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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의 PBL수업 후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PBL 수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환경공학과 ‘환경기기분석’을 수강했던 3학년 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PBL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자기효능감 검사를 통해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학생들을 각각 선정
하였고, 이들에게 문제해결 능력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12주간의 PBL활동이 마무리 된 후 같은 학생들에게 사후 문제
해결검사를 배포하고 완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교정된 문제해결 능력 성취 수준이 자기효능감 상집단과 하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유의 확률 .002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F=.11303, p<.01). 즉, 자기효능감 상집단의 평균(3.817)이 자기효능감 하집단의 평균(3.496)보다 높
아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BL 수업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문제중심학습,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problem-solving ability according to student's level 
of self-efficacy. Participants were 72 junior students who took the course ‘Environmental Instrumental Analysis’.
Before the PBL activities, students were given the self-efficacy tests to all students. Among them, 44 
students(30% of each high and low ranking) were selected and encouraged to complete pre-problem solving 
tests. The PBL was conducted for 12 weeks using blended learning strategies. After the PBL, 44students 
completed post-problem solving test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f problem-solving ability 
according to student's level of self-efficacy. From the result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romoting students' 
self-efficacy should be employed for enhancing problem-solving ability in PBL activities.
Keywords: PBL, problem-solving ability,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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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공학도들

에게 전공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적용을 넘어선 복

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지식과 기

술의 빠른 변화와 발전으로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

운 지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공학도들에게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제 상황에 맞

게 지식을 재구성하여 복잡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은 더욱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실제로, 공학교

육인증 평가는 성과 중심 교육 및 수요자 중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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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면서 설계교과목을 위한 필수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공학 설계는 “개방형 문제의 해결안

을 찾기 위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며 종합적

인 인지능력을 사용하는 교육적 경험”(ABET, 2008)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현실 제한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

학 설계 능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공학 인증 제도

를 실천하고 있는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방

법의 도입과 운영은 매우 필요한 일이 되었다. 

PBL은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학 능

력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력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 

될 수 있다. PBL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접근으로 복

잡하고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학생들은 문제를 규명하고, 자료와 정보를 

스스로 탐색, 수집, 분석하면서 주체적으로 학습과정

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팀원들과의 협력학습을 통

해 적합한 해결안을 찾기 위한 일련의 복잡한 학습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우 도전적

이고 어려운 학습 환경에서 모든 학습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많은 경우에 새로운 교육 접근을 효과적으로 도입

하려면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자의 특성(학습동기, 학습태도, 사전지식, 학습유

형, 학습성향)에 기초하여 가능한 모든 학습자들이 성

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여 수업에 투입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ick, 1995). 학습자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인은 자기효

능감이다(Bandura, 1977; 1986; Dunlap, 2005). 자

기효능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도전적인 학습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주요한 학습동기이기 때문이다. 

PBL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공학교육을 기반으로 연구된 PBL사례와 논문은 아

직 많지 않다. 더구나 지금까지 발표된 공학교육 영

역의 PBL 관련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효

과를 여러 방면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Dunlap,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PBL 수업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

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의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PBL 수업 후 문제해

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문제해결 능력

의 효과를 통제한 후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성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학생들이 실제로 PBL수업 

전 가지고 있었던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순수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PBL 수

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PBL 수업을 위한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공학교육에서 문제중심 학습과 문제해결 능

력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이하 PBL로 표기함)이론은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반

을 둔 학습자 중심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 부각되

면서 의학, 경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

구, 실천되고 있다(Jonassen, 2000; 2004; 조연순외, 

2005; Black, Trudy, & Kline, 2000; Distlehorst 

& Robbs, 1998; Dochy, Segers, Bossche, & 

Gijbels, 2003; Hmelo, 1995; Noman & Schmidt, 

1992; Nowak, 2001; Schmidt, 1993; Simons & 

Klein, 2007). 최근에는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과 직업현장에서 효과적인 실무 대처 능력에 대

한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공학 및 법학분야의 새로

운 교수-학습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PBL은 복잡

하고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

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자 중심의 교육방법이다. 공학설계 수업의 방법적 틀

로서 PBL은 공학인증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습 

성과(공학실무 능력, 문제해결 능력, 팀웤 능력, 의사

소통과 발표 능력, 평생학습 능력 등)를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그 실천적 가능성과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실제로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PBL은 전통적인 수업

에서는 고무하기 어려운 문제해결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고차적인 인지능력

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 (최정

임, 2007; Stepien & Gallagher, 1993; Torp & 

Sage, 2002; Hmelo-Silver, 2004; Savin-Baden 

& Major, 2004). 

PBL은 PBL과정을 적합하게 유도하는 문제를 제

공하면서 시작된다 (Barrows, 1985). 학습자들은 문

제의 제공과 함께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설을 

세우고, 일련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해 나간다. 또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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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근거를 발견해 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능동적

으로 학습과정을 끌어가게 된다. PBL을 통해 학습

자는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이 실제 환경과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 알게 된다 

(Jonassen, 2000; 2004; Hmelo-Silver, 2004; 

Savin-Baden & Major, 2004 Simons & Klein, 

2007). 실제, ‘코스웨어 설계’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정임(2007)의 연구에서 PBL

을 경험한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효과를 그들의 성찰일기를 통해 보고하

였다. 또한, 강소연외(2005)는 공과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PBL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유형별 성향에 따라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수업의 효과지각에 대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수업에 참여적, 협동적, 독립적, 경

쟁적인 학습자들은 지식습득과 함께 발표 및 현장대

처 능력 등을 개발하는데 PBL수업이 효과적인 것으

로 지각하였다. 

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자가 주어진 특

정 학습상황에 대처하여 성공적인 학습 성취를 이루

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Bandura, 1977; 1986). Zimmerman과 Martinez- 

Pons(1986)는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신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믿음의 기능은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도전적인 학습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

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

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

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보이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Schmitt & Newby, 1986; 

Bandura, 1997; Schunk, 1991). 따라서 자기효능

감은 개인이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 

능력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허남조(2006)는 초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문제중심 학습을 진행하고 그 

결과중 하나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을 보고하였다. 신회덕(200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어떤 변화

를 가져오는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수

준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반에 매우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nlap (2005)

의 연구는 컴퓨터 과학과 캡스턴 디자인 코스에서 

PBL활동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매우 효과가 있었음

을 학생들의 성찰일기를 통해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

에서 Pajares & Miller (1994)의 연구도 자기효능

감이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

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및 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소

재 공과중심 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 72명(여학생 

29명, 남학생 43명)의 학생들로 선정되었다. 본 연

구의 대상 교과목 ‘환경기기분석’은 전공 필수과목으

로 본 교과목 이수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 기기분석

의 기초이론과 실무지식을 학습하고 실제 시료를 분

석해 봄으로써 실무적인 분석 능력을 함양하도록 되

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PBL대한 개념을 접해보

거나 PBL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학

생들은 3학년으로 이미 기본 컴퓨터 과목을 이수한 

상태로 e-class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와 인

터넷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2. 학습환경: 문제중심 학습

본 PBL수업에서 사용된 문제는 본 강좌의 교수자

와 연구자에 의해 최정임(2004)이 제시한 문제설계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문제역할의 적합성, 문

제의 비구조성, 문제의 실제성을 고려하면서 본 교과

목의 학습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촉진하는 문제로 설계 되었다. 문제는 실

제로 발생했던 문제이고 환경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이었다. 작성된 

문제는 학생들 5명을 대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분석 기준표에 적합하도

록 수정 보완되었다. 최종 문제는 교육공학 전문가 1

인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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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 

Maddux, Prentic-Dunn, Jacobs (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바탕으로 김아영, 차정은(1996)

이 재구성한 척도 그리고 김아영(1997)의 일반적 자

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자기효능감 도구는 

Likert식 5점 검사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

우 그렇다(5점)’에 대한 응답을 포함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도

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적인 Cronbach's 

⍺계수는 .95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Heppner와 Peterson 

(1982)이 제작한 문제해결 인식검사(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문제해결인식 검사 도구는 총 32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

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대한 응답

을 포함하는 5점 Likert식 척도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

구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계수는 

사전 검사가 .91, 사후검사가 .92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12주 동안 진행되었다. 2주차에 PBL 

활동을 위한 15개의 팀이 구성되었고 한 팀에는 

4-6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4주차에 문제가 제공

되면서 실제 PBL과정은 12주 동안 블랜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의 혼합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학

생들은 2학점에 해당되는 이론수업을 위한 면대면 

오프라인(offline) 수업에 매주 참여하면서 설계수업

을 위한 1학점은 e-class(팀 카페)의 온라인(on- 

line) 활동을 통해 PBL과정을 수행하도록 유도되었

다. 교수자는 교실수업에서 학생들의 PBL 과정을 지

원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PBL과정이나 해

결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

았다. 

본 연구를 위해 2주차에 모든 학생들은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 설

문결과 자기효능감 점수 상위 30%(22명)와 하위 30 

%(22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 사

전 검사지를 3주차에 배포하고 완성하도록 요구하였

다. 15주차 수업 종료 후 자기효능감 점수 상위 30%

와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문제해결 능력 사

후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5. 자료 분석

설문 조사 결과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

력의 효과는 사전, 사후에 실시된 문제해결능력 점수

에 대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사

후 문제해결 능력은 PBL 수업전 소유하고 있는 사

전 문제해결 능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

전 점수의 평균을 동일하도록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통계 기법은 공분

산분석으로 순수한 자기효능감의 집단별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사전 문제해결 능력을 통제한 교정된 문

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전 문제해결 능

력의 F값이 5.062로 유의확률 .029로 유의하며, 이

는 사전 점수가 사후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분

산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Ⅳ. 연구 결과

1.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성취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상집단의 사전 능력을 통제한 문제해

결능력의 교정 평균은 3.817, 표준편차는 .059이고, 

자기효능감 하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의 교정 평균은 

3.496, 표준편차는 .060으로 자기 효능감 상집단의 

<표 1> 자기효능감 수 에 따른 사 , 사후 교정된 

사후 문제해결능력 기술통계

<Table 1>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djuste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자기효능감 상 자기효능감 하 합계
사전 평균

표준편차
3.7589
 .2984

3.2655
 .2470

3.5122
 .2727

사후 평균
표준편차

3.8880
 .2592

3.4214
 .2541

3.6547
 .25671

교정
사후

평균
표준편차

3.817
 .059

3.496
 .060

3.6565
 .0595

사례 수 22 2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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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하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자기효능감 수준

에 따른 상집단과 하집단의 사전점수, 사후점수 및 

사전 점수의 평균을 통제한 교정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과 같다. 

2.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교정된 사후 문제

해결능력 성취수준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교정된 문제해결 능력 성취 수준이 자기효능감 상

집단과 하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 확률 .002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303, p<.01). 즉, 자기효능감 상집

단의 평균(3.817)이 자기효능감 하집단의 평균(3.496)

보다 높아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능력과 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BL 수

업에서 문제해결능력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상집단

과 하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검사에서 평균차이는 각

각 .493(사전)에서 .321(사후)로 그 차이가 좁혀졌다

(표1). 이는 자기효능감 하집단이 PBL 수업으로 문

제해결능력이 향상되는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자기효능감 상집

단과의 점수 차이를 좁힐 만큼 의미 있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도전적인 PBL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문제해결 경험을 유도하

는 매우 지배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성취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사후 문제해결 

성취도의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자기효능감 수 에 따른 교정 사후 문제해결

능력 공분산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the ANCOVA analysis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공분산(사전성취)    .307  1 .307  5.062 .029
자기효능감 수준    .686  1 .686 11.303 .002*

오차   2.792 41
합계 661.961 43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 PBL수업에서 자기효능

감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상집단과 하집단의 

수업 전 문제해결능력을 통제한 사후 문제해결 능력

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PBL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

과 낮은 그룹의 문제해결 능력의 성취를 좁히지는 못

한다는 것이다. 이는 PBL 수업에서도 문제해결 능

력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기효능감은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기 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평가의 결과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며 심지어

는 좌절하기도 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

는 도전적인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습상의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문제해결 전략에 집

중하여 과제를 지속해나간다(Bandura, 1977; 1986).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PBL 이라는 도전적인 학습상황

에서 일련의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끈기 있게 지

속하면서 문제해결에 도달하게 하는 필수적인 동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Pajares & Miller, 1994; 

Bandura, 1997; Dunlap, 2005).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PBL 수업을 위

해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전략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 형성을 위한 

원천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1) 성공적인 수행완성 

경험, (2) 대리적 경험, (3) 언어적 설득, 그리고 (4) 

생리적 상태를 설명했다 (Bandura, 1977; 1986).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완

성한 경험,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유익한 모델들의 

시범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대리적 경험, 칭찬이나 

동기부여와 같은 언어적 설득의 경험, 및 흥분이나 

불안을 조절하는 훈련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각각의 개념에 기초한 구

체적인 교수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학

습과제를 주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발달된다. 자기효능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자는 PBL 과정 동안 과제 완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

생들에게 평가의 결과보다는 배우는 과정 자체를 중

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결과의 성패 여부에 집

중하여 학습과정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 PBL의 초점은 문제의 정

의에서부터 자료조사, 지식의 탐구, 해결안의 도출까

지 학습자가 문제해결 과정 자체를 스스로 경험한다

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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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PBL이 

의도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능

력을 개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PBL과정을 

성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 자체의 중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촉진하고 학습과정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과정적인 산출물을 끌어내

도록 요구하고 결과물에 맞는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자신

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자기평가표와 동료들의 노

력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표를 활용하는 다

면적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학습

에 대한 책임감, 학습동기 유지, 상호작용 참여도,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답변․정보 제공의 빈도 등 학

습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평

가기준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 수행과

정에서 얻은 경험, 시각, 느낀점, 배운점 등을 일기 

형식으로 쓰는 성찰일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학

습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

정적 산출물을 끌어내도록 촉진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노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역할 모델이 되는 동료 학습자를 

모델링(modeling)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

다. 즉, 열심히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동료학습자를 관찰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교

수자는 e-class의 팀활동을 다른 그룹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해 그들의 학습과정

과 팀워크 전략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

한 전략은 각 그룹의 문제해결 과정이 창의적으로 운

영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모델링 효과

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은 언어적으로 설득되거나 생리적 불

안감을 극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수업의 권위자가 아닌 학습촉진

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class의 학습과

정을 모니터링 해주고, 도움요청에 대한 안내를 제

공해 주며,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릴 필

요가 있다. 문제해결안을 끌어내기 까지 빈번하게 반

복되는 토론, 탐색, 재탐색의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

생들이 갖고 있는 PBL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은 자연스러운 PBL과정의 

일부다”, “힘들지만 과제를 완성했을 때 뭔가 많이 

배웠을 것이다” 등의 지속적인 언어적 설득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L과 같은 학생들의 능

동적인 지식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패러다

임에서의 교육자는 친절한 학습 안내자이자 인간 이

해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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