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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시회는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 정보사회로 그 패러다임이 
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 교육에서도 과거의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학교 기술과 기의 발생 내

용을 개별화 학습  자기 주도  학습에 을 두고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설계  구 하
다. 멀티미디어, 작도구, 멀티미디어의 교육  활용, CAI와 학습이론, 학습형태에 하여 고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교과 련 멀티미디어 요소를 추출 분석하여 각 단원별 학습목표, 학
습내용, 단원평가, 련 사이트로 구분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문자, 음성, 상, 애니메
이션 등과 같은 여러 매체들을 병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 과정에 능동 으
로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CAI 

Program for Learning about Electricity in the 

Mechan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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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oday’s society, the paradigm is converted to information where both this and knowledge become 
the source of value added. In order to answer societies’ needs school education is subject to a large 
change, that is ‘from supplier-centered learners to demand-centered learners’. This study i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CAI program for learning about electricity in the meddle 
school the mechanics curriculum with a focus in generating electricity. Based on multimedia, soft-
ware, educational utilization of the multimedia, CAI, learning theory and form, both technology and 
multimedia elements related to curriculum are analyzed. This title is composed of object, contents, 
evaluation and related sites every chapter for students to study. Also, it is designed for students to 
tak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the learning process actively by combining lots of media such as 
characters, sound, images and animation. Specially it is composed in a way of repetition according to 
the student’s level.

Key words：Electricity Learning, Learning System, Multimedia CAI Program
1)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 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 자, 원 학교 기 자  정보공학부 교수

*** 백석문화 학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 교신 자, 원 학교 기 자  정보공학부 교수



10  정보․보안 논문지 제7권 제2호(2007.6)

1. 서   론

이제 컴퓨터는 우리나라 , , 고등학교 체제

에서 교육을 한 하나의 매체로 인식되었으며, 이

를 교육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발 을 

거듭하고 있어서, 그것의 가치는 여러 가지 특성 

즉, 즉각 인 반응, 수많은 정보의 장과 응용, 그

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에게 각기 다른 

처방을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수업의 장면에 

다각 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즉 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들 에서 양질의 교수학습을 하여 

학습보조 매체인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1, 2].

학교 교육 역시 교육자와 학생은 필연 으로 새

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생은 

지식습득에서 정보습득으로, 교사는 지식 달에서 

정보 달로 역할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서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이 요구된다[3].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도울 수 있는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활

용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4]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멀티미디어 분야의 비약

인 발 이 CAI 분야에 목되어 문자, 기호, 그

림, 소리,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 등의 매체를 통

합 으로 사용하므로 정보의 달효과가 높고, 

화방식(Interactive)이므로 시에 정보를 달해 

주고, 학습자가 능동 이고, 창의성을 갖도록 함은 

물론, 학습자의 것이 되는 멀티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발 속에 보조를 

맞춤은 물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 으로 학습

을 할 수 있고, 개별학습을 한 교사와 학생간의 

동 인 상호작용, 한 피드백과 반복연습의 교

수설계를 하여 멀티미디어 작도구를 이용하여 

학교 3학년 기술 가정교과의 ‘ 기의 이용’ 단원

을 교육과정에 용할 수 있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CAI를 설계하고 구 하여 학습자들에게 용시켜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목 을 두었다.

2. 련 연구

멀티미디어 작도구란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기존의 텍스트, 사운드, 그래픽은 물론 비디오 등

을 화형 멀티미디어로 표 되도록 해주는 소

트웨어이다. 이는 로그래 에 한 문 인 지

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교육 분야의 문가들에게 

CAI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작도

구이다. 멀티미디어가 교육에 해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와 련하여 Sampath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감각기 별 정보의 기억량의 상  

비율을 분석하 는데, 귀로만 들은 정보는 20%, 

으로 본 것은 30%, 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

는 50%, 말한 정보는 80%, 말하고 직  체험해 본 

정보는 90%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멀

티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시스템에 있

어서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는 컴퓨

터 보조 학습을 뜻하며 컴퓨터와 교사, 학습자간의 

1  1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

지는 개별학습체제이다. CAI가 잘 실행되기 해

서는 코스웨어(Course Ware)가 잘 개발되어야 하

는데, 코스웨어는 컴퓨터를 통하여 특정한 학습목

표 달성을 한 교육용 로그램으로서 학습 내용

이 담겨진 소 트웨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기술과의 기 학습

에 하여 개별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선행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표 

1>은 통 인 교수 학습 지도 계획 시를 나타

내는 것으로 교사용 지도서 학습지도 계획의 시

는 재의 수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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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 인 교수학습 지도 계획 시

지도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 비물

도입

∘ 기는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만

들어질 수 있음

을 이해 한다

∘ 기가 만들어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음을 이 해하도록 

지도 한다

∘ 기에  

련된  

사진이나 

상매체

개

∘ 기의 역사

∘ 기의 운반

∘ 기의 이용

∘학습 활동지

∘ 기의 발생 방법들 

에서 한두 가지는 

직  시범을 보여주고, 

직  체험하도록 한다 

면 더욱 효과 이다

∘학습 

활동지

정리
∘  내용을 요약 

정리

∘학습 활동지를 과제로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도안은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

시키는데 많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사진이나 

그림 상 매체, 텍스트나 그림, 괘도를 이용하여 

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련된 기 발생 단원 학습을 한 

선행 자료를 보면 먼  한국교육개발 연구원에서 

제작하여 보 한 CAI 로그램은 시 에 뒤떨어지

고 지 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5.25”의 로피디스

켓으로 한계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로그

램의 작동하는 운 체제가 DOS 환경이어서 요즈음

의 PC나 운 체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교수 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상황이다. 기술교과 련 

온라인 학습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사이버 기술 교실은 ․고등학교 기술 교

과의 내용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서비

스하고 있는 웹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

하고 있는 학교 3학년 기술 교과의 서비스 항목

을 보면 단원에서 소단원까지 체 내용을 서비

스하고 있다. 본 연구와 련된 ‘ 기공업’ 항목을 

클릭하여 보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내용이 화면

에 나타난다. 학습화면을 살펴보면 학습내용이 

서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며 소단원별 이동은 화면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 형태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

며 단원 내에서는 스크롤바를 움직여 이동하도록 

되어있다. 내용에 따라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별

도의 세부학습 모듈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모듈을 사용하는 계로 다른 과정

으로 이동하기 해서는 재의 화면을 닫고 다시 

이 의 모듈로 이동한 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한 부분의 세부 학습 모듈이 그림 자

료를 스캐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그림 

자료와 문자 자료의 형태도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 

내용 악이 어렵다. 더욱 요한 은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학습목표가 없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는 학습자에 한 안내가 부족하

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자

료이면서도 동 상, 애니메이션, 소리 등이  

없어 학습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교과 내

용에 한 이해도 평면 인 자료 제공 수 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이다[7, 8].

(그림 1) 조선사이버 기술 교실

‘기술사랑연구회’라는 직 교사가 운 하는 기

술교과 수업을 한 인터넷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기 화면이다.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학년의 기술 교과 내용과 참고 재료를 함께 제

공하고 있다. 본 연구와 련된 (그림 2)의 3학년 

학습 자료실로 이동하면 왼쪽에 단원 메뉴가 나열

되어 있고 오른쪽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습 자료의 형태가 그림 자료와 

오직 텍스트 주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매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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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사랑연구회 기화면

조로우며 ‘조선사이버 기술 교실’과 비교해 보면 학

습 목표를 첫머리에 알려주어 어떤 내용을 학습하

는지를 학습자에게 인지시켜 다는 차이 이 있다.

(주) 원교재사에서 개발한 ‘꿈의 교과서 기술․

가정’을 살펴보면 기 화면에 단원별 이동이 가

능하며, 단원을 클릭하기 까지 잔잔한 음향효과

를 주고, 기에 한 화면으로 이동하면 그림과 

같은 화면으로 환된다.

(그림 3) 원교재사 CD-타이틀

(그림 3)에 나타난 화면으로 보면 소단원 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왼쪽 상단부터 메뉴 

버튼이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화면은 단원 기 

화면으로 이동하고, 단순히 다음화면, 이 화면으

로 이동이 가능하다. 동 상으로 볼 수 있는 형성

평가에 한 내용도 체 으로 단순하게 묻는 문

제로 애니메이션 제공과 화면이동으로 되어 있다.

3. 멀티미디어 CAI 로그램 설계

일반 으로 기술․산업 교과에서 용할 수 있

는 문답식, 토의 발표, 견학학습, 실습학습, 컴퓨터

를 활용한 수업 등이 있으며 실제 수업 활동에 있

어서 달성하려는 수업 목표와 학습과제의 성격  

학습자의 특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시설이나 교재, 

교구의 유무, 허용되는 수업 시간량 등의 제반 조

건을 기 로 해서 다양한 수업활동이 결정되어야 

한다[9]. 부분의 교사가 실습시간을 제외하고는 

강의 문답식 수업으로 일 하며 간혹 시범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수업 내용에 맞는 수업 

매체의 선택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그 결과

로 다수의 학생은 기술산업은 어려운 과목, 재미

없는 과목으로 치부하며, 개념이나 원리는 이해하

지 못한 채 암기 주로 시험에 임할 뿐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 학생

들의 자기 주도 인 학습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멀티미디어 CAI 로그램을 설계하 다. 체

인 흐름도는 (그림 4)와 같으며, 멀티미디어 요

소를 하게 활용한 CAI 로그램을 설계․구

하고자한다.

첫째, 기의 이용학습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획

일 인 주입식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매체 활용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최 한 활용하

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함께 기에 한 이해

도를 높인다. 셋째,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의지 로 분지가 쉽도록 하여 특정 부분

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컴퓨터의 활용 효과를 극

화 한다. 넷째, 학습자의 직 인 조작에 의한 수

업으로 극 인 수업 참여와 함께 제 7차 교육과

정 심 목표 의 하나인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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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8]. 다섯째,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한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교실 는 컴퓨터 실습실에

서 활용 가능하도록 련 인터넷 사이트를 로그

램 안에 연결시킨다. 

(그림 4) 체 흐름도

학습 내용은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 학습내용 구성

화면구성 내  용

기화면 제목과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시

주 메뉴

기란

기의 발생

기의 이용

단원평가, 련사이트

서 메뉴 소단원 3～4개로 구성됨

학습내용 주요학습 내용

기란

기의 역사

기의 유래

기의 3  작용

기의 

발생

발 기와 발 소

수력발 소

화력발 소

원자력발 소

기의 

이용

기에 지의 특징

기의 달

기의 이용

4. 멀티미디어 CAI 로그램 구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학습 방

향에 발맞추어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로 

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해 학생 수 에 

맞는 멀티미디어 보조학습을 수행하기 한 시스

템을 구 하고자 한다. (그림 5)의 기화면은 

기그림과 도형이 애니메이션으로 동작되면서 음악

이 흐르며, ‘메인으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 학

습 메뉴로 이동한다. 

(그림 5) 기화면

다음은 기의 3  작용을 학습하기 한 화면

으로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배경그림을 이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 다. (그림 6)는 기의 유래와 

3 작용에 한 화면이다.

(그림 6) 기의 유래와 3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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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발생을 선택하면 발 기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주어 발 기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화살표를 르게 되면 흐름

의방향이 바 는 것을 알 수 있다. 발 되는 것에 

따라 그래 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7)은 발 기의 구조와 원리에 한 화면이다.

(그림 7) 발 기의 구조와 원리

(그림 8) 수력, 화력, 원자력 발

수력 발 소와 화력발 소, 원자력 발 소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액션스크립트 애니메이션을 

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기가 발생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으며 텍스트의 움직임으로

도 기의 발생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수력

발 , 화력발 , 원자력 발 에 한 학습화면이다.

다음 (그림 9)는 기의 이용과 기의 수송에 

한 화면이다.

(그림 9) 기의 이용과 기의 수송

(그림 10)은 단원평가의 정답화면과 오답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10) 정답화면과 오답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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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평가를 선택하면 단원평가 문제가 나오고 

문제풀이를 하면 정답과 오답에 따라 화면이 다르

게 표 된다. 정답화면은 축포애니메이션과 박수

소리가 나오고 오답화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

는 음성/문자 메시지가 나오도록 되어있다. 

단원사이트는 학습 도우미로 련 사이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았다. 

(그림 11)은 련 사이트 화면이다.

(그림 11) 련 사이트

5. 결  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환경은 통 인 환

경과 비교하여 많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무엇

보다 다양한 매체의 속성에 의하여 교사의 강의 

주도에 의한 일방 이고 평면 인 수업에서 벗어

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

이고 입체 인 수업으로 환되어 보다 실감 있

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교육 방법의 

신  개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

어 기능을 이용한 CAI를 개발하고 구 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기의 발생에 한 멀티미디어 CAI 로그램

을 기술․가정 수업에 용하여 멀티미디어 CAI

를 이용한 수업이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통 인 

수업과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 CAI 

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AI 로그램의 개

발과 보 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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