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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PBL)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PBL을 설계하거나 실천하고자 할 때 고려해

야 할 지침을 제공하고자,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PBL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팀효능감, 메타인지를 상정하고 

PBL에 참여한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예측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팀효능감은 학습성과 중 만족

도 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메타인지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메타인지는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팀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예측력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메타인지와 팀효

능감이 PBL의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PBL활동 전반에 걸쳐 메타인

지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제공하고, 또한 팀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개인특성 등을 고려

하여 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문제중심학습(PBL), 팀효능감, 메타인지, 학습성과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해지

면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사고력, 단력 등 고차원 인 인지  능력이 핵심역량으로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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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구성주의의 향으로 학습상황이 교사주도에서 학습자 심으로 변화하면서, 학습자

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책임을 지고 자기주도 으

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계발이 필수 이 되어가고 있다(이석재, 2003; 한순미, 

2006). 이러한 사회 , 교육  흐름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방법  하나로, 최근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이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 구성주의와 

련된 연구 논문  12.5%가 PBL에 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장정아, 2006), PBL은 21

세기 교수학습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상에 따라 는 온라인, 오 라인, 블 디드 등의 학습 환경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른 과 

범주로 PBL에 근하지만, 그 목 은 일 이다. PBL의 목 은 학습자들에게 실제 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

하고,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강인애, 2003; Barrows, 1985). 다시 말해 PBL의 가장 핵심 인 것은 ‘문제’

이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 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동시에 동료

와 함께 력 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련 정보

를 습득하고, 이에 한 성찰  사고  활동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써 지식의 이, 비  사고

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이 함양된다(강인애, 2003; 정은이, 2009; 홍기칠, 

2009; Dochy et al., 2003; Tan, Chye, Teo, 2009). 

이처럼  구성원들과의 력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PBL의 특성은 학습자들이 가지는 

그들의 에 한 믿음, 즉 효능감의 요성을 암시한다. 개인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믿음이 자기효능감이라면(Bandura, 1997),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이나 

가능성에 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Parker, 1994). 자기효능감이 교육 분야에서 활발

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효능감은 학습 맥락보다는 스포츠 경기나, 기업 경 의 맥락

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력학습 환경에서 효능감의 측력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물

다. 조일 (2009)은 효과 인  성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개인을 하나의 으로 묶어  공유된 

믿음의 기제가 필요하다고 하 다. PBL은 학습자들이 을 이루어 력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학습자 개개인에 한 효능감뿐만 아니라 에 한 연 (solidary) 인식, 

즉 ‘우리 ’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정  학습성과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효능감과 더불어 역동 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습의 방향을 잃지 않기 해서는 메타인지

와 같은 반 인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검하는 인지 인 능력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란 학습자

가 자신의 사고과정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계획, 검, 조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Pintrich et al., 1991), PBL에서 주어지는 문제와 같이 해결방법이 여러 개인 비구조화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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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해 필요한 기술이다(정선 , 배성아, 2011; Jonassen, McGee, 2003). 메타인지는 학습과

정에서 보다 극 이고 응 인 학습 행동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인지  능력으로 작용

하여(정애경 외, 2010),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PBL과정 반을 잘 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 선행연구(강명희, 송윤희, 박성희, 2008; 윤수정, 2006; 희정, 2007; 최희

정, 2004)가 PBL에서 메타인지의 학습성과의 측력에 을 맞추었으나, 이들의 측력은 일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 성과를 측하는 변인으로 효능감, 메타인지를 상정하고, PBL과 

같은 학습자 심의 학습맥락에서는 인지  학습성과뿐만 아니라 만족도와 같은 정의  역의 

학습성과 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Chang, Smith, 2008), 정의  성과인 만족도와 인지

 성과인 문제해결력을 거변인으로 상정하여, 다면 으로 PBL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PBL 성과를 측하는 변인을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PBL을 설계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에서 효능감, 메타인지는 학습만족도를 측하는가?

둘째, PBL에서 효능감, 메타인지는 문제해결력을 측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문제중심학습(PBL)의 성과 

학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  학술  기반 지식 (명시  지식), 직업능력과 련된 기

술( 차  지식), 문제해결의 맥락(조건  지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지식

(functional knowledge)의 함양에 있다(Briggs, 1999). 그러나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달하는 강

의식 수업을 통해 함양되기는 어려우며, PBL수업과 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효과 으로 길러질 수 있다. PBL의 본질 인 특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

식을 활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Hmelo, Gotterer, Bransford, 1997). 

PBL 학습환경은 학습자들의 탐구를 이끄는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으로 학습하게 된다(Savery, 2006). 이때 문제는 비구조 이고 실제

이며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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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인지  과정을 경험할 수 있

다(Mayer, 1990). 즉 학습자로 하여  이러한 인지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질  학습, 즉 기능

 지식의 함양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PBL이라고 할 수 있다. 

PBL은 기에 의과 학에서 실제  문제와 해결책을 가르치기 해 시작되었으나, 재는 ․
등  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교육 등 다양한 맥락과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강명희, 송윤

희, 박성희, 2008). 특히 PBL은 기능  지식의 함양이라는 학교육의 목 과 맞물려, 학 장

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활발히 용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학교육에서의 PBL의 효과성을 

보고하 다(박수홍, 정주 , 배진희, 2007; 최정임, 2007). 표 으로 McParland, Noble과 

Livingston(2004)은 정신의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통  강의 그룹과 PBL 그룹으로 나

어, 선택형 시험과 구술형 시험에 한 그 효과성을 비교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BL 그룹이 통  강의 그룹에 비해 선택형 시험과 구술형 시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tan, Sulaiman과 Idrus(2005) 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었는데, 물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67명의 학생을 콘텐츠 기반 학습(content-based learning, 

CBL) 그룹과 PBL 그룹으로 나 어 학업성취도와 인지된 학업성취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CBL 그룹보다 PBL 그룹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으며, 인지한 학업성취 정도 한 유의

미하게 높았다. 

국내에서 PBL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손미와 하정문(2008)의 연구

는 PBL의 효과를 보다 포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들은 PBL을 활용한 교수-학습

의 효과를 검증한 석․박사 학 논문 49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이들에 

의하면, PBL은  교과 역   학습 상에서 반 으로 학습효과가 있으며, 학업 성취, 문제

해결력과 같은 인지  학습효과  학습태도, 자아개념, 학습흥미 등과 같은 정의  학습효과 

모두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PBL은 지식의 실제  응용능력과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교육방법으로 각 받고 있다(조연

순, 2006). 

이처럼 다양한 맥락과 분야에서 활용되어온 PBL은 그 학습모형이 여러 학자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하나의 학습모형으로 뚜렷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 인 PBL 학습모형

으로는 Barrows와 Meyers(1993)가 제안한 모형이 있으며, (1) 문제제시 (2) 문제해결계획 세우기 

(3) 탐색/재탐색하기 (4) 해결책 고안하기 (5) 발표  평가하기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한 학

습자들이 PBL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학습성과는 크게 인지  성과와 정의  성과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손미, 하정문, 2008). PBL에서 1차 인 목표로 하는 인지  성과는 문제해결력

이다. 즉 학습자는 특정한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력이란 어떠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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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며, 해결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차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강명희, 

송윤희, 박성희, 2008). PBL 성과의  다른 한 축은 정의  성과인데, 이를 가늠하기 해 가장 

리 활용되는 변인은 만족도이다. 만족도는 특히 PBL과 같이 학습자 심의 력학습 환경에

서 요한 변인으로 꼽힌다(정재삼, 임규연,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  측면에서 문제해

결력과, 정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상정하여 PBL의 인지 , 정의  학습성과에 하여 어떠한 

변인이 유의한 측력을 가지는지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2. 팀효능감과 학습성과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개인 차원의 효능감이  수 에 용되었을 때에도 유사한 측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  하에 Bandura(1997)가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

러한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이나 가능성에 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자신감이라고 정의된다(Parker, 1994). Bandura(1997)는 개인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에 력

하는 과정에서 원에 한 믿음, 동기  수행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능감을 개인

수 의 변인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목표로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기 해 필

요한 행 들을 조직화하고 실행하기 한 그룹의 공유된 믿음’이라고 정의하 다. 지 까지 진

행되어 온  수행 련 연구(Gist, 1987; Lindsley, Brass, Thomas, 1995; Mischel, Northcraft, 

1997)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효능감을  수행의 요한 요인이며, 집단의 성취동기를 부여하

고  성과를 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in과 그의 동료(2011)들은 만의 IT기업에 

총 172 으로부터 조사된 801명을 상으로 효능감과 자존감이 기업의 사회  책임경 과 

성과를 매개하는지에 한 연구를 하 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  책임경 은 효능감과 

자존감을 매개로 했을때,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ilver와 

Bufanio(1996)는 집단목표와 성과  집단효능감을 측변인으로 사용하여  성과와의 계를 

연구하 는데, 다른 측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집단효능감이 성과를 측하는 설명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이 은, 기 화(2010)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상시학습체제에 정식 등록된 

학습동아리에 자발 으로 가입하여 참여, 활동하고 있는 재직 공무원 327명을 상으로 학습동

아리 활동을 통한 집단효능감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측력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 는데, 연

구결과 학습동아리 참여 공무원의 집단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만족도 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이나 가능성에 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Parker, 1994)이라고 

정의되는 효능감은 주로 기업 경 의 맥락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학습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교육 장에서도 기업에서와 같이  효능감과 같은  수 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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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을 이루어 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

습이 일어나는 PBL의 경우, 개인 학습자들이 에 해 느끼는 효능감이 학습성과를 측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 성과를 측하는 변인으로 

효능감을 상정하 다.

3. 메타인지와 학습성과

메타인지는 흔히 ‘인지에 한 인지’, ‘생각에 한 생각’이라고 일컬어지며(Livingston, 1997), 

학습과정에 있어서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과정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계

획, 검, 조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Pintrich et al., 1991). Pintrich와 그의 동료들(1991)은 메

타인지의 핵심 인 특성으로 검(monitoring)과 조 (control)을 꼽았던 Nelson과 

Narens(1990)의 아이디어에 더해, 계획(planning) 활동을 추가하 다. 계획 은 목표 설정  과

업 분석의 과정이며, 검은 읽고, 자가 검하고, 질문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들을 통해 학습 과

정을 확인하는 것을, 조 은 인지  활동을 조정하고 지속 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Pintrich et al., 1991). 

Jonassen(2000)은 문제해결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친숙함(familiarity), 역/구조  

지식(domain/structural knowledge), 인지  조 (cognitive controls), 메타인지(metacognition), 

인식론  믿음(epistemological beliefs), 정의 /의지  특성(affective and conative), 일반  문

제해결 기술(general problem-solving skills)의 7가지 요소로 정리한 바 있는데,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그들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문제 요소 사이의 계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이

해를 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메타인지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계획, 검, 조 과정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보다 극 이고 응 인 학

습 행동을 수행하는 인지  능력으로 작용하여(정애경 외, 2010), PBL과 같은 동료학습자들과의 

역동 인 력 과정에서 학습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 다. 이와 련해 Knapp(2010)은 

McGrath와 Altman(1966)의 I-P-O(input-process-output) 모델과 Ilgen 등(2005)의 

IMOI(input-mediator-output-input) 모델에서 메타인지가 학습자 스스로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

게 해주며, 나아가 이러한 이해가  학습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 유사하

게 Kozlowski와 DeShon(1998) 한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에서 개인의 메타인지가  

학습의 조 과정에 향을 주며, 나아가   개인의 학습성과에도 향을  것으로 보았다. 

강명희, 송윤희, 박성희(2008)는 웹기반 PBL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한 학생 61명을 상으로 

메타인지, 몰입, 상호작용과 문제해결력 사이의 측 계를 규명하 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메타인지는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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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004)은 간호학과 학부생 2학년 76명을 상으로 PBL이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과정

에 미치는 효과  이에 한 학습자의 기 메타인지 수 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하

는데, 메타인지 하 수 의 학습자가 문제 심학습 용 후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과정 효율성이 

보다 크게 증진됨으로써 메타인지가 PBL 효과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조 변수임을 확인하 다. 

  한편 희정(2007)은 웹기반 PBL에 참여한 스튜어디스학과 학부생 49명을 상으로 메타인

지와 스캐폴딩 유형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메타인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어, 문제의 정의 단계, 해결책 탐색 단계, 해결책 선정  정당화 단계, 해결

책에 한 검토 단계에서 문제해결 성취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 연구결과 PBL의 주요 

단계  해결책 검토 단계에서는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와 메타인

지 수 에 따라 유의한 성취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단계에서는 메타인지 수 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메타인지는 PBL의 성취도에 부분 인 향만

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윤수정(2006)은 메타인지와 사례제시방식이 개념이해와 문제해결

에 주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공과 학생 67명에게 웹에서 텍스트기반, 애니메이션기반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 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련된 문제해결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연구결

과, 메타인지가 개념이해와 문제해결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자는 

사 지식의 통제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측하고 있으며 정의  역에서의 련변인

의 탐색도 필요하다고 하 다. 

이처럼 PBL에서 메타인지의 학습성과의 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이 다소 존재하나, 이들은 

부분 문제해결력과 성취도와 같은 인지  성과에 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한 측력도 일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특히 PBL과 같이 학습자 심의 학습 환경에서는 만족도와 

같은 정의  역의 학습성과가 요함에도 불구하고(Chang, Smith, 2008), PBL에서 메타인지

와 만족도의 계를 규명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에서 학습

성과 변인으로 만족도와 문제해결력을 상정하고, 메타인지가 이들을 유의미하게 측하는지 실

증 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학에 개설된 학부과목 2학년 수강생 45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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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은 공 선택 과목으로, 수강생들은 부분 20  반의 여성이다. 이들은 5명씩 총 

9개의 으로 구성되어 한 학기동안 PBL에 참여하여 한 학기동안 교수 로그램을 설계하고 개

발하는 로젝트에 참여하 다. 이들  메타인지, 효능감  만족도 검사에 성실히 응답한 

40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삼았다.

2. 연구도구

1) PBL 과제

본 연구에서는 PBL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Barrows와 Meyers(1993)가 제안한 PBL 학습단

계를 따랐으며, 주어진 과제는 연구 상 과목의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교수설계를 해보고 

그 결과물을 제출  발표하도록 하 다. 교수설계 과제는 일종의 디자인 문제로(Jonassen, 

2000), 학습자가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해결한다는 에서 비구조 문제에 해당

하며,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PBL수업을 진행하기에 한 유형의 과제

이다. 교수자가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으로 문제해결계획을 탐색하고, 해결책으로 

교수 로그램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각 은 교수 로그램을 발표하고, 동료평가  교수자

평가, 자기성찰보고서를 통해 PBL 과정이 진행되었다. 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PBL을 진행하

는 동안 과제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때때로 학습자들의 활동을 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다.

2) 메타인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는 Pintrich와 동료연구자들(1991)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과정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계획, 검, 조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 

Pintrich와 동료연구자들(1991)이 개발한 학습동기 략 검사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메타인지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번안하여 사용하 다. 메타인지 측정 문

항은 ‘공부를 계획 으로 하기 해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와 같은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육공학 문가 1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Likert식 6  척도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Pintrich 등(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9의 신뢰도를 보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7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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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능감 측정도구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이나 가능성에 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Parker, 

1994)이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효능감은 Marshall과 O'Neil이 개발하고, Marshall(2003)

이 수정·번안한 도구를 PBL 상황에 맞게 히 용어를 수정한 뒤, 교육공학 문가 1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용하 다. 해당도구는 ‘나는 우리 이  과제를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자신한다.’ 등의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6  척도로 측정하 다. 해당 도구의 신뢰

도는 Marshall(2003)이 수행한 비조사에서 Cronbach's α =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4로 높은 수 이었다.

4) 학습성과 측정도구

(1) 만족도 측정도구
만족도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험에 해 느끼는 정 인 연상(association)의 정도로 

정의된다(Shin, 2003). 본 연구에서 만족도는 Shin(2003)이 개발한 8문항을 PBL에 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하게 수정하여, 교육공학 문가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 다. 해당 도구는 ‘나

는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hin(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의 높은 신뢰도를 보 고, 본 연구에서 한 Cronbach's α = .94

의 높은 신뢰도를 보 다. 만족도 도구는 교육공학 문가 1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 후, Likert식 

6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문제해결력 측정도구
문제해결력이란 어떠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안

을 도출하는 일련의 차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강명희, 송윤희, 박성희, 

2008). 본 연구에서 이를 측정하기 해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력 검사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를 연구목 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 다. 이들이 개

발한 문제해결력 도구는 문제해결 확신(problem-solving confidence), 근회피 스타일

(approach-avoidance style), 개인  통제(personal control)를 하  요소로 가지며, 32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Heppner와 Peterson(198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2로 나타나 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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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PBL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Barrows와 Meyers(1993)가 제안한 PBL 학습단

계를 따랐으며, PBL 과제는 본 강의의 시작 시 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은 5명씩 을 이루어 

약 14주간 PBL활동에 참여하 다. 오 라인 수업에서 과제에 한 소개를 제공하고, 과제 진행

에 한 지침을 안내한 후, 학습자로 하여  PBL을 진행하도록 하 다. PBL 과정에서 각 별로 

온라인 게시 을 통해 학습자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으며, 해당 과목의 교수자

가 때때로 각 별 PBL 진행상황을 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다.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효

능감  만족도와 문제해결력은 PBL 활동이 끝난 이후 설문을 통해 측정하 다. 

측정된 메타인지, 효능감, 만족도  문제해결력의 계를 확인하기 해 각 변인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PBL의 학습성과에 한 측력을 확인하기 해 만족도와 문

제해결력을 각각 거변인으로, 메타인지, 효능감을 측변인으로 하는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 로그램으로는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메타인지, 팀효능감, 만족도, 문제해결력의 기초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효능감, 만족도, 문제해결력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

음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40)

측정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최저값 최고값

메타인지 4.05 .55 2.67 5.50

팀효능감 4.67 .74 2.50 6.00

만족도 4.53 .94 2.00 6.00

문제해결력 4.06 .37 3.31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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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인지, 팀효능감, 만족도 문제해결력의 상관분석

메타인지, 효능감의 만족도  문제해결력에 한 측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참

여한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효능감, 만족도, 문제해결력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효능감과 만족도(r = .392) 사이에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으며, 메

타인지와 문제해결력(r = .742) 사이에도 비교  높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 한 메

타인지와 효능감(r = .330) 사이에도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표 2> 상 분석 결과

(n = 40)

1 2 3 4

1. 메타인지 -

2. 팀효능감 .330* -

3. 만족도 .148 .392* -

4. 문제해결력 .742* .272 .233 -

 p < .05

3. 메타인지, 팀효능감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메타인지, 효능감의 만족도에 한 측력을 확인하기 해, 메타인지와 효능감을 측변

인으로, 만족도를 거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효

능감이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85, p < .05), 메타인지의 만족도

에 한 측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21, p > .05). 메타인지와 효능감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통계  유의성은 F 값이 3.373, 유의 확률은 .045 (F (2, 41) = 3.373, p < .05)로 

유의수  .05에서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와 효능감은 만족도 총 변량의 

15.4%(adj.R2 = .10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표 3> 메타인지, 효능감의 만족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n = 40)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t p 
R2

(adj. R2)

메타인지
만족도

.036 .272 .021 .133 .895 .154

(.108)팀효능감 .489 .204 .385 2.405* .02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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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t p 
R2

(adj. R2)

메타인지
문제해결력

.493 .078 .732 6.283* .000 .552

(.528)팀효능감 .015 .059 .031 .262 .795

4. 메타인지, 팀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예측력 검증

메타인지, 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한 측력을 확인하기 해, 메타인지와 효능감을 

측변인으로, 문제해결력을 거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메타인지가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732, p < .05), 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한 측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31, p > .05). 메타인지와 

효능감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통계  유의성은 F 값이 22.800, 유의 확률은 .000 (F (2, 41) = 

22.800, p < .05)로 유의수  .05에서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와 효능감은 

문제해결력 총 변량의 55.2%(adj.R2 = .528)를 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메타인지, 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

(n = 40)

 p < .0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PBL 성과에 한 메타인지와 효능감의 측력을 규명하고자, PBL에 참여한 

학생 40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효능감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지만, 메타인지의 만족도에 한 측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 문제해결력에 있어 메타인지

는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능감의 문제해결력에 한 측력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PBL에서 만족도와 유의한 측력을 보인 변인으로 효능감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에 하여 정 인 믿음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 을 때,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이 은, 기 화, 2010)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개인 학습자들이 에 

해 느끼는 효능감이 PBL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PBL로 진행하는 학습환경인 경우에 학습자의 효능감을 확인하고, 그 수 에 따라 한 

학습 략과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효능감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이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먼  제공한 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인 학습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메타인지는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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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희, 김지심, 정지윤, 2008)인 웹기반 PBL환경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서 메타인지가 만족도와 무 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권성호, 박경애(2004)는 컴퓨터 기

반 력학습(CSCL)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개인인지가 집단과제 완성의 필요충분조건이 되

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메타인지를 공유하여 력  메타인지를 생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개인의 메타인지가 높더라도 원 모두의 메타인지가 높을 경우 력  메타인지

가 생성되지 않아 오히려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PBL활동

을 할 때에는 개인의 메타인지 뿐 아니라 력  메타인지의 생성  공유를 해  구성을 

하는 략 , 혹은 환경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PBL에서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은 메타인지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문제에 한 자신감을 가지고 극 으로 문제해결

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강명희, 송윤희, 박성희, 2008; Chang & Smith, 2008)

를 지지한다. PBL로 운 되는 학습에서 메타인지가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측한다는 결과는 

동료학습자들과의 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별 학습자가 학습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다. 따라서 학습이 시작되기 에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 을 정확히 악하여, 메타인지 수 이 낮을 경우에는 지속 으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강명희, 김민경, 2003)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BL과제 심으로 운 되는 학습에서 효능감은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측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효능감과 성과를 측한 선행연구(Gist, 1987; Lindsley, Brass, 

& Thomas, 1995; Lin, Baruch & Shih, 2011; Little & Madigan, 1997; Mischel, & northcraft, 

1997; Sivler & Bufanio, 1996)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추측컨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기업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본 연구는 학교교육 맥락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에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효능감이 직 으로 문제해결력

은 유의하게 측하지 않지만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문제해결 측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을 측하는 하  변인들을 분석하여, 그 

에서 사회  변인인 효능감과는 다른 맥락의 인지  변인 혹은 정의  변인을 매개변인으

로 상정하여 효능감이 간 으로 문제해결력 측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

겠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력  문제해결에 한 심이 높아지는 요

즘, 력학습에서 요한 변인으로 여겨져왔던 메타인지와 더불어 효능감 한 PBL학습에서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측하는 데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BL활동에 있

어 학습자의 효능감과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습 환경설계  략들이 고려되

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메타인지와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한 구체 인 방법들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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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한 구성원들의 믿음인 효능감은  구성방식

에 따라 많은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을 구성한다면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학습자들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해서 PBL활동 시작 에는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수 을 높이기 한 훈련을 하고, PBL활동 에도 지속 으로 메타인지를 진시키는 질문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PBL에서의 메타인지와 효능감의 요성을 확인하 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효능감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함께 탐색

하여 개인 효능감과 효능감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집단을 연구 상으로 표집 했다는 것과, 특정과목을 통한 학습성과를 보았다는 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동학습 모형, 다양한 배경의 상자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메타인지가 학습 만족도와 상 이 있었음에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효능감이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성취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

던 이유를 다른 변인과의 매개효과, 혹은 구조회귀방정식을 통한 변인간의 향 계를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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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Team Efficacy, Metacognition on 

PBL(Problem-Based Learning) Outcomes
*

Lee, Jeong-Min*

Yoon, Seong-Hye**

You, Hy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that affect on 

problem-based learning outcom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eam efficacy and 

metacognition were identified as predictors of PBL outcomes. Data were collected from 40 

students who participated PBL-based course in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and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eam efficacy significantly predicted satisfaction, however, did not predict 

problem solving skills. In addition, metacognition significantly predicted problem solving 

skills, however, did not predict satisfaction. 

Thanks to the aforementioned results, we now know that learnersteam efficacy were the 

major variable to predict the students‘ satisfaction. In addition, metacognition was the 

variable to predict problem solving skills. It suggests that team efficacy and metacognition 

should be facilitated in PBL-based course. First, team efficacy, the belief on each team 

members, might be affected by the way of team composition methods. So considering 

students' characteristics for team composition would promote their team efficacy. Second, 

training and asking questions during the PBL would promote metacognition. 

Key words: PBL(problem-based learning), team efficacy, metacognition,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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