명 인지수준을 표시하는 동사

지식 학생들은 특별한 사실, 이론, 방법을 배운다.

계산하다, 표시하다. 읽다, 반복하다, 정의하

다, 나열하다, 인용하다, 서술하다, 그리다, 

이름 짓다, 회상하다, 쓰다, 알아내다, 가리키

다, 확인하다, 추적하다, 기록하다, 표로 만들다.

이해
학생들이 기초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

주기를 요구한다.

연상하다, 해석하다, 비교하다, 토의하다, 보

관하다, 대조하다, 계산하다, 구별하다, 예측

하다, 대비하다, 묘사하다, 어림짐작하다, 차

이를 말하다.

응용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지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하다, 고용하다, 풀다, 계산하다, 시험하

다, 사용하다, 분류하다, 묘사하다, 활용하다, 

완료하다, 연습하다, 작성하다, 시범보이다, 

관련시키다.

분석

분석은 본질적으로 보다 진보된 ‘이해’단

계이다. 학생들이 구성 성분간의 자료를 

구분하거나 나누며, 구조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원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배열하다, 발견하다, 분류하다, 설명하다, 관

련시키다, 추론하다, 변환시키다, 분리하다, 

분석하다, 요약하다.

종합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이

론을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을 능가하며, 새

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배운다.

조정하다, 개발하다, 계획하다, 연구하다, 결

합하다, 공식화하다, 준비하다, 설계하다, 구

성하다, 일반화하다, 지시하다, 조직하다, 만

들다, 통합하다, 생산하다, 명기하다.

평가

학생들은 평가의 기준을 생성하고, 심사숙

고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급한 평가

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감정하다, 등급매기다, 시험해보다, 판단하다, 

권장하다, 비평하다, 측정하다, 결정하다, 분

류하다, 평가하다, 선택하다.

지식 및 이해 단계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로 구성된 교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학교육에서는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기위해 기자재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용, 분석, 종합, 평가단계에

서는 공학교육의 특성상 기자재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 기자재에는 여러 가지 동사에 해당하는 다양

하고 효과적인 기능들과 활용이 내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유능한 교수의 특성과 멀티미디어 활용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림 1]과 같이 4가지 요소로 압축된다(조벽, 1997). 

여기서, 구조(structure)는 구조(class organization)와 자료의 보여주기(presentation  of material)에 

관련된 것으로서 교수는 강의에 적절한 교보재와 기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자료보여주기와 관련된 교보재는 오늘날 멀티미디어화 추세에 있다. 멀티미디어는 공학의 산

물이면서 공학발전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멀티미디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공학의 이미지와 



손일문, 이 순(Il-Moon Son, Joong-Soon Lee)

공학교육연구70

[그림 1] 학생의 에서 본 유능한 교수의 핵심특성

부합하며,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확대 및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학습과 오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오락(Edutainment)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공학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야 한다. [그림 2]와 같이 4가지 강의의 보조수단으로서 멀티미디어는 적용된다(박병국, 1997).

[그림 2] 강의의 보조수단과 멀티미디어

공학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화는 지식과 이해의 교육내용을 임의적으로 조작가능

하게 하여, <표 1>의 여러 단계에서 ‘시험하다’, ‘연습하다’ 등과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공학교육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실험실습 기자

재도 시뮬레이션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기자재의 활용현황과 요구

가. 기자재 활용현황과 문제점

[그림 3]은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공학 관련학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 전기장치와 관련

된 기자재의 예를 나타낸다. 이들 기자재는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전기공학적 연결구조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정된 기능만 작동가능한 정도이다. 그래서 이론의 교육 시, 교

육목표의 지식과 이해의 단계에서만 관련 내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적으로만 활용되고, 실험실

습과 관련된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자재에 대한 강의의 보조수단

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해당 교재와는 별개로 제공되어 전반적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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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자동차 기분야의 기자재

이러한 문제점은 자동차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상황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수 학생의 실험실습 수용불가

․ 현장의 다양성 반영 부족

․ 교육과정과 교과목과의 불일치

․ 기초이론 및 응용이론의 교육, 그리고 이의 실험실습 시 기자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교보재 부족

결국, 기자재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기자재와 더불어 이를 활용하기 위

한 적절하면서도 다양한 교재 및 교보재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교수․학생의 요구 및 개선점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의 기자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자동차 교육장비 업체인 A사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림 4]와 같이 사용성(usability), 

교육성(training), 시스템모듈구성 및 가격(system module/price), 유지보수성(maintenance)의 4가지 

조사․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재의 활용과 관련된 사용성에 대한 개선점은 <표 2>와 같다(APE, 

2005). 이러한 요구사항과 개선점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자재의 활용에 대한 코스웨어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 A사의 기자재에 한 고객(교수  학생)의 요구



손일문, 이 순(Il-Moon Son, Joong-Soon Lee)

공학교육연구72

<표 2> A사의 기자재 사용성(usability)에 한 개선

분류 문제점 원인 대응책

Usability

관련 교과목이 모호하거나 

일치성이 낮다

• 현행 교과목중심의 

시스템 개발 미비

• 시스템에 대한 

코스웨어 미제공

• 관련학과, 교과목 조사에 의한 

시스템 모듈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코스웨어 제공 -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참고

관련 교보재가 필요
• 매뉴얼 및 비디오 

등 제공

• 매뉴얼 및 비디오 제작

• 자체 교재(실습 Booklet) 및 

시청 각보재 개발

• 기존의 관련 교재 조사 후 채택

Courseware에 대한 필요성
• 시스템만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미비

시스템에 대한 코스웨어 개발 -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참조 

(관련학과 교육과정 참조)

결론적으로, 공학교육의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자동차공학교육의 현실, 교육현

장에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가시화, 시뮬레이터(에뮬레이터)화된 기자재를 중심으

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코스웨어와 멀티미디어화된 다양한 강의의 보조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1. 시스템의 요건 및 구성 

앞에서 고찰한 교수-학습 방법, 강의의 보조수단과 멀티미디어, 교육현장에서의 기자재 활용현황과 

문제점, 요구 및 개선점 등을 정리하면 효율적인 기자재로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실차 중심의 기자재활용의 문제인 운전조건 재현의 한계성과 소

음, 진동, 배기가스, 기름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조작이 가능한 기자재의 

시뮬레이션 또는 에뮬레이션화

․ 기자재와 전문분야의 교과내용, 현장실무 및 자격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교육내용 제공

․ 기자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또는 애니메이션을 도입한 교재 및 교보재 제공

․ 교수-학습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를 중심으로 일체의 코스웨어와 교보재의 시스템화

이와 같은 요건을 바탕으로 강의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른바 총괄 교수-학

습 시스템의 구성개념을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 구성은 에뮬레이션 시스템으로서 시뮬레이션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코스웨어, 실험실습 지침서, 사용자 매뉴얼, 가상 시뮬레이터로 크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코스웨어는 교재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림들이 도입된 프리젠테이션들로 구성되고, 가상시스

템은 많은 학생이 동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장치를 다수의 컴퓨터에서 가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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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소단원

제 1 장  전기의 기초 1-1 전기란 무엇인가   1-2 전기의 기초이론  1-3 직류와 교류

제 2 장  전자의 기초
2-1 고체 중의 전자 성질  2-2 전자 부품의 종류와 특성

2-3 논리 회로와 전자 회로

제 3 장

  자동차 전자 전기 

부품

3-1 회로 보호 장치

  3-1-A 퓨즈(Fuse)  3-1-B 퓨즈블 링크(Fusible Link)

  3-1-C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

3-2 릴레이(Relay)

3-3 정션 블록(Junction block)

3-4 스위치(Switch)

  3-4-A 스위치의 허용전류

3-5 전선(Wire)

  3-5-A 케이블 허용전류  3-5-B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3-5-C 단선(cut off) 또는 개방회로(open circuit)  3-5-D 단락(short)

3-6 회로도 표시법

  3-6-A 회로의 교차   3-6-B 접지(어스)의 기호

  3-6-C 퓨즈 및 퓨저블 링크의 기호   3-6-D 커넥터의 기호

  3-6-E 배선의 색깔

제 4 장 

아날로그 테스터기와 

디지털 테스터기

4-1 아날로그 테스터기

4-2 디지털 테스터기

[그림 5] 총  교수-학습 시스템의 구성개념도

2. 자동차 전기분야의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 개발

<표 3>은 자동차 전기장치 분야의 공학교육 내용을 나타내며, 이를 기초로 시스템이 각 구성요소들

이 개발되었다. 

<표 3> 자동차 기장치 분야의 공학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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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소단원

제 5 장

자동차 전기 전장 장치

5-1 조명 장치

  5-1-A 헤드 램프   5-1-B 클리어런스 램프(차폭등)  

  5-1-C 스톱 램프, 테일 램프(제동등, 미등)  5-1-D 라이센스 램프(번호

등)    5-1-F 리버스 램프(후퇴등)  5-1-G 포그램프

5-2 신호 장치

5-3 AUTO LIGHT(자동점멸등)

5-4 와이퍼

5-5 레인 센싱 와이퍼 시스템(Rain Sencing Wiper System)

5-6 ETACS(Electronic Time and Alarm Control System)

  5-6-A 와이퍼 간헐 조정  5-6-B 와셔동작  

  5-6-C IG key(Key Box) 홀 조명  5-6-D 감광식 실내등

  5-6-F 서리제거(Defog) 타이머  

  5-6-G 도어열림 경고(키 삽입 상태로 이석 경고)

  5-6-H 미등 자동 소동기능  5-6-I 시트 벨트 경고

  5-6-J Key 회수 작동   5-6-K Power Window 릴레이 동작

  5-6-L 도어 중앙 잠금 장치

○ H/W 시뮬레이터

H사의 상용 승용차 A모델에 적용되는 모든 전기장치를 교육내용에 따라 19개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각 모듈을 조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6]은 기존의 장치와 개

발된 장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실제 차량의 장치들이 가시화되어 모듈화

되었으며, 임의적인 배선에 의한 기능작동을 가능하게 한 에뮬레이터화된 시뮬레이터이다. 따라서, 

전기회로를 이해한 후 이 시스템으로 배선, 회로분석, 단품 점검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기존의 자동차 기장치 기자재와 개발된 시스템(H/W)의 비교

○ 코스웨어

교재 : 교재는 <표 3>과 같은 목차로 이론적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 [그림 7]의 예와 같이 교재의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림들로 구

성된 멀티미디어화된 강의의 보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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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멀티미디어 리젠테이션 자료의 

○ 실험실습 지침서

기자재의 활용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국가 자격증의 내용에 따라 단원을 

구분하고 이를 교수자용 실험실습 지침서, 학생용 실험실습 지시서로 구분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

었다.

○ 가상 시뮬레이터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학습 및 실험실습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장치와 동일한 기능이 애니메이션

화된 시뮬레이션기능으로 컴퓨터상에 구현되었으며, 회로도의 구성, 실차에서의 관련된 단품들을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림 8]은 가상 시뮬레이터 화면의 예이다.

  

[그림 8] 가상 시뮬 이터 화면의 

○ 매뉴얼

단순한 기기조작 매뉴얼에서 탈피하여 교수자가 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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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활용

[그림 9]와 <표 4>는 개발된 시스템을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서 강의계획에서 평가까지 강의 

프로세스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9]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 개 도

<표 4> 강의 로세스  교육목표와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방안

강의 프로세스 교수-학습 내용 교육목표 시스템의 활용 요소

1 강의계획

교육목표 및 내용의 편성

교재의 선정

실험실습의 구성

평가항목 및 방법의 개발

-

기자재 매뉴얼

교재

실험실습 지침서

2 이론강의 설명, 예시, 실물확인 지식, 이해
교재,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각종 자료

3
이론의 이해 및 

실습준비단계

이론의 재 설명과 시연

관련 내용의 직접 조작

기자재 활용법 설명

이해, 응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애니메이

션 도구 및 가상시뮬레이터

(학습자 전체 동시 수용)

4 실습

가상시뮬레이터에 의한 사전 

실험실습

H/W 시스템에 의한 본 실험

실습

응용, 분석

(종합, 평가)

가상시뮬레이터

H/W시스템

실험실습 지침서

5 평가

각 단계에서의 완성에 의한 

학업성취도 피드백

최종평가

-
교재, 가상시뮬레이터, 애니메

이션 도구, 실험실습 지침서

Ⅳ. 결  론

자동차 산업의 첨단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요구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의 특

성상 실험실습 기자재를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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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유용한 교육목표 단계, 강의의 보조수단과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였으

며, 또한 기존의 기자재에 대한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기자재를 중심으로 일체의 

강의 자료들을 체계화한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자동차공

학의 전기장치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효율적인 강의 및 실험실습의 수단으로서 강의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전자제어 엔진, 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 전자제어 섀시, IMS(Integrated Memory System) 및 

스마트 키 등의 자동차공학의 전 분야에 걸쳐 확장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른 공학분

야에서도 제시된 총괄 교수-학습 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후  기

이 논문에 사용된 시스템의 개발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주)아시아파워엔진 기업부설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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