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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arning effects in practicing to make electronic
products by using the electronic circuit block in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The contents of study were to compare and analyze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practice

time

group(experimental

required
group)

in
using

completing
the

the

electronic

block-type

products

electronic

kit

between
and

the

learning

another

learning

group(comparable group) using the soldering-type electronic kit.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comparable group in
academic achievement test. Second, in the cognitive doma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achievement than the comparable group, but it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ird, in the
affective doma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ademic improvement.
Forth, in the psychomotor doma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ademic
improvement. Fifth, the measured time required to make the electronic bird was about 19 minut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77 minutes for the comparab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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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술과 교육과정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실습이나 실험과 같은 체험 활동(hands-on activity)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험 활동 속에 실험적인 요소의 비율을 늘리고 실습 활동도 실험적인 성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이상봉, 2000). 중학교 기술교과의 주요 체험 활동 내용 중 하나인 ‘전자 제품 만들
기’ 단원에서의 실험․실습은 이제까지 실험 활동보다는 특정 기능의 숙달을 위한 실습 활동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전자 제품 만들기 체험 활동에 관한 몇 가지 연구도 전자 제품의 동작 원리 이해, 부
품의 기능 이해와 같은 인지적 영역의 실험 측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제작 방법과 같은 기
능적 영역의 실습 측면에 주안을 둔 것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단원에 대한 실습 평가 또한 납땜의
모양, 부품의 접합 상태, 동작 상태 등의 기능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현행의 기술 교과의 실습과 실습 평가는 교육부(1997)에서 제시한 ‘전자 제품 만들기’
단원에 대한 학습 목표, 즉, ‘간단한 전자 제품을 만들어 보게 하여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 등
중요한 전자 부품의 기능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주당 수업 시간수가 감소되어 기
술과 수업에서 실습 여건이 열악해지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보다 7학년은 주당 0.5시수, 8학년
과 9학년은 각각 0.5시수가 줄어들었으므로 교과 내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수업에서는 이전보
다 실습지도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학교 기술과 수업, 특히
전자 제품 만들기 단원에서는 실험적 성격을 띤 실습과 함께 인지적 영역에 주안을 둔 실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 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적인 실습 방안을 찾아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자 제품 만들기 실습을 위한 전자 키트로, 납땜을 하지 않고도 전자 제품 만들기 실
습을 할 수 있는 블록식 전자 키트가 개발되었으며, 4종의 9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도 이 실습물을
이용한 실습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블록식 전자 키트를 이용한 실습 방법이 현재까지 빈번히
실습되고 있는 납땜식 전자 키트를 이용한 실습보다 얼마나 실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연구된 내
용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실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수업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전자 제품 만들기 단원에서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이용해서 「전자 새」만들기 실습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학업 성취
도를 평가하여 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블록식 전자 키트의 수업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이용하여
선행 실습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2) 전자 새 만들기 실습 과정을 단위 작업으로 분류하고 단위 작업별 요소 작업을 추출한다.

- 43 -

한국기술교육학회지 제 4권 1호
(3) 두 방식의 실습을 실시하여 주요 공정별 작업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4) 전자 제품 만들기 실습에 관한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를 작성한다.
(5)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실습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관계 문헌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납땜식 전자 키트
만능기판에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스위치, 스피커 등의 각종 전자 부
품들과 회로도, 조립 설명도를 실습하기 쉽도록 한데 모아 둔 것을 말한다. 본문 중에서 간단히 ‘납땜
식’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2. 블록식 전자 키트
기존의 전자 회로 구성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블록의 조립만으로 전자 회로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제품으로 납땜할 필요 없이 바닥판 위에 10mm×20mm의 작은 블록을 꽂고 그 속에 전자 소자를 연
결, 고정시켜 원하는 아이템을 완성시킬 수 있는 키트를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 9학년 「기술․가
정」 교과서 중 (주)두산 등에서 출판한 4종의 교과서에 이 키트를 사용한 실습 방법이 국내 최초로
소개되었다. 저자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9학년 「기술․가정」2종 교과서에 나오는

‘전자 키트 블록’이나 ‘전자 블록 키트’를 같은 용어로 규정한다. 본문 중에서 간단히 ‘블록식’이라 명명
하기도 하였다.
3.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학교 학습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지적 능력, 태도, 가치관 등 모든 영역의 교
육 목표가 달성해야 할 교육적 성과로써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측정한 교과 성적으로 학
습 결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 제품 만들기 실습 단원에 대해 본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 정의적 영역의 평가, 기능적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를 말한다.
라.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가설(null hypothesis)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
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
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
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기능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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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가.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 위치한 남녀공학 중학교의 3학년 2개 학급 56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각 학급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남녀 합반 형태였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는 3학년 9
개 학급 중 2학년 기술․가정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비슷한 2개 학급을 배정하였다. 출석부 번호 순
서에 따라 2인 1조로 실습 조를 편성하였으며 각 실습 조는 동성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집단

학급수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습조 수

인원수
남

여

계

(2인 1조)

1

16

12

28

14

1

16

12

28

14

나. 연구의 설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 설계 모형은 <그림 1>과 같은 이질 집단 사후 검사 설계(Posttest
Nonequivalent Group Design)이다(Wiersma, 2000).

이 실험 설계는 두 가지 이상의 실험 처치 효과

를 사전 검사 없이 비교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편성된 자연 상태의 학급을 유지하면
서 실험하기 위해 이 설계 모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G₁, G₂는 각각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O
₁, O₂는 사후 검사를, X₁은 블록식 전자 키트 실습을, X₂는 납땜식 전자 키트 실습을 나타낸다.
G₁

X₁

O₁

G₂

X₂

O₂

(동질화되지 않은 집단을 표시)

그림 1. 실험 설계 모형
1.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이 연구의 첫째 목표는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전자 제품 만들기 실습을
하였을 때 학업 성취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실습 소요 시간
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가) 독립 변인
이 연구에서의 독립 변인은 납땜식 전자 키트 실습과 블록식 전자 키트 실습이다.

납땜식 전자 키

트 실습 방법은 전자 제품 만들기 실습 시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방법으로 크게 인쇄 회로 기판
(PCB)을 이용한 실습과 만능기판을 이용한 실습 방법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만능기판을 이용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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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블록식 전자 키트 실습은 납땜을 하지 않고 부품을 블록에 꽂아 회로를 구성

하는 방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실습 형태이다. 회로도에 따라 조립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 자체를 완
성품으로 본다.
나) 종속 변인
1)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의 평가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진의남(1996)과 양
선직(2003)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각 영역별 하위 요소를 재구성하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인지적 영역 : 선수학습 내용의 이해도, 수업 목표 인지도, 단원 실습 내용의 이해도, 관
련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지필 평가.
(나) 정의적 영역 :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내용을 교사의 관찰, 자기 평가, 동
료 평가에 의해 평가.
(다) 기능적 영역 : 초보적 기초 동작, 운동 지각 능력, 신체적 기능, 숙련된 운동 기능의 내용
을 완제품의 작동 여부, 부품의 배치 상태, 실습 시간, 조립 상태의 평가 요소로 나누어 교사에 의해
평가.
2) 실습 소요 시간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선행 실습을 하여 각각의 평균 소요 시간을 구한
다. 이 자료를 참고로 실습 시간을 정하고 표준 실습 방법에 따라 실습을 하여 소요 시간을 측정한다.
2. 평가 도구 및 자료
가)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기능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각 영역
의 배점을 각각 50점, 30점, 20점으로 배당하였다. 평가 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 및 난이도 조절을 위
하여 대학원 기술교육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및 석사 과정 재학 중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기술
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학업 성취도 배점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3.96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므로 이 배점 비율을 적용하여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 평가 도구도
검토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투입하였다.
인지적 영역의 평가 도구는 실습 단원 내용 및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17문항의 평가 문제를 출제하
여 작성하였으며 실습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2. 학업 성취도 평가의 영역별 배점에 대한 타당도
응답 빈도(점수)

응답별
점수 합계

타당도

표준 편차

2

32

4.00

.76

4

2

32

4.00

.76

2

3

3

31

3.88

.83

2.75

3.75

2.50

31.67

3.96

.70

영역별

응답자수

인지적

8

2

4

정의적

8

2

기능적

8

평균

8.00

매 우 적 당 적당하다
(5)
(4)

보통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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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의 평가 도구는 다음 쪽 표 3과 같으며 교사에 의한 평가지, 동료에 의한 평가지, 자기
평가지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전자 제품(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 평가지
평가척도
평가 관점

및 배점

평가 내용
상

중

하

준비

실습에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바르게 준비하였는가?

2

1

0

재료의 경제적 사용

주어진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2

1

0

실습 안전

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하였는가?

2

1

0

정리정돈

실습공구를 사용한 다음 정리 정돈을 잘 하였는가?

2

1

0

실습태도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는가?

2

1

0

.
기능적 영역의 평가 항목은 기술․가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
중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작성하였으며 부품 배치의 정확성(상:3점, 중:2점, 하:1점), 정확한 작동
(상:3점, 중:2점, 하:1점), 납땜의 적절성(블록식의 경우 ‘연결이 잘 되었는가’, 상:7점, 중:5점, 하:3점),
기준 시간 내의 완성도(상:7점, 중:5점, 하:3점)로 문항 내용을 구성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다.
나) 전자 새 제작 요소 작업과 작업 시간 측정 용지
1) 납땜식 전자 새 제작 요소 작업과 작업 시간 측정 용지
선행 실습과 문헌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 새 제작의 작업과정을 분석하여 3개의 단위 작업
으로 분류하고, 단위 작업을

9개의 요소 작업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요소 작업의 순서에 따라 전자 새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윤형기(2000)의 작업 관측 용지를
수정하여 작업시간 측정 용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2-a는 학생들이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제작
한 전자 새의 모습이다.

(a) 납땜식 전자 키트로 만든 전자 새

(b) 블록식 전자 키트로 만든 전자 새

그림 2.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로 제작한 전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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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식 전자 새 제작 요소 작업과 작업 시간 측정 용지
블록식 전자 새 작업 공정은

납땜식 전자 새 제작 공정과 마찬가지로 전체 작업 공정을 크게 부품

검사 공정, 조립 공정(부품 끼우기 및 배선), 검사 및 수정 공정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간을 측
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시간 관측 용지는 ‘납땜식 전자 새 제작 시간 관측 용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
였다. 그림 2-b는 학생들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전자 새의 모습이다.

Ⅲ. 연구의 결과 및 해석
가. 학업 성취도
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실험 집단과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
용하여 실습한 비교 집단의 학업 성취도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실험 집단의 평균이 76.43점으로 비교 대상이 되
는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비교 집단의 68.89점보다 7.54점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
이에 대해 t 검증을 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044). 따라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과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의 학업 성취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4.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학업 성취도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76.43

12.54

비교 집단

28

68.89

14.66

t

p

2.067

.044
*p< .05

나. 영역별 학업 성취도
1.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실험 집단과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비교 집단 간의 인지적 영역의 학업 성취도 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28.32

11.98

비교 집단

28

26.71

12.17

t

p

.498

.621
*p< .05

- 48 -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교과에서 납땜식 전자키트와 블록식 전자키트의 수업 효과 비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영역의 사후 평가에 있어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8.32점이고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는 26.71점으로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가 1.61점 높게 나타났다. t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 2>
는 수용되었다.
2.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과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
용한 집단 간에 실습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의적 영역 평가지를 투입하여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표 6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전자 새 만들기 실습 후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평가 결과이다.
표 6에서와 같이 정의적 영역에서 실험 집단은 평균 28.89점, 비교 집단은 25.18점의 점수를 얻어
실험 집단이 3.71점 높게 나타났으며 t 검증 결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05). 이 결과는 납
땜식 전자 키트를 이용한 실습보다 블록식 전자 키트를 이용한 실습이 실습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정
의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6.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28.89

2.01

비교 집단

28

25.18

4.67

t

p

3.869

.000
*p< .05

3. 기능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전자 새 만들기에 관한 기능적 영역의 학업 성취도 배점은 20점으로 평가 항목은 납땜식 전자 키트
와 블록식 전자 키트 실습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 완성된 제
품의 동작 여부와 실습 기준 시간 내에 완성하는 가의 항목에 높은 배점을 하여 평가하였다.

기능적

영역의 평가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기능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19.21

1.81

비교 집단

28

17.00

3.85

t

p

2.754

.009
* p< .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적 영역의 학업 성취도에서 실험 집단은 평균 19.21으로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 17.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 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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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의 <가설 4>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 간에 기능
적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기각하는 것으로, 납땜식 전자 키트보다 블록
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실습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다. 실습 소요 시간 분석

1. 선행 실습에서의 소요 시간 분석
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고 실습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
생 각 2명씩 2인 1조로 납땜식 전자 키트와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선행 실습을 실시하였다.
납땜식 전자 키트 선행 실습은 전자 새 회로도와 전자 새 만들기 작업 관측 용지에 있는 순서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각 작업 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납땜식 전자 키트에 의한 선행 실습 결과를 표 8에
나타냈다. 선행 실습 결과 납땜식 전자 키트로 제작할 때 소요 시간이 평균 77분 56초로 나왔는데, 이
것은 학생들에게 실습 방법 설명이나 주의 사항 전달 등을 제외한 순수 정미 시간만을 계산했을 때
1.8 수업 시수 분량이 된다. 따라서, 여유 시간을 고려한 실습 수업 시수는 20%를 여유율(서장범 외,
2000)로 계산하면 약 2시수, 25% 여유율로 계산하면 97.5분으로 2.16시수가 된다. 납땜식 실습에서 학
생들은 회로도를 보면서 부품을 꽂을 위치를 찾는데, 그리고 배선을 할 때 선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실습이 끝나감에 따라 비교적 능숙하게 작업을 하였다.

표 8. 납땜식 전자 키트에 의한 전자 새 만들기 선행 실습 소요 시간
구분
순

학생별 소요 시간

작업명

남

여

평균

1

부품 검사

5분 8초

5분 14초

5분 11초

2

부품 끼우기 및 납땜

70분12초

68분 34초

69분 23초

3

검사 및 수정

2분 20초

4분 22초

3분 22초

77분 40초

78분 10초

77분 56초

총 소요 시간

다음은 블록식 전자 키트에 의한 전자 새 제작 실습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두산)의 내용에 따라
주어진 순서대로 실시하였으며 납땜식과 같이 크게 3가지 공정으로 나누어 시간을 측정하였다.
식 전자 키트에 의한 선행 실습에서 작업 시간 측정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블록식 전자 키트에 의한 전자 새 만들기 선행 실습 소요 시간
구분
순

학생별 소요 시간
남
여

작업명

평균

1

부품 검사

5분 20초

4분 2초

4분 41초

2

조립

24분 30초

22분 48초

23분 39초

3

검사 및 수정

30초

4초

17초

30분 20초

26분 54초

28분37초

총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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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식 전자 키트의 선행 실습에서 평균 28분 37초가 소요되어 납땜식에 의한 방법보다(77분 56초)
훨씬 적게 걸렸으며 학생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실습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산출된 소요 시간은
정미 시간이므로 실제 수업 시 필요한 표준 시간을 여유율 20%를 적용하여 구하면 약 0.76시수(34.3
분)에 해당된다.
2. 본 실습에서의 소요 시간 분석
전자 새 만들기 실습은 크게 부품 검사, 조립, 동작 확인 및 수정의 3개 작업 공정으로 나누어 공정
표에 따라 실시하였다. 그런데, 동작 확인 및 수정 공정에서는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하는
경우 제품 제작 공정 중 조립 공정에서 수정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블록식 전자 키트로 실습하는 경우
에는 조립과정에서 부품만 제대로 끼우고 배선만 회로도대로 되어 있으면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는데
불과 1, 2초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시간 측정의 의미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자 새 만들기 실습 소요
시간 측정은 두 가지 실습 방식 모두 크게 두 가지 공정, 즉, ‘부품 검사’와

‘조립 및 동작 확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 부품 검사의 소요 시간 비교
전자 새 제작을 위한 부품 검사 시간 측정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에서와 같이 부품
검사에서 평균 소요 시간은 실험 집단이 2분 31초, 비교 집단이 2분 22초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8초가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t 검증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0. 부품 검사의 소요 시간

단위: 초

실습조 수

평균소요 시간

표준 편차

실험 집단

14

151 (2분 31초)

71.79

비교 집단

14

142 (2분 22초)

80.77

나) 조립 및 동작 확인의 소요 시간 비교
전자 새 만들기 실습에서 각각의 작업 방법에 따라 조립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표 11와 같이 나타
났다. 표 11에서와 같이 블록식을 사용한 집단이 979초(16분 19초), 납땜식을 사용한 집단은 4514초(75
분 14초) 소요되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이 평균 3535초(58분 55초)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립 및 동작 확인의 소요 시간

단위: 초

실습조 수

평균 소요 시간

표준 편차

실험 집단

14

979 (16분 19초)

333

비교 집단

14

4514 (75분 14초)

1038

다) 전자 새 키트 제작을 위한 총 소요 시간
전자 새 만들기 실습 시수는 선행 실습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시간을 적용하여 납땜식 전자 키트는
2시수(90분), 블록식 전자 키트는 0.76(34분)시수로 실습 기준 시간을 정하였다. 즉 실습 시간은 납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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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경우 연속 3시간으로 실습시간을 편성하여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블록식은 시간이 적게 걸리므로
1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습하였다.
표 12. 전자 새 키트 제작을 위한 총 소요 시간

단위: 초

실습조 수

평균 소요 시간

표준 편차

실험 집단

14

1131 (18분 51초)

351.45

비교 집단

14

4656 (77분36초)

1047.33

표 12는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실험 집단과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비교 집단의 전자 새
제작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새 제작에 소요된 시간은 실험 집단
은 평균 18분 51초로 납땜식으로 실습한 비교 집단의 77분 36초보다 훨씬 적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 단원을 수업할 때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면, 수업 시간도 매우 적게 걸릴 뿐
만 아니라 납땜이 필요없기 때문에 기술실에 가지 않고도 교실에서 간단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이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보다 학업 성취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는 실습이 납땜식 전
자 키트를 사용하는 실습보다 학업 성취면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인지적 영역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이 납땜식 전
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높은 학업 성취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인지적 영역에서는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이나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
용한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학습 효과가 없었다.
셋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정의적 영역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이 납땜식 전
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정의적 영역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다.
넷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기능적 영역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실습한 집단이 납땜식 전
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이 납땜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제품을 완성할 확률이
높으며 기능적 영역에서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
다섯 째, 전자 새를 제작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블록식이 평균 약 19분, 납땜식은 약 77분이었다. 즉,
제품 완성 시간에서도 블록식이 학습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이 단원을 수업할 때 블록식 전
자 키트를 사용하면, 수업 시간도 매우 적게 걸리고 납땜이 필요없으므로 기술실이 아닌 교실에서 간
단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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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블록식 전자 키트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
교에서도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하여 교실에서 실습을 해 보도록 교재를 재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납땜식 전자 키트 만들기 실습을 할 경우에 만능기판 대신에 인쇄회로 기판(PCB)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블록식 전자 키트를 사용한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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