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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results of current Basic Design Engineer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makes suggestions based on 

its findings. To reach these conclusions, participants were 112 second-year students in Basic Design Engineering courses. In the 
results of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s in learners' satisfaction, achievement of course outcomes and grades. Also the 
average of factors of the problem based learning strategy is higher than those of the project based strategy.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re made for Basic Design Engineer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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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공학 실무 현장에서 문제해결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학 

설계 교과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공학교육 인

증제의 확산으로 공학교육에서 종합적인 공학 실무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설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KEC 2005 인증기준2 프로그램 학습성

과 및 평가의 설계 교과목 기본 요건에 따르면 공학 분야에서 

제한된 요구조건 하에서 구성요소와 시스템, 공정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갖추어야 할 

핵심 사항이므로 설계목표 설정에서부터 합성, 분석, 제작, 시

험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설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이에 따라 공학 설계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학 기초설계는 학습자들이 전공 지식을 접하기 이전

에 공학설계 일반에 관한 교과목이므로 설계에 대한 기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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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실제 학생이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학 기

초설계 교과목의 특성과 요건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으로 프로

젝트 중심 수업(Project-Based Learning)과 문제 중심 수업

(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인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문제 중심 수업을 활발하게 도입하면서 실제 수업을 설계하는 

교수자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강소연, 2005; 장정아, 2005; 정현미, 2009). 예컨대, 교수자

의 어려움은 수업 운영 전략 즉, 학습활동시 학습자 지원 전략

과 학습환경 설계 전략이다. 또한, 학습자의 어려움은 학습유형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교수-학습 방법 자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학습활동 과정에서의 해결 단

계별 어려움과 시간 부족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각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충분한 활동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효과

적인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학

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황 구체적인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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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에서 설계 교과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교수-

학습 전략은 공과대학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

다(신행자외, 2009). 따라서 공학 기초설계 교과목 수업에서 교

수-학습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와 학습

성과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는 공학 기초설계 

실제 수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 기초설계 교과목 수업에서 교수-학

습 방법에 따른 수업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실

제 기초 설계 수업에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학 기초설계 개요

공학 설계는 설계자들이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고

객목표와 사용자 요구를 성취하게 하는 계획, 체계, 과정의 개념

을 일반화하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다(Agogino, 2005). ABET(ABET, 2008)에 따르면 공학 설계

는 공학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기초 과학 

및 수학과 공학을 이용해서 최적화시키는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에 의

하면 전공 영역에서 설계는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

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 과정은 수학, 기초과학, 전공 영역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

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

정이다.

이에 따라 설계 교과목은 설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저학년에서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기

초설계(또는 설계입문) 교과목을 포함하고 공학 기초설계는 학

습자들이 전공 지식을 접하기 이전에 공학설계 일반에 관한 교

과목이므로 설계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실제 학생이 참여하는 설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과

목의 내용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이상과 같은 공학 기초설계 교과목 요건에 따라 공과대학의 

기초설계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공학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체

계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자 중

심의 교수-학습 전략의 적용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 공학 기초설계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공학 기초설계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문제 중심 수업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는 공학 기초

설계 교과목 수업에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적용하여 소규모 

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설계 개선 능력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Anwar & Granlund, 2003). 또한, 오하이오 공

과대학의 전공 수업에서는 문제 중심 수업을 적용하여 팀학습을 

통한 설계경험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Bazlamit, 2003).

국내의 경우도 공과대학에서 설계는 물론 다양한 교과목에서 

광범위하게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문제 중심 수업이 적용되고 

있으며, 긍정적 학습효과가 보고되고 있다(강소연, 2005, 김문

수, 2011). 그러나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는 기본 틀은 요구

확인, 문제정의, 분석, 대안 선택, 평가 및 보완이라는 공학 설

계의 기본 절차와 유사하다(박강, 2005). 또한 학습활동은 주로 

학습자 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지며, 교수자는 주

로 조력자, 학습촉진자, 안내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다

만, 프로젝트 중심 수업은 주로 최종 산출물과 같은 학습과제

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문제 중심 수업에서는 학습

활동이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문제 중심 수업은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이

를 해결하는 학습활동의 과정이 중심이 되므로 교수자는 문제

개발, 문제상황 설정, 문제시나리오 작성 및 학습활동 계획에 있

어서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정현미, 2009; 조연순, 

2006; Simons & Klein, 2007). 또한, 실제 수업 시에도 문제해

결 과정별 적절한 지원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수자의 

적절한 지원 활동은 문제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의 어려움을 감

소시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수업전략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교 공과대학 B프로그램 2학년 재

학생 총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동일한 교수자가 기초설

계 교과목을 프로젝트 중심 수업(사례1)과 문제 중심 수업(사례

2)으로 16주간 운영한 후 학기말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서는 결과물을 위한 과제 중심으로 학

습활동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학습활동 과정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

은 중간,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교수자의 질문과 안내로 이루

어졌으며, 정해진 시기에 공통으로 학습자원을 지원하였다. 한

편, 문제 중심 수업은 문제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에 대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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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ctional strategies

구    분 수업 사례1 수업 사례2

수업계획서 과제중심 계획서 과정중심 계획서 

설계계획서 과제중심의 학습활동 최소 요구사항 제시 과정중심의 학습활동별 가이드라인 제시 

교수방법 프로젝트 중심 수업 문제 중심 수업 

학습활동
(학습과제)

총 7개 (개별과제 2, 팀과제 5) 총 4개 (개별문제 1, 팀문제 3) 

학습 과정 Planning → Production → Evaluation
Define the Problem → Develop hypotheses → Gather 

information → State Solution

수업 중점 사항 

• 설계제한 요소와 학습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배제

• 학습자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 유도

• 문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설계제한 요소와 학습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필요시 문제상황과 연관된 학습자원 제공
• 공학적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통한 학습몰입 유도

공유 및 피드백 방식 최종 완료시 최종산출물에 대한 공유 및 교수자 피드백 문제해결 각 과정별 공유 및 동료 상호 피드백과 교수자 피드백 

평가방법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문제해결 과정별로 교수자, 학습자의 상호 질문과 상호 안내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시 마다 교수자는 문제상황 관련 개별 학습

자원을 지원하였다. 

두 가지 수업전략의 공통점은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학습

자 중심이며, 실제적 상황맥락을 강조하고, 협동을 통한 학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은 결

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통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제 중심 수업은 문제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탐구 과정 중심으로 문제를 둘러

싼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학문과의 연결을 시도하

여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실, 정보, 

논리 관계에 기초하여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

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서는 결과물 산출 진행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중점을 두고, 문제 중심 수업에서는 조사와 

탐구 과정을 중시하였다. 

Table 1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사례1)과 문제 중심 수업(사례

2)의 운영 전략이다.

다음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의 팀과제 사례로 간단한 공학적 

현상을 통해 공학적 응용처를 모색하는 것이다. 학습자 각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활용

하고, 설계에 대한 제한요소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Ⅰ. 과제

‘Lesson from nature’라는 말에서 보듯 최근 들어 자연계에 존

재하는 물질들의 탁월한 성능이나 특성을 실제 artificial하게 재

연하여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Lotus effect, opal structure 

등이 그 예이다. 그 두 가지 예를 제외하고, 실제로 실생활에 응

용될만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조물(동물, 나무 등)에 대한 분석

과 이를 적용 가능한 응용처를 설계하라.

Ⅱ. 제출물

- 과제물 및 발표자료: 2주 후 목요일 제출

-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다음 주 목요일 제출

- 팀원의 제출된 과제 내에서의 역할을 자세하게 명시할 것

Ⅲ. 평가방법

- 최종 과제 충실성(60%): 창의력(40%), 논리력(10%), 분석력

(10%)

- 중간보고서(20%)

- 발표력(10%)

- Team work(10%)

다음은 문제 중심 수업의 팀문제 사례로 영화 ‘Iron Man’을 

보여주고 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영화 속 과학적 오류를 최

소화하기 위한 설계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과학적 오류 지적시 

학습자가 배운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을 근거로 하고, 실제 

종이모형을 제작할 때 이러한 제한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

를 위해 학습자가 설계과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한요소를 고려

한 설계물 제작 및 구체적인 실험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찾

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통해 학습자가 배운 수학, 기초과학, 공

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발표와 토론 비중을 높여 토론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배양

과 함께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Ⅰ. Problem: Design Your Own “Iron Man”

Ⅱ. Action Items

1. Point out 3 important technical or logical flaws about 

“Iro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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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satisfaction results analysis

수업만족도 사례 N(%) M SD t점수 P

해당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 시켰는가?
사례1 65(57.52%) 3.66 0.834 

-2.317 0.022* 
사례2 48(42.48%) 4.04 0.898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설명하였는가?
사례1 65(57.52%) 3.58 0.846 

-2.099 0.038* 
사례2 48(42.48%) 3.94 0.932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응답하였는가?
사례1 65(57.52%) 3.77 0.932 

-1.892 0.061 
사례2 48(42.48%) 4.10 0.928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였는가?
사례1 65(57.52%) 3.74 0.906 

-2.599 0.011* 
사례2 48(42.48%) 4.17 0.808 

강의계획서에 소개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는가?
사례1 65(57.52%) 3.60 0.862 

-2.814 0.006** 
사례2 48(42.48%) 4.04 0.771 

강의 내용의 전달이 명확하고 효과적이었는가?
사례1 65(57.52%) 3.45 0.771 

-3.663 0.000*** 
사례2 48(42.48%) 4.00 0.825 

사용된 강의 교재 및 참고자료(참고도서, 유인물, 시청각자료, 웹자료 등)가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사례1 65(57.52%) 3.34 0.834 
-3.040 0.003** 

사례2 48(42.48%) 3.83 0.883 

시험, 퀴즈, 과제물 등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사례1 65(57.52%) 3.42 0.882 

-3.180 0.002** 
사례2 48(42.48%) 3.94 0.836 

전반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사례1 65(57.52%) 3.49 0.831 

-3.806 0.000*** 
사례2 48(42.48%) 4.08 0.794 

다른 학생들에게 이 과목 수강을 권하고 싶은가?
사례1 65(57.52%) 3.18 0.934 

-4.479 0.000*** 
사례2 48(42.48%) 3.94 0.810 

2. In-depth analysis of one of them with simple equations.

3. Design your own “Iron Man”without the loss of original 

functions by minimizing logical or technical contradiction.

4. Execute your own “Iron Man”with papers and glue (you 

can color it).

Ⅲ. To-do List

1. Term paper along with paper-based Iron Man due 15th 

of Oct.

2. 10min Presentation Material in English on 8th of Oct.

Ⅳ. Evaluation

Presentation(30%), Process Paper(20%), Term Paper(20%), 

Paper Iron Man(10%), Peer Evaluation(10%), Participation 

(10%)

※ Note: Each team will evaluate other team's presentation.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A대학의 강의평가 설문지, 공과대학의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에 대한 자가평가 설문지와 담당교수가 학생

에게 부여한 학점 즉,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수업만족도 

확인을 위한 강의평가 설문지는 5점 척도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에 대한 자가평가 설문지는 

5점 척도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 통계 프로그

램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기술통계와 함께 변인별 통계

적 유의미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t test를 실시하

였다. 

IV. 연구 결과

1.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

수업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문제 중심 수업(사례2)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사례1)에 비해 전 

문항에 걸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가지 수업에 대

한 만족도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전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 분석 결과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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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urse outcomes achievement results analysis 

학습성과 달성도 사례 N(%) M SD t점수 P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46 0.752 

-3.196 0.002** 
사례2 48(42.48%) 3.96 0.898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74 0.871 

-1.062 0.290 
사례2 48(42.48%) 3.92 0.895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71 0.964 

-1.406 0.162 
사례2 48(42.48%) 3.96 0.898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43 0.883 

-3.012 0.003** 
사례2 48(42.48%) 3.94 0.88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43 0.901 

-2.842 0.005** 
사례2 48(42.48%) 3.92 0.895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83 0.928 

-1.436 0.154 
사례2 48(42.48%) 4.08 0.919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77 0.880 

-1.107 0.271 
사례2 48(42.48%) 3.96 0.922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46 0.831 

-2.785 0.006** 
사례2 48(42.48%) 3.92 0.895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사례1 65(57.52%) 3.38 0.764 
-3.101 0.002** 

사례2 48(42.48%) 3.88 0.914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사례1 65(57.52%) 3.31 0.789 

-3.344 0.001** 
사례2 48(42.48%) 3.85 0.945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사례1 65(57.52%) 3.20 0.795 

-3.471 0.001** 
사례2 48(42.48%) 3.77 0.951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사례1 65(57.52%) 3.26 0.756 

-3.650 0.000*** 
사례2 48(42.48%) 3.83 0.907 

*p<.05, **p<.01, ***p<.001 

다. 분석 결과, 문제 중심 수업(사례2)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

(사례1)에 비해 학습성과 달성도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가 전체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가지 수업간의 교과목 학습

성과 달성도 차이는 총 12가지 학습성과 중 8가지 학습성과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학점 즉,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문제 중심 수업(사례2)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사례

1)에 비해 학습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수업간의 학

업성취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rades results analysis

사례 N(%) M SD t점수 P

사례1 67(55.37%) 2.96 0.841 
-2.907 0.049* 

사례2 54(44.63%) 3.26 0.871 

*p<.05 (평점 4.3 만점)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학 기초설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문제 중심 수업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

제 중심 수업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 비해 수업만족도, 교과

목 학습성과 달성도,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반적 만족도와 수업효과,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와 학업성

취도 차이에 근거하면 문제 중심 수업의 교수-학습 전략이 학

습자 만족이 컸으며, 이는 수업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제 중심 수업은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

백으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준비 및 진행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각 과정의 충실한 이행

으로 수업 만족도는 높으나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또한, 

교수자가 팀별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는 학습에 초점을 잘 맞출 수 있었고, 이

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가 높아졌다. 평가 측면에서도 



김인숙․강태욱․최정우

공학교육연구 제14권 제5호, 20118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평가 기준이 명확하여 평

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수자 

입장에서도 평가가 용이하였다. 

학습 결과의 질적 측면에서 창의적 결과물에 중점을 두었던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서는 최종 결과물이 팀별로 유사했으나 

고차원적 사고 활동에 중점을 둔 문제 중심 수업에서는 보다 창

의적이며, 다양하고, 공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즉, 문제 중심 수업은 동일한 문제와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했으

나 팀별 학습 과정에 맞는 개별 피드백에 따라 문제정의 및 해

결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공학 기초설계 교수-학습 전

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는 수업계획 시 실제적이고 비구조적이며 학습

자에게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문제상황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잠정적 문제상황 아이디어를 정하고, 문제상황 

설정에 따른 학습자 역할을 정하고, 구체적인 문제상황 시나리

오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과제수행 시 공학문제를 

인식하고 기초 과학, 수학, 공학 지식을 설계에 접목할 수 있도

록 지배방정식 등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문제해결 결과에 실질적 설계 결과물을 포함하고, 현실적 제한

조건 반영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교수자는 수업계획 시 학습자가 학습활동인 문제해결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의 수와 학습활동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충분한 탐색 및 논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적이며, 의미 있

는 팀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교수자는 사전에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수업과정을 

위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전략은 생소한 교수-학습 방법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에게 두려

움을 제거하고, 수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

제상황과 연관된 필수 학습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활동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

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교수자는 학습자 개인 및 팀 학습활동의 효과적 진

행을 위해 각 과정별로 적절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문제 해결 과정별 공유를 통한 동료 간의 

상호 피드백과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평가 활동은 학습활동 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하므로 학습자들이 충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를 하며, 최종 산출물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기초설계 교수-학습 전략을 기초로 다양

한 학습자 그룹에 대한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평가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요 약

본 연구는 공학 기초설계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수업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제 기초 설계 수

업에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A대학교 공과대학 B프로그램 2학년 

재학생 총 112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수자가 기초설계 교과목

을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문제 중심 수업으로 운영하여 두개 반

의 수업 후 수업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 중심 수업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 비해 수

업만족도, 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점수

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기초설계 수업에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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