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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조은주*(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소재 S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통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참여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교양과목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며 연구대상 모두에게 사전검사로 ‘자기주도학습’검사와 ‘창의적 리더십’검사를 실
시한 후 실험집단에는 총 14회기, 28시간동안 본 연구의 PBL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수업을 적
용하였다. 실험 후 수업의 효과 검정을 위하여 SPSS Windows 20.0을 사용하여 t-test를 통한 집
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BL을 활
용한 교양수업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
며,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의 하위변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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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 이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3%로 보고되고
있는 현실이며(교육부, 2016) 자기주도적인 학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습의지가 전제된 상황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로서 학교와 학습자의 만남이 대면소통방

2030년이 도래하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
라질 것이며 기존의 교육 또한 절반이 소멸하

∼

식에 비해 본질적으로 유대적 관계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여 3 6개월 이내 신기술을 배워 일했다가 다

통합과 융합의 시대에 지식은 공유되고 모

시 교육을 받는 마이크로 칼리지가 대세할 것

든 것이 오픈소스(open source)화 되는 현실에

이라는 미래학자인 Thomas Frey의 예측 이후

서 더 이상 교수자는 최고의 지식보유자가 아

(배예선, 전우천, 2014) 연이은 미래학자들의

니며, 100세 시대 대학교육의 본질은 지식중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경고가 현실임을 자각하

심의 교육이나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

게 하는 사건이 있다면 단연코 2016년 3월 9

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말할 줄 아는

일 대한민국에서 치뤄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표현과 성찰적 사고 능력, 스스로 가치를 창

이세돌간의 바둑대결을 꼽을 수 있겠다. 인공

출할 수 있는 역량향상의 교육으로 되돌아가

지능 알파고는 세계 최고의 기계학습 전문가

야 한다. 이러한 표현능력은 듣고 읽는 사색

들로 구성된 영국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바

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과정이기에 궁극적으로

둑 프로그램으로 인간이 정해준 규칙과 비법

표현을 하게 해야 말하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

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기계 스스로 ‘딥러

어질 수 있으며,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사

닝’ 즉 스스로 학습을 통해 능력을 발전시키

회적 기대와 요구가 극대화되고 연결과 협업

는 인공지능의 자기주도학습을 보여줬다. 인

의 시대로 개념화 되는 오늘날, 각 대학들은

간처럼 학습하는 알고리즘인 딥러닝의 등장과

핵심 교육역량을 모델링하여 협동학습역량

사물인터넷(IoT) 및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4

을 강화시키고 있다(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차 산업혁명은 교육방식 대한 혁신적 성찰과

2013).
이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적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다양

대학에서도 구성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교수법

한 학습자 중심 교육, 교과와 체험활동이 창

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PBL(problem-Based

의·융합된 특성화 교육, ICT정보통신기술 및

Learning)수업은 학습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

멀티미디어 기반 쌍방향 상호작용 교육 등이

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

부각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파괴적 혁신인

며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 흥미를

해외 MOOC를 시작으로 K-MOOC 또한 2015

발전시켜나가며 실용적 지식과 교과적 지식을

년 27개에서 2018년 500개 이상 강좌를 목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방식으로

로 지속적 개발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신희선, 2011) 대학에서는 학습공동체를 조직

2015).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

화하여 학문과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수업

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평생

연장선상의 활동으로도 지원하고 있다(염민

교육학적 관점의 MOOC의 학습방식은 참여대

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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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급변하는 미래 환경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 가운데 PBL기반

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기

수업을 실시한 교수-학습 집단은 그렇지 않은

술. 지식, 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기주도

집단보다 학습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학업성취

적 학습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분석하

에서도 인지적 효과와 정의적 효과의 향상을

고 해결해나가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이 점차

보였다(손미, 하정문, 2008). 따라서 대학수업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PBL의 학습방

에서도 PBL수업 설계모형이 개발되기도 하며

법은 자기주도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

(나지연, 2011) 최근 STEAM교육을 PBL으로

력적 집단지성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협력

정의하여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학습의 좋은 지침이다(강인애, 2003).

주도적으로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융합

PBL기반으로 설계된 수업은 주도적으로 학

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등 대학에서도 PBL

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

을 적용한 수업이 시도 되고 있으나 여전히

택·실행하며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주도학습의

대학의 주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활용되지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최정임, 2007; 서혜경,

않고 있는 현실이다(김현우, 2012).

2011), 문제해결능력과 협력학습에서 효과 있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대학교 평생교육학

음으로 밝혀진 바(김향자, 김선희, 김희성, 송

과에서 개설된 교양과목인 ‘평생학습과 인간

수민, 2014), 다양한 방식으로의 교수활동을

심리’과목이 인간의 발달적 심리과정을 학습

지원하기 위한 모형 개발연구 등이 이뤄지고

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

있다(나지연, 정현미, 2012; 김두규, 박수홍,

성을 인지함으로 스스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

2014). 또한 자기주도적학습을 수강한 대학생

결해 나가기 위한 좋은 과제 개발과 사례제시

들의 창의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경화, 박춘

가 될 수 있기에 해당 수업에 PBL교수법을

성, 2012)에서와 같이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적용하여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부문

활동을 포함한 수업은 창의적 리더십 향상에

의 학습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는 일방향적인 강의형태로 지식이해와

2. 연구문제

습득을 위한 수업위주이며(배수정, 박주용,
2016), 교수 각 개인의 영향력과 교육내용이

본 연구는 교양과목에서의 PBL기반 수업이

대학교육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영

서(최영준, 2013) 앞으로 대학교육은 강의 중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으로 짜여 있는 교육을 지양하고 지식을 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확인

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였다.

하며, 학습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학생

첫째, PBL을 적용한 수업과 일반수업에서

주도적인 창의적 학습이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의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차이가 있을 것

야 한다(배수정, 박주용, 2016).

인가?

이러한 시대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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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의 창의적 리더십은 차이가 있을

현미(2009)는 PBL수업에 필요한 모형과 체크

것인가?

리스를 개발하여 분석단계에서 요구 분석, 내

셋째,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의 하

용 분석, 자료 수집,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위 변인들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

을 실시하여 수업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

가?

록 하였다.
PBL수업을 실행하는 주체 즉, 의사결정권을
교수자 주도, 교수자 및 학습자 공동 주도, 학

Ⅱ. 이론적 배경

습자 주도로 나누어 각 수업의 특성별로 학습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

1. PBL(문제해결수업)

며 나지연, 정현미(2012)는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 PBL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PBL학습법은 1950년대 중반 의과대학에서

제공함으로써 대학에서 교수자들이 자신의 수

개발된 모형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 구성주

업 및 상황에 적합한 PBL수업을 설계할 수

의 이론과 원리가 적용되면서 학습자들이 실

있도록 PBL설계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수업

제 상황과 유사한 문제를 협동학습을 통해 해

형태에 따른 문제상황설계, 각 문제에 해당하

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구

는 문제해결과정 촉진설계, 운영전략 설계, 학

성되었다(Barrow & Myers, 1993; 박수홍, 박철

습자원설계, 평가설계를 실시하도록 지침 하

수, 김정미, 2009). 이러한 PBL학습법은 학습

였으며, 설계단계의 상황적 지침은 교수자가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개인학습 및 팀내 협

양질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지

력학습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학업성취

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또한 나지연, 정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이

미(2012)는 Hung, Jonassen과 Liu(2008)의 PBL

증진되며 경험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최정

수업의 적합 문제유형과 Schmidt와 Moust

임, 2007). PBL을 활용한 수업에서 Gallagher,

(2000)의 지식유형에 따른 분류를 종합하여

Stepien와 Workman(1993)는 학습자들이 문제

적합한 PBL문제 유형을 설명, 의사결정, 진

를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혔으며

단해결, 상황화된 사례/정책, 설계, 딜레마 문

Dunlap(2005)는 문제해결능력과 자아효능감이

제인 6가지로 분류를 한 후 구체적인 지침을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문제개발에 대해 부족

PBL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설계가 중요하며 대학의 상황, 규모,

했던 안내(장정아, 2006, 최정임, 2004)를 돕도
록 하였다.

학습자 특성, 수업 목표, 교수자의 선호 및 보
조적 장치의 이용가능성을 포함한 모형들이

2. PBL과 자기주도학습

제시되어야 하며(나지연, 정현미, 2012), 수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민혜리와 윤희

Knowles(1975)는 타인의 지원과 상관없이 스

정(2012)은 교수자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

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으며, 교수개발과정인 ADDIE모형에 따라 정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 36 -

조은주 /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이며 자기의 주도적 의지를 가지고 학습 및

관리, 자기통제, 학습동기인 세 가지 요인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자기주도학습으로 보았다.

구분하였으며, Baumert, Evans와 Geiser(1998)는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실천 중심으로 교

동기, 목적지향성, 자기인식, 행동통제, 사회적

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은

능력, 잠재력요소로 구분하였고 Straka(2000)는

학업성취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구병두, 양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내적작용과 동기의 역동

애경, 최종진, 2013).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

적 상호작용으로서 흥미, 전략, 통제, 감정능

로 해결하는 능력 태도 요인으로 설명된다(양

력으로 구성하였다.

애경, 조호제, 2009). Knowles에 의해 성인교육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자기주도학습의

부문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자기주도학습

구성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이론은 Rogers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보이나 대체적으로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습

크게 받았으며, 이에 McCarthey와 McMahon,

상황, 자아인식의 네 가지 구성요인으로 살펴

1992)은 학습자의 성찰은 가장 의미 있고 영

볼 수 있으며, PBL기반 수업을 통해 적극적으

향력을 주는 학습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으로 학

PBL에서의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Hmelo와 Lin(2000)은 문제중심학습 집단

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노정심, 2003; 장윤영, 2008).

이 전통적 교육방식보다 더 자발적 학습기술
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박순자(2002),

3. PBL과 창의적 리더십

김정희(2004), 정진옥(2004), 권진(2006), 조수경
(,2010) 등의 실험연구에서도 PBL수업이 자기

창의적 리더십이란 Sternberg(1997)가 제시한

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입증되었

개념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

다. 즉, PBL수업 방식은 학습자가 문제 상황

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언급되었으나 이후

에 대하여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협동학습

Makri와 Scandura(2010)는 창의적 잠재력을 가

을 통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지고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며, 이러한

을 자극할 수 있는 리더를 창의적인 리더라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

하였고, 이경화(2009)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

램 연구는 다양한 학문 및 각도에서 연구가

출할 수 있는 있는 인지능력과 타인을 설득시

진행되어야 한다.

키는 의사소통역량,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

PBL 기반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주요 구

로 해결하여 성공적 집단을 이끌어내는 능력

성요인을 살펴보면 Guglielmino(1978)는 8가지

을 기초로 개인이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소인 새로운 학습개방성, 자아개념, 주도적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독립성, 책임감, 학습열정, 창의성, 미래지향

였다.

성, 문제해결력을 제시하였고, West와 Bentley

미래의 지식융합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

(1990)는 학습애착성, 자기확신, 개방성, 호기

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강조하

심, 자기이해, 책임감을 제시하였다.

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구성원들의 창의적 잠

또한 Garrison(1997)은 자기주도학습을 자기

재력을 자극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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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장재윤, 2007; Makri & Scandura, 2010)

를 향상시켰음을 입증하였으며 수업을 통해

향후 글로벌 리더가 될 대학생의 창의성과 창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리더십에서 문제해결적

의적 리더십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리더십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 할 수 있다(이경화, 신오순, 김정연, 2015).

(최미정, 2015).

창의적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 협

한편 온라인 창의수업에서는 문제해결 수

력을 통해 문제 상황 해결에 적합한 혁신적

업이 대학생의 창의적 리더십 향상에 효과적

사고로서 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으로 밝혀졌으나(김정연, 이경화, 2015), 아직

를 수렴하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하며(Puccio,

까지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 리더십을

Mance, Murdock, 2010) 다양성을 추구하는 팀

배양하거나 특성에 따른 교과 편성 및 제도적

의 혁신적 노력과 노동을 위해 강화될 수 있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이경화, 신오순,

다(최윤주, 2014)

김정연, 2015).

대학생 시기는 특히 창의적 능력이 발현되
는 제 3의 절정기이며 창의적 능력을 자신의

Ⅲ. 연구 방법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시기이므로(Dacey,
1989) 대학교육 상황에 적합한 융합 교과목
개발과 운영이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서민규,

․

1. 연구대상

2012) 최근 대학교육에서도 개인 집단 수
준에서의 혁신적 태도 및 창의적 사고를 통

본 연구에서는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해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창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

의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이경화, 박춘

치는 효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서

성, 2014).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서

울 소재 S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간심리와 평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의적 인재, 창의적

생학습”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특히 대학교 현장에서

연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개인 및 집단 수준의 실천적 문제해결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이경

연구대상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표 1> 연구대상의 구성

화, 박선형, 2014).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실험

88

57.9

남

95

62.5

통제

64

42.1

여

57

37.5

인문사회

41

27.0

1학년

41

27.0

자연계열

19

12.5

2학년

46

30.3

경상계열

51

33.6

3학년

35

23.0

성, 김남영, 박현영(2014)은 PBL창의적 문제해

공과계열

41

27.0

4학년

30

19.7

결 수업이 창의성과 팀 구성원간의 교환관계

전체

152

100.0

전체

152

100.0

PBL에서의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창의성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실험연구에
서 학습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회의적 결
과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김윤경, 2009), 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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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실험집단 130명, 통제집단 130명 대상

1) 자기주도학습검사

이었으나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에게 연구자가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검

사전 검사 및 사후검사에 있어 본 연구의 취

사는 Baumert, Evans, Geiser(1998)와 노국향(1999)

지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 응답 후 설문지를

의 자기주도학습 검사도구를 박주연(2008)이

회수한 결과 설문 응답 후 불완전하게 응답했

타당화한 검사로서 학습요인, 자아인식, 학습

거나 사전 혹은 사후만 응답한 검사 및 응답

전략, 학습상황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있

지를 제외하고 실험집단 88명, 통제집단 64명

다. 차원별 하위영역으로 학습동기는 ‘내재적

으로 구성하여 동질성이 확인된 남녀 대학생

동기와 도구적 동기’, 자아인식은 ‘자기효능감

152명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과 자아개념’, 학습전략은 ‘인지전략과 상위인
지전략’, 학습상황은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의

2. 실험 설계

요소를 포함한 총 33문항이다. 이 검사는 자
기보고식 리커트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본 연구는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대학

며 Cronbach’s α 835로 비교적 산뢰 할 수 있

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다고 판단되어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각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전-사

하위 검사의 신뢰도는 학습동기(7문항)는 .579,

후검사, 실험-비교집단 설계를 하였다. 따라서

자아인식(8문항)은 .865, 학습전략(12문항)은

실험처치인 교양과목에서의 PBL기반 수업을

.742이며 학습상황(6문항)은 .671로 상대적으로

설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고, 이후 사후검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하여 실험처

2) 창의적 리더십검사

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창의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집단에서는 14주간 총 28시간에 걸쳐

검사는 이경화, 박춘성(2014)에 의해 개발 및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집단의 88명은 14

타당화 과정을 거친 검사로서 문제해결적 리

개 조로 나누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비교집단

더십, 개인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차원으로

은 학과의 교육과정목표에 계획된 동일한 교

구분할 수 있으며 차원별 하위영역으로서 문

과목인 “인간심리과 평생학습”을 14주간 수강

제해결적 리더십은 ‘창의적 태도’, ‘인지적 능

하는 학생들이며 실험집단과 유사한 주제와

력’, ‘의사결정력’으로 개인적 리더십은 ‘자기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으로 진행되었

관리’ 요소, 사회적 리더십에는 ‘건설적 사고’,

으며 사전검사 실시 결과 두 집단간 동실성

‘타인존중’, 공동체 배려‘의 요소를 포함된 총

은 확보되었다.

57문항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업구성은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식 리커트 5단계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912로 비교
적 산뢰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측정도구로

3. 측정도구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 검사의 신뢰도는 문제
해결적 리더십(26문항)은 .864, 개인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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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에게 투여된 14주 프로그램의 구성
주

핵심어
OT

1

팀구성

세부내용
과목개요와 주차별 강의내용, 과목과 매체활용 기법
팀 구성을 위한 문제 제출, 2016년 트랜드 키워드100선
팀원 역할 결정, 블렌디즈 매체활용 안내
인간심리와 평생교육학 의미

2

주제 이해

인간심리와 이론 고찰
사회변동과 평생학습적 의미
직장이 사라지는 사회

3

과제상황

평생직장에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정답 없는 세상에서의 게임의 룰
생애발달적 관점에 따른 목표설정

4

학습심리

5

사고, 정서. 행동

6
7
8
9

학습자 개인차
성격, 자아개념,
가치관

매체 자료 제공 및 안내-영화 학습 후 질문 만들기
팀 질문에 대한 토론 학습-생각, 느낌, 메시지 키워드 추출하기
Maslow의 욕구 이론을 통해 살펴본 인간심리와 욕구이론에 따른
미래 진화로서의 4차 혁명에 대한 토론
메타인지 조사 영상 학습 및 토론
매체 학습 후 미래. 인간심리, 평생교육, 문제지도 그리기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른 심리적 유사점 Vs 대척점

학습 심리

뇌의 시냅스에 대한 이해

학습 동기

성격/기질, 가치, 스타일 등에 따른 학습이나 일에 있어서의

10

선호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대응점) 토론하기
질문카드를 통한 질문하기

11

질문 학습

핵심 가치 도출하기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 만들기
긍정심리와 학습

12

긍정 심리

나에게 긍정정서가 되는 영화 토론
긍정 스트로크 팀 활동

13
14

평가

시스템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론 및 작성하기
평가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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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교집단에게 투여된 14주 프로그램구성안
주

핵심어
OT

1
팀구성

세부내용
교과목 개요, 교과목 교육 목표, 수업 진행 방
법, 평가 방법, 주교재 및 부교재, 주차별 강의내용
조별 과제를 위한 주제 선정
과제 수행방법 협의
성인으로서의 대학생 시기

2

주제 이해(20대)

새로운 발달 시기: Emerging Adulthood
청년기의 성공적인 발달지표
지각과 지각 과정 속 오류

3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각에 미치는 정서와 동기의 영향
딜레마/이타적 협력

4

나는 누구인가?

자기개념,

5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자아정체감

6

유능한 의사결정 능력

7

나는 합리적인
사람인가?

8

청소년, 청년과 성인의 의사결정능력 차이
의사결정능력의 발달
집단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오류들
학습의 개념

9
학습
10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강화와 처벌, 관찰학습 이론

11

성격

12

평생교육

13

학습성찰

14

실천

성격의 개념과 이론
성격의 방어기제와 측정
평생교육의 등장배경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의 역할
학습 성찰
자기주도학습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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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집단 주차별 수업 주제와 전체 구성
주
1

2

목표
OT

팀구성

주요내용
PBL수업 방식 소개

주제 이해

과제평가방법

팀 구성을 위한 문제 제출

블렌디드 매체 사용법(클래스팅 안내)

2016년 트랜드 키워드100선

팀구성(팀구호, 목표 수립)

팀원 역할 결정

조별 팀원들의 역할 결정과 이름부여(리더, 깔끔이, 꼼꼼이, 발발이, 재롱이)

블렌디즈 매체활용 안내

팀가방(출석 및 준비물) 안내

인간심리와 평생교육학 의미
3

활동내용 및 과제
교과목 안내

인간심리와 이론 고찰
사회변동과 평생학습적 의미

평생교육에서의 인간심리 의미 추출
성찰 질문 만들기

1. 키워드 추출을 통한 팀 과제: ‘미래, 인간심리, 평생교육’을 반영하는 팀 영화 선정 후 공통 질문(함께)과 성
찰적 답안(각자) 만들기
2. 개인이 지닌 심리문제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학습으로 구현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상황 시나리오
4

과제제시

제시하기
3. 도출된 문제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생애발달적 관점에 따른 학습목표를 진술하고 As is(현재)-To be(종강)을 위
한 Action plan(수업처치)3개월간의 개인 목표 달성결과 발표하기
4. 키워드(미래, 인간심리, 평생교육)를 반영하는 책을 선정(팀)하여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

4

토론

사전 영화 자료 제공 및 안내
(‘인턴’, ‘행복을 찾아서’)
온라인 매체 자료 제시

5

매체학습

Simon Sinek의 ‘나는 왜 이일을 하
는가?

6

토론

7

영상토론

8

영상토론

9

학습심리

질문학습

긍정심리

13

과제평가

14

평가

토론학습(예시: 진로, 취업. 목표)

상위욕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부/환경적 요인 분석하기

진화로서의 4차 혁명에 대한 토론

상위욕구에 도달하기 위한 극복적 해결안 도출하기

메타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메타인지 영상 학습

‘자기객관화’, ‘낯선 여행’ ‘불편한 시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학습 토론

15편의 영화제시 후 선행영화 학

자신이 본 미래 영화의 스토리를 타팀 구성원들과 만나 스토리 공유 후

습 후 키워드 수집하기

키워드 트리 만들기(조별로 키워드 마인드맵 구성하기)

가치관등)에 따른 심리적 유사점

성격/기질, 가치, 스타일 등에 따른 학습이나 일에 있어서의 선호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대응점) 토론하기

뇌의 시냅스에 대한 이해

뇌의 가소성과 시냅스 관련 영화토론

평생학습에서의 동기이론

학습최적화를 위한 (외적 Vs 내적)보상방식 토의하기

핵심 가치 도출하기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 만
들기

12

문제 해결을 위한 ‘why-how-what’

우리팀/개인의 욕구지도 그리기

질문카드를 통한 질문하기
11

생각, 느낌, 메시지 키워드 추출하기

인간심리와 욕구이론에 따른 미래

Vs 대척점
학습 동기

팀 질문에 대한 토론 학습

Maslow의 욕구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학습자의 개인차(성격, 자아개념,

10

영화 학습 후 질문 만들기

긍정심리와 학습

자신의 인생 질문 디자인하기
인생질문 역할 주고 받기
인생질문에 대한 핵심 가치 찾기
나에게 긍정정서가 되는 영화 토론
긍정 스트로크 팀 활동

시스템적 사고기법인 인과관계(원인-결과) 피드백 루프를 활용한 ‘인간 심리와 미래의 평생학습’ 관계 토론 및
작성하기
개인 과제 발표

개인/팀 action plan 발표
자기 평가/교수자 평가/동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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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항)은 .809, 사회적 리더십(14문항)은 .827
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실험집단의 주차별 수업 주제 및 전체 구
성은 <표 4>와 같다.

4. 실험 처치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인 대학생의 발
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에 PBL기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좌의 특성 및

반 수업을 적용한 후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특징(학생수, 전공)에 따라 혼합 PBL방식으로

리더십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Savin-Baden & Major, 2004) 문제해결과정 중

목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강의, 토론,

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대학교 수업에서 다양

구조화된 그룹활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

한 측면에서의 PBL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하였다.

혁명적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또한 본 실험의 처치는 나지연(2011)의 설

성찰적 교육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기

계모형을 참조하여 교과목 취지에 맞는 문제

주도학습력을 지닌 창의적 리더로서의 역량

유형을 결정하였으며, 잠정적인 문제상황을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지도 그리기를 통해 아이디어 관련된 내
용을 지도로 시각화하는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1.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효과

(조연순, 2006) 학생들의 경험을 문제와 연관
시키도록 하거나 시청각 자료의 제시를 통해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대학생의 자기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문제상황을 멀티미

도학습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

디어 형태로도 제공하였다(조연순, 2006; 나지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 2011).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제상황설계는 1. 문제유형 선택 및 아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PBL을 활용

디어 구상, 2. 학습자 역할 설정, 3. 문제상황

한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

제시방법 결정, 4. 시나리오 작성, 5. 시나리오

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p<.05). 특히, 실

형성 평가기법(나지연, 2011)을 참조하여 문제

험 전후의 비교에서 학습동기, 자아인식에는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 생애발달적 관점에 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학습전

라 학습자의 3개월동안 실시된 학습목표 달성

략, 학습상황 요인에서 변화는 발생하였으나

에 대한 360도 다면평가형식 및 팀과제 발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팀에서 공통으로 선정된 문제에 대한 개인수

다(p>.05).

행 과제의 제출로 이뤄졌다. 즉, 교수자로부터
제시된 문제로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학습과제

2.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를 도출하는 비구조적이고 문제해결적 학습으
로 진행되었다(나지연, 2011).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대학생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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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주도학습의 집단 간 차이
실험집단
요인

학습동기

자아인식

학습전략

학습상황

자기주도학습

통제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24.89

25.81

24.45

24.52

(2.80)

(2.77)

(2.7)

(3.97)

26.88

27.99

25.42

25.16

(3.09)

(3.41)

(5.25)

(5.87)

42.11

42.64

41.42

42.80

(5.18)

(5.90)

(4.94)

(5.15)

21.10

21.73

21.06

20.97

(3.16)

(3.71)

(3.69)

(3.52)

114.98

118.16

112.36

113.44

(9.40)

(11.02)

(11.58)

(12.69)

t

p

-3.022

.003

-3.333

.001

-.931

.354

-1.783

.078

-3.167

.002

리더십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

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p<.05). 특히,

해 창의적 리더십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의

실험 전후의 비교에서 문제해결 리더십, 개인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 한

적 리더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결과를 제시하면 표 <표 6>과 같다.

(p<.05), 사회적 리더십 요인에서 변화가 있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PBL을 활용

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한 교양수업이 대학생들의 창의적 리더십 향

<표 6> 창의적 리더십의 집단 간 차이
실험집단
요인

문제해결 리더십

개인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

통제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85.49

89.99

82.70

86.50

(8.24)

(9.65)

(10.65)

(11.97)

60.23

62.00

58.45

59.67

(6.05)

(6.59)

(7.66)

(8.12)

52.41

53.02

52.53

51.89

(6.37)

(5.75)

(5.79)

(6.14)

198.13

205.01

193.69

198.06

(16.44)

(17.6)

(20.88)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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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5.305

.000

-2.684

.009

-1.039

.302

-3.89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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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3.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간의 관계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하위 변인

본 연구에서는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이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

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연결지능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로서의 4차혁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기주도학

학교육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간의 자기

습과 창의적 리더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주도학습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과 자기주도학습 총계와 창의적 리더십 총계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간(R=0324, p<.01)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2008)의 문제해결방법을 활용한 자

즉, 자기주도학습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창

기학습 연구모형에서는 학습전략, 학습동기,

의적 리더십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은 종합적으로 학습상황에 영향을 미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하위변인

치는 것으로서 설명하였는데 개별학습상황과

간 상관은 .287 .55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협력학습상황은 학습자의 내적특성뿐만 아니

자기주도학습 총점과 창의적 리더십 하위변인

라 역동적이며 가변적 변수가 많으며, 본 연

중 학습전략은 .630으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

구에서는 교수의 주도권이 함께 미치는 혼합

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PBL방식을 채택한 것이 자기주도학습에는 크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통해 자기주도학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습과 창의적 리더십간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

한 자기주도학습검사의 하위구인인 학습동기

할 수 있었다.

문항의 신뢰도가 다른 하위구인에 비해서 낮

∼

<표 7>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간의 관계
구분

2

3

4

5

6

7

8

9

1. 학습동기
2. 자아인식

.352**

3. 학습전략

.394**

.407**

4. 학습상황

.246**

.096

.154

5. 자기주도 학습 계

.684**

.721**

.789**

.485**

6. 문제해결 리더십

.233**

.658**

.413**

.134

.564**

7. 개인적 리더십

.289**

.582**

.536**

.287**

.654**

.721**

8. 사회적 리더십

.238**

.228**

.275**

.506**

.442**

.353**

.502**

9. 창의적 리더십 계

.299**

.630**

.496**

.324**

.668**

.899**

.89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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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이는 학습동기 중 성적, 취업, 경제적

가 깊다.

안정을 위한 도구적 동기 항목을 제거시 신뢰
도가 향상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자기주도학습 대상자와 상황을 고려한 항목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은 대학생의 자기주
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 효과

본 연구에서 개인적 리더십의 효과는 자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자 외(2014)의

주도학습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연구의 PBL적용기간(4주)과 횟수(2

PBL기반 수업이 팀별 과제능력인 과제관련,

회)가 작아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효과

협력관련 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입증한(김향자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본

외, 2014)의 결과와 달리 창의적 리더십의 하

연구에서는 14주 기간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위요인인 사회적 리더십의미가 도출되지 않았

서의 학습동기와 자아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입

다. 이는 최미정(2015)의 창의적 문제해결 수

증하였다.

업을 학생들이 문제해결적 리더십은 유의하게

또한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은 학습자들의

향상되었으나, 개인적 리더십과 사회적 리더

문제해결 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에

강인애(2003), 최정임(2007), Gallagher, Stepien

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PBL과제를 적용했지

와 Workman(1993), Dunlap(2005), 김향자 외

만 본 과정이 14주동안 개인과제와 팀과제를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한편, 창의적

함께 수행하며 결국 교양과목의 특성상 1/3이

리더십의 하위요소인 사회적 리더십 부문에서

상의 학생들은 하위학점을 받게 되는 상대평

는 과목의 특성상 상대평가 점수방식과 개인

가에 의한 학점부여 방식으로 인해 개인적 리

과제와 팀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있어 타

더십의 상승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음

인존중과 공동체 배려보다는 개인적 리더십부

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문이 더 부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

결과적으로 전공과목에서 시도되는 PBL의

나 대학생들의 문제를 접근하는 창의적 태도,

수업과 달리교양과목에서의 PBL의 시도는 향

능력,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문제해결적 리

후 대학교육과목에서 적용의 시사점은 있지만

더십과 자기를 관리하고 건설적 사고력을 향

전공과 학년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교양

상시키는 개인적 리더십 향상에 매우 효과적

과목에 적용시에는, 팀 과제 제출 및 실시방

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었다.

법에 있어 사회적 리더십을 자극할 수 있는

향후 초연결사회에서 앞으로 협력과 집단

수업방법의 보완과 추후 연구가 보완 될 필요

지성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은 점점 더 중요해

가 있다.

질 것이며, 그 출발점은 학교교육으로부터 집

그러나 PBL을 활용한 교양수업에서 창의적

단학습적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다양한 범주안에

러닝 환경과 결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서 다차원적 답을 산출해내며 환경적 변화에

시도하여 창의적 리더십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반응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의 문제

후속 프로그램과 연구가 필요하다.

해결 리더십의 영향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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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도학습과 창의적 리더십간의 유의미한 정

또한 동일한 교과목일지라도 교수자의 영

적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PBL기반

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교수자

프로그램 설계모형(나지연, 정현미, 2012)에 기

가 PBL수업과 일반수업방식으로 교육을 진행

초하여 교과목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프로그

할 시에도 같은 효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

램을 개발한다면 대학교육의 교양과목에서도

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는 미래인재육성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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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BL Based Clas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reative Leadership of the University Students

Cho, EunJu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BL based program class which influence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reative leadership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rais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ies, PBL based program was recreated based on the results and existing ones. It was verified through
an experiment. It carried out pre-test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creaative leadership targeting 152
university students conducted post-test after inputting a program over 14 weeks. After the experiment for
the effect of the class wer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via t-test using the SPSS 20.0
Windows, by calculat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orrelates. PBL based class that has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self-directed learning and creative leadership of the universit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creative leadership
sub-variables.

Key Words : PBL,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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