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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 협업능력, 과목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83부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이 문제해결, 과목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교수지원은 협업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이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제해결은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이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협업능력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instructor support, problem 
solving, collaborative skills, and course satisfaction amo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project-based learning. To achieve the pur-
pose of this research, researchers have conducted surveys between June and December in 2019. A total of 283 ca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and instructor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problem solv-
ing and course satisfaction. Instructor support has positive effects on collaboration skills, and problem solving has positive effects 
on collaboration skills and course satisfaction.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in the relationship among mastery-
approach goal orientation, instructor support, collaboration skills, and cours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path between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and collaboration skil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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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성과인 과목만족도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있어

서 평가요소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나, 그동안 대학 교육의 

성과는 주로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또한 교

육과정에서 학습자가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과목 자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2].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학습은 확산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

제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교육성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을 대표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과목만족도를 선정하여 심도 깊게 다루고

자 한다.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3P모형을 적용하여 숙달

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과 문제해결을 선정하였다. 3P모

형은 학습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모형으로, 학
습자의 학습하는 과정을 예비단계(presage), 과정(process) 
및 산출(product)로 구성하고, 특히 예비단계는 학생 요인

(student factors)과 교수 맥락(teaching context)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13]. 먼저, 학생 요인으로는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

달접근목표지향성을 선정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이란 학습

자가 학습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기

이다[14].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습자

는 높은 학습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

이 왜 학습하는지를 인식하고 정의한 성취목표를 수행목표

와 숙달목표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2×2모형으로 능력에 

대한 내용적 정의로 수행(타인보다 더 잘 하는 것에 중점)과 

숙달(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로 구분하였고,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를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15].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최근에는 성취지향성을 성과를 예측하는 영

향요인으로서, 숙달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6,17]. 특히 본 연구는 경쟁적인 학업성취 환

경에 적합한 수행목표 대신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

트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

는 숙달목표를 성취목표지향성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교수 맥락으로는 교수지원을 논의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수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육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에서 변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는 코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수

자의 지원 정도는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와 동시에 학습성과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18]. 학습자 스스로도 자기주도식 학

I. 서 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

행되고 있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각 대학은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실행 중 하나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관

심이 높아져, 몇몇 학교에서는 교과 중 일부 과목에 대해 프

로젝트 학습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

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팀워크의 개발과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며,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인식, 해결 과정에서의 주도성 등

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1].
특히 공대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미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공학자를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기반 공학설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2]. 대부분

은 융합캡스톤과 같이 졸업을 앞에 두고 전공 기반의 최종 

산출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과목으로 개

발되었으며[3], 이와 관련된 운영성과로서 팀 창의성[4,5], 학
습성과[6] 등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변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은 현

재 대학교육 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나, 프로젝트 학습

에 대한 교수자의 낮은 인지도, 학습자의 학습과정의 어려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아직 

대학 전역의 새로운 교육혁신 방법 중 하나로 확산되지 못하

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특히 공학교육 

전반의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를 정의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

한 영향 변인을 찾아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대표적인 교수학습모형인 3P모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 요인의 숙달접근

목표지향성, 교수 맥락으로서의 교수지원, 학생중심활동으

로서 프로젝트 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해결, 그리고 성과

로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성과로 선정한 협업능력은 21세기 학습자가 갖추

어야 하는 역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8,9]. 특히 다양

화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대생에게 협업능력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10]. 또
한 공학계열 초기 경력자들이 사회적응에서의 어려움 중 하

나로 협력을 언급하고 있어[11],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협업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직업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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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습자들은 팀워크의 개발과 경험, 문제 인식 및 해

결 과정에서의 주도성과 주인의식, 대처 능력 등을 얻을 수 

있다[1,3].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 의해 시작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바탕

으로 다수의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고 캡스

톤 디자인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2,6,26]. 이는 공학 실무 현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해결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23],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세계에 진출한 공학 분야 초

기 경력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

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도되는 공학교육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2].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모형의 탐구 및 설계 연구[26-28]와 교수-학습 방

법에 따른 수업 결과 분석 연구[23], 프로젝트 학습성과에 대

한 선행 변인 연구[6,21,29-31], 공학교육에서의 문제 및 프

로젝트 학습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3], 프로젝트 학습에서

의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2] 등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학습이 교육현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프로젝트 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프로젝트 학습성과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7,23].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

은 목표 설정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과정에서

의 어려움, 팀원들과의 갈등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경험

할 수 있으며[18], 교수자들은 학습활동 시 적절한 지원 전략

과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3]. 이렇

듯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은 학습자

와 교수자의 프로젝트 학습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과대학의 프로젝트 학습 맥락에서 성과를 논의

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 성과를 위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면, 
이를 통해 바람직한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B. 3P 모형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의 맥락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3P 모형을 활용하

였다. 3P 모형은 Biggs(1991)가 제시한 교수학습모형으로 예

비(Presage)-과정(Process)-산출(Product)의 세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32,33]. 3P모형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하

여 예비 단계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과정과 산출 

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심도 깊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

수자의 지원을 학생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

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과정에서의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 프로

젝트 학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

젝트 학습은 문제해결의 과정[19]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인 최종 산출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습자

의 문제해결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선행조건이다[20]. 문
제해결은 학습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습자의 학습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문제의 원인과 최선의 해결책 

등을 탐색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문

제해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학습성과를 도출하는데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 협업능

력, 과목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학교육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학

습이 확산될 수 있는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프로젝트 학습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문제해결이나 협

업능력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역량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을 적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21,22]. 특히 공학 분야에서

는 공학교육 인증제의 확산으로 학생들이 종합적인 실무 역

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학습

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인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하는 대학

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23].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의 한 

형태로서 학습자가 협업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

종적으로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0]. Adderley 등(1975)의 연구

에 따르면 프로젝트 학습에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주도적

인 참여와 문제 해결, 다양한 교육활동이 수반되며, 학생들은 

상당 기간의 작업 또는 협업을 통해 최종 작업물을 산출하고, 
이 모든 단계에서 교수자는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자문 및 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4]. 즉,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수자

는 학습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25].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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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Chung과 Choi(2016)는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의 숙

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실재감, 학습접근방식,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39]. 연구 결과 숙

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실재감은 심층학습접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심층학습접근은 학습자의 만족도, 학업성

취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은 피상

학습접근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피상학습접근은 만족

도, 학업성취도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주, 고경이(2016)는 협력학습의 맥락에서 A 대학교 ‘나
눔리더십’ 수강생 154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36]. 
3P 모형을 기반으로 협력학습의 주요 변인을 성취동기, 교수

학습 질,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학습자간 상호작용으로 선정

하고 각 변인이 팀성과와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와 교수학습 질은 심층적 학습접근방

식과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층적 학

습접근방식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팀과 개인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3P 모형을 기반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하면 교수-학습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역동

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P 모형이 프로젝트 학습의 맥락

에서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이 학습과정을 거쳐 성과에 미치

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예비 단계의 학

생 요인인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 맥락인 교수지원, 과정 

단계의 문제해결, 산출 단계의 협업능력, 과목만족도와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C.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와 변인간의 관계

1) 성과 변인

성공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

인, 동료 학습자, 교수자와 관련된 요인에서부터 그 외 환경

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다[18]. 본 연구에서는 3P 모형을 이론적 틀로 하여 프로젝

트 학습의 성과로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대학이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

다. 이수용(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직

업세계에 진출한 초기경력자들은 업무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11].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

서 신제품 개발과 혁신, 기술적 진보와 같은 성과는 주로 프

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팀 조직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4].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형성한다[34,35]. 
3P 모형의 예비단계는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다[35]. 이
는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으로 구분된다. 학생 요인은 개인

의 능력과 동기, 선행지식,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도 등이 포함되고, 교수 맥락은 교수내용의 특성, 교육 및 평

가방법, 수업절차와 분위기 등 교수활동을 중심으로 한 상황

적 맥락을 의미한다[33,34]. 본 연구의 환경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효과적

인 지원을 통해 학습자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숙달접근목표

지향성과 교수 지원을 예비 단계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과
정 단계는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

향을 미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이 학습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데[33], 학습접근방식이 과정 

단계의 대표적인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36-39]. 그러나 실

제 공학 실무 현장에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

라[23], 본 연구에서는 과정 단계에서의 변인으로 문제해결

을 선정하였다. 문제해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과 

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40,41].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는 학업성취도, 자신감, 만족도와 같은 학습의 성과 

및 결과를 의미한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성과

로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를 선정하였다. 
3P 모형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

는 원격훈련의 맥락에서 3P 모형을 기반으로 각 단계를 구성

하는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다[42]. 먼저 정영숙과 성지훈(2011)은 3P 모형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개인요소, 교수 맥락, 학습접근방식, 성적을 고려

한 통합적 개념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38]. 그리고 한재훈, 박종선, 권숙진(2015)은 A 사이버대학

의 14,105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특성과 학습 활동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43]. 연구 결과 학습자 특

성인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전공, 학년과 학습과정인 콘텐

츠 접속 비율, 게시판 참여 수는 학습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영주, 정유진, 고경이(2015)는 원격평

생교육에서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의 영향 변인을 연구하였

다[37]. 3P 모형을 기반으로 자기효능감, 기관의 지원, 심층 

및 피상학습접근방식,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 관계를 규명

하였으며, 각각의 변인들이 모두 정적·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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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접근목

표지향성을 선정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있다[39,52,53]. 이러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프

로젝트 학습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을 학생 요인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9]. 

Roebken(2007)의 연구에 따르면 2309명의 캘리포니아 대

학교 재학생들 중 성취목표지향성(숙달/수행)을 지닌 학생들

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4]. 또한 전

희원, 김성원(2017)은 중등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요인이 

메타인지와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48]. 연구 결과,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이 내재적 

동기의 측면에서 문제해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분위기가 내재적 동

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내재적 동기가 문제해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5], 학습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6]와 3P 모형을 이론적 틀로 

비추어볼 때 학습자의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문제해결, 과
목만족도 간 관계가 유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협력적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해야 한다[30]. 학습자는 프로젝트 학습에서 다른 사

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학습자에게 주

어지는 문제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형태일수록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40].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프로젝트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을 통해 학습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21].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수지원과 문

제해결 간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대부분 교수자의 지원

이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를 보고하였다[22,57-60]. 도상오와 오상철(2012)은 기업교육

의 맥락에서 교수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캐폴딩이 문

제해결단계별로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57]. 
모든 단계에서 스캐폴딩을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문제해결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주연, 박효선, 
임규연(2015)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학습의 맥락에서 교

수자의 스캐폴딩이 문제해결과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또한 중학생의 문제해

결능력에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과 역할수행, 교사-학생 간 

이러한 관점에서 협업은 수평적인 관계의 구성원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간 지식을 공유하고 융합하면서 공통

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협업능력은 학습자가 반드시 갖추

어야 하는 역량이며[44], 공학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

젝트 학습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학

습이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학습자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3], 과목만족도가 프로젝트 학습의 성

과 중 하나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목만족도는 학습의 효

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45],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

습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46]. 기존 연구

에서 주로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로 학업성취도를 논의한 것

과 달리[6,18,21], 만족도는 추후 교수학습방법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써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성과로서의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가 다른 변인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논의

하고자 한다. 

2) 변인간의 관계

성취목표는 성취하려고 하는 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

며, 목표지향성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과

업에 접근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47]. 학습의 맥락

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에 부여하는 

의미를 가리킨다[48].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또는 내용에 가치를 부여한 목표에 대한 신념을 중시하

는 동기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49]. 선행연구에 따르

면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이

라는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50]. 이 중 숙달목표지

향성은 학습을 통한 내적 성장을 목표로 하며, 수행목표지향

성은 외재적 동기로 인해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구분되었고[51], 1990년대에 이르러 숙

달목표지향성, 수행접근목표지향성,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한 연구가 수행되었다[50]. 2000년대

에는 숙달과 수행목표에 접근-회피 방식을 결합하여 2×2의 

구조를 지닌 성취목표지향성 모델이 제안되었다[15]. 
Ames와 Archer(1988)의 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를 지향

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여러 측면(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 
도전적 과제에 대한 반응, 학습태도)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숙달목표지향성은 결

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에 대해 접근하고 관여하는 태도와 연관된다[47]. 따라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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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학습자의 문제해결이 높을수록 팀 효능감, 팀 상호작

용과 같은 팀 성과와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는 팀기반 학습에서 문제해결이 높은 집단이 문제 상

황을 수월하게 해결함으로써 효능감 향상과 원활한 상호작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Eliot, Breitbach, Moomey와 Hinyard(2018)는 의료

전문직 간 교육 프로그램인 IPE(Interprofessional Education) 
코스가 학습자들의 협업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67]. 즉, 오늘날의 의료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하므로 학생들

에게 그러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IPE 코스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팀 

과제와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 때 행정 

및 교수지원, 커리큘럼,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이 성

공의 요소로 확인되었다[67,68]. 이를 통해 비추어볼 때, 숙달

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 문제해결, 협업능력 간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변인들의 관계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

며, 원인과 과정, 결과로 구성된 전체적인 프로젝트 학습 맥

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 그

림 1과 같다.
[가설 1]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은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은 협업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교사의 역할수행과 상호작용은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교수자의 교수법 지원 참여가 학습

자들의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2]. 교수법 지원을 통해 자신의 

교수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심희아, 송해덕(2011)
은 튜터의 인지적 역할유형에 따른 발문제공이 문제해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60]. 연구 결과, 문제해

결과정의 각 단계에서 튜터의 역할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학

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문제해결의 단계에 따라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

교와는 달리 대학 교수자들의 교수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61], 대학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맥락

에서 교수지원과 그에 따른 결과 변인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프로젝트 학습에서 수행되는 문제해결은 학습자가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답을 찾는 과정

이며[41],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문제 지향, 문제 정의, 대안 

탐색, 의사 결정과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62]. 따라서 

문제해결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

출하여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40], 이는 문

제해결자신감, 접근회피스타일, 개인적 통제의 하위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62]. 
문제해결을 상호작용으로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유사한 

맥락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은철(2018)은 온라인 협력학

습 환경에서 교수자의 메시지가 성취목표지향성 동기를 지

닌 학습자들에게 상호작용의 빈도와 수준을 모두 높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63]. 이 중 숙달접근목표지향성 동

기를 지닌 학습자들은 새로운 주제와 관련한 탐색을 하는 형

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교수지

원이 숙달접근목표지향성 동기를 지닌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및 협업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의 협업[64], 협업과

정에서의 문제해결이라는[65,66] 순환적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연구 맥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이

들간의 관계가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3P모형을 기반으로 

성과로서의 협업능력을 다루고자 하였기에 문제해결이 협업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해결과 만족도 간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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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전기전자통신공학부가 63명(22.3%)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6명(16.3%), 컴퓨터공학

부 45명(15.9%), 산업경영학부 41명(14.5%), 기계공학부 37명
(13.1%), 디자인·건축공학부 27명(9.5%), 에너지신소재화학

공학부 22명(7.8%) 순으로 나타났다. 

B.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도구는 Likert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은 Elliot과 McGregor(2001)의 성취목

표지향성 도구 중 숙달접근과 관련된 3문항(예: 나는 본 과정

을 학습하기 전에, 학습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였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5]. 선행연구의 

Cronbach의 α는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789였다. 

교수지원은 Peltier, Drago와 Schibrowsky(2003)의 교수자-
학생 상호작용 도구를 Hone과 Said(2016)가 수정한 교수 상

호작용에 관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70,71]. 본 도구

는 총 5문항(예: 수업시간에 교수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의 α는 .882
이다.

문제해결은 Heppner와 Peterson(1982)의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62]. 3개 하위요인(문제해결

자신감, 접근회피스타일, 개인적 통제) 중 개인적 통제를 제

외한 문제해결자신감 11문항(예: 처음에 어떤 해결책이 보

이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접근

스타일 16문항(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나

올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해결방법들을 생각해본다)을 번

안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개인적 통제

는 협력기반의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성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임규연, 김시원, 김영주(2015)의 연구와 박효선

(2016)의 연구에서도 협력적 학습환경에서 정서적 조절은 협

력과정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72, 
73]. 기존 연구의 Cronbach의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922로 나타났다. 
협업능력은 Hinyard, Toomey, Eliot과 Breitbach(2018)의 

Collaboration Skills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74]. 총 11문항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보 공유(예: 나
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한다.) 2문항, 팀 지원(예: 
나는 평소 동료팀원의 의견을 경청한다.) 3문항, 학습(예: 나
는 토론 중에 내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한다.) 6
문항이다. 원 도구의 Cronbach의 α는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설 3]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은 과목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를 문제해결이 매

개할 것이다.
[가설 5]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과 과목만족도 간의 관계를 문제해결이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4년제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프로젝트 팀 구성을 

통해 학생들은 발표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인터뷰, 설문조사, 문헌조사, 현장 답사 등)을 활

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최종적으로 구

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학기말 프로젝트 수업 종

료 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이 중 공과대학 학생이 

아니거나 설문 응답에 결측치가 있는 목록을 제거한 283개
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으

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에서 요구되

는 표본의 크기는 최소 150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69]. 따
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50개 

이상의 유효 응답 수를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283개로 최소 기준인 150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결측값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08명(73.5%), 
여자가 43명(15.2%)으로 공과대학의 특성 상 남자의 비율

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8세에서 29세까지 

나타났는데, 22세가 66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49
명(17.3%), 24세 38명(13.4%), 19세 38명(13.4%), 21세 26명
(9.2%), 20세 24명(8.5%), 25세 24명(8.5%), 26세 10명(3.5%), 

18세 3명(1.1%), 27세 1명(0.4%), 29세 1명(0.4%) 순으로 나

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101명(35.7%), 3학년이 73명(25.8%), 
4학년이 62명(21.9%), 1학년이 44명(15.5%)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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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

가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χ2=4020.943, 
자유도(df) =1377, p<.001, RMSEA=.082, SRMR=.088, 
CFI=.598, TLI=.582로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여 동일방법편의에 주요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80].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변량 정규

성 가정이 필요하고, 단변량의 정규성 가정(skewness <│3│), 
kurtosis <│10│)을 통해 다변량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77,81,82]. 모든 관측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확인 결과 기준 

값 이내로 나타나 단변량의 정규성을 가정하였고, 이를 통해 

다변량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모형 적합도와 모수치 추정

방법에는 비정규성에 강건한 Satorra-Bentler 수정방법을 활

용한 최대우도법(MLM)을 사용하였다[8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측정도구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교수

지원(.882), 문제해결(.922), 협업능력(.892), 과목만족도(.922) 
모두 수용기준(Cronbach’s α>.7)[84]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표 1 참조), 상관관계수의 크기가 

.8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주요한 이슈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78]. 

B. 문항묶음 및 정규성 재검정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전 다수의 관측변수를 포함하고 있

는 문제해결과 협업능력, 과목만족도의 문항묶음을 실시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다수의 관측변수를 포함하여 분

석하면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정규성 문제 완

화 및 모수 추정의 정확성과 모델 적합도 향상 등의 통계적 

이점이 있는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85]. 문제해결(2개 요인)
과 협업능력(3개 요인)은 각각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요

인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으며, 과목만족도의 경우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

.892로 나타났다. 

과목만족도는 온라인 환경의 맥락에서 개발된 Shin(2003)
의 도구를 본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75]. 총 

8문항(예: 나는 본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으

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Cronbach의 α는 .94이며, 본 연

구에서는 .922였다.

C.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 협업능력, 과목만

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변

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였다. 이후 연구 모델 평가와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

식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정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동일방법편의, 정규성,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모형 추정 방법을 

결정하고 측정모형, 구조모형 순으로 전반적 적합도 지수 평

가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였으며(RMSEA≤.08, 
SRMR≤.08, TLI≥.90, CFI≥.90)[76,77], 잠재적인 부적해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개별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오차분산을 확인하였다[78].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Bias-Corrected bootstrapping
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78,79].

IV. 연구결과

A. 동일방법편의, 정규성, 상관관계, 신뢰도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한 연구에서

는 동일방법편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80], 이를 확인

표 1. 잠재변인 간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ies, and co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잠재변인 M SD α 1 2 3 4 5

1. 교수지원(IS) 4.333 0.593 .882 1

2. 숙달접근목표지향성(MA) 3.872 0.697 .789 .482*** 1

3. 문제해결(PS) 3.713 0.473 .922 .488*** .616*** 1

4. 협업능력(CL) 4.089 0.534 .892 .648*** .601*** .753*** 1

5. 과목만족도(CS) 3.893 0.754 .922 .620*** .672*** .586*** .629*** 1

*** p < .001, M=평균, SD=표준편차, α=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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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유

효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1단계 측정모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2단계 연구모형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과 연구모형1은 자유도

가 동일한 동치모형으로 Satorra-Bentler χ2을 포함한 모든 전

반적 적합도 지수 값이 동일하므로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

도 지수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모형도 exact-fit 영가설 

검정이 채택되었고, 다른 전반적 적합도 지수 결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적해

를 확인한 결과, 모수치의 크기와 방향이 타당하고 오차 분

산에 이슈가 없었으나 연구모형1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과 협업능력 사이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의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2 참조). 
수정 연구모형인 연구모형2는 유의하지 않는 경로

(MA→CL)를 제외한 모형으로 재설정하여 연구모형1과 비

교하였다. 수정 연구모형인 연구모형2와 초기 연구모형인 

연구모형1은 내포모형(nested model) 관계이고, 본 연구에서

는 강건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내포모형 비교

를 위해 Satorra-Bentler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Satorra-
Bentler χ2 차이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Rd=2.2067, p>.05), 전반적 적합도 지수가 유사하고 모두 

인으로 분류하였다. 과목만족도 변인의 요인추출방법은 최

대우도법과 Pro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KMO 측도는 .900으
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5 미
만이며, 총 누적분산은 61.246%로 나타나 단일차원성을 확

인하여 문항묶음을 활용하였다[77]. 문항묶음 이후 변수들의 

첨도와 왜도 값을 확인한 결과 기준 값 이내로 나타나 정규

성 가정에 주요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 연구모형 평가

연구모형 평가는 1단계 측정모형, 2단계 연구모형 순

으로 실시하였다[77]. 먼저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

수 결과는 표 2와 같다. 적합도 지수 평가결과 Satorra-
Bentler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χ2(94)=101.344, 

p>.05) exact-fit 영가설 검정이 채택되었고, 다른 전반적 적

합도 지수 결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17[≤.08], SRMR=.028[≤.08], TLI=.995[≥.90], 

CFI=.996[≥.90]). 잠재적인 부적해와 관련하여 모든 요인 적

재량이 .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1.96, 
p<.05)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86]. 또한, 모수 추정치의 방향과 크기, 오차분산에 문제

표 2.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Table 2. Overall fit statistics of measurement and research models

Model Satorra-Bentler χ² df RMSEA SRMR TLI CFI

측정모형 101.344, p>.05 94 .017 .028 .995 .996

연구모형1 101.344, p>.05 94 .017 .028 .995 .996

연구모형2 103.493, p>.05 95 .018 .029 .995 .996

그림 2. 연구모형1 & 2의 표준화 경로계수 추정치

Fig. 2. Research models 1 & 2 wi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PC)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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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2=.518, 
p<.001; γ11=.239, p<.01). 따라서 연구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

째,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수지원과 문제해결은 협업

능력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γ21=.361, p<.001; β21=.589, p<.001)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γ22=.123, p>.05; 그림 2의 연구모형1 참조). 따라

서 연구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대학의 프로젝트 학

습에서 과목만족도에 미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γ32=.385, 
p<.01), 교수지원(γ31=.346, p<.001), 문제해결(β31=.182, p<.05)
의 정적인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3은 채택되었다. 

연구가설4, 5와 관련하여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다변량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접근의 Bootstrapping 방법

을 활용하였고, 그중에서도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

한 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bootstrap 표본=5,000)[79]. 
매개효과 분석 결과,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문제해

결의 매개효과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협업능력 관계

(ab=.305, 95%CI [.174, .440])와, 교수지원과 협업능력 간

의 관계(ab=.141, 95%CI [.031, .26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문제

해결의 매개효과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과목만족도 관계

(ab=.094, 95%CI [.015, .195])와, 교수지원과 과목만족도 간

의 관계(ab=.044, 95%CI [.004, .1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와 5는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프로젝트 학습 성과인 협업능력, 과
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3P모형을 기반으로 검증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 학기동안 프로젝트 학습에 

평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

여 수정 연구모형인 연구모형2가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되

었다(표 2, 표 3 참조).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2를 평가하기 위

해 전반적 적합도 지수와 잠재적 부적해 여부를 확인하

였다. 연구모형2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평가결과 Satorra-
Bentler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χ2(95)=103.493, 

p>.05) exact-fit 영가설 검정이 채택되었고, 다른 전반적 적

합도 지수 결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18[≤.08], SRMR=.029[≤.08], TLI=.995[≥.90], 

CFI=.996[≥.90]). 잠재적 부적해와 관련해서는 모수치의 크

기와 방향이 타당하고 오차 음분산 등의 문제가 없으며, 모
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연구모델인 연구모형2는 데이터와 충

분하고 적절하게 적합되면서도 연구모형1보다 더 간명한 것

으로 나타났다. 

C. 연구가설 검정

연구모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검정하였

다.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 연구모형2의 표준화 경로계수 추

정치를 활용하였다(그림 2 참조). 첫째, 대학의 프로젝트 학

습에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은 문제해결에 통계

표 3. Satorra-Bentler χ²차이검정을 활용한 내포 모델 비교

Table 3. Nested model comparison using the Satorra-Bentler 
χ² difference test

연구모형2 연구모형1

TR(Satorra-Bentler χ²)
df(자유도)

c(축소비 수정 요인)

103.493, p>.05
95

1.2880

101.344, p>.05
94

1.2887

cd(축소비 수정 차이 검정) 

Δ(c*df)/∆df))
cd between FM-1 and FM=1.2222

TRd (Satorra-Bentler χ²차이검정) 

Δ(TR*c)/cd)
TRd between FM-1 and 

FM=2.2067 (p>.05)

표 4. 문제해결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 추정치 결과

Table 4. Results of bootstrapping estimates of indirect effects of problem solving

경로: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매개효과 표준화  

추정치(ab)
표준오차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a

Lower Upper

숙달접근목표지향성→문제해결→협업능력 .305 .068 .174 .440

교수지원→문제해결→협업능력 .141 .059 .031 .266

숙달접근목표지향성→문제해결→과목만족도 .094 .045 .015 .195

교수지원→문제해결→과목만족도 .044 .030 .004 .129

a분석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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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학생이 응답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같이 대

학교육 내에서도 실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44]. 그러나 경험한 협업능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일수록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즉, 교수자가 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협업의 

효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마련해 줌으로

써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협업능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대학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은 단순히 학생의 역량함양

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우수 인적 자원 배출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로서 각 대학에서 널리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성과로서 과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단

계의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 과정단계의 문제해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유의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3P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로서, 각 

단계가 과정별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특히 

과목만족도는 교육전반에 대해 인지하는 전반적인 만족도

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학업성취도나 공급자 중심의 교

육 제공으로 인해 관심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숙달접근목표지

향성, 교수지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학습자의 과목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교수자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지원

이 필요한데, 이는 교수자가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을 인식하

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대학 교원의 대부분은 전공

지식에서의 전문가이나 교수적 측면에서의 방법이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88], 프로젝트 학습 운영에 있어서의 교

수전략을 대학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정단계로서 문제해결이 예

비단계와 산출단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 하에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 학습 성과 사이에서 문제해결 과정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자는 학습 과

정 속에서 많은 문제상황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쉽게 찾지 못

해 어려움을 겪는다[89].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팀내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관리하며, 학습

자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P모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참여한 283명을 대상으로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
제해결, 협업능력 및 과목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P모형의 예비단계인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으로 선

정된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이 과정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숙달접근목표지향성, 교수지

원은 문제해결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30,48], 학습자

의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목

적을 숙달목표에 두고 프로젝트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야함과 동시에, 교수자의 학습지원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

표지향성에서도 자신의 성취와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숙

달접근목표지향성을 살펴보았다. 학습자가 프로젝트 학습

의 의미에 대해 과제중심이 아닌 자신의 성취를 중심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수업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

가 가지는 동기를 실제 실현하기 위해 Ames(1992)는 과업, 
자율성, 인식, 협력, 평가, 시간을 의미하는 TARGET(Task, 
Authority, Recognition, Grouping, Evaluation, Time)을 언급하

였다[47]. 그중 인식은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

수자의 지원전략을 의미하는데,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

하는 칭찬,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 등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김은희, 변호승(2017)은 학습참

여, 수업유형, 행동요구 등에 따라 구분된 피드백 유형을 제

시하였으며,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전략적 진단-처방피드백

과 암시적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87]. 학습자 행동의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 행동을 기술할 수 있게 오류분석, 조
언 등 제공하는 것, 답의 정오 여부를 찾을 수 있도록 암시, 
격려해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 피드백을 프로젝트 과정 중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성과로서 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단계

의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 과정단계의 문제해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수지원과 문제해결은 정

적인 영향력을 협업능력에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프로젝트의 높은 교수지원과 문제해결의 과정 자체가 학습

자의 협업능력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

다. 그러나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은 협업능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이 개인의 발전

과 관련된 내적 동기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협

업능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개인의 발전을 위해 협업능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인식 

자체도 프로젝트 학습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요 성과 중 하

나이다. 김선주(2018)에 따르면 대학에서 협업의 경험이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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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 결과를 전

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

는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표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다양한 고등교육에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의 성과로서 협업능력과 

과목만족도를 선정하였다. 미래사회의 학습자로서 창의성, 
융합능력 등이 요구되는 바,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학습 운영을 위

한 설계전략과 방향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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