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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pistemological beliefs (EBs) are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knowledge and learning. Selfregulation (SR) is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effectively use and monitor cognitive strategies. Problem-based learning (PBL)
emphasizes meaningful learning through solving ill-structured problems. PBL, as a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 affects
students’ epistemological beliefs (EBs) and self-regulation learning (SR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EBs and SRL between pre- and post-PBL.
Methods: The subjects were 123 third-year medical students who attende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NUMS), Korea. Participants ha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concerning epistemological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before and after PBL.
Results: Students’ EBs about rigid learning was positively changed; however, certainty of knowledge and speed of knowledge
acquisition were negatively changed after PBL. Students’ SRL related to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PBL.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with regard to internal value, cognitive strategy, and anxiety.
Conclusion: EBs on certainty of knowledge and speed of knowledge acquisition were negatively changed after PBL. This
result may be due to other leaning environments besides PBL i.e., the lecture-based objective learning environment of medical
school. It is suggested that partial PBL cannot fully change students' EBs to higher levels. Students’ SR about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PBL. The characteristics of PBL: small-group discussion and co-operative
team activity, as well as students-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facilitate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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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ছߨ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많은 전략을 가
지고 있다. 자기규제학습 전략의 활용 수준이 높은 학

인식론적 신념[1,2,3]은 일상적인 삶과 교육경험 속

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

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학습에 관한 개개인의 신념을 말

냈으며[10] 특히 컴퓨터 보조수업이나 하이퍼텍스트와

하며, 이러한 개인의 내재적 신념체계는 행동과 학업성

같은 학습자 통제 환경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취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론적 신념에 관한 연구는

[11,12] 밝혀졌다.

Perry[4]에서 시작되는데 Perry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에 관한 연구[13,14]는

으로 그들의 교육적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종단적으

주로 전통적인 학습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

로 조사한 결과, 개인의 인식론적 신념은 이원적 사고

념과 자기규제학습의 변화를 밝힌 것이다. 문제중심학

(dualistic), 다원적 추론(multiplistic reasoning), 상대

습(problem-based learning, PBL)에서 학습자는 주어

주의적 추론(relative reasoning)의 단계로 발전한다고

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가

보고했다. 즉, 대학 신입생들은 지식은 절대적이며 정확

설을 설정해야 하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사정하고 분

하고 객관화된 정답과 해결책이 있으며 이것을 절대적

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

인 권위자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관점

집하여 처음에 설정한 가설을 수정해야 하며, 증거와

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다양한 관

추론에 근거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15]. 학습자는

점을 접하게 되고 복수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지식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여 상대적인 맥락성을 수

신의 인지구조와 다른 상황에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용하게 된다. 이러한 Perry의 연구에 이어 수많은 인식

이러한 갈등을 동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새로

론적 신념에 관한 연구와 모형이 만들어졌다. King &

운 지식을 구성한다. PBL은 미리 계획된 목표 속에 정

Kitchener[5]는 반성적 판단모형을 통해 인식론적 신

해진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어진 문

념이 전반성적단계, 유사 반성적 사고단계, 반성적 사고

제를 해결해가면서 자신의 지식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Kuhn[6]의 논증적 추리모

잘 구조화되지 않은(ill-structured) 학습상황이다[16].

형에서 인식론적 신념이 절대주의자(absolutist), 다원

이러한 PBL 특징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더불어 자

주의자(multiplist), 평가주의자(evaluativist)의 순서로

신과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점검하게 하는 메타 인지

발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인식론적 신념에 관한 명

적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비판적 사고력, 정보탐색 능

칭은 다르지만 지식의 본질과 접근방식이 절대적이고

력을 개발하게 한다[17,18,19,20]. 또한 PBL의 문제 해

객관적인 지식을 외부 권위자에 의해 익히고 배워야 한

결 상황은 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이나 가치와 다를 경

다는 입장에서 인식주체가 불확실하고 상대주의적인

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21,22]. 이처럼 PBL은 학

지식을 다양한 원천을 통해 스스로 주체적으로 구성해

업성취 향상[23]뿐만 아니라 메타 인지, 고차원적인 사

간다는 신념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7].

고력, 자기규제학습, 인식론적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론적 신념은 한 개인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

할 수 있다.

는 과정, 학습계획, 관리 등의 자기규제적인 학습에 영

지금까지 행해진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 연

향을 미친다[8]. 자기규제학습력이 있는 학습자는 그렇

구는 교수자가 미리 설계된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 않은 학습자보다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메타 인지

학습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

적인 모니터링과 통제를 하며,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인

하는 잘 구조화된(well-structured) 학습상황에서 이루

다[9]. 또한 이러한 학습자는 과제지향적이고 어떤 과제

어진 것이다. 또한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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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

단에서 내린 결론 도출 과정을 개념도로 작성해 와서

로 이루어졌고[2,8,13,14], 어떤 학습방법에 따른 변화

발표하고, 소집단 토론 기간에 가진 의문점이나 스스로

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질의·응답한다. 학생들은 대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학습상황인 PBL이 학습자의

토론 전에 온라인 PBL 학습방에 모듈에 대한 개념도와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

학습과제를 올려 다른 학생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PBL의 실행이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

ॷܑ֜

제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면, 이것은 향

첫 번째 PBL 모듈이 시작되는 2007년 6월 15일에 학

후 PBL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생들의 동의를 받아 인식론적 신념 검사와 자기규제학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습 검사를 했고, PBL 수업이 끝나는 2008년 5월 8일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하
기 위해 Schommer[1,2]가 구안하고 Jehng et al.[24]

۩ঃࢫࢺ࣑

이 개정하여 Kim et al.[25]이 사용한 인식론적 신념 검
사지(epistemological beliefs questionnaire, EBQ)를

֜۩ঃ

사용했다. EBQ는 지식의 확실성(certainty of know-

ledge), 지식의 원천(source of knowledge), 학습의 경

연구대상은 전남대학교 의학과 3학년 146명이다. 연

직성(rigid learning), 학습능력(ability to learn), 학습

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조사도구의 목적을 설명했고

속도(speed of knowledge acquisition)의 다섯 가지

동의한 학생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 파일이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EBQ는 61문항의 5점 리커트

궁금한 학생들은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최종적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

으로 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PBL 시행 전후의 조사

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

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점)’,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도록 구성했다. 이 조

자료가 불충분한 학생을 제외한 123명이다. 이들은

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사전, 사후 각각

2007년 6월 15일부터 2008년 5월 9까지 매주 금요일

0.83, 0.81이었다.

오후에 4시간씩 PBL에 참여했다.

1#-ր୨

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은 Table 1처럼 낮은 수준에
서 높은 수준의 연속선상에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지식의 확실성은 ‘지식은 절대적이다’라는 신

PBL 모듈은 총 12개로 그 내용은 ‘멍이 잘 드는 증

념에서부터 ‘지식은 잠정적으로 계속 진화한다’는 신념

상’, ‘대변이 검게 나와요’, ‘배가 아파요’ 등으로 이루어

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본다. 즉,

져 있다. 하나의 모듈은 3주 동안 시행되었다. PBL은 2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의 수준이 낮을수

회의 소집단 토론과 1회의 대토론으로 구성된다. 소집

록 지식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식론

단 토론에서는 PBL 사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증거

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을 가정적이며 지속적으

와 추론에 근거한 해결책을 위해 학습과제(learning

로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issues)를 도출한다. 학습자는 소집단 토론에서 도출한

원천은 지식의 원천을 외부적인 권위자에 두는 입장에

학습과제 해결을 위해 자기학습(self-study)을 한다. 소

서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적으로 구성하

집단 토론이 끝나면 모듈을 개발한 교수와 함께하는 대

는 것으로 보는 믿음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즉, 지식의

토론(colloquium)이 있다. 학생들은 대토론에서 각 집

원천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 수준이 낮을수록 지식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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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pistemological Belief Components
Sub components

Low (1) ← Cognitive Disposition → High (5)

Certainty of knowledge
Source of knowledge
Rigid learning
Ability to learn
Speed of knowledge acquisition

Avoid ambiguity. Knowledge is certain.
Depends on authority. Do not criticize authority.
Learning is a process to take objective knowledge from an authority.
Learning ability is innate.
Learn the first time. Learning is quick.

대적인 권위자에 의해 전수받는 것으로 믿는 반면, 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식론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의 원천을 개개인이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도록 구성하

구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학습의 경

였다.

직성은 학습은 객관적 진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부터

MSLQ는 자기효능감, 내적가치, 학업불안, 인지전략,

학습은 스스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발전한다고

자기규제의 5개 하위영역 9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자

본다. 즉, 학습의 경직성에 대한 인식론적 수준이 낮을

기효능감, 내적가치, 학업불안은 동기변인이고 인지전

수록 학습은 정해진 확고한 진리를 교수자에 의해 주입

략, 자기규제는 자기규제학습전략이다. 자기효능감은

받는 것이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여긴 반면, 인식론적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인정,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학습자가

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실생활에의 적용에 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학습능력은 타고난 생득

한 것이며, 내적가치는 학습의 중요성 자각, 배움의 추

적인 것에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한다고 보고,

구에 관한 것이며, 학습불안은 학습상황에서의 근심, 걱

학습속도는 신속한 과정에서 점진적인 과정으로 발전

정과 시험에 대한 불안에 관한 것이며 해당문항은 모두

된다고 본다. 학습능력과 학습속도에 대한 인식론적 신

부정문으로 진술되었다. 인지전략은 학습에의 주의집

념이 낮을수록 학습은 타고난 능력에 따르는 것이고 학

중, 전략적인 정보사용, 생성적인 정보산출에 관한 것이

습은 빠른 시간 내에 습득되는 것이라고 더 많이 믿는

며, 자기규제 문항은 계획성, 조직화, 실행성 그리고 결

다. 인식론적 신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숙과 환경

과의 전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에 따라 변하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식의 확실성, 학
습의 신속성, 절대적 권위를 믿는 신념이 약해지는 것

ंজࢺ࣑

으로 나타났다[2,26]. 즉, 연령과 교육경험이 높아질수

PBL 시행 전후의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의

록 지식의 불확정성을 더 많이 신뢰하고 학습은 절대적

변화를 보기 위해 대응비교 t검증(Paired Samples

권위자에 의해 배울 수 있기보다는 누구나 지식의 원천

t-test)을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일 수 있고 학습은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

다는 것이다.

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0.05였다.

자기규제학습능력 검사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는 Pintrich & De
Groot[27]가 고안한 도구를 Son[28]이 우리 문화에 맞

էր

게 번역·수정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
전검사의 경우 Cronbach α=0.90, 사후는 0.89였다.

이 연구의 최종자료에 포함된 피험자의 성과 연령별

MSLQ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총 123명이고 남자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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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여자 53명(43.1%)이다. 연령대를 보면 25세

성에 대한 신념은 PBL 전(M=2.88, SD=0.30)보다 PBL

이하가 92명(74.8%)이고 26세 이상이 31명(25.2%)이

후(M=3.18, SD=0.29)에 증가하였고 이것은 유의미한

다. mother

차이였다. 이 결과는 PBL을 통해 학습이란 교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

1#-ਏෘୢบଭਐߨୡ࣡ڄฃ

을 통해 학습자가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신념이 증가

Table 3은 PBL 시행 전후의 인식론적 신념 하위 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속도에 대한 신념은

소별 결과이다. PBL 시행 전후에 지식의 확실성, 학습

PBL 전(M=3.56, SD=0.33)보다 PBL 후(M=3.12, SD=

의 경직성, 학습속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식의

0.36)에 감소하였고 이것은 유의미한 차이였다. 학생들

확실성에 대한 신념은 PBL 전(M=3.40, SD=0.37)보다

은 PBL 후에 오히려 학습이란 정해진 시간에 빨리 배

PBL 후(M=3.32, SD=0.34)에 감소하였고 이것은 유의

워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미한 차이였다. 이는 PBL을 통해 지식은 가변적이고

의 원천과 학습능력에 대한 신념은 PBL 시행 전후에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보다는 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히려 지식이란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된
다는 생각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의 경직

1#-ਏෘୢบଭୀָ׆୪ߚۇଭ࣡ฃ
Table 4는 PBL 시행 전후의 자기규제학습의 하위 요
소별 결과이다. PBL 시행 전후에 자기효능감, 자기규

Table 2. Gender and Ag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제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PBL 전
Item

n (%)

Gender
Men
Women

M±SD

(M=2.96, SD=0.43)보다 PBL 후(M=3.03, SD=0.40)에
증가하였고 이것은 유의미한 차이였다. 자기규제력은

70 (56.9%)
53 (43.1%)

PBL 전(M=3.17, SD=0.51)보다 PBL 후(M=3.25, SD=
0.48)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유의미한 차이였다. 내적가

Age
23~25
26 and over

92 (74.8%)
31 (25.2%)

24.79±1.38

치, 인지전략, 불안은 PBL 시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Epistemological Beliefs Changes between Pre- and Post-PBL (n=123)
Sub components
Certainty of knowledge
Source of knowledge
Rigid learning
Ability to learn
Speed of knowledge acquisition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M

SD

t

p

3.40
3.32
3.33
3.29
2.88
3.18
3.31
3.26
3.56
3.12

0.37
0.34
0.42
0.41
0.30
0.29
0.37
0.36
0.33
0.36

2.123

0.036

0.949

0.345

-7.573

0.000

0.992

0.323

11.855

0.00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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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elf-Regulated Learning Change between Pre- and Post-PBL (n=123)
Sub components
Self-efficacy
Internal value
Cognitive strategy
Self-regulation
Anxiety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M

SD

t

p

2.96
3.03
3.39
3.35
3.27
3.32
3.17
3.25
2.86
2.85

0.43
0.40
0.48
0.47
0.48
0.42
0.51
0.48
0.52
0.48

-2.109

0.037

0.778

0.438

-1.287

0.201

-1.969

0.050

0.233

0.816

SD: Standard deviation.

학습자의 주도 아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토론과

ճఝ

정을 가졌다. 또한 많은 사진자료와 웹자료, 데이터베이
스를 통한 다양한 지식의 원천을 경험했다. 그리고 자

이 연구는 PBL 시행 전후의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

신들이 정의하고 해결한 문제를 개념도로 정리하여 대

과 자기규제학습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다. PBL은

그룹 토의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학습의 경직성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은 향상시켰지만

가졌다. 이러한 PBL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방

지식의 확실성과 학습속도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 수준

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자

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주었다. Gordon 등[29]

신의 학습을 구성하는 PBL이 좋은 학습방법이라는 인

의 결과처럼 학생들은 PBL을 통해서 학습 경직성에 대

식의 변화를 가졌지만, 또한 동시에 학생들은 학습이란

한 신념이 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정확한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들이 PBL의 학습방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PBL 사례를 소집단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PBL을 함으로써 학

토론과 자기학습을 통해 3주 동안 해결하는 것보다는

습이란 주어진 정답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

방법을 통해 개별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이해하는 활동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PBL 후에 지식의 확실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습방법과 실제 자신

성은 오히려 더 객관주의적인 신념으로 강화되었다. 학

이 행하기를 원하는 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생들은 지식이라는 것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닌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

자기규제학습 하위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기규

는 신념을 더 갖게 된 것이다. 또한 학습속도에 있어서

제력이 PBL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PBL의

도 학생들은 학습이란 점진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이

특성인 소집단 학습, 상호작용적인 협력학습, 학습자 주

라기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해졌다.

자신감과 문제상황 대처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긍정적

학생들은 PBL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경

인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었고, 학습계획, 조직화, 모니

험했다. 학생들은 PBL 시간마다 다른 수업과는 달리

터링 할 수 있는 자기규제력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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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PBL 연구[23,29]에서는 전통적인 수업 과정

매우 추상적이므로 면담이나 에세이식 지필검사와 같

의 학생과 비교해서 PBL 과정의 학생이 자기규제력과

은 질적연구 방법을 추가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연결하도록 하는 다양한 인지

째, 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과 자기규제학습의 변화에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습자의 사전지식, 사회경제적

연구결과에서는 인지전략이 PBL 실행 전후에 유의미

지위, 교육적 경험에 따라 다양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한 차이가 없었다.

PBL의 효과로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1년 동안 부분적으로 실시

[2,27,30,31].

한 PBL은 학생들의 인식론적 신념의 모든 하위요소를
세련되게(sophisticated)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
도 학생들에게 학습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

"$,/08-&(&.&/54

는 기회를 제공했고 자기규제학습에 있어서는 자기효
능감과 자기규제력을 향상시켰다. PBL이 의사소통능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력, 비판적 사고능력, 메타 인지능력 등을 증진시킨다는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8 (2007-

연구가 있지만[17,20,23,29], 모든 PBL이 이러한 긍정

3201).

적인 결과만을 항상 줄 수는 없다. 오히려 PBL 실행과
정 속에서 학생들은 이해보다는 단순한 기억을, 비판적
인 논리보다는 기술적인 설명을,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3&'&3&/$&4

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PBL의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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