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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researched to enhance course outcomes while increasing the interest in engineering design through the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Course’. Deviating from the current practice of engaging in content-oriented lectures, the 
redesign of the weekly lecture has been conducted with a focus on learning achievement in order to enhance design competency, 
teamwork and communication skills, which are the goals of the PO3, PO6 and PO7, respectively. Moreover, assessment tool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 to learning achievement, and rubrics, the measurement criteria, have been defin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assessment tools, along with course goals for learning achievement and results analysis. To enhance course learning 
achievement, as well as to induce interest in and satisfaction with the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Course’, a design 
project utilizing a Boe-Bot robot has been carried out. An evaluation on learning achievement and lecture has identified an 
increase in learning achievement and interest in design in comparison with that of previous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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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공학인증에서는 학생들의 설계 능력 및 졸업생의 현장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설계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08). 

설계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는 창의성 개발, 개

방형 문제, 설계 방법의 개발과 사용, 제한조건의 만족, 의사

소통 능력, 팀 워크 능력 등이 있다(김이형 ․이병식, 2005; 

이종수 외, 2008; 최덕기 ․박찬일 ․최정임, 2006). 여기에 더

하여 설계입문 교과목에서는 특정 전공의 지식이 없이도 수

행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야 하며, 모든 설계 요소와 현실

적 제한조건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학계열의 신

입생이 공학설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입문설

계의 중요한 목표이다(이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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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과에서는 2006년부터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과목 포트폴리오와 교

과목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 교과

목 학습성과 평가, 강의평가를 수행하면서 부족사항을 분석하

였다. CQI 보고서는 교과목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작

성한다. 교과목 CQI 보고서에는 교과목 학습성과에 대한 평

가결과와 개선방향, 설문 평가에 대한 결과와 개선방향, 전년

도 문제점과 현황, 개선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교과목 CQI 보고서에 나타난 부족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에서 팀웍 평가 결과를 보면 

일부 학생이 팀 프로젝트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기여도

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설계 능력 평가에서 설계 계획서

와 대비하여 결과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의사 소통 능력

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였다. 강의 평가에서는 설

계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한 흥미 및 만족감이 다소 낮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에서 공학설계

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교과목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학습성과별로 강의내용을 계

획하였다. 기존의 강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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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계입문 교재의 목차대로 주별 강의를 계획하였다. 이는 

교과목의 목표 및 학습성과와 다소 무관하게 교재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

다. 또한 기존의 교재는 공학설계입문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을 많이 담고 있으며, 설계프로젝트 수행과 본 교과목의 학

습성과 향상을 위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교재 중

심 강의 방법에서 벗어나 본 교과목의 학습성과인 설계능력

과 팀웍,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성과별로 주

별 강의 내용을 재설계하였다. 

그리고 학습성과 평가 방법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참고하

여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개선하였고, 평가도구별 측정기준

(Rubrics)를 정의하였다. 또한 교과목 학습성과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습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프

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도구 및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교과목과 관련된 연구로는 교과목 

성취도에 근거한 평가방법(박윤국, 2006)과 교과목과 연계된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김정식, 2007; 이태식 외, 2009)등이 

있다. 

교과목 학습성과의 향상과 더불어 설계입문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봇 로봇을 이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수행했던 설계 프로젝트는 주

로 종이 다리 만들기와 계란 낙하 등이었다. 이는 역학에 의

존도가 높고, 이런 종류의 대회가 이미 많이 열렸으며, 다양

한 해결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보봇로봇을 이용하여 팀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설계입문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공학설계입문 교과목

에 대한 수업내용과 운영방법, 그리고 교과목 학습 성과의 

개선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보봇을 이용한 공학설계입문 교

육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장에서 강의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보봇을 이용한 공학설계입문 교육

보봇(Boe-Bot)은 Board of Education carrier board에

서 붙여졌으며, Parallax사에서 제작된 롤링 로봇 키트이다

(Parallax Inc). 보봇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로봇 하드웨어 

조립,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작성,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여 주변 사물에 반응하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

램을 작성할 수 있다(Lindsay, 2003). Fig. 1은 보봇 키트를 

Fig. 1 Example of a rolling robot assembled by a Boe-Bot 
kit

조립하여 롤링 로봇을 만든 예를 나타낸다. 

보봇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가능한 BASIC Stamp2 마이크

로 컨트롤로칩을 사용하고 있다. BASIC Stamp2 칩은 로봇

에게 있어 기능이 강력하며 사용하기가 쉽다. 

주요 기능은 센서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는 일과 감지된 정

보를 통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 모터를 움직여서 바퀴를 움

직이는 일,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수행한다. 보봇은 촉각센서

와 광소자 센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 피하기와 빛 

따라 돌아다니기, 물체 탐지 및 거리 감지 등의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보봇에 명령을 내리거나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BASIC 

Stamp Editor를 이용한다. BASIC Stamp Editor은 사용하기 

매우 쉽고, PBASIC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PBASIC은 BASIC과 유사하며, 에디터에 명령어 레퍼

런스를 제공하므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

생들이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보봇을 이용한 설계 교육은 로봇을 만드는 기계공학과 산

업공학, 제어를 위한 전자 및 컴퓨터 공학, 멀티미디어 공학 

등과 연관이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로봇에 접목할 수 있

으며, 다양한 기능의 창의 로봇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공학 

설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III.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 사례 

1. 교과목 내용 및 학습성과 설정

본 교과목에서 설계 목표 설정 및 기획, 분석, 통합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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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gram outcomes connected with the course and performance criteria

교과목과 연관된 학습성과 수행준거

PO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창의 로봇을 설계할 수 있다. 

PO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설계 프로젝트에서 팀의 일원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PO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설계 보고서 및 UCC 작성과 발표 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Table 2 Creative design project utilizing a Boe-Bot robot

설계과제명 보봇을 이용한 창의 로봇 설계

설계목적 보봇의 다양한 기능을 뽐낼수 있는 창의 로봇 설계

현실적 제한조건

원가 제한된 재료(각 팀별로 주어진 보봇과 보봇 kit를 이용하여 제작)

안전성 보봇 시연 중 주변을 훼손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로봇도 허용하지 않음

신뢰성 설계 보고서에 제시된 보봇의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함 

윤리성 목표설정 달성여부에 대한 공학도로서의 책임 의식

사회 영향 사회에 이로운 영향과 인간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로봇 설계

주변조건

허용 시간 최대 5분 동안 로봇의 다양한 기능을 뽐낼 수 있다.

주어진 자원 조건
가로 2.5m×세로 2.5m 범위 내에서 로봇의 기능을 뽐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센서(촉각센서, 빛 감지 센서, 적외선 센서 등)를 반드시 사용하여 보봇을 제작해야 한다.

작, 시험, 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해 봄으로서 설계 과정을 익

힌다. 또한 본 교과목에서는 공학 설계의 정의와 설계 도구,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방법, 브레인스토밍, 설계물 제작, 평

가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이러한 방법을 설계 과제에 적용

하여 보봇을 이용한 창의적인 로봇 설계를 수행한다. 설계 

과제는 팀 단위로 수행되며 설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의사

소통 능력과 팀웍을 배양한다. 본 교과목과 연관된 학습성과

는 PO3과 PO6, PO7이다. 본 교과목에서 정의한 학습성과와 

수행준거는 Table 1과 같다.

2.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 

본 교과목의 3가지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학습

성과 중심으로 관련된 강의내용과 실습, 설계를 주차별로 계

획하였다.

가.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

- 공학 설계 과정

공학 설계 과정을 익히기 위해 문제 정의 방법과 브레인 스

토밍 방법, 아이디어 다듬기, 아이디어 판정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각 과정에 대하여 개별 혹은 팀 실습을 해 봄으로서, 

설계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 보봇 키트 조립

보봇 키트 조립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보봇 H/W를 이해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LED와 저항 실습, 각종 센서 장착을 통해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 보봇 S/W 작성 실습

PBASIC을 이용하여 보봇의 방향 조정과 각종 센서(촉각, 빛, 

적외선, 거리감지)에 대한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 로봇의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배양하였다.

- 보봇을 이용한 창의 설계 과제 수행

본 교과목에서 공학 설계 개념과 보봇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팀별로 창의 로봇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명

이 1팀을 이루어 설계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설계의 전 과정

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어진 제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설계의 목표와 제한조건 및 주변 조건은 Table 2와 같다.

가로 2.5m×세로 2.5m 범위 내에서 보봇의 다양한 기능을 

뽐낼 수 있는 창의 로봇 경진 대회를 열었다. 모두 10개 팀

이 설계 과제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로

봇을 제작하였다. 

나. 팀웍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

- 사고성향에 기반 한 팀구성

강의 첫 시간에 허만(Haik, 2003)의 두뇌 우성 모형에 근거

하여 사고유형검사를 수행하였다. 사고유형 검사 결과를 토대

로 학생들을 A, B, C, D 그룹으로 나누었다. 팀원은 4명으로 

정하고 팀이 A, B, C, D의 사고성향을 고루 가지는 학생들

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 팀원의 역할 및 팀 규칙 작성

팀웍 향상을 위해 팀원 소개 시간을 가지고 팀명과 팀원의 

역할, 팀 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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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essment tools on PO3

교과목 학습성과: PO3 설계능력

평가도구 평가 요소 측정기준(Rubrics)

설계 프로젝트

PO3-1설계의 모든 단계 수행

상 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중 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요소 중 일부를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하 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임의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PO3-2현실적 제한 조건 만족

상 현실적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 과제를 수행하였다.

중 현실적 제한조건 중 일부를 반영하여 설계 과제를 수행하였다.

하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했다.

PO3-3계획 대비 구현 정도

상 설계 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을 80% 이상 구현하였다.

중 설계 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을 60% 이상 ~ 80% 미만 구현하였다.

하 설계 계획서에 제시된 기능을 60% 미만 구현하였다.

Table 4 Assessment tools on PO6

교과목 학습성과: PO6 팀웍

평가도구 평가 요소 측정기준(Rubrics)

동료공헌도 PO6-1동료 평가 결과

상 동료 공헌도 평가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기준값 이상이다.

중 동료 공헌도 평가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기준값 수준이다. 

하 동료 공헌도 평가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기준값 보다 낮다.

설계보고서 PO6-2 팀원의 역할 평가

상 설계 보고서에 기술된 팀원 개인의 역할이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중 설계 보고서에 기술된 팀원 개인의 역할이 팀 평균 수준이다.

하 설계 보고서에 기술된 팀원 개인의 역할이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 브레인 스토밍 및 아이디어 다듬기 실습

팀웍 향상을 위해 설계 과정의 각 단계를 실습할 때 팀 단위

로 실습을 하였다. 브레인 스토밍과 아이디어 다듬기, 아이디

어 판정에 대한 실습을 팀 단위로 수행하고 리포트로 제출하

도록 하였다.

- 설계 계획서와 보고서에 팀원의 역할 규정하기

팀별로 설계 계획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각 팀원이 

맡은 임무와 역할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동료에 의한 팀원 공헌도 평가

학기말에 동료에 의한 팀원 공헌도를 평가하였다. 팀원 공헌

도를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였다. 공헌도 평가를 성적에 반

영한다는 것을 학기 초에 공지하였다. 이를 통해 팀원 모두 

매우 열심히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다.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방안

- 의사소통 및 기술문서 작성방법(박강, 2005)

의사전달 능력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의 개요와 발표자료 작

성방법, 기술문서 작성방법, 글쓰기 요령에 대한 내용을 본 

교과목에서 다루었다.

- 설계 보고서 작성 방법

설계 계획서와 최종 보고서 작성 방법을 강의하고, 팀별로 

작성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설계 보고서 발표

팀별로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계획서와 최종 설계물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설계 보고서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하

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UCC 제작 및 발표

팀별로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결과물을 UCC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수업시간에 UCC 제작 과정 및 방법을 소개하고 2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짧은 시

간내에 효과적으로 각 팀의 노력과 제작 과정, 결과물의 우

수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3. 교과목 학습성과 측정 

교과목에서 정한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성과 마다 

평가도구를 정의하였다. 각 학습성과의 평가도구 및 측정기준

은 Table 3과 4, 5에 나타내었다.

평가도구별 평가요소를 정하고, 각 평가요소마다 측정기준

(Rubrics)을 정하였다. 각 평가요소의 측정기준은 상, 중, 하

로 정하였다. 설계능력은 설계 프로젝트 결과물로 평가하였

다. 설계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현실적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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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essment tools on PO7

교과목 학습성과: PO7 의사전달

평가도구 평가 요소 측정기준(Rubrics)

발표 PO7-1발표 및 응답

상
발표 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청중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
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중
발표 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청중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고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다

하 발표 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청중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설계 보고서 PO7-2 내용의 논리성

상 보고서 기술이 논리 정연하고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중 보고서 기술이 논리 정연하나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하 보고서 기술이 논리 정연하지 않고, 표, 그림, 그래프의 사용이 매우 부족하다. 

UCC PO7-3 내용 전달

상
UCC는 주어진 시간 분량을 만족하고, 팀프로젝트 제작 과정 및 결과를 모두 포함하도록 
제작하였다. 

중
UCC는 주어진 시간 분량을 만족하였으나, 팀프로젝트 제작 과정 및 결과가 일부만 포함되
었다.

하
UCC는 주어진 시간 분량을 만족하지 못하고, 팀프로젝트 제작 과정 및 결과를 일부만 포
함하였다.

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 대비 구현 정도를 평가하

였다. 팀웍 평가를 위해 설계 프로젝트에 개개인의 역할을 

할당하고, 동료 공헌도 평가를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팀웍이 

많이 향상되었고, 팀내에서 팀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 의사전달은 설계 보고서에 대한 발표 평가와 보고서

의 문장 기술 능력, UCC로 평가하였다.

IV. 강의 운영 결과 평가

1.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성과 중심의 강의와 보봇을 이

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2009년 2학기 공학설계입문교과목에

서 진행하였다. 3장에서 제시한 학습 성과 평가 방법에 따라 

학습 성과를 평가하였다. 본 교과목 학습성과의 달성 목표는 

학생 70%이상이 각 학습 성과의 평가요소에서 중등급 이상

을 획득하는 것이다. Table 6은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 목표

를 나타낸다. PO3의 3가지 평가요소와 PO6의 2가지 평가요

소, PO7의 3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고, 수강생의 

70% 이상이 각 학습성과의 모든 평가 요소에 대하여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평가는 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40명중 남학생은 32명으로 전체 수강생의 80%이며, 여

학생은 8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7은 2009년 

2학기에 실시한 학습성과 평가 결과이다. Table 7의 단위는 

%이다. 각 학습성과의 평가요소 및 측정기준은 Table 3과 

4, 5를 따른다.

Table 6 The goals of course outcomes

학습성과 달성 목표

PO3
각 평가 요소(PO3-1, PO3-2, PO3-3)에 대하여 70% 이상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 획득

PO6
각 평가 요소(PO6-1, PO6-2)에 대하여 70% 이상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 획득

PO7
각 평가 요소(PO7-1, PO7-2, PO7-3)에 대하여 70% 이상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 획득

Table 7 Evaluation results of course outcomes in 2009 

학습 성과
평가 기준

PO3 PO6 PO7

PO3-1 PO3-2 PO3-3 PO6-1 PO6-2 PO7-1 PO7-2 PO7-3

상 40.0 20.0 30.0 25.0 20.0 30.0 20.0 50.0

중 50.0 80.0 50.0 70.0 67.5 57.5 55.0 50.0

하 10.0 0.0 20.0 5.0 12.5 12.5 25.0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O3의 평가 결과를 보면 3가지 평가요소 모두 70% 이상

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였다. 이 중 PO3-2의 현실

적 제한 조건 만족도 평가는 모든 팀이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

였다. PO3-3의 계획 대비 구현정도가 하등급이 비율이 20%

로, PO3의 3개 평가요소중 하등급 비율이 가장 높다. PO6의 

경우 PO6-1의 동료평가 결과에서는 95%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을 받았고, PO6-2의 보고서를 통한 팀원 역할 평가에서

는 87.5%의 학생이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여 학습성과 목표

를 달성하였다. PO7 평가에서는 PO7-2의 설계 보고서 작성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PO7-3의 UCC 작성을 

통한 의사전달은 100%가 중등급 이상을 획득하여 학습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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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2009년 2학기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2008년 2학

기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8은 교재중심으

로 수업을 진행했던 2008년 2학기 학습성과 평가 결과이다. 

2008년 2학기에 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56명이며, 그 

중 남학생은 47명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9명으

로 약 16%를 차지한다. 2008년 2학기에는 학습 성과별 평

가도구와 평가요소, 측정기준이 각 1가지씩이었다. PO3의 경

우 설계프로젝트에서 설계의 모든 단계와 현실적 제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09년에는 

설계의 모든 단계 수행과 현실적 제한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분리하여 PO3-1과 PO3-2로 평가하였고, 여기에 계획 

대비 완성도를 추가하여 PO3-3을 평가하였다. PO6의 경우 

2008년에는 설계 보고서에서 개인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2009

년에는 PO6-1을 추가하여 동료 평가를 수행하였고, PO6-2

에서 보고서를 통한 팀원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PO7의 경우 

2008년에는 발표만을 평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발표와 보고

서, UCC를 평가요소에 추가하였다. 2009년에 평가요소를 세

분화한 이유는 학습성과 별 부족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PO6의 동료평가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여 팀 프

로젝트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PO7의 경우 학생들에게 보

고서 작성능력 및 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높이고자 

보고서 및 UCC 제작을 추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2008

년 평가요소와 2009년 평가요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동일한 요소만을 사용 하였다. 평가결과의 비교는 다

음과 같다. PO3의 경우 2009년의 PO3-1과 PO3-2의 중등

급 이상 비율은 각 90%와 100%로, 2008년의 73.21%에 비

해 많은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O6의 경우 2009년의 

PO6-2의 중등급 이상 비율이 87.5%로, 2008년의 71.43%

에 비해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PO7의 경우에도 

2009년 PO7-1과 2008년 PO7을 비교 했을 때 중등급 이상 

비율이 75%에서 87.5%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하여 학습 성과 중심으로 강의내용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

Table 8 Evaluation results of course outcomes in 2008 

 학습성과
평가기준

PO3 PO6 PO7

상 37.50 21.43 35.71 

중 35.71 50.00 39.29 

하 26.79 28.57 25.00 

합계 100 100 100

이 교과목 학습 성과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2. 강의 평가 결과

본 교과목의 강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크게 강의에 대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과 학습 성과에 대한 질문으로 나뉜다. 

2006년~2008년까지의 설문 결과를 평균한 값과 2009년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006년도에 40명

으로 수강생의 100%, 2007년에 27명으로 약 79%, 2008년

에 52명으로 약 93%, 2009년에 35명으로 약 88%이다. 

강의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Fig. 2 Survey results on the course

Fig. 3 Survey results on the cours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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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mmary of CQI Report in 2009 

항목 평가 및 개선사항

전년도 문제점
(2008)

1) 학습성과 평가
- PO3과 관련하여 주어진 제한 조건에 따라 설계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으나, 계획 대비 결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음.

- PO6 평가에서 28.57%의 학생이 하등급으로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PO7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설계 보고서 작성이 미흡함.

2) 설문 평가
- 교과목 흥미도의 평균이 가장 낮음(전체 설문 평균 4.06에 교과목 흥미도 평균 3.85임).

- 학습성과는 팀웍이 상대적으로 낮음(전체 평균 4.07에 팀웍 평균 4.06임).

개선결과

1) 학습성과 
- 주별 강의 계획을 학습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함.

- PO3의 평가요소로 PO3-3 계획 대비 구현정도를 추가하여 설계 계획서 대비 구현 정도를 높임.

- PO6의 설계 프로젝트에 팀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팀 공헌도 평가를 성적에 반영하였음. PO6-1의 평가결과 95% 이
상 중등급 이상 획득하여 대부분 설계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수 있음.

- PO7에 평가요소로 설계보고서와 UCC를 추가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함.

2) 설문 평가
- 교과목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로봇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함. 교과목 흥미도가 평균 4.17로 높아짐

(전체 문항 평균 4.30).

- 학습성과의 팀웍 점수가 4.17로 높아짐(2009년 전체 평균 4.10).

위하여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평가하였다. 2009년도의 설문 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만

족도가 높아졌으며, 교과목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 부분도 향

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론 강의와 팀 실습 및 팀 활

동 시간을 수업 중에 적절히 분배 하여 시간 운영과 강의 진

행에서도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교과목 학습성과에 대한 설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3가지 학습 성과 모두에서 이전의 교재중심 강의보다는 2009

년에 실시한 학습 성과 중심 강의가 훨씬 향상된 결과를 나

타낸다. 이 평가결과는 CQI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3. 교과목 CQI 결과

교과목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교과목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CQI 보고서에는 교과목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와 개선방향, 설문 평가에 대한 결과와 개선방향, 전년도 문제

점과 현황, 개선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Table 

9에 본 교과목의 CQI 보고서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2008년도 부족사항을 정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강의를 

운영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학습성과 중심으로 강의 계획

을 재설계 하였다.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평가요소를 추가하

고 측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학습성과 평가 결과가 

2008년에 비해 향상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과목에 대

한 흥미 및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재중심의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의 강의 내용을 학습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적용

하였다. 교과목에서 달성해야할 학습성과의 수행준거를 정하

고, 학습성과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계획하였다.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구체화하고 측정가능하도록 측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설계입문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만

족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봇 로봇을 이용한 설계 프로젝트

를 진행하였다. 

2009년 2학기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에 학습성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습성과 평가와 교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목 학습성과가 2008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

과목에 대한 흥미 및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성과 중심의 강의와 보봇을 이용한 설계 프로젝

트의 진행이 교과목 학습성과 향상과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 중심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 방법과 2006년부터 

시행해 온 강의평가 설문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앞으로 강의 평가를 위한 설문 문항이 평가 요

소와 목적에 합당하도록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로

는 교과목 학습성과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 평가 도

구로 설문 문항을 구체화하고 평가 목적에 합당하도록 설문 

문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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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학설계입문 교과목에서 공학설계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교과목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교재 내용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본 교과목의 학습성과인 PO3에 해당하는 설계능력과 PO6의 

팀웍, PO7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성과 중

심으로 주별 강의 내용을 재설계하였다. 그리고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평가도구별 측정기준(Rubrics)를 정

의하였다. 또한 교과목 학습성과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교과목 학습성과의 향상과 더불어 설계입문 교과

목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봇(Boe-Bot) 

로봇을 이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학습성과 평가 

및 강의 평가를 통하여 이전 강의에 비해 학습성과 향상과 더

불어 설계에 흥미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공학설계입문, 교과목 학습성과, 보봇(Boe-Bot), 공

학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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