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573-4579,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57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573

PBL을 적용한 창의공학설계 교수설계 방안 연구

이근수1*

1한경대학교 컴퓨터웹정보공학과(컴퓨터 시스템 연구소)

A Study on PBL Instructional Design for Creativ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Keun-Soo Lee1*

1Department of Computer Web Information Engineering(Computer System Institut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21세기 교육은 객  지식이나 정보를 달하는 것에서 학습자들의 비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

로 바 고 있다. 더욱이 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졸업 후 진출하게 될 분야에서 담당하게 될 실제 인 업무를 미리 경험

하게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동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자 심 교육환경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PBL은 재 

학습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 이고 실제 인 문제에 심을 가진다. PBL에서 

학습자는 일방 인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지식을 가진 동료 학습자들과 시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력  지식을 구축하는 사회  학습을 경험한다. 이러한 PBL의 장 으로 인해 학교 장에서 PBL방법

의 활용도가 차 확 되고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에서는 PBL방버비 활동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

기 한 새로운 방법이나 방안들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효율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방안으로 창의공학설계 교과

목에 한 PBL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하 다. 이 모형은 크게 5가지 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로 구성된다. 개발한 PBL 교수설계 모형에 기반하여 창의 공학 설계 교과목을 설계하 다. 본 연구는 창의공학 설계 수업을 

한 PBL 교수 설계 과정에 을 두었다. 이러한 교수 설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해서는 실제 많은 강의 장에 용해 

보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university education is changing from an objec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Moreover, university education should change rapidly towards a 
learner-centered educational environment because it has an educational goal to have college students experience 
authentic tasks they will be in charge of after graduation, and improv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ve
learning ability. PBL is a pedagogical strategy for posing significant, contextualized, real world situations, and 
providing resources, guidance, and instruction to learners as they develop content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skills. In problem based learning, the students collaborate to study the issues of a problem as they strive to create
viable solution. For these advantages of PBL, the application of PBL in school has been enlarged.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PBL in engineering education has not been enlarged. To improve these instruction methods, the
development or applications of new instructional methods will be needed.
This study examined the PBL instructional design of a creative engineering design subject, which aims to foster talent.
The PBL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 plan of creative engineering design subject was developed based on PBL, and focused on the process of PBL.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is model, studies applying this instructional design to many lecturer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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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 정보화의 시 는 지식과 정보라는 자원을 축으

로 하여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 복잡성과 비 측성이라

는 단어로 표되는 시 로서, 이러한 시  요구에 

한 교육  응은 한마디로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이라

고 표 될 수 있다. 기존의 교사 심에서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이라고 표 될 수 있다. 기존의 교사 심에서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교육의 

패러다임의 환을 의미한다. 즉 수동 인 학습자 신 

극 인 학습자의 역할을, 지식 달자로서의 교사 신 

실제성을 지니는 지식의 습득이라는 안으로서의 환

이 요구된다[1].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되

어 가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의 약화, 극심한 이기주의, 소

통의 부재 등 부정 인 상이 팽배해져가고 있다. 한 

 산업사회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워크, 토론능력, 

통합지식 활용 능력, 창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 심학습(PBL : Problem Based Learing)은 상

주의  인식론에 바탕을 둔 구성주의의 학습모형이다. 

구성주의의 특징은 학생 심의 교육환경을 강조하고 있

으며, 지식은 개인의 인지작용에 의해서만 습득되고 형

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본다. 이러한 

PBL의 인식론은 학습구조를 자율학습과 동학습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론  근거가 된다. 

이처럼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개

별학습과 동학습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PBL

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

한 수업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하여 PBL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 

공학 설계 교과목에 한 교수 설계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2]. 

 

2. 본론

2.1 문제중심학습(PBL)의 이론적 배경 

2.1.1 PBL의 개념

PBL의 개념은 “문제의 안내역할, 자기-생산  학습과

제들, 집단 는 자기 주도  학습과정의 배합의 요한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3]. PBL의 개념의 가장 핵

심 인 문제는 학교교육 실세계에서 문제이며 문제를 안

내함으로써 학습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 제시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 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동시에 동료학습자들과 상호 력 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극  방식의 학습이라 하겠다.

2.1.2 PBL의 개념의 특징

PBL의 공통  특징은 문제, 학생, 교사의 에서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4].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를 통해 PBL의 공통 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5].

(1) 련 분야에서 실재하는 복잡하고 비구조 인 문

제를 다룬다.

(2)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해 책임을 지면서 교수

자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3) 학습자들은 집단 학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

면서 서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동학습을 하

게 된다.

(4) 학습자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5)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방법과 자료 검색 방법 등 문

제 해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6)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안내자, 

진자의 역할을 하여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등하고 

흥미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2.1.2 PBL의 개념의 학습모형

기본 인 PBL개념의 학습 모형으로는 Barrows와 

Myers(1994)가 제안한 PBL 학습모형으로서 다음 Fig. 1

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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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esenting problems

Step: 

Cooperat

ive 

learning

↓

Step: Planning to solve problems

↓

Step: Self-regulated learning

↓

Step: Presenting solution

↓

Step: Arrangement and Evaluation

[Fig. 1] PBL Instructional development procedure

이상과 같이 PBL 학습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제 

제시단계는 PBL의 가장 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첫 단계

이다. 문제해결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가설 인 해결안을 찾아내도록 한다. 

자율학습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알아야 하

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도록 

하거나 교실에서 학습하게 된다. 재탐색 과정을 통해서 

순환 으로 수행한다. 동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

로 탐색하거나 배운 지식과 정보를 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해결책을 구한다. 해결

안 발표 단계에서는 각 에서 고안한 해결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정리  평가 단계에서는 각 에서 

발표한 결과를 토 로 간 평가, 원평가, 자기평가를 

시행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7].  

2.2 문제중심학습(PBL) 교수 설계 모형

PBL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문제해

결력 신장에 목 을 두고 있으므로 PBL모형은 학습자들

의 학습활동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동 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어져야 

한다.

PBL 창시자인 Barrows(1994)의 모형을 근거로한 

PBL의 개 모형은 수업 개 단계, 문제 제시 단계, 문제 

후속 단계, 결과물 제시  발표 단계, 문제 완결과 해결 

이후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 다[8]. 김홍래(2000)는 문

제 해결력과 용 능력을 기르기 한 PBL의 모형에서 

문제 제기 단계, 진 단계, 목표 안내 단계, 발  형성 단

계, 생성단계, 평가단계로 여섯 단계의 순환과정으로 구

성하 다[9]. PBL을 국내에 도입한 강인애(1998)는 등

학교 사회과 과정에 PBL을 용하는데 유연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일곱 단계(수업분 기 조성, 문

제제시, 잠정  문제해결 시도, 자율학습, 동학습  토

의 학습, 토론 결과 발표, 정리  평가)로 구성하 다[1]. 

2002년도에 발표한 (Trop & Sage) PBL 설계 과정은 문

제개발 비 단계, 문제 선택 단계, 문제 선택 단계, 문제 

 학습 활동 개발 단계, 학습 활동 결정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구성 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10]. 본 연구에서

는 2001년도 Dick & Carey 모형[11-15]과 Trop & Sage

의 모형을 바탕으로 PBL 교수 설계 모형을 통합하여 다

음 Fig.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nalysis

Modification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Fig. 2] PBL Instructional design model

2.3 창의공학설계에서 PBL 교수 설계 적용

2.3.1 분석

(1) 교육 내용 분석하기

효율 인 교수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한 학기 

동안 편성되어 있는 교육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한 학기 

동안 창의 공학 설계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장은 공학과 공학설계의 역사로서 학습목표로는 

공학과 공학 설계의 역사의 이해, 공학과 공학설계의 필

요성 이해, 공학설계의 개념 이해,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능력 이해, 21세기 공학의 과제를 이해하기 이다. 제2

장은 워크의 필요성이며 학습목표로는 워크의 필요

성 이해,  구성원의 자세의 이해와 임무 수행, 을 효

율 으로 운 하기 이다. 제3장은 의사소통으로 교육목

표는 공학설계에서 의사소통의 요성 이해,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활용하기, 시각화를 한 방법을 알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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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다. 제4장은 공학설계 과정으로 교육목표는 공학

설계 과정 이해, 다양한 기법을 용하기, 공학설계 과정

을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기 이다. 5장은 공학지식의 습

득과 응용으로서 교육목표는 공학과 과학 이해하기,  공

학지식 이해하기,  공학지식 습득 방법을 알고 활용하기 

이다. 6장은 공학지식의 보호로서 교육목표는 공학지식

의 보호의 필요성 이해, 공학지식의 보호 방법을 알고 활

용하기 이다. 7장은 공학윤리로서 교육목표는 공학윤리

의 요성 이해,  공학윤리를 알고 활용하기 이다. 8장은 

시사  논  토론으로서 교육목표는 표 의 이해, 표

의 요성 이해,  표 의 역할 변화 이해하기 이다. 9장은 

평생학습 마인드맵으로 교육목표는 마인드맵 이해, 마인

드맵의 필요성 이해,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활용하기 이다.

(2) 학습자 특성 악하기

학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능동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하기 해서는 상 학습자의 특성

을 악하고 학습자의 심과 흥미에 한 분석이 이루

어져야한다. 창의 공학설계에 한 인식과 문제 심학습

에 한 조사 결과로부터 교수 설계의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공 생들은 창

의공학설계에 한 주제나 내용들에 해서 어렵고 재미

없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공학설계 교

과목에서의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심을 야기 시

키고 동심과 자신감을 야기 시키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심을 야기 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강의식 보

다는 을 구성하여 토론학습을 유도하여야 한다. 

(3) 환경 분석하기

PBL은 이론  논의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배운 

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학습 과정

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요구되

고, 실제 인 문제상황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육 상황에서 매우 합한 교

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공과 학에서는 

PBL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의 강의실이 교수자의 강의식 유형에 합하도록 되어있

다. 그러나 이러한 PBL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별 토의․토론 학습이 효율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학습환경이 우선 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3.2 설계 

(1) 학습 목표 규명하기

창의 공학 설계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교육목표와 

내용에 하여 PBL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PBL 방법으로는 비효율 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

하고 분류하게 된다. 교수학습 활동이 PBL 방식으로 이

루어질 때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교수자가 문제설계

를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를 통해서 간 으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활동과 개별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

(2) 교수 학습과정 안

재 한 학기는 15주로 편성되어 있다. 15주 동안 수행

할 주별 수업내용, 과제  학습 활동은 Table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PBL 문제들이 제시되어 문제 해

결안이 도출되어 발표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3주

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PBL 문제3에서 PBL 문제5까지

는 PBL 문제2번과 동일한 과정으로 7주에서 15주까지 9

개주 동안에 이루어진다.

(3) 학습 환경 계획

학습자 심의 토의․토론학습을 진행하기 해서는 

강의식 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 인 강의실에서는 이

루어 질 수 없다. 별로 토의․토론학습이 가능한 강의

실이 비되어야 하며, 한 사이버강의실을 통해서 

별로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토의․토론 내용과 방향에 

해서 항상 교수자가 찰하고 살펴볼 수 있는 학습 환

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평가 계획 세우기

PBL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PBL 학습 평가 방법으로는 

크게 간 평가와 원 평가, 자기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 평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 

발표할 때 문서작성 능력, 발표 능력, 내용 등을 토 로 

발표하는 각 에 해서 간의 장단 을 비교평가 할 

수 있다. 원 평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원들이 얼마

나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노력하 는지 원들이 서로 

평가를 한다. 개인 평가는 각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자기 

성찰일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으며, 무엇을 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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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내용들에 해서 어

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등에 해서 평가함으로써 자신

의 부족한 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학습 비에 필요

한 자료로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Table 1] Weekly content of study, task, activity

Week
Content of 

study
Task / Activity

1

[PBL 

problem 1]

- Type Indicator

- Making groups

- Naming groups

- Making roles of group members

- Making rules of group

- Getting along with group members

- Doing PBL 1 activity

- Making a plan of solution for problem 1

- Presenting solution

- Individual work of assigned topic

2

- Make a report of research & discussion

- Presenting the report

- Discussion of solving problems

3

- Discussion of solving problems

- Pres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group's 

final solution

- Mini lectures

4

[PBL 

problem 2]

- Doing PBL 2 activity

- Making a plan of solution for problem 2

- Presenting solution

- Making a plan of solution for problem 1

- Presenting solution

5

- Make a report of research & discussion

- Presenting the report

- Discussion of solving problems

6

- Discussion of solving problems

- Pres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group's 

final solution

- Mini lectures

(5) 문제 해결 지원 략 세우기

PBL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안내자, 진자의 역할을 하여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등

하고 흥미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자는 학생들

에게 강의나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해 이야기 하지 않으며, 학

습자들이 공부하거나 읽어야 할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

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자기주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을 도와주는 안내자이자 학습을 진시키는 진자

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습자 집단 구성 략과 련하여 

PBL 수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당한 소집단 

인원수는 4∼7명이다. 소집단 구성 방법에는 성격 유형,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능력 등이 동

질 인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이질 인 집단으로 구

성하는 방법이 있다. 

2.3.3 개발 

(1) 문제 개발

문제 개발은 학습내용에 따라서 한 학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며 순서 으로 PBL 문제1, PBL 문제2, 

PBL 문제3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PBL 문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한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PBL문제는 학생들이 개별학습과 별학습을 통해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안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해진 학습내용을 한 학기에 

학습하도록 하기 해서는 연 성이 있는 학습목표에 

해서는 통합하여 문제를 개발하여 주어진 기간동안 

히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무 많은 PBL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시간에 쫒기어 효율 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PBL 문제 수를 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2) 평가 도구 개발

평가는 평가 계획 단계에서 계획한 내용을 토 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간 평가, 원 평가, 자

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 평가는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과 발표과정에서 간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들로 도구를 개발한다. 원간 평가는 문제 해

결 과정에서의 원들의 각자의 역할에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구를 개발한다. 

자기평가는 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운 , 부족한 , 앞으로 어떻게 용하여 발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3) 교수 자료 개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수자에게 필요한 교수자료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수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  교수자에게 필요한 교수자

료로서는 강의계획서, 주차별 학습  과제내용, 설계교

육 계획서, 동 상 등 문제제시 자료 등을 PPT로 작성하

여 학생에게 제시하거나  다른 합한 방법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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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해야 한다. 학습자

에게 필요한 교수자료로는 과제 계획서 양식,  미  활

동 보고서 양식, 설계노트 양식, 간 평가표, 원 평가

표, 자기 평가표, 성찰 일지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2.3.4 실행

PBL 교수활동 실행 단계에서는 문제 제시, 과제 계획 

세우기, 탐색  재탐색, 문제 해결안 만들기, 문제 해결

안 발표  평가하기 단계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수자는 학습 안내자,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한다. 

2.3.5 평가 및 수정 

PBL 교수 활동 실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기 평가

서, 간 평가서, 원 평가서의 결과와 교수자 스스로의 

교수 활동에 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나은 PBL 

교수 활동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

을 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효율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방안으로 창의공학설계 교

과목에 한 PBL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하 다. PBL 교

수 설계 모형은 표 인 교수 설계 모형인 Dick & 

Carey 의 교수 체계 설계 모형에서 체 교수설계 과정

에 한 시사 을 얻었다. 개발한 PBL 교수설계 모형에 

기반하여 창의 공학 설계 교과목을 설계 하 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기 되는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공학 설계 교과목에 한 심과 흥미를 증

진시킬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

 사고 능력, 창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신감, 발표 능력, 문서 작성 능

력, 동심,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신장하는데 도

움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가 있다. 보다 더 효율 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

기 한 운  방안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실제 생활과 

한 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고, 좀 더 효

율 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가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의공학 설계 수업을 한 PBL 교수 설계 

과정에 을 두었다. 이러한 교수 설계가 실효성을 거

두기 해서는 실제 많은 강의 장에 용해 보는 연구

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 공과 계열에서 이 PBL 

수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학습 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공과 계열 교과목들이 

PBL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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