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에서 그간의 교육목적과 원칙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체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정의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새로운 역량의 함양을 요구
하고 있는데,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작업반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역량으로서 변혁적 역량은 1) 
새로운 가치의 창출, 2) 책임감 가지기, 3) 긴장이
나 거래, 4) 딜레마에 대처하기 등과 같은 하위 세
부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역량은 혁신 능력을 포함하며, 융통성, 비판적 관
찰, 회복력을 요구한다.[1]
  이에 대학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혁신을 시작하고 있어 전통
적인 방식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역량 함양을 위
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에
게 기초가 되는 교과목 중 하나인 ‘디지털공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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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식 습득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적
인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PBL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에 소재한 1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부 2학년 학생들의 전공 수
업인 ‘디지털공학’ 교과목의 수강생 29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2. PBL수업설계 및 운영

  본 교과목에 대한 PBL적용 수업의 재설계는 전
체 15주에서 11주까지는 교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한 교수자 중심
의 강의법으로, 나머지 4주 동안 PBL을 적용한 수
업으로 구성하였다.

1) 문제개발
  PBL문제는 충분히 복잡하고 실제적이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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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과 해결방안이 존재하는 비구조화된 문
제로 개발되어야 한다[1]. 이에 개발된 문제가 PBL 
문제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분석 기
준표를 가지고 연구자 및 교육학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였다[2].

2) PBL수업운영

  본 교과목에서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운영되
었다. 1주차에 먼저 교수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소집단을 구성해 주었고, 집단의 라포가 형성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PBL수업
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오
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후 2주차와 3추자에
는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안’을 작성하였다. 4주차에 학습자들은 최종문
제해결안을 중심으로 다른 학습자들에게 보고하고 
다른 그룹의 해결안을 함께 공유하였다. 마지막으
로 학습자들은 학습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일
지를 작성함으로써 PBL수업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
였다.

  3) 학습자 평가
  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평가방법은 학습결과와 
학습과정에 모두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PBL수업 전, 후의 학습자 특성변화는 다음 표 1
과 같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PBL수업 전보다 수
업 이후 학습참여 및 학업적 자기조절능력의 평균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공학’교과목에 PBL을 적용하
여 수업을 재설계 하였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참여 및 학업적 
자기조절능력에 있어 PBL수업 전에 비해 향상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BL수업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
고 스스로 학습기술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도
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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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ime M SD t
Class 
preparation 

before 2.05 .81
-3.32after 2.65 1.01

Class 
activity

before 3.83 .61
-2.11after 4.03 .68

Expression before 2.64 1.04
-4.23after 3.34 .98

Extension before 2.19 .75
-3.62after 2.96 1.08

Enthusiasm before 3.55 .97
-.71after 3.67 .74

Participation 
in classes

before 2.87 .55
-5.12

after 3.37 .70

Plan
before 4.69 1.05

-1.62
after 4.96 1.14

Monitioing
before 4.22 1.03

-4.22
after 5.05 1.21

Execution
before 4.79 .99

-2.28
after 5.15 1.11

Evaluation
before 4.06 1.13

-3.97
after 4.62 1.04

Academic
self-regulation

before 4.44 .88
-3.92

after 4.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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