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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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원격 PBL 수업에서 몰입수준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관계에서 흥미 수준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몰입과 관련된 학습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론적으
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론적으로 구성된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사범학부 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원격으로 PBL 수업을 수행한 이후 몰입,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흥미
수준을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습동기, 흥미수준의 영향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적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향을 흥미수준이 매개하여 몰입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성취목표지향성의 영향을 흥미수준이 매개하는 경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원격 PBL수업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의 성취목표 지향성을 고려하여 흥미
수준을 조절한다면 몰입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중심어 :∣원격 PBL∣몰입∣성취목표지향성∣학습동기∣흥미수준∣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learning 
motivation, and level of interest on the level of flow in distance PBL classes. A structural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Data for the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model were 
collected from 59 students in the teaching courses. The study took PBL lessons remotely. After the 
PBL class was ended, flow,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learning motivation, and level of interest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structural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to be valid. It was verified that the 
level of interest mediated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to 
influence commitment. Next, it was verified that the path through which the level of interest mediates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s the greatest influenc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level of flow can be adjusted if the level of interest is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learners when operating distance PB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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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 전반기는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재난 사태
로 교육환경 전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초‧중‧고 및 
특수 교육 그리고 대학교육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원격
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 이로 인해
서 원격교육은 주목받게 되었고,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원격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수업의 경우 학습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완전학습을 끌
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실재감의 결여로 인해 학습동기의 유발
이 잘되지 않으며, 특별히 수업에 몰입이 잘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몰입은 학습의 효과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특별히 원격교육에서 몰입의 수준이 높을 경
우,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내재적 보상을 제
공하여 학습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학습 그 자체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
록 한다[3]. 원격교육에서 몰입수준을 높이게 되면 학습
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을 촉진할 수 있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그러나 PBL 환경에서 높은 과제 난이도로 인해 과세 
수행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몰입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협력 활동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때도 동
료 학생들은 실망감으로 몰입수준이 급격히 낮아져서 
학습의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5]. 이처럼 몰입은 수준이 높이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낮아지면 학습 성과를 저
해하기 때문에 교수 전략적으로 몰입의 수준을 높일 필
요가 있다[6]. 이에 여러 선행연구는 학습상황에서 몰입
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의 영향에서 
몰입이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몰입은 학습
동기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7]. 다음으로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들
은 성취목표지향성이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8-10]. 이와 함께 

학습동기의 수준에 따라 몰입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11], 특별히 학습동기는 
흥미를 매개하여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12]. 또한, 학습에 대한 흥미 수준
이 수업 몰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도 있다[13].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몰
입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면서 동시
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학습동기, 성
취목표 지향성, 흥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몰입수준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주요한 
요인이면서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주요 요인들의 영
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원격교육 특별히 
PBL이 원격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학습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PBL의 특성 때문에 교수-학습적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몰입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과제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몰입수
준을 올리기 어려우며, 협력학습이라는 방법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몰입수준을 올리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몰입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심리적 
영역을 조절하여, 학생들의 몰입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면, PBL 학습 특별히 원격 환경에서 운영되는 PBL을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학습심리적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자의 몰
입에 영향을 주는 학습심리적 요인들의 구조모형은 타
당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
의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학습심
리적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구성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관계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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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 PBL과 몰입
원격 PBL(Problem Based Learning)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PBL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BL은 
단순화되고 구조화된 지식을 전달하여 습득하도록 하
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자가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협력활동을 통해
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문제해결력과 통찰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
점 때문에 PBL은 고등한 사고처리를 향상하는 교육 방
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14]. 또한, PBL의 장점으로 
협력적 활동을 제시한다. PBL에서 제시하는 문제와 과
제는 높은 난이도로 인해 협력학습을 통해서 수행된다. 
학생들은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
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를 습득
하고, 또래 교수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지식 구조를 보
다 정교화하게 된다[6]. 

이와 같은 PBL 활동이 온라인 학습환경을 통해 운영
되면 온라인 PBL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PBL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활동을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는 것이다. 비동시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게시판의 글
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과 의견
을 충분히 숙고하고,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15]. 그러
나 온라인 PBL을 원격 PBL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 이유는 원격 PBL은 온라인 PBL보다 더 넓은 개
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원격 PBL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시적 상호작용을 기반
으로 PBL 활동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PBL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동시적 상호작용은 대면으로 진
행하고, 보조적인 역할로서 온라인 학습환경을 사용하
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
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시간 화상 시스템
을 이용한 동시적 상호작용을 통한 PBL 활동을 하였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원격 PBL이라는 개념을 제안
하는 것이다. 원격 PBL은 대면 PBL 활동의 특징을 모

두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실시
간을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자료를 공유 기능
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환경과 디바
이스 성능의 차이로 인해서 공유된 자료가 명확하게 보
이지 않거나 음성이 끊어지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는 
비디오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때 참여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의 경우 학생들의 소급룹활동을 위해 그룹을 나
누면 교수자가 소그룹 활동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교수자가 그룹 활동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실
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은 대면 
PBL 활동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무임승차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면 교
수자의 직접적인 관리가 없으므로 무임승차의 가능성
이 커질 수 있으며, 사회적 실재감이 낮으므로 학습동
기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원격 PBL은 비구조화된 난이도 높은 과제를 원
격이라는 환경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몰입수준이 낮아
지고[16], 협력학습 과정 중에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나
타나면 학습동기가 저해되고, 몰입수준이 낮아지는 단
점이 강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이에 원격 PBL에서는 몰입의 영향이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몰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몰입은 동
기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동기와 같은 요인
은 아니다. 오히려 동기보다 높은 집중을 보이는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 몰입에 대해 최초로 개념을 제시했
던 Csikszentmihalyi[17]는 몰입은 어떤 행동이나 행
위에 대해 깊이 빠져들어서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며, 주변의 상황에서도 벗어나고, 자신
의 존재와 현실조차 망각하는 심리적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몰입은 높은 수준의 집중을 뛰어넘
어 몰아지경에 이르는 매우 깊은 수준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이 학습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동기화 된 상태
와 유사하게 된다. 학습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학습
하는 것에 높은 수준의 흥미를 느끼고 어떤 보상이 없
어도 학습하며, 학습하는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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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18]. 이와 같은 몰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격 PBL 상황에서 몰입이 일어나게 된다
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
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서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며,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과제 해결을 지속하는 장점이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몰입과 관련된 학습 요인들
몰입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7]. 특별히 학습상황에서 성취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8] 
[1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몰
입은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몰입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모이며, 학습과 과제의 수행에 집중하며, 지속해서 노력
하여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1][12].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취에 주요
한 영향을 주는 몰입도 다양한 학습 관련 변인들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몰입수
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흥미 수준이다. 흥미 
수준은 몰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서 흥미를 느끼고 있
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가운데 더 큰 흥미를 
느끼면서 몰입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3][17]. 이와 함께 학습동기도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11][12].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도전
과 노력의 지속과 관련된 요인이며, 성취를 위해서 집
중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다. 예를 들면 
학습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효능감 요인은 자신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는 요인이며, 자기
결정성 요인도 스스로 학습을 결정함으로써 내적 동기
화를 시켜 학습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학습동기에 의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몰입수준이 향상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5][7][13]. 또한, 학습동기는 몰입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흥미를 경로로 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12]. 마지막으
로 성취목표지향성과 같은 요인이 있다. 성취목표지향

성은 학습상황에서 ‘무엇을’ ‘왜’ 성취하려고 하는가와 
관련된 요인이다[9].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 요인 중 숙
달성취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 그 자체를 좋
아하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좋아서 학습에 집
중하고, 배우는 것에 노력을 지속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숙달성취목표 지향성은 몰입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10].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몰입은 학업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학습 관련 요인
들은 흥미요인과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과 같은 학습
동기 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몰입과 학습 관련 요인의 구조적 관계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몰입과 학습 관련 요인들

의 구조적 관계를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계 모형

먼저 흥미 수준은 몰입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12][13]. 박정례와 한상훈[8]의 연구에서는 흥미수
준이 직접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가 몰입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7][11][13]. 정
수진[9]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가 몰
입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는 서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미옥[19]의 연구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가 상호 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 학
습동기, 흥미, 몰입 간의 관계에서 흥미가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흥미는 학습에 대한 도전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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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시키는 학습동기 특성과 학습에 빠져들게 하는 
몰입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숙과 
오인수[12]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
와 유사한 변인인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효능감의 몰
입에 대한 영향을 흥미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관계는 이론적으로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
해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원격 PBL 활동에서 몰입수준에 대한 성취

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가 흥미 수준을 매개하여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 1학기 교직과목에서 원격으로 PBL을 수행하
였고, PBL 활동이 종료된 후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
기, 흥미 수준, 몰입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정리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의 A대학 사범학부 및 일반교직을 전

공하는 학생들로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59명이며, 전공은 중국
어학과 아동복지학과로 일반교직 학생들과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로 사범학
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2.7세이다. 연구 참여 대상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없
었기에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전공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중국어학과 0 0 2 2
아동복지학과 0 0 2 2
유아교육과 6 36 0 42

유아특수교육과 3 2 0 5
특수교육과 4 0 0 4

특수체육교육과 0 2 2 4
합  계 13 40 6 59

3. 연구 도구
3.1 몰입 측정 도구
몰입수준은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20]가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하위 영역은 명확한 목표(나
는 원격으로 PBL 과제를 수행할 때 목표를 분명히 세
워둔다.), 과제 집중(나는 원격 PBL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통제감(나는 원격 PBL 
과제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자의식 상
실(나는 원격 PBL 과제를 수행을 위해서 동료 학생들
과 토론을 할 때, 너무 집중해서 다른 친구들이 말을 못
알아 듣곤 한다.), 변형된 시간 감각(나는 원격 PBL 과
제를 수행을 위해서 동료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너무 
집중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이며, 문항 수, 신뢰도
는 [표 2]와 같다. 

표 2. 몰입수준 하위 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원척도)

명확한 목표 3 .81(.82)

.79(.80)

과제 집중 3 .79(..82)
통제감 3 .77(.76)

자의식 상실 3 .76(.79)
변형된 시간 감각 3 .84(.75)
자기목적적 경험 5 .81(.90)

3.2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 측정 도구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는 Pintrich 와 동료들이

[21] 개발한 MSLQ(A manual for the use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 MSLQ 가운데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16
문항과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는 17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학습동기의 하위 요인은 시험불안(나는 원격 
PBL 과제를 평가받을 때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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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과제 가치(나는 원격 PBL 과제는 내가 현장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나는 원격PBL 과제가 어려워 보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며, 성취목표지향성 동기의 
하위 요인은 숙달목표지향성(나는 원격 PBL 과제를 통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수행접근 지
향성(나는 원격 PBL 과제를 통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서 열심히 한다.), 수행회피지향성
(내가 원격 PBL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은 나의 무능함을 알까봐 이다.)이며, 문항 수 및 신뢰
도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습동기,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원척도)

학습동기
시험불안 5 .75(.76)

.74(.84)과제가치 5 .74(.90)
자기효능 6 .78(.93)

성취목표
지향성

숙달목표성향 5 .76(.77)
.75(.76)수행접근목표성향 6 .79(.82)

수행회피목표성향 6 .74(.73)

3.3 흥미수준 측정 도구
흥미수준은 남선우와 이은철 그리고 이성아[22]가 개

발한 흥미수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은 교육내용 선호(나는 
원격 PBL 과제 내용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더 많이 배
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교육 활동의 가치(나는 원격
PBL 과제 내용을 잘 알게 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고 생각한다.),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노력(나는 원격 
PBL 과제가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서 끝까지 노력하고 
싶다.), 교육 활동에 대한 유능감(나는 원격 PBL 과제를 
다른 것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담당자
에 대한 선호도(교수님은 우리가 원격 PBL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 주신다.), 교육기관
에 대한 선호도(우리 학교는 원격 PBL 과제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준다.), 교육에 대한 또
래 추천 의지(나는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들어서 원격 
PBL 과제를 꼭 수행해 보라고 권유할 생각이 있다.) 이
며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흥미 수준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원척도

교육 내용 선호 4 .79(.74)

.86(.85)

교육 활동의 가치 5 .85(.84)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노력 5 .88(.87)

교육 활동에 대한 유능감 5 .84(.84)
교육 담당자에 대한 선호도 5 .87(.88)
교육 기관에 대한 선호도 4 .85(.85)

교육에 대한 또래 추천 의지 5 .93(.93)

3.4 원격 PBL 활동과 과제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원격 PBL 활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

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먼저 PBL 활동을 위해 그룹을 
편성하였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식 수업을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PBL 과제를 제시하였
다. PBL과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2019개정 누
리교육과정, 2015 초등교육과정, 2015 중등 교육과정, 
2015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
여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에 사용하는 수업 자료
를 개발하는 과제였다. 아래의 [그림 2]는 그 가운데 
2019개정 누리교육과정을 주제로 제시한 원격 PBL 과
제의 샘플이다.

그림 2. PBL과제 샘플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이용하
여 PBL 활동을 하였다. PBL 활동은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첫 번째 모임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수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다. 이후의 원격 PBL 활동은 학생들이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각 그룹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
업이 시작되면 전체 모임을 통해서 교수자가 활동에 대
해 공지하고, 이후에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PBL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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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활동을 하였다. 교수자는 수시로 학생들의 소회의
실에 참여하여 PBL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림 3. 소그룹 및 전체 활동 샘플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첫째,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몰입수준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향을 흥미수준이 매개
하는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18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
수들의 요인부하량과 수렴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통계량을 확
인하였다. 다만 χ2 통계량은 샘플의 수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에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TLI, NF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여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부족한 사례 수로 인해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부트스트랩핑 분석을 추가
로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
몰입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흥미 수준의 구조

적 관계의 검증을 위해서 하위요인들을 측정한 결과 다
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성취목표지향성에서는 숙
달목표와 수행회피 요인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수
행접근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에
서는 과제가치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
험불안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흥미수준은 교육당
당자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활동 유능감 요
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은 명확한 목
표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 집중 요인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량

2. 측정모형 요인부하량, 수렴타당성 분석 결과

몰입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흥미 수준의 구조
적 관계의 검증을 위해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297.624, df=146 ,p<.001, 
CFI = .969, TLI = .930, NFI = .941, RMSEA = .054
로 나타났다. χ2의 결과는 샘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지수가 0.9이상으로 나왔고, RMSEA 값은 
0.6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
적 모형이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잠재
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추출하고, 평균분산추출(AVE)
값, 개념신뢰도(CR)값을 구하였다.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평균 .7이상이면 바람직
하며,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은 .5이상, 잠재변수들 간
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 값이 .7 이상이면 해당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이 성취목표지향성은 .913-.961, 학습동기는 .836-.959, 
흥미는 .746-.964, 몰입은 .825-.990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으므로 모든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성취목표
지향성

숙달목표 59 3.97 0.83 
수행접근 59 3.69 0.97 
수행회피 59 3.97 0.83 

학습
동기

시험불안 59 3.18 1.21 
과제가치 59 4.33 0.60 

자기효능감 59 4.08 0.76 

흥미
수준

교육내용 선호 59 3.74 0.72 
교육활동 가치 59 4.17 0.61 
교육참여 노력 59 4.05 0.63 

교육활동 유능감 59 3.63 0.76 
교육담당자 선호 59 4.46 0.56 
교육기관 선호 59 3.66 0.81 
또래 추천 의지 59 4.41 0.58 

몰입

명확한 목표 59 3.74 0.86 
과제 집중 59 2.50 0.86 

통제감 59 3.24 0.86 
자의식 상실 59 2.72 0.96 
변형된 시간 59 2.81 0.91 

자기목적 경험 59 2.74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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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VE 값이 .776-.864로 모두 .5이상이며, 개념신
뢰도 값은 .929-.964로 모두 .7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은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렴타당
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각 요인간의 요인부하량과 수렴타당성 분석 결과

* p< .05, ** p< .01, *** p< .001

3.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몰입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흥미 수준의 구조
적 관계의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182.738, df=142 ,p<.001, 
CFI = .917, TLI = .921, NFI = .923, RMSEA = .055
로 나타났다. χ2의 결과는 샘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지수가 0.9이상으로 나왔고, RMSEA 값은 
0.6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
적 모형이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3].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구조 모형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된 측정모형

그림 5. 검증된 구조적 관계 모형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어 각 
요인간의 모수 추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취목표
지향성이 흥미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1.221로 나타났으
며, 학습 동기가 흥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298로 나
타났고, 성취목표지향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799, 
학습 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368, 흥미가 몰입
에 미치는 영향은 1.233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수추정
치는 유의수준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B β SE t AVE 개념
신뢰도

성취
목표

지향성

숙달목표 1.000 .913
.864 .950수행접근목표 1.150 .961 .358 3.210***

수행회피목표 .993 .915 .342 2.901***

학습
동기

시험불안 1.000 .959
.814 .929과제가치 .905 .836 .496 1.814***

자기효능감 .928 .908 .550 1.677***

흥미

교육내용선호 1.000 .947

.776 .960

교육활동 가치 .957 .929 .151 6.338**

교육참여 노력 1.161 .964 .162 7.165**

교육활동 유능감 .893 .864 .180 4.940**

교육담당자 선호 .807 .746 .136 5.733**

교육기관 선호 .930 .906 .183 5.081**

또래추천의지 .864 .790 .143 6.041**

몰입

명확한 목표 1.000 .990

.820 .964

과제 집중 .921 .848 .537 1.703***

통제감 .912 .825 .474 1.924***

자의식 상실 .930 .899 .460 2.011***

변형된 시간 .982 .947 .461 2.130***

자기목적 경험 .915 .914 .46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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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요인간의 모수추정치

* p< .05, ** p< .01, *** p< .001

이에 몰입에 대해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가 흥
미를 매개하여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크기를 산
출하였다. 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은 몰입에 대해 흥미
를 매개하여 미치는 간접효과가 .972로 나타났다[표 
7]. 학습 동기는 몰입에 대해 흥미를 매개하여 미치는 
간접효과가 .222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핑(Bootstraping) 검증을 수
행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에서 흥미를 통한 매개효과
는 신뢰구간 .1510-.3698로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에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학습동기에서 흥미를 
통한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0916-.3556으로 1을 포함
하고 있지 않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표 8.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흥미의 효과 크기

표 9.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흥미의 효과 크기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몰입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흥미의 구조적 관계 모형에서 몰입에 대한 
영향은 성취목표지향성에서 흥미 수준을 매개한 경로
가 학습동기에서 흥미 수준을 매개한 경로보다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원격 PBL 수업에서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

지향성과 학습동기, 흥미수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몰입
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향을 흥미수
준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증 연
구를 통해서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각 경로
의 모수 추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
과 학습동기는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흥미수준
도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와 함께 흥미수준
은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몰입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5][8].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원격 PBL 수업에서 학습
자들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 
동기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특별히 이은철[24]의 연구
에 의하면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 동기는 교수자의 동
기적 메시지에 의해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교수자는 원격 PBL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흥미 수준은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동기의 영
향을 매개하여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구성한 
가설적 제안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흥미 수준은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함께 성취목표지향
성과 학습동기를 매개하며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격 PBL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의 몰입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교과 내용과 수업 방법 그리고 교수자에 대해 어느 정
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특별히 PBL 수업에서 학습자의 흥미수준은 과제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6]. 따라서 교수자는 원격 
PBL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
는 주제와 내용을 고려해서 과제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PBL과제와 흥미 수준과 관련하여, 이
은철[6]의 연구에서는 PBL 과제 자체에 동기(ARCS)설
계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

경로 모수추정치 S.E C.R
성취목표지향성 ⇒

흥미 수준 1.221 2.257 5.194***

학습 동기 ⇒ 흥미 수준 .298 1.178 3.419***

성취목표지향성 ⇒ 몰입 .799 3.158 4.175***

학습 동기 ⇒ 몰입 .368 3.425 3.082***

흥미 수준 ⇒ 몰입 1.233 2.765 5.363***

구분 직접효과 간점효과 총효과 95% CI

몰입
성취목표지향성 .799 .972 1.171

.1510~.3698
흥미 1.233 1.233

구분 직접효과 간점효과 총효과 95% CI

몰입
학습동기 .368 .222 .590

.0916~.3556
흥미 1.23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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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이처럼 원격PBL에서 학습자들의 몰입과 
참여를 위해서 전달해야 하는 학습내용 이외에도 과제
의 설계에 대한 고려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몰입에 가장 높은 수준
에서 영향이 나타난 경로는 성취목표지향성에서 흥미
를 매개하여 몰입으로 가는 경로이다. 이와 같은 결과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로서 매우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원격 PBL수업을 설계할 때,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동기를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마
련할 때,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요인 모두를 준비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22].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습동기를 제외하고, 성
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지원만 제공하더라도, 학습자들의 
흥미 수준을 조절하여 몰입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현장의 많은 교육이 비대면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 PBL 
수업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제
시된 결과는 원격 PBL 수업 설계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검증
되지 않은 구조적 관계 모형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향후 연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 구조
를 제시한 것도 본 연구의 시사점이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들
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서 연구대상의 숫자
를 200명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부트스트랩
핑을 통해서 연구대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
완하기는 하였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사례수이
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사례 및 다양한 전
공과 지역의 연구대상을 확보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추
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통해서 
원격 PBL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적 전략들을 개
발하는 실증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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