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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문제중심학습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수법이다. 이러한 교수법 적용에 따른 학습 효과를 수업 현장에서 간편하

고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기존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 연구에 활용된 

문항을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구 개발을 위한 22개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을 이용하여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후 Rasch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24명의 학생 중 11명이 부적합, 22개 예비 문항 중 1개 문항이 부적합 판정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본 도구 구성을 위한 최적 척도는 4점 척도로 확인되었으며, 대상자와 문항에 대한 분리 신뢰도

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측정도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효과 

측정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문제중심학습, 학습효과, 측정도구, 개발, Rasch 분석

Abstract Problem-Based Learn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teaching method in the field of 

education as the demand for talented people with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ies has increased 

in recent socie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tool that can simply and regularly measure the 

learning effects of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classroom. Twenty-two preliminary 

items for the development were constructed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about items collected in 

existing research of Problem-Based Learning effects measurement. Using this preliminary items, 

data were collected from 124 students who took the subject-based study.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through Rash analysis. 11 of 124 students and 1 of 22 items were found 

to nonconforming and excluded. In addition, the optimal scale for the configuration of this tool 

was found to be a four-point scale, and the reliability of separation on the subject and the item 

was found to be excellent. We hope that the assessment tools of Problem-Based Learning 

effectivenes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actively used to measure learning effectiveness and 

manage the qu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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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에는 대량으로 정보가 생산되는 정보화 시대

로 단순히 전달되는 정보를 기억하고 습득하는 능력 보

다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 요구 

된다[1]. 이는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기반으로 한 탐

구학습, 극화학습, 프로젝트 및 주제 수업 등을 통해 계

발할 수 있다[2]. 이에 최근 고등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정보탐색과 토론과정을 통해 사고

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사고 기

능을 개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이 강조되

고 있다[3].

다양한 프로젝트 및 주제 중심 교수법 중 문제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은 1960년대 중반 캐

나다의 McMaster 의과대학에서 개발되어 의학뿐만 아

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영

역에서 적용 및 발전해왔다[4,5]. 문제중심학습은 학습

의 주체가 학습자로 전통적인 강의방식과 비교하면 혁

명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교육방식이다. 이 교수학

습방법은 교육현장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복잡한 현실 문제에 근거

한 프로젝트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 참여 형 수업을 활

성화하고 스스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탐색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

는 것이다[6].

이러한 교수법을 통해 교수자는 비 구조화된 문제에 

학습을 위한 핵심내용과 맥락을 구성함과 동시에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게 되며,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를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루

며 소집단 활동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고안함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창의적 문제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문

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제

시하고 있어, 문제중심학습이 교육현장에 적용될 가치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7].

기존 교육의 기본 틀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추구된 

만큼 이 교육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적용 가치, 학

습 효과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8]. 이에 다수

의 문제중심학습 연구에서 새로운 방식이 기존 수업 방

식과 비교하여 매력적이며,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다[9]. 그러한 과정에서 창의

적 문제해결력, 학습 동기 및 태도, 자기주도 학습, 자

기 효능감, 의사소통, 메타인지 등의 학업수행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10,11]. 또한 학습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발표력, 수용력, 협동력, 리

더십 등 협동학습 능력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확인되었

다[12,13].

문제중심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 보고되면

서, 연구대상, 교과, 지역 등의 변수 조절에 따른 학습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8,14].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문제중심학습의 효과는 

일정 부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

보면 문제중심학습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자

기주도 학습능력, 학습태도, 자아 인식, 학습과정, 책임

감,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개별 변수의 효과

를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해왔다[15-18].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 질문지(Study 

process questionnaire), 자기주도 학습 준비 척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에세이 질

문지(Essay questions)등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활용

하여 자기주도 학습, 학습동기, 학습 전략,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기술, 협동력, 사고력, 학습과정, 학습내용 등

의 변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19-21].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는 문제중심학

습에 따른 효과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목적성 평

가가 개발된다면 수업 현장에서 학습효과를 간편하게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

근 대학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제중심학습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

으며, 정기적인 학습 효과를 관리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에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 도구 개발은 대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문제를 검증하여 문

제중심학습 측정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1) 기존의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문항

을 통합한 학습효과 측정 기초 문항을 구성한다.

2)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 문항의 내용 타당

도를 검증하고 학습효과 측정 문항을 선별한다.

3)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최적의 표본, 문항,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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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및 과정

기존 문제중심학습의 효과를 측정한 문항을 수집하

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문제중심

학습 효과 측정도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제중

심학습 수강학생 자료수집과 Rasch 분석을 통해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종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연구과정 전반은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Process of Study

2.1.1 기초 문항 구성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Google 학술 검색”, “PubMed”, “한국학술지인용색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온라인 검색을 통해 문제

중심학습 효과 측정을 실시한 연구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연구들 중 문제중심학습 측정을 위한 문항을 제시하

는 연구에서 총 114개 문항을 수집하였다. 이 문항들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주 1회 연구자 정기 

회의를 통해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초문항을 구성

하였다. 기초 문항 구성을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전체 

문항 중 영문으로 표현된 문항은 10년 이상 영어권 국

가에 거주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 

의해서 국문으로 번안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전체 문

항 중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항을 선별하고 해

당 문항 중 2회 이상 중복해서 연구에 활용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능력 단위 별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사전 연구고찰을 통해 기존에 적

용된 능력 단위를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Lee[15]는 

학습 과정, 자아 인식, 정보 과정, 학습 평가, 의사소통,

책임감, Kim 등[16]은 자가 학습 태도, 학습 과정, 학습 

성과, 학습 방법, 협동, 참여, 리더십, Lee 등 [17]은

Table 1. Key Abilities for the Composition of Basis Items 

Abilities of

the study

Abilities of

existing study

Ability of learning performance Ability of cooperative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Information process Problem solving Think Accept opinion Communication

Learning process ○ ○

Self-awareness ○

Attitude of self-learning ○

Attitude ○ ○ ○

Think power ○ ○ ○

Self-directed learning ○

Motivation ○

Information process ○

Study contents ○

Strategy of learning ○ ○ ○ ○ ○

Deep Content learning. ○ ○

Clarifying problem ○

Seeking a solution ○

Decision making ○

Learning assessment ○ ○

Academic achievement ○ ○

Problem solving ○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skill ○ ○

Responsibility ○

Cooperation ○

Participation ○

Leadership ○

Learning method ○ ○

Teamwo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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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명료화, 해결책 탐색, 의사 결정, Lee 등[18]은 태

도, 사고력, 연구 내용, Choy 등[19]은 자기주도 학습, 

학습 과정, 팀워크, 의사소통 기술, Zeegers[20]는 동

기, 학습 전략, Belland 등[21]은 자기주도 학습, 심화 

내용 학습, 문제 해결력의 능력 단위를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능력 단위를 통합하여 본 연구의 평가도구를 구

성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모듈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절차에 따라 팀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다[19,21]. 따라서 문제해결 절차를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학업 수행 능력과 팀 기반 학습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협동 학습 능력으로 기존 능력 단위를 재구성하였

다. 최종 자기주도 학습, 정보 처리, 문제해결, 사고, 의

견 수용, 의사소통의 6개 능력 단위가 구성되었으며, 요

약은 Table 1과 같다.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수정 및 

통합된 총 37개 기초 문항은 학업 수행 능력과 협동 학

습 능력으로 구분되는 6개 능력 단위를 구성하였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Delphi panel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 78.6

Female 3 21.4

Age

30's 2 14.3

40's 4 28.6

50's 5 35.7

60's 3 21.4

Level of 

education
Doctor 14 100

Job Professor 14 100

Specialty

Education 8 57.1

Health science 2 14.3

Ecology 2 14.3

Tourism 

management
2 14.3

Period of 

education

5~9 years 4 28.6

10~19 years 4 28.6

20~29 years 4 28.6

≧30 years 2 14.3

Experiences of PBL 

lecture

Yes 14 100

No 0 0

2.1.2 내용 타당도 검증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37개 기초 문항을 이용하

여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패널은 총 14명으로 문

제중심학습 방법의 교수법 강의 경험이 있으며, 대학에

서 5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교수로 선정되었으며, 

선정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델파이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융합

하여 구성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델파이 조사 문항의 

내용 및 수행능력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제시하

였고, 폐쇄형 질문은 각 문항의 적합성을 “매우 적합하

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 매우 적

합함”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1차에서 3차까지 응답률은 100%였다.

2.1.3 학습자 데이터 수집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렴된 문항에 대한 학습자 데

이터 수집을 위해 2018년 K대학교에서 문제중심학습 

교수법이 적용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124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연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평가문항에 성

실하게 응답하였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수렴

을 위해 PASW Statistic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중앙값을 산출하였다. 그리

고 Microsoft Excel 2010를 통해 내용 타당도비율

(CVR)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Lawshe의 이론에 따라 

최소기준 .33을 기준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또한 4분위수를 기준으로 3분위 수에서 1분위 수를 뺀 

값을 2로 나눈 수렴도(convergence) 분석을 통해 

1~3차의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일치되는지 검토하였으며, 1에서 3분위 수와 1분위 수

의 차이를 뺀 값을 중앙값으로 나눈 합의도가 0.7 이상

이면 전문가 패널 사이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

로 판단하였다[22]. Winstep version 3.80.1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Rasch 모형에 따른 대상자 적합도, 문항 

적합도, 문항 난이도, 대상자의 위험 수준 변환식 추정, 

모형 적합도, 분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 점수

로 계산된 문항 난이도와 대상자 능력 수준은 문항-대

상자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의 최소

와 최대 로짓 값으로 대상자의 위험 수준 변환식을 추

정하였다[23]. 부적합 대상자를 선별 후 적합한 대상자

의 응답만을 분석하여 부적합 문항을 판정하였으며, 적

합도의 기준은 모두 내적합 지수의 평균 자승 잔차 값

과 Z 값을 사용하였다[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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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ch 모형의 적합도는 평정척도 모형에서 외적합 

지수의 평균 자승 잔차, 평균측정치의 높은 값부터 내

림차순 배열, 확률곡선(probability curve)의 고른 시

각적 분포를 기준으로 1차 판정하였다. 이후 단계적 교

정치 간격과 관찰 빈도수에 따라 척도를 교정하여 최적

의 척도를 선정하고 각 척도를 재정의 하였다[27]. 분리 

신뢰도는 분리 신뢰도 계수와 분리지수를 기준으로 ‘수

용 가능한 수준’, ‘양호한 수준’, ‘우수한 수준’으로 구분

하여 판정하였다[24,26,28].

3. 연구 결과

3.1 예비 평가 문항 선정을 위한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델파이 조사에서 5점 리커트 척도 점수의 내용 타당

도비율 0.33이하인 1, 3, 4, 6, 7, 13, 14, 16, 17, 23, 

31, 37번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의 전문

가 의견을 수렴하여 5번 문항은 협동학습으로 영역을 

변경하고 19번과 20번, 26번과 29번, 35번과 36번은 

각각 통합하였다. 또한 32번 문항은 내용을 일부 수정

하였다. 삭제, 조정, 그리고 통합된 모든 문항은 1~3차

의 델파이 조사 동안 수렴도가 향상되었으며,  0.7 이상

의 합의도가 확인되었다. 최종 학업수행 능력 11개, 협

동학습 능력 11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선정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ontent validity of items by Delphi survey

Items CVR Reflection Items CVR Reflection

1 0.143 delete 20 0.429 integrate to 19
2 0.714 21 0.714 
3 0.143 delete 22 0.429 
4 0.143 delete 23 0.143 delete
5 0.714 move of area 24 0.714 
6 -0.429 delete 25 0.714 
7 0.143 delete 26 0.429 modify
8 0.429 27 0.714 
9 1.000 28 0.429 
10 0.429 29 0.429 integrate to 26
11 0.714 30 0.429 
12 0.429 31 0.143 delete
13 0.143 delete 32 0.714 modify
14 0.143 delete 33 1.000 
15 0.714 34 1.000 
16 0.143 delete 35 0.714 modify
17 -0.429 delete 36 1.000 integrate to 35
18 1.000 37 0.143 delete
19 1.000 modify

3.2 부적합 대상자 판정

적합도 분석결과 전체 123명 중 11명(8.9%)이 부적

합 대상자로 판정되어, 지속되는 분석은 부적합 대상을 

제외한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외된 대상자

들은 모두 내적합 지수의 평균 자승 잔차 값과 Z 값이 

동시에 2.0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Goodness-of-fit analysis about persons

Pers

on
Logit SE

Infit Outfit

MnSq Z MnSq Z

20 -0.83 0.37 3.98 5.5 4.01 5.4
120 1.03 0.38 3.13 4.9 3.11 4.9
4 1.46 0.38 2.64 4.1 2.65 4.1
79 2.5 0.39 2.42 3.4 2.4 3.3
18 -4.64 0.41 2.33 3.4 1.98 2.5

85 3.75 0.4 2.31 3.5 2.31 3.5
14 1.9 0.38 2.22 3.2 2.21 3.2
26 0.16 0.38 2.19 2.9 2.21 2.9
43 4.23 0.4 2.16 3.5 2.17 3.6
30 2.05 0.39 2.16 3 2.16 3
81 4.23 0.4 2.02 3.2 2.01 3.2

MnSq of infit outside range >+2.0 or <-2.0, and Z-value 

outside range >+2.0 or <-2.0.

Mnsp: Mean square residual, SE: Standard Error

3.3 부적합 문항 판정

부적합 대상자 11명을 제외한 112명을 대상으로 문항

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내적합 지

수의 평균 자승 잔차가 1.4보다 크면서 Z 값이 2.0보다 

크게 분석된 12번 문항이 부적합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3.4 문항 난이도

부적합 문항으로 판정된 1개 문항을 제외한 21개 문

항으로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능력과 문

항 난이도 로짓 값은 Fig. 2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0번 1.42 로짓,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15번 –1.62 로짓으로 분석되었다.

Fig. 2. Item-person maps in order of difficulty and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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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oodness-of-fit analysis about items 

Item Logit SE
Infit Outfit

MnSq Z MnSq Z

1 0.86 0.18 0.96 -0.3 0.94 -0.4

2 -0.65 0.19 1.06 0.5 1.11 0.8

3 -0.25 0.19 0.94 -0.4 0.98 -0.1

4 0.11 0.19 1.03 0.3 1.02 0.2

5 -0.57 0.19 0.94 -0.4 0.93 -0.5

6 0.18 0.19 1.00 0.1 1.01 0.1

7 0.52 0.19 1.26 1.9 1.22 1.6

8 1.07 0.18 0.83 -1.4 0.81 -1.5

9 0.56 0.19 0.70 -2.5 0.69 -2.5

10 1.40 0.18 0.66 -2.9 0.65 -3.0

11 1.23 0.18 0.84 -1.3 0.82 -1.4

12* -0.32 0.19 1.42 2.7 1.40 2.6

13 0.38 0.19 0.94 -0.4 0.93 -0.5

14 0.86 0.18 0.88 -0.9 0.88 -0.9

15 -0.86 0.19 0.86 -1.0 0.83 -1.2

16 -1.57 0.19 0.97 -0.2 1.01 0.1

17 -0.72 0.19 1.09 0.7 1.08 0.6

18 0.31 0.19 1.13 0.9 1.13 1.0

19 -0.21 0.19 0.98 -0.1 0.96 -0.2

20 -0.65 0.19 1.08 0.6 1.08 0.6

21 -0.9 0.19 1.22 1.5 1.24 1.6

22 -0.79 0.19 1.09 0.7 1.10 0.7

*Misfit, Mnsp: Mean square residual, SE: Standard Error

MnSq of infit outside range >+1.4 or <+0.6, and Z-value 

outside range >+2.0 or <-2.0.

Table 6. Logit values of item difficulty

Item Logit SE Total score Total count

10 1.42 0.19 370 112

11 1.25 0.19 375 112

8 1.08 0.19 380 112

1 0.87 0.19 386 112

13 0.87 0.19 386 112

9 0.55 0.19 395 112

7 0.52 0.19 396 112

12 0.38 0.19 400 112

17 0.31 0.19 402 112

6 0.16 0.19 406 112

4 0.09 0.19 408 112

18 -0.23 0.19 417 112

3 -0.27 0.19 418 112

5 -0.6 0.19 427 112

2 -0.68 0.19 429 112

19 -0.68 0.19 429 112

16 -0.75 0.19 431 112

21 -0.83 0.19 433 112

14 -0.9 0.19 435 112

20 -0.94 0.19 436 112

15 -1.62 0.2 454 112

SE: Standard Error

3.5 문제중심학습 효과 변환식

연구에 참여한 112명의 문제중심학습 효과는 최대 

10.27 로짓에서 최소 -2.67 로짓으로 분석되어, 문제

중심학습 효과의 로짓 점수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학습효과   

  
×   (1)

3.6 5점 척도의 모형 적합성

1,2,3,4,5의 5점 척도에 대한 평정척도 분석에서 평

균 측정치는 수직적 순서배열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척도의 외적합 지수 평균 자승 잔차는 2.0보다 작으며, 

단계적 교정치 간격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5.0 보다 

작거나 같았다. 하지만 1점의 관찰 빈도가 6으로 작은 

수치를 보였으며, 내용은 Table 7과 같다. Fig. 3의 확

률곡선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지만 2점의 간격이 상

대적으로 협소하였다.

Table 7. Rating scale analysis for 5 point category

Categ

ory 

Label

Observ

ed 

Count

Observed

Average

Infit Outfit Step 

Calibra

tion
MnSq MnSq

1 6 -2.74 1.08 1.12 none

2 138 -1.54 1.02 1.02 -5.45

3 816 .88 .96 .96 -2.16

4 1077 3.34 .99 1.00 1.88

5 315 5.54 1.01 1.01 5.73

Mnsp: Mean square residual

Fig. 3. Probability curve for 5 point category

3.7 4점 척도의 모형 적합성

5점 척도의 관찰빈도를 고려하여 1점과 2점을 통합

한 1,2,3,4의 4점 척도에 대한 평정척도 분석에서 평균 

측정치는 수직적 순서배열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척도

의 외적합 지수 평균 자승 잔차는 2.0보다 작으며, 단계

적 교정치 간격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5.0 보다 작거

나 같았으며, 내용은 Table 8과 같다. Fig. 4의 확률곡

선 또한 4개의 척도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효과 측정 도구 개발: Rasch 분석을 중심으로 121

Table 8. Rating scale analysis for 4 point category

Categ

ory 

Label

Observ

ed 

Count

Observed

Average

Infit Outfit Step 

Calibra

tionMnSq MnSq

1 144 -3.45 1.02 1.02 none

2 816 -.94 .96 .97 -5.45

3 1077 1.52 .99 1.00 -2.16

4 315 3.73 1.01 1.01 1.88

Mnsp: Mean square residual

Fig. 4. Probability curve for 4 point category

Table 10. The final items of the assessment

Performance ability Items

Ability of 

learning 

performance

Self-directed 

learning

The ability to properly allocate learning time and effort has been enhanced.

The ability to plan and learn actively has been enhanced.

Information 

process

The ability to use various resources to collect information has been enhanced.

The ability to find and present appropriate information has improved.

The ability to provide new information to team members has been enhanced.

The ability to find and learn the necessary information has improved.

Problem 

solving

The ability to judge and analyze to cope with problem situations has improved.

The ability to integrate my empirical knowledge and skills has improved.

The ability to link the concept of other courses with the knowledge has been enhanced.

Think
The ability of logical thinking have improved.

The ability to think critically has improved.

Ability of 

cooperative 

learning 

Accept opinion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 people's views has improved.

The ability to listen and respond to other people has improved.

The ability to respect others that express their values and opinions has improved.

The ability to accept my colleagues' criticisms constructively has improved.

The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ience among team members has improved.

Communication

The ability to actively engage in discussions has improved.

The ability to explain my opinions simply, clearly and logically has improved.

Responsibility was improved through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eam members.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tasks through the cooperation has improved.

The ability to communicate my thoughts and accept different opinions has improved.

3.8 분리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분리 신뢰도 계수는 0.96, 분

리지수는 4.91로 분석되었고, 문항의 분리 신뢰도 계수

는 0.95, 분리지수는 4.18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상

자와 문항의 분리 신뢰도는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

되었으며, 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Separation reliability of person and ite

SE of 

Mean

Separation 

Index

Separation 

Reliability

Person .23 4.91 .96

Item .18 4.18 .95

SE: Standard Error

3.9 최종 구성 문항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도구

는 학업수행 능력 11개 문항과 협동학습 능력 10개 문

항은 Table 10과 같다. 학업수행 능력은 자기주도 학

습능력 2문항, 정보과정 4문항, 문제해결력 3문항, 사

고력 2문항이 구성되었으며, 협동학습 능력에는 의견수

용력 5문항과 의사소통능력 5문항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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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제언

기존의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 문항을 수집하여 능

력 단위를 중심으로 37개 기초문항을 수렴하였으며, 대

학에서 문제중심학습 적용 교과목을 운영하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타당도

가 검증된 예비 평가문항 22개를 선정하였다. 이 문항

으로 K대학교에서 문제중심학습 수업을 듣는 123명 

학생의 반응을 수집하여 Rasch 분석을 통해 서열척도

를 등간척도로 변환하여 로짓 점수로 산출된 문항 난이

도와 대상자 능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제중심학습 

측정 도구는 4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척도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

어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을 통합하여 각 문항들이 고

유의 반응을 추정하는 국소독립성을 확립하였다

[29,30]. 각 문항의 내용 타당성 확보를 위해 내용 타당

도비율을 분석하여 부적합 문항을 삭제하였다[22]. 이

는 문제중심학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평가에 포함될 문항들

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예비문항을 포함한 설문에 응답한 

123명의 학생들 가운데 11명이 부적합한 대상자로 확

인되었다. Rasch 분석에서 내적합 지수는 대상자의 능

력 수준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에서 예기치 못한 반응

에 민감하게 변화되는 지수이다[26,31,32]. 부적합 대

상자는 내적합 지수의 평균 자승 잔차 값이 –2.0~2.0

을 벗어나는 경우 판정한다[24-26]. 즉, 본 연구에서 

부적합 판정된 대상자 11명은 본인의 능력 수준과 유

사한 난이도 문항에서 다수의 응답과 다른 부적절하게 

편향된 반응을 보여 문항 적합도 및 모형 적합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부적합 대상자는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기존에 Rasch 분석을 통해 개발된 

평가들의 부적합 대상자 판정비율은 7.18%, 19.6%, 

22.11%, 26%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33-35].

부적합 대상자를 제외한 1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문항 적합성 판정에서 사전 22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적합성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내적합 지수를 근거로 판정한다[24-26]. 

Rasch 분석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능력과 문항의 난

이도가 같을 때 정답 할 확률이 50%라고 가정하고, 두 

로지스틱 값 사이의 간격과 대상자의 반응을 비교한다

[36]. 이러한 이론적 전제하에 문항 적합성 판정은 문항

의 난이도와 유사한 능력의 대상자가 다수의 응답인 정

답에 응답할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내적합 지수의 평

균 자승 잔차 값은 문항 난이도와 유사한 능력의 대상

자 반응을 민감하게 분석한다[26,31,32]. 이 값의 기준

을 벗어나 부적합으로 판정된 1개 문항은 그 난이도와 

유사한 능력의 대상자가 다수의 응답인 정답과 다르게 

반응하여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부

적합 문항 판정비율은 4.5%이며, Rasch 분석을 통해 

개발된 평가들의 부적합 문항 판정 비율은 6.2%, 

10.9%, 13%, 21.4%, 25%, 30.4% 등으로 다양하게 보

고되고 있다[33-35,37,38]. 

최종 평가를 구성하는 21개 문항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10번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가 가장 난

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

은 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해당 문항에서 묻는 능력이 

좋아지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문제중심학습 이후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난이도가 가

장 낮은 문항은 15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

견을 수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로 다수의 학생들이 

쉽게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문제중심학습을 통

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

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Rasch 분석에서 문항 난이도와 대상자 능력 로짓 값 

지도는 두 값의 분포를 직접 비교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해석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 문항-대상자 지도(item-person 

map)는 평균 로짓 값인 0에 대상자와 문항이 다수 분

포하고, 로짓 값이 증가 또는 감소할수록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가 이상적 배열이다[39].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문항-대상자 지도는 이상적 배열에 맞게 대상자 

능력과 문항 난이도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에 포

함된 문항들이 문제중심학습 이후 학생들의 능력 향상

을 측정하기 위해 난이도별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성 분석결과 본 연구의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5점 척도의 경우 모형적합도의 기준

치 중 관찰빈도의 불균형이 있었으며, 확률곡선이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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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포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점수 척도의 관찰 빈도를 균등하게 배열하는 과정은 각 

점수의 확률곡선을 완만하게 교정할 수 있다[27]. 이에 

각 척도의 관찰 빈도가 균등해 질 수 있는 1점, 2점을 

통합한 1,1,2,3,4로 변환 분석한 결과 모든 통계치가 기

준을 충족하였으며, 확률곡선 또한 균등한 분포를 보였

다. 단계적 교정치 간격과 관찰 빈도에 따라 수정된 확

률곡선은 모두 적용에 문제는 없으나 최초에 사용한 척

도의 의미론적 통합을 고려하였을 때 1점과 2점을 통

합하여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

렇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측정 연구들의 

측정 변수를 살펴보면 학습과정, 학습평가, 학습성과, 

자아인식, 자기주도 학습 태도, 학습동기, 정보처리, 문

제해결력, 사고력, 의사소통, 책임감, 참여, 협동, 리더

십, 팀워크 등의 협동학습 능력 변수를 분석해왔다

[15-21].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

정도구는 학업 수행 능력과 협동 학습 능력으로 구분하

고, 능력단위와 세부문항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 학업 

수행 능력은 자아 인식, 자기주도 학습 태도, 자기주도 

학습, 학습동기 변수의 문항들과 학습 과정, 태도, 사고

력의 일부 문항을 통합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단위를 

구성하였고, 정보 과정, 학습 내용, 문제 명료화의 문항

들과 학습과정, 학습 전략, 심화 내용 학습의 일부 문항

을 통합하여 정보 과정으로 능력단위를 구성하였다. 또

한 해결책 탐색, 문제해결력의 문항들과 사고력, 학습 

전략, 학습 성과의 일부 문항을 통합하여 문제해결, 의

사결정의 문항들과 사고력, 학습 전략, 심화 내용 학습, 

학습 평가, 학습 성과의 일부 문항을 통합하여 사고력

으로 능력단위를 구성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에 

대한 이견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습모듈의 문제를 

중심으로 팀 구성, 문제 탐색, 정보 탐색, 문제 설정, 추

가 정보 탐색, 가설 검증,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및 보완, 

학습 성과 평가, 요약 및 검토의 과정은 포함된다

[19,21]. 본 연구의 학업 수행 능력의 능력 단위들은 이

러한 문제중심학습의 절차를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문제중심학습 전반에서 팀 기반 학습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협동 학습 능력을 의견 수용과 의사소

통 능력 단위로 구성하였다. 협동력의 문항들과 태도, 

학습 전략, 학습 평가, 의사소통 기술, 학습 방법, 팀워

크의 일부 문항들을 통합하여 의견 수용 능력단위를 구

성하였으며, 의사소통, 책임감, 참여, 리더십의 항목들

과 태도, 학습 전략, 의사소통 기술, 학습 방법, 팀워크

의 일부 문항들을 통합하여 의사소통 능력단위를 구성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문제중심학습의 학습효과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향후 대학 교육 현장에서 문제중심학습 

교육에 따른 학습 효과 검증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

다. 하지만 이 측정도구의 문제중심학습에 따른 학업수

행 능력과 협동학습 능력의 구성과 용어 선택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이견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 효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

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의 과정과 성과

를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 교육 현장의 문제중심학습을 중심으로 학습효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의 학

습 과정 전반에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문제중심학습의 효과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

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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