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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는과학과의학분야에서많은연구와그성과를검증받고있지만사회과학과경 분야에서상

으로 미흡한 연구가 진행된 문제 심학습에 한 연구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외식창업 련과목에서

문제 심학습의 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자하 다.본 연구를 한 문헌조사를

마친 후 외식창업 련과목을 한 문제 심학습의 개발을 해 교과목의 목표와 학생들의 외식창업 련

기 지식을 검하 다.이후 문제의 개발과 시행에 한 구체 이고 세 한 부분에 한 고려를 통해

하이 리드형식의 문제 심학습을진행하기로 하고수업계획서,문제의 생성과 용,평가과정에 한일

련의구성을완성하 다.교육시행후학생들에게서나타나는문제해결능력의향상정도를측정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각 문제 심학습과 일반 인 강의방식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과 후의 문제해결능력에 한 변화를 측정하 다.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반 인 강의방식의 일부를

용한 하이 리드 방식의 문제 심학습의 용은 외식창업 련과목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

키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인 학습방법임을 선행연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증명하 다.

■ 중심어 : 외식창업실무 문제중심학습 문제해결능력

Abstract

Althoughfairlydescentamountofresearchoutcomeshasbeengeneratedonproblem-based

learning(PBL)withregardtoscienceandmedicalsubjects,relativelylessoutcomehasbeen

generatedonsocialscienceandmanagementsubjects.Thereforethisstudyattemptstoexam

effectofproblem-basedlearninginfoodserviceentrepreneurshipsubjectonimprovingproblem

solvingskills.Afterliteraturereview,forconstructingforthisresearchframe,eachclass

scheduleswereformedbyhybrid-PBLandtraditionallecturestylerespectivelythenproblems,

solution,andevaluationprocessweregeneratedforhybrid-PBL.Throughtheresult,therewas

hardlyanydifferencesoccurredbeforeandaftertraditionallectureapproachonstudents'

problemsolvingskills.Therewas,however,certaindifferencesappearedonstudents'skillsafter

hybrid-PBLapproach.Throughthestudy,hybrid-PBLlearningcanbeaneffectiveteaching

methodinsocialscienceandmanagementsubjectforimprovingstudents'problemsolving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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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학의 교육에서는 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응할수있는인재의양성을 하여기존의교육방식

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기업에서 요

구하는 인재의 풀(pool)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평에 응하기 해여러가지새로운교육방식에 한

근 한있어왔다[1][2].이러한새로운교육방식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은 학교육의 기요소와 겹치

면서각 학은생존을 한경쟁력확보라는차원에서

이 부분에 더욱 심을 가지게 되었다.새로운 교육방

식 JohnDewey의교과지식 과심리학 구성주의

를 바탕으로한 문제 심학습은 기존의 주입식 수업과

단순지식의 달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을 지양하고

학습의 안내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습자

를학습의주체로서설정하고학습자스스로지식을구

성해나갈수있도록유도하는새로운학습으로정착해

오고 있다[3-5]. 한,문제 심학습은 유아 고

의 학습과 학교과외에 다양한 용 상과 과목들을

통해 용되어 오고 있으며 그 교육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6].

문제 심학습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의인문사회와 련된 과목의 경우 자연과학의경우

에 비하여 용과목에 있어 소수만의 연구가 발견되

고이로인해학습의효능에 한결과 한충분한토

의가 없었다.특히 경 련 과목 선행연구의 경우 경

학 경제학학습 련연구[7],경 학학습 련연구

[8],국제무역론학습과 련된 연구[1]가 발견될 뿐이

다.더욱이 이러한 과목 에서 경 실무 심의 과목

의 경우에는문제 심학습의 핵심 인 사항인 실 상

황을바탕으로하는문제의제시와해결을통한지식의

습득이라는 교육목 이 경 실무과목들의 목 과 더

욱 하게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문제 심학습의 교

육방식을 용한 연구를 찾아내기 힘들다. 한,본 연

구에서문제 심학습을 용하고자하는외식창업실무

론과같은이론과실무가결합한과목의경우에는실제

산업의 황과지식에 한이해없이는실제 인교육

의효과를찾기힘들다고고려될수있다.이러한맥락

에따라문제 심학습의 용을통한교육효과의검증

은 매우 요한 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외식과 련

된 문제 심학습의 용 경우는 최근 식음료실무 련

과목에의 문제 심학습에 한 용과 직업기 능력

의 향상 효과에 한 검증[9]이 존재할 뿐이고 유사한

련된연구는 무하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

외식 련 과목 에서 외식창업실무론에 한 문제

심학습의 용을 통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본 연구에서는 외식창업실무론의 문제 심학습의

용을통한 교육 효과의 검증에서 문제해결능력에집

하고자 한다.이는 소기업청의 외식사업 련 분야

의창업 련통계[10]에서밝 진외식 숙박업창업

련애로사항에 한해결책이될수있는문제해결능

력에 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과 이에 한 시사 을

제시하기 함이다.

Ⅱ. 문헌 연구 

1. 외식창업실무론 & 교육목적

외식창업실무론은 외식창업과 련된 일련의 과정

각종 련 사항과 발생가능 문제 에 한 이해와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 외식창업과 련된

문 인력의 양성을 한 교과목이다. 재 외식창업과

련된과목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서 들에서발

견되는공통 인 교육세부사항에는외식산업 는사

업의 이해,외식창업의 이해,창업트랜드 &콘셉트 &

아이템,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 분석,메뉴 식음료

원가 리,서비스 인 물 리 련매뉴얼,마

,외식공간 주방설계,창업 련행정 임차계약,

회계 세무와 자본 확보, 랜차이즈,창업경 자 유

형 자질,기타세부사항으로구성되어있음을발견할

수있다.이러한외식창업실무론과목의세부사항에

한 분석을 통해외식창업론은창업의 비단계와 실행

단계의구분을통한 세부 실무교육과정이 그핵심사항

으로구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특히교과의과정에

서실제 인산업상황에 한이해를통한미래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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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과구체 인 차에 한이해를통한실무능력

의향상이강조되고있음을볼수있다.이는외식창업

실무 련 과목의 경우 기존의 통 인 형식의 강의식

수업방식으로는 교과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제한 인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문제중심학습의 개념과 과정

문제 심학습은 실제 생활이나 직무와 련된 문제

를 비구조화된 문제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교육 근방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5].문제 심학습의 경우 그 용의 상에 따라

조 은 다른특징과 근방법을 가지지만학습자가 학

습의주체가되고학습에서제시되는문제가가지는실

제 사항과의유사성과 교수자의 역할이 단순지식의 주

입자나 달자가 아닌 조력자와 안내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학습 환경의 조성과 같은 사항들은 다른 모든

용분야에서도 공통 인 사항이기도 하다[4].문제

심학습의 시작은 의과 학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해

환자별 이스에 한 문제해결을 한 의과 학생들

의 훈련을 목 으로 캐나다의 McMaster의과 학에서

JamesAnderson교수에 의해 개발되었고,이후 문제

심학습은 개념의 정립과 용범 에 있어계속 인 발

과 확장이 있어왔다[11][12].

일반 인 문제 심학습의 실행방법은 문제개발과정,

교수-학습과정,최종 결과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5].

문제개발과정의 경우 많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반 으로다음과같은 네가지의고려사항이 포함된

다.먼 문제의 비구조화이다.이는 문제의 규명과정

에서의변화가능성,주의깊은사고력이요구되는문제,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답이 생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두 번째로 실제 인 사항과 련된

문제의제시이다[4].세번째로학습자가 심이된다는

것이다.이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학습자가 자기 주도

이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는 것이다.네 번째로 교

육과정의목표에기 한문제를개발하여야한다.이는

용하고자하는 교과의 목 과 주요 내용과의 련성

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교수학습과

정에서는 동기의 부여,문제의 제시,문제의 악과 해

결과 련된 계획 세우기,탐색 재탐색의 과정구성,

해결책의고안 제시,발표 자체평가 상호평가

의구성이있다.마지막으로최종결과평가의단계에는

학습과정과 산출물에 한 평가를 달성하고자 하는목

표에 도달했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문제중심학습관련 선행연구

문제 심학습과 련된선행연구에는다양한 용

상과 그결과변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나오

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선행연구 에서

학의교과나 문계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의 연구경

우만을살펴보기로한다.먼 간호학과학생을 상으

로시행된문제 심학습의효과로자기주도성,비

사고성향,문제해결 과정의 연구[15]와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분석[16]의 연구가 발견된다.이들의 연구의 결

과를 통해 문제 심학습은 각각의 결과변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 생과의 경우

다양한과목에 한 문제 심학습의 용과효과에

한결과가발견되는데학습자의문제해결능력,자기주

도 학습능력,의사소통능력에 한 문제 심학습의

효과에 한 연구[17],학습태도의 변화 학생평가분

석의 연구[18],성찰 일지작성의 효과에 한 연구들

[19][20]을통해역시 문제 심학습은결과변수에 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외에도

스포츠지도자양성과정에서의문제 심학습의

용을 통한 학습동기 자기효능감의 연구[21]에서도

문제 심학습의 정 결과에 한 분석을 발표하고

있으며, 문계고 학생의 웹기반 문제 심학습의 용

에있어성격유형의구분에따른집단구성과참여도

정보처리 분석능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22]

도같은결과를나타내고있다.경 이나무역등에

련된과목의경우경 학,경제학에 용된문제 심학

습의 수업 흥미도,능동 수업참여 자율 학습태

도에 한 연구[7]에서 학생들의 수업흥미도의 향상과

능동 수업참여 그리고 자율 학습태도에 해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고,경 학수업에

서의 학습양식이 문제 심학습 성과에 미치는 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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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8],국제무역론 과목에서의 문제 심학습의 학습동

기,능동 수업참여,학습효과와 만족도에 한 연구

[1]에서도 문제 심학습은 각각의 결과변수에 정

인 향력을가지는것으로밝 졌다.실무 심의과목

의 경우에는 식음료실무 련 과목의 문제 심학습

용과 직업기 능력 향상에 한 연구[9]에서 수리능력

과자기 리 개발능력을제외한문제해결능력,기술

정보활용능력, 인 계능력,직업윤리형성,의사소

통능력의발 에있어 정 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

해외의 문제 심학습 선행연구로는 컴퓨터 과학

공자27명을 상으로시행된문제 심학습을 통해자

아 효능감이 증가했음을 밝 낸 연구가 있다[23]. 학

자체의 지원으로 시행된 홍콩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상으로 진행된 문제 심학습의 용은 문제

해결능력,자기주도학습,지식축 기술,컴퓨터 활용능

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24],동일학교의 학

생들을 상으로 실시된 다년간의 연구결과에서 문제

심학습은 장기간에 걸친 용을 통해서도 자기주도

학습, 워크,자료의 활용능력에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음을발견하 다[25].문제 심학습은실제와이론의

교량역할을할 수 있고 고차원 인사고기술을 자극한

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기도 하다[4]. 기공학을

공하는 Midwestern 학교의 48명을 상으로 실시

한 문제 심학습의 연구에서는 통 인 강의식의 학

습을 진행한 학생들보다 문제 심학습을 통해 공부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학습 성과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음이 밝 지기도 했다[26].지식 윤리개발과

련된 비평 사고계발 로그램을 수강하는 33명의

학생들을 상으로실시된문제 심학습의결과에서도

통 인강의방식에비교하여문제 심학습의방법을

통해수업한학생들의비평 사고방식부분에있어더

욱 많은 성과가 나타났음을 발견하 다[27].이외에도

간호행정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한 비교연구

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성과,문제해결력,자기주도학습

에 있어 문제 심학습의 성과가 통 인 강의방법에

비해 발 인 성과를 나타냈음을 알아내었다[28].

문제 심학습에 한 많은 결과를 통해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능력,참여도향상,정보 기술 련처

리 분석능력,학습능력,의사소통능력등많은결과

변수에 해 정 인결과를나타낸것이 밝 지기는

했으나이러한결과에반하는연구도발견되기도했다.

일반수업의 형태 비교 연구 학업성취도 련 연구

[29-31],문제해결력 련연구[32],학습태도 련연구

[33]에서는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기존의 정 인 연구들

에 한 문제 으로 일시 인 문제 심학습의 용

[15],학습자에 한한층심화된고려를통한집단구성

[16][22],학습후의평가에 한보다구체 이고체계

인 도구의 사용[1][19]을 지 하며 미래의 연구에 이

러한부분에 한수정과고려가있어야한다는비 이

나오기도했다. 한,Hung[34]은문제 심학습의경우

이론 개념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무리한 용을 우려한 련연구를 발표하며 문제

심학습의 모형에 한 Barrows[35]의 6가지 모형인

문제해결형,사례 심형, 로젝트 심형,앵거드수업

형,하이 리드형,완 문제 심형의구분을통한세부

인구분을6가지모형에 한의견을사용할것을주

장하 다.특히 하이 리드형의 경우 통 인 강의방

식과문제 심학습의혼합을통해문제 심학습방식에

익숙하지않은학생들을 해 용될수있음을밝히기

도 했다.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의 해결자가 문제와 직면한 상

황에서문제를명료화하고 문제의 원인분석을 통해

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한 계획 결과에

한평가를체계 으로 리할수있는능력으로정의된

다[36].이러한 문제 상황의 극복에서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지식에 한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력이 강조된

경우[37]가 있고 탐구력과 사고력에 한 동의어로 사

용되기도 하며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한 가설의 설

정,자료의 수집,분석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사고력

이라고 분석한 경우[38]도 발견된다. 한,문제해결력

의 경우 문제의 명료화,원인분석, 안개발,계획실행,

수행평가의 부분이 그하 역으로제시된경우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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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39].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기존의 많은 연구

[40-45]에서 문제 심학습의 용을 통한 효과를 검증

한 바 있다.

5. 연구문제

본연구의선행연구의결과를토 로다음과같은연

구문제를 확정하 다.

1.문제 심학습을 용한 외식창업실무론을 수강한

학생은일반 인강의형식의학습을청강한학생

들보다문제해결능력에있어교육 과후에능력

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외식창업실무론을 위한 문제중심학습의 설계

1.1 수업 준비과정

먼 문제 심학습의 비를 해 각종 련 워크샵

참여 련 서 ,선행연구자료를 검토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체 인 문제 심학습의 유형

을신승훈,김충호[9]의선행연구자료에서밝 진바와

같은형태를지닌 강의식과문제 심학습의 부분

용을하는하이 리드형을 용하기로하 다.본연구

에서 하이 리드형의 선택은 기존의 선행연구[9]에서

밝힌 문 학의 특성에 맞춘 학습방법의효과를참고

하고아시아지역학생들의특성에서유래하는한가지

답을 산출하지 않는 학습의 특성상 유래될 수 있는 학

습에 한 불안감을 해소[46]하기 해서 선행연구의

수업방식이 가장 효율 이라는 단을 하 기 때문이

다.실제로기존의인문사회학 련문제 심학습의연

구들[1][7][8]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가장 많은

용을 보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본 연구에

용된 하이 리드형식은기존의연구에서 용된 것

보다일반 인강의기간을3주간으로제한하여일반

인 강의형식과의 차별을 통한 구분을 시도하 다.

수업의 체 인 계획은 1주에서 3주에 걸쳐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진행되던 이론 강의를 하고 3주부터 15

주에 걸쳐 문제 심학습을 통한 학습이 진행되었다[표

1].일반 인수업방식을 용한수업의경우에는기존

의 수업계획표를 이용하여 강의에 임하 다.문제 심

학습에 한보다구체 인계획과교육의효과에 한

문성을 해 교육학 박사학 를 소유한 교수자 1인

과 같이 수업계획의 작성,문제의 선정,집단구성의 분

석을 실시하 다.집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최소 5명으

로 구성된 6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 다.

표 1. 문제중심학습과 일반적 수업형태의 수업계획표

문제 심학습 수업계획표 일반강의 수업계획표

주차 학습내용 련과제 주차 학습내용 련과제

1-2

오리엔테이션 및 외식창업
론에 대한 이론학습
문제중심학습에서 문제를 
통해 제시된 주제 이외에 
부분의 강의

1
오리엔테이션 및 외식산업 
및 사업의 이해

2 외식창업의 이해

3
문제1: 정보의 수집, 분석
을 통한 트랜드 파악, 조별 
토론 

3 트랜드, 콘셉트, 아이템

4
조별 발표 및 
성찰일기 작성

4 사업계획서

5
문제2: 기존의 절차에 대한 
파악과 구체적인 이행, 
조별 토론 진행

5 사업타당성 분석

6 조별 발표 및 성찰일기작성 6 메뉴 및 식음료 원가관리

7
문제3: 사업타당성 분석, 
조별 토론 진행

7
서비스 관리, 
인적자원관리  

8 중간고사 8 중간고사

9
조별 발표 및 성찰일기작
성, 문제4: 행정적 절차

9 외식 마케팅 1

10 조별 발표 및 성찰일기작성 10 외식 마케팅 2

11 문제5: 외식 마케팅의 전략 11 외식공간 및 주방설계

12 조별 발표 및 성찰일기작성 12 창업관련 행정

13 문제6: 창업인의 직업윤리 13 세무와 자본 확보

14
조별 발표 및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

14 프렌차이즈

15
최종 보고서 발표 및 
전체적인 피드백

15 창업경영자유형 및 자질

1.2 문제의 구성

본 연구를 한 핵심사항인 문제의 제작을 한 첫

번째과정으로외식창업실무론의교과목표를설정하

다. 재 교과목에 교재로 지정된 교재들을 심으로

목차에 한분석과일부학교의교과목에 한목표를

참고로 하고,본 연구의 연구자이기도 하며 과목을 진

행하는진행자로서의목표에 한 고려를 통해 외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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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실무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항목별로 정의

하 다.분석과 정리를 통해 외식창업실무론에서 달성

하고자하는목표는‘외식창업시창업인이가져야하는

지식의 확보와 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창업 련 일련의

로세스에 한 이해의 달성과 기업인으로서 가져야

하는직업윤리에 한교육을통해미래의능동 인외

식창업인으로서의 문 인 지식과 인성을 배양한다’

로 정하 다.

두번째로문제의구성 외식창업과 련된학생들

의 기 인 지식에 한 악을 해 외식창업 련

일련의 로세스에 한기 지식을 검하 다.기

지식에 한 검을통해학생들의이해수 은매우낮

은수 에있음을알수있었다.특히사업계획과 련

된구체 인사항,사업타당성의분석,외식창업 련행

정 인 문제의 해결,외식 마 략에 한 부분이

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한,외식창업인으로서의직

업윤리에 해서도 구체 인 자신들의 생각을 표시하

기에는 많은 부족한 이 있음을 발견하 다.

목표에 한고려와학생들에 한기 지식에 한

검을토 로Schmidt&Moust[47]의지식의범주에

따른 문제의 유형과 최정임[20]이 제시한 작성된 문제

에 한문제분석표를기 으로다음과같은6가지유

형의 문제를 구성하 다.첫 번째 문제는 ‘새로운 사항

에 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트랜드 악’이라

는주제를기 으로구성하 다.도출된문제는다음과

같다.문제1:여러분은 스토랑창업 련 사이트에서

일하게된신입사원입니다.최근의뢰가들어온사항에

해서 업무의 장이 여러분에게수제 햄버거 가게에

한최근시장정보를입수하고이에 한분석을지시

하 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차에 한 악과 구체

인이행’이라는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이구성하 다.

문제 2:최근 의뢰가 들어온 다운타운지역의 커피 문

창업과 련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해 여러분의

에게 업무지시가 내려졌습니다.이에 한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세요.

세번째문제는‘사업타당성분석의구체 인진행과

이해’라는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이구성하 다.문제

의구성을 해창업속성과고객지향 창업성과에

한연구를참고하 다[50].문제3:아직신참인여러분

에게 장은 일단 사업타당성에 한분석을맡기기에

는 당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래서 장은 여러분에게 사업타당성의 분석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 무엇을 비해야

하는지에 해서먼 알아볼것을지시했습니다.여러

분의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세요.

네번째문제는‘외식창업과 련된행정 인 차의

이해와이행’이라는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이구성하

다.문제 4:최근 여러분의 동료 한 분이 업신고와

허가 그리고 사업자의등록에 한사항에 한 충분하

지못한숙지로인해큰실수를하 습니다.그래서여

러분의 원들은이러한실수를하지않기 해외식창

업과 련된부분에있어어떠한행정 인 차가있는

지에 해서다시조사하고같이모여회의하기로하

습니다.각자 비된 자료를 가지고 서로 회의해 시

다.

다섯 번째 문제로는 ‘외식 마 략의 이해’라는

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은문제를구성하 다.문제5:

이제는신참의틀을 벗어나야만 하는여러분에게 드디

어기회가생겼습니다. 장님이여러분에게최근인기

있는디 트카페에 한마 략을구성해보라고

하십니다.특히 여러 가지 마 의 방법을 혼합한

고 단지의 구성과 배포방법에 해서 집 하라고 업

무지시를받았습니다. 의의견과결과물을제시해주

세요.

여섯번째문제로는‘창업인의직업윤리에 한문제

해결’이라는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은문제를구성하

다.문제6:이제여러분은 카페창업자의입장에서게

됩니다.여러분은 어제 기존의 커피콩보다 질은 많이

떨어지지만 같은 맛을내는 커피콩의공 처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랜차이즈를 운 하는 입장에

서최근자 사정이좋지않던차에이러한소식은여

러분을고민하게만듭니다. 랜차이즈계약시여러분

은 랜차이즈에서 공 하는 커피콩만을 써야 한다는

계약을한상태입니다.여러분의 단과의견을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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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결책 및 평가

본연구에서제시된문제에 한해결책을 해창업

문가의 입장과 창업주의입장에서 고려해야 할사항

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책을 구상하 다.물론 문제 심

학습의목 달성을 해이러한내용은직 달되

지 않도록 하고 별 성과에 한 피드백의 시간에

달되도록 하 다.

평가를 해 성찰일지의 작성을 의무화하 다.성찰

일지의 구성은 조별 연구결과에 한 제시 부분,자체

평가에 한부분,다른조의활동에 한평가부분으

로구성하 다.마지막으로교수자의평가에 한부분

을 할애하여 구체 인 피드백이 달되도록 하 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제해결능력은 목표를 달성

하기 한장애를극복하면서문제상태에서문제해결

의 상태인 목표달성의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고차

원 인 인지력과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주어진상황

에서의 해요소를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 다[34].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하기 해 이

석재등[37]의생애능력측정도구개발연구에서사용된

검사지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부분에 한 추출을 통해

본 연구와 련 있는 부분에 한 부분인 33문항을 선

정하여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해결능력

의하 역으로는문제의명료화,원인분석, 안개발,

계획 실행,수행에 한평가로구분하 다.각하

역의 세부측정항목으로는 문제의 명료화의 경우 문

제의 인식에 한 부분을 강조하고,원인분석의 경우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심으로 구분하고, 안개발의

경우확산 사고와의사결정을,계획실행의부분의경

우 기획력과 실행과 련된 험에 한 감수의 부분

을,마지막으로수행의평가부분의경우시행된 안에

한평가와피드백을 심으로설문을구성하 다.구

성된 33개의 문항을 리커드 5 척도(1=매우 드물게.

2=드물게,3=보통이다.4=자주,5=매우자주)로 측정하

다.문제해결능력에 한 하 역과 세부측정항목

과 문항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과 세부측정항목

문제
해결
능력

하
역

세부측정
항목

문항수 문항별 요약

문제의 
명료화

문제의 
인식

3
문제상황과 해결상황의 비교
문제의 핵심파악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

원인
분석

정보수집 3
유사한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문제해결에 도움되는 정보수집
친숙하지 않은 방법도 고려

분석 5

자료 중 가장 도움되는 자료선택
어떤 문제에도 중요성 부여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유사점 차이점 
비교
문제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구분

대안
개발

확산적 
사고

3

다른이의 의견 긍정적수용
새로운 관점에서의 문제해결고찰
문제해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도 중요
하게 다룸

의사결정 4

해결방법 중 선택의 기준설정
방법의 새로움과 적절함 비교
방법 중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 중 급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결
정

계획 및 
실행

기획력 5

할일의 순서결정
문제해결의 기간을 명확하게 함
가용시간 고려를 통한 문제해결계획
수립
어려움의 경우 대비한 계획수립
선 해결과제와 후 해결과제에 대한구
분

실행과 
모험감수

4

어려움에도 임무의 완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행
성공가능성을 고려한  실제시행
실패가능해도 배움에 가치 두고 실행

수행
평가

평가 3

문제해결 후 엄격한 평가적용
본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이의 평
가
초기 해결과제에 대한 확인

피드백 3
문제미해결시 다른방법을 추구
더나은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구함
다른이에 대한 조언이나 비판수용

3.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 역시 소재 Y 학교에서 외식창업

실무론을수강하고있는2학년을 상으로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집단의

경우최 5명이하로구성된6개의소집단으로구성하

다.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우 각각 32/31명으로

구성되었다.집단의 구성 시 각 일체의 외부 인 개입

을 없애기 해 무작 로 번호표를 나 어 주고 이에

한호명을통해집단을구성하 다. 한,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한 실험목 을분명히밝히고실험에

여하지않고자하는학생들에게는다른분반으로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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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요인 재량 신뢰도계수 고유값력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후 후 후 후 후 후
문제의 

인식

(요인1)

상황 비교

문제 핵심파악

문제 확실 인식

.924

.845

.821

.932

.856

.831

.934

.879

.854

.923

.856

.885

.903 .897 .943 .907 2.899 2.795 2.998 2.789

정보수집

(요인2)

유사정보수집

도움 정보수집

새로운방법고려

.903

.865

.754

.909

.845

.758

.913

.875

.755

.917

.884

.766

.889 .875 .849 .815 2.674 2.522 2.784 2.651

분석

(요인3)

도움자료선택

중요성 부여

여러입장 고려

유사및차이 비교

자신 인식구분

.891

.813

.798

.778

.752

.893

.845

.799

.768

.732

.894

.823

.805

.745

.711

.889

.854

.821

.741

.654

.885 .825 .875 .824 2.457 2.241 2.572 2.543

있도록 배려하 다.문제 심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실험집단에서일반 인강의가마무리되는2주

차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한 문제해결능력에

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 다.교육

사후의 문제해결능력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수업이

마무리되는 15주차에 문제해결능력에 한 설문지를

다시 배포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 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문제해결능

력의유의한차이가있었는지를 검증하기 해 비등성

조군 후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posttestdesign)를 용하 다.수집된 자료는

통계자료의분석을 해통계 로그램SPSS14.0을이

용하여문제해결능력의하 역과세부측정항목에

한측정도구에 한타당성 신뢰성을확인하기 하

여 탐색 요인분석과 Cronbach'sα값을 제시하 다.

두번째로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일반 인특성 종

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해 ²-test,t-test로 분석

하 다[15].세 번째로 문제 심학습에 한 문제해결

능력의 수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을 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ANOVA)으로분석하 다.

마지막으로실험집단과통제집단내의문제 심학습의

후 차이의 분석은 pairedt-test로 분석하 다.

5. 분석결과

5.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문제해결능력에 한 질문에서의

세부항목에 한 신뢰도의 기 은 알 의 계수가 0.6

이상인 값으로 설정하 다.이는 일반 인 조직단 의

분석수 에서 알 계수가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

뢰도에 문제가 없는것으로알려진사실에기 하 다

[48].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해결능력의 세부측

정항목인문제의인식,정보수집,분석,확산 사고,의

사결정,기획력,실행과모험감수,평가,피드백의실험

집단의 알 계수는교육 과 후의값이각각.903/.897,

.889/.875,.885/.825,.923/.907,.934/.911,.874/.884,

.826/.812,.920/.917,.843/.804이고통제집단의교육 과

후의 알 계수는 .943/.907, .849/.815, .875/.824,

.913/.887,.912/.905,.854/.812,.845/.811,.925/.916,

.849/.814으로 나타나 요인으로 집합된 측정항목들 사

이의신뢰도는높은것을알수있다.요인분석을 해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sanalysis)과직각회

의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의 요

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다는 것을 의미

한다[48].따라서본연구에서도요인추출에있어1.0보

다큰요인들에 해요인화하도록하 다. 한,요인

분석의 합도를 알아보기 해 KMO

(kaiser-meyer-olkin;표본 합도)와Barlett검정을실

시하 다.문제해결능력의 측정을 한 9가지 항목에

한 표본 합도(KMO)의 값에서 교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우 각각 .867/.842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이 각각 1636.715/1821.765이고 유의확률이 각

각 .000/.000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분산계수는

65.441%/61.675%로충분한설명력을갖추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한, 부분의 요인 재량이 0.5이상을

넘어통계분석을 한 표성도갖추고있는것으로나

타나 집 타당도도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실험집단

과통제집단의교육 용후의경우에는KMO=.882/.8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1484.245/1245.353이고 유의

확률이 .000/.000이며, 설명의 분산계수는

69.057%/70.213%로역시충분한설명력을갖추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재량의 경우에도 부분의 경

우 0.5이상을 넘어 집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표 3.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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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실험집
단

통제집
단

t/X
2

p

성별
여 17 19

3.579 .066
남 15 12

문제의 인식 2.17 2.24 .668 .505

정보수집 2.12 2.23 .795 .428

분석 2.04 2.11 .670 .495

확산적 사고 2.09 2.16 .774 .478

의사결정 1.09 1.03 .637 .525

기획력 2.05 2.01 1.094 .275

실행과

모험 감수
1.94 2.01 1.397 .178

평가 1.44 1.67 1.842 .067

피드백 2.14 2.09 .821 .341

확산적 

사고

(요인4)

의견긍정적수용

새로운해결고찰

정보중요다룸

.845

.816

.795

.854

.823

.794

.855

.812

.794

.864

.824

.799

923 .907  913 .887 2.124 2.107 2.278 2.245

의사결정

(요인5)

선택 기준설정

적절함 비교

중요순위결정

문제순위결정

.847

.834

.819

.775

.853

.842

.806

.785

.845

.831

.810

.745

.863

.847.824

.777

.934 .911 .912 .905 1.945 1.984 1.997 1.845

기획력

(요인6)

할일의 순서결정

해결기간 명확

시간고려 

해결계획수립

대비 계획수립

해결과제 구분

.845

.823

.755

.678

.557

.847

.833

.758

.699

.594

.838

.815

.745

.665

.542

.847

.807

.756

.674

.524

.874 884 854 .812 1.574 1.324 1.615 1.574

실행과 

모험감수

(요인7)

임무의 완수

새로운방식 수행

가능성고려시행

배움가치고려

.824

.794

.745

.655

.833

.784

.755

.645

.812

.798

.751

.623

.832

.784

.749

.611

.826 .812 845 .811 1.211 1.184 1.321 1.284

평가

(요인8)

엄격한 평가적용

다른이의 평가

초기과제확인

.748

.724

.622

.749

.727

.655

.746

.711

.621

.756

.725

.645

.920 .917 925 .916 1.118 1.084 1.184 1.109

피드백

(요인9)

다른방법을 추구

문제해결조언

한 조언비판수용

.745

.711

.645

.755

.723

.684

.723

.705

.685

.736

.715

.697

.843 .804 .849 .814 1.094 1.002 1.075 1.051

사전측정(실험)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 .86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636.715,df=77, p=.000

고유값 1이상인 값을 추출 전체요인의 누적 설명 분산계수 = 65.441

사전측정(통제)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 .84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821.765,df=69, p=.000

고유값 1이상인 값을 추출 전체요인의 누적 설명 분산계수 = 61.676

사후측정 (실험)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 .88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245.353,df=65, p=.000

고유값 1이상인 값을 추출 전체요인의 누적 설명 분산계수 = 69.057

사후측정(통제)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KMO) = .89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245.748,df=77, p=.000

고유값 1이상인 값을 추출 전체요인의 누적 설명 분산계수 = 70.231

5.2 상관 분석

본연구의 요인분석으로 밝 진 측정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에서 모든 구성개념 간의 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상 계수는 0.9이하(유의학률 p<.01수 )로

나타나 각 세부구성개념 간의 별타당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문제학습의 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일반

인특성과문제해결능력의 각 세부항목에 한평균

값에 한 동질성 검증의 결과를 통해 모든 변수에서

실험집단과 조집단 간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표 4].

표 4. 문제중심학습 적용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p<0.05

5.4 연구문제의 검증

문제 심학습을 용한실험집단과일반 인강의를

실시한 통제집단의 각 문제해결능력에 한 세부항목

의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경우모든 변수에서사 측정

치에서사후측정치의 수에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통

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의 경우 모

든 변수에서 변화는 있었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집단 간의 차이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각 집단과 상 없이

측정시기의 차이에서도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

를보 다.측정시기와집단간의상호작용에서도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난것으로분

석되었다.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실험집단

과통제집단의어떠한변화로인한것인지에 한검증

을 해 paired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실험집단의

변수에서 통계 으로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통제집단의 경우 통계 으로유의한차

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결과를통해연구문제

에서제시된문제 심학습을 용한외식창업실무론을

수강한학생은일반 인 학습을 청강한 학생들보다문

제해결능력에있어 교육 과후에 능력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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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제해결능력의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

변수
집단
구분

평균값

t
F(p)
집단간

F(p)
측정
시기

F(p)
집단간/
측정
시기

사 사후

문제의
인식

실험 2.17 3.21 8.99***
5.543* 4.884** 6.874**

통제 2.24 2.74 1.02

정보
수집

실험 2.12 3.34 9.56***
5.645** 4.745** 6.454**

통제 2.23 2.45 .95

분석
실험 2.04 3.44 10.84***

6.454** 7.741** 4.221**
통제 2.11 2.14 .65

확산적
사고

실험 2.09 3.55 12.04***
6.897** 5.764** 5.778**

통제 2.16 2.84 1.24

의사
결정

실험 1.09 2.99 17.34***
8.735** 13.777** 7.112**

통제 1.03 1.54 1.08

기획력
실험 2.05 3.23 9.77***

5.568** 4.221** 6.012**
통제 2.01 2.45 1.37

실행과
모험
감수

실험 1.94 3.06 9.04***
5.655** 8.558** 3.078**

통제 2.04 2.44 1.34

평가
실험 1.44 3.88 19.98***

9.884** 10.554** 5.785**
통제 1.77 2.02 .68

피드백
실험 2.14 3.45 10.47***

5.167* 9.447** 11.054**
통제 2.19 2.45 .94

 

 ***p<0.001, **p<0.01, *P<0.00

Ⅳ.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문제 심학습을 용한외식창업 련과목

이 문제해결능력에미치는 향을검증하기 해실시

되었다.문제 심학습의 용을 해먼 학생들의기

지식에 한 검증과 과목의 목표를 확인하 다.

확보된 자료를 통해 수업계획서를 완성하 으며 문제

심학습의핵심 인 부분인 문제의 생성과 세부실행

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용하 다.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을 통해 같은

교과에 한다른 교육방식의 용을 실시하고 문제

심학습의 문제해결력에 한 향력을 보다 구체 으

로 악하려고 하 다.연구결과를 통해 문제 심학습

을 경험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은 일반 인 강의방식

의학습을경험한학생들것보다더많은문제해결력의

증진을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이수

연[32]의문제해결력에미치는효과연구에는반 되는

결과이기도 하고,문제 심학습이 문제해결력에 미치

는 효과연구[41]와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문제

해결능력과학습에 한문제 심학습의효과연구[42],

직업기 능력의 일부분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검증[9]한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의 사 사후검증에서 발생

할수있는학습효과에 한불확실성을상쇄하는실험

집단과통제집단의구분을통해결과를제시하 다.이

를 통해더욱 구체 이고 실질 인 결과자료를 밝 냄

으로써미래의 학교과에서이론과실무를겸한수업

의 운용에 있어문제 심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을다시한번증명한것이본연구의성과라할수있

을것이다. 한,기존의인문사회과목에서 용되었던

하이 리드 형식의 문제 심학습 련 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하이 리드 형태의 문제 심학

습의 용은 매우 안정 인 교수법이 될 수 있음을 다

시한번증명하기도하 다.본연구의결과를통해문

제 심학습을통한외식창업실무론의강의는학생들에

게창업과 련된 실에가까운정보와지식을스스로

학습하게하여미래에맞닥뜨릴수도있는창업 련업

무에 한발 인 비과정이될수있음을알려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한,이러한 발견은 소기업청

[10]에서조사된외식 숙박 련창업시애로사항으

로지 된많은항목에 해실질 인해결책을제시할

수있는교육자료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사

료된다.

본 연구가 가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 이

있었다는 것 한 밝히고자 한다.본 연구는 일부지역

의소수학생을 상으로실시되어연구가가지는일반

성에제한이따를수있다는것 한밝히고자한다.

한,시간의제약성으로인해교과목에서이루고자하는

목표에서 일부의 부분은 문제 심학습으로 이끌어 내

지 못하고 일반 인 학습방법으로 치될 수밖에 없었

다.이는 문제 심학습이 용되어 효과가 있을 수 있

는부분에 한연구가더진행되어야함을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한다.첫째,본연구의학습에서고려되지않은교육

성과 는교육 차를고려한확 된문제의개발과

용을 통해 문제 심학습의 효과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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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외에 응용력,창의력과 같은 시 인 심을 불러

오는 요소에 한 효과검증이나.회의록,성찰일지,과

제수행일지와 같은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반 인

차에 한구체 인효과의검증과같은추가 인연

구가있어야할것이다.이러한연구를통해보다구체

이고체계 인학습의완성이이루어질것으로사료

되기때문이다.두번째로일시 이고지역 이며소수

의 학생을 상으로진행되어온 연구를 장기간에걸친

문제 심의 학습 용과 보다 다양한 과목에의 용을

실시하여 문제 심학습의 용이 더욱 확 되어 나아

가도록하여야할것이다.세번째로교육이가지는산

업에의 기여도를 넓히기 해 일반인을 상으로실시

되는 외식창업교육에서 문제 심학습 방식의 용이

어떠한효과가있는지에 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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