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PBL과 UX 디자인 프로세스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은 학

생들에게교과내용과관련된실제적인문제를비구조화

된 형태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과정에서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는교수학습방법

이다[1].

공과대학의 많은 프로젝트 수업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해법을찾는과정에서학생들의능동적인문제해결

을통한학습이이루어지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교수

자가 강의한 기술적 이론에 해당하는 적당한 범위와 난

이도의과제물을제시하면학생들은조를이루어스스로

공동 작업(주로는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여 기획한 프로

젝트)을 실시하고 교수자와 면담을 통해 발전시키며, 발

표로 완성된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는 PBL의 과정과 문

제 기반 학습, 그룹 학습, 능동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 등

의측면에서매우밀접한유사성이있다. PBL 기반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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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특히공학교육에있어서협업능력, 프로젝트관리,

혁신, 창의성, 의사소통의 능력습득에 효과적이며[2] 따

라서팀프로젝트로이루어지는공과대학전공과목의특

성상 PBL의 적용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PBL 기반의 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상황에서 비구조

적인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학습자가다양한지식을

배우며, 실제 상황과 지식을 연결하여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도출하는역량을증진시킨다는점[3]에서도공과

대학의 프로젝트 수업과 매우 유사하다.

강의전달을통한지식습득외에스스로의참여와충

분한연습(실습)을 통해자신만의기술로숙련되어야비

로소 학습이 완성된다는 전공의 특성은 다른 전공에 비

해공과대학수업이가장크게구별되는점중의하나이

며, 공과대학의 프로젝트 수업에서 PBL이 활용되기에

매우 적절함을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공과대학 전공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PBL의시도와연구는그다지활발하게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PBL이 의과대학에서 구안된 교수법이기

때문에교수자에의해제안된의학적문제를임상적으로

확인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달리1) 공과대학 프로젝트는

조사나 사실, 지식의 반영 보다는 상당 부분에서 현실적

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의 창의적인 시도를 중요

하게 여기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프로젝트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PBL의 기본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

리가 있다.

해외의 PBL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양한전공수업의전반에걸쳐학생중심의수업의기제

에서 PBL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시도나 경우(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등)[3], 대

학원 과정[4] 등을 제외하면 공과대학의 수업에 적용되

는경우는그다지많지않은것이현실이다. PBL이 공과

대학 프로젝트에 적용되기에 이론적으로 적절하게 보이

지만 PBL을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른 전

공과 달리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

인다. 게다가 PBL 수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

할 뿐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세심한 계획과 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5].

이러한 연유로 국내 공과대학의 다양한 프로젝트 기

1) 1960년대의과대학에서교실에서학습하는내용이실제현장
에서의사들이사용하는기술, 지식과 현저하게다르다는것
에주목하여시작되어다른전공과목으로확산되고있다[4, 6].

반 수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PBL을 이용한 수업

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교수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사례 또는 지침을 찾기 어렵다.

또한 공과대학 수업에서 학기 초부터 길게는 한 학기

에 걸쳐서 진행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제의 수행이

체계적으로관리되기위한구조화된틀이부재하므로오

랜기간동안많은학자들에의해그방법과효과가검증

된 PBL의 프로세스가적절한구조화도구가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과 공과대학 프로젝트 수업

의 근본적인 교육적인 방법 및 목적의 유사성을 바탕으

로 PBL 적용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UX 디자인프로세

스 과목에서 PBL을 수업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실질

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PBL 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유사한 공과대학의 프로젝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PBL 가이드라인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연구의 대상 과목은 3학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며

UX 디자인프로세스에관한이론과실습을병행하는과

목이다. 학생들은 조를 이루어 스스로 창의적인 시스템

콘텐츠를제안하고기획, 조사, 설계, 테스트, 프로토타입

제작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발표로 학기를 마

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조별 면담을 통해 교수자가 과제

에대한바른방향을설정하고과제를수행하게된다. 진

행 과정의 측면에서는 PBL과 유사하지만 조별 과제를

자유롭게설정하기때문에매우다양하고광범위한주제

가도출되고조별로모두다른UX 디자인프로세스를설

계하게되며, 이과정에서사용자중심디자인관점의적

용에 대한 문제 설정, 해결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은

교수자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PBL 진행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매

주 진행되는 이론 강의와 병행하여 조별 프로젝트를 동

시에진행한다는점, 프로젝트(문제)의규모가한학기를

아우를 만큼 크다는 점도 차이점이며, 이는 짧은 단위로

진행되는전통적인 PBL에비해실질적인수행의어려운

점이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P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 학습)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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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형식의 의과대학 수업 모델로

처음 시작되어 다른 학문의 분야로 확대되었다[5]. 학습

자들에게실제적인문제를제시하고그문제를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교수학습방법

으로[6] 구성주의교수학습모형에서보편적으로활용하

는 방법이기도 하다[7].

PBL은 의과대학에서개발된것이므로타전공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수 중심의 강의전달

식학습방법이아니라학생이중심이되어문제를해결

하기 위해 자료를 서치하고,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

에서스스로학습하는능동적인학습방식으로응용되고

있다.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환경, 강의대신 문제 중심, 개

별학습보다 팀 학습 등을 강조한다[8].

PBL을 바르게 적용하고 운영,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밀한 PBL 설계가필요할것이다. 이과정을뒷받침할수

있는 연구로서 나지연, 정현미(2012)는 대학수업에 적합

한 PBL 설계모형을제안하였다[5]. 최종제안된 PBL 설

계모형은크게분석활동과설계활동으로나누어진다. 먼

저 분석활동에서는 거시적인 교수전략으로서 PBL의 적

합성을 판단한 후, PBL 운영환경과 수업 형태를 결정하

게 된다. 여기서 수업의 형태는 PBL 전개 과정 중에서

교수자의개입여부와 PBL 적용기간에따라서전체-순

수 PBL, 부분-순수 PBL, 전체-혼합 PBL, 부분-혼합

PBL로 분류된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 교수자의 개입이

없이학습자주도하에그룹활동과자기주도학습을수

행하는 경우 순수 PBL, 부분적으로 교수자가 개입하는

경우혼합 PBL로분류되며아래의 <Table 1>과같이정

리된 표를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설계활동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 설계(문제

의 내용, 수, 범위)와 이에 따른 문제해결과정촉진, 운영

전략, 학습자원, 평가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Table 1> PBL Class Formats[9]
Invention of a Lecturer

Pure PBL Hybrid PBL

Period of
PBL

All All-Pure PBL All-Hybrid PBL

Part Part-Pure PBL Part-Hybrid PBL

2.2 PBL을 적용한 공학 계열 국내 수업의 사례 
장경원(2009)은 공학 교육에서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설계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PBL이 유용함을 논하

였다[9]. 그 이후. 몇편의공학설계과목에서 PBL을 적

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성봉과 홍효정(2010)은 기존의 PBL 모형이 공학이

라는 특성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 교수자와 학생의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독자적인 JPBL 모형

을구안하여공학설계수업에적용하였다. JPBL 모형은

PBL의 일반 수업 원리에 기초하되 현업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이고 상황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실천적 혼합 모형이다. 연구자는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

과목에서 JPBL 모형에 기초한 수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PBL 모형이 공학 수업에서 적절치 않은

측면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0]. 이어 이재민(2012)은 PBL의문제설계가공학과목

에서실제성이부족함을문제로지적하면서 PBL 기반의

요소설계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교재개발에적용하고

수업에 활용한 성과를 제시하였다[11]. 박일수(2013)는

기초 공학의창의적실습능력향상을위해 PBL 기반의

수업 실습 과제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학생

들스스로실습을행하고담당교수는문제해결에도움

을 주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발전적이고 능

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12]. 김성미

(2013)는 공학 설계 교과에서 PBL을 발전적으로 적용하

기위한다섯가지전략을제안하였다. 요약하면첫째, 프

로젝트를과대하게계획하지않아야한다는점, 둘째, 프

로젝트해결을위한충분한시간의배분, 셋째, 실제와유

사하거나 실제 세계에 적용이 가능한 맥락에서 PBL의

전이가촉진된다는점, 넷째, 여러학문의통합과제나산

출물을 통해 사회 문화적인 연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 다섯째, 스스로반성적인사고의과정이반드시시

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3]. 이근수(2014)는 수업에

PBL을 실제 적용하여 문제를 개발하고 적용한 후 실질

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학 설계 과목에서

PBL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 수업 방식

적용의 유용함뿐 아니라 학생들의 어려움까지 조사하였

다[14]. 정주영(2014)은 PBL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Blended PBL 수업 모형으로 확장하였다[15].

일반적인 설계 과정은 개별 학습 보다는 팀 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 인식-자료수집-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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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와같은단계로진행되므로 PBL 수업방식과일맥상

통하는모습을보이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학계

열의 프로젝트 및 실습수업에서 PBL이 다양하게 접목

가능하며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를 참조로 PBL과 공과대학 프로젝트 수업

의 대표적인 공통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Common Aspects of PBL and Engineering 
Projects

Common Aspects

Problem
Project

-Unstructured learning assignment
-Projects that perform structured processes
-Presentations through process and completion
-Interest in applying practical rather than passive
knowledge acquisition

Students
-Learner-centered, self-directed learning
-Think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find a solution
-Collaborative learning in group-activities

Lecturer
-The role of facilitator in project implementation
-Not only the results but also the importance of the
procedure

한편, 연구자가 속한 학부의 전공과목의 프로젝트 수

행방법을살펴보면각과목마다매우다양한양상을갖

고 있으므로 과제의 특성과 교수자의 방침에 따라 진행

된다. PBL의 방법이 전체 또는 일부라도 도입된다면 길

게는한학기동안실행되는학생주도의상황을구조화

시키기위한구체적인지침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공학 계열의 수업에서 PBL을 적용한 사례 연

구는극히소수에그치고있다. PBL 수업에는교수의설

계와 운영에 있어서 수업 시간의 제한, 많은 시간 투자,

높은교수학생비율등의이유로 PBL 수업의도입이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2 UX 디자인 프로세스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이하 UX라표기) 디자

인의 개념은 인지심리학을 디자인의 영역으로 전이시켜

적용한 도널드 노먼(2002)에 의해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모든경험을담는광범위한개념을사용하고자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후반웹 2.0의 대두와함께현

재까지 사회와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받아들여 그 개념

도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16].

UX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

스를사용하는(상호작용) 동안 축적하게되는모든지식

과 기억과 감정을 의미한다. 사용 중 뿐 아니라 사용 예

상 상황에서의 모든 감정과 지각과 인지적인 결과를 포

함하는 개념[17] 이라고 볼 수 있다.

UX는 HCI와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는 용어이지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진 상태라고

보기는어려운매우추상적인개념이다. 또한 UX 디자인

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UI 디

자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 서비

스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매우 광범위해지고, 구분

도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정

리해 보면 UX(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기존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centered Design) 등이추구하는철학과방법론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18].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따라UX의개념도함께변화하고있다는점을생

각해볼 때 UX의 정의는 각연구의 범위와방향에 맞추

어 임의로 재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인균, 정석길[19]의 정의를

토대로 UX 디자인은결과물보다는사용자중심으로접

근하는 디자인 방법이며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

(Optimal Experience, Flow)을 제공할수있는방법을찾

아서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하였다.

HCI 관점에서시스템설계를통해최종적으로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에는최적의경험의개념이디

지털시스템이나서비스와의상호작용에서뿐아니라구

매자의 입장에서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소비

자 경험(consumer experience), 서비스 경험(service

experience)와 같은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17,20].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디지털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

는최적의경험(Flow)를 창출하도록하는과정이 UX 디

자인이라면UX 디자인은디자인프로세스의어느특정

한 시점이 아닌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에

서 접근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UX 디자인의프로세스역시학계와산업계에서공통

적으로정의된바가없고, 선행연구도부족한것이실정

이며, 각 프로젝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UX 디자인의과정에

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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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의 공통된 방법론을 찾는다면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다.

UX 디자인의프로세스는사용성테스트나콘셉트디

자인, 일부의리서치, UI 디자인등으로분류되어진별도

의 작업이 아니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의 전체를

의미한다. UX 디자인의프로세스에대한문헌을검토하

기위해 HCI나UX에관련된전문서적들과연구의결과

들을 종합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의 UX

전략 도출 및 기획 단계 이후 정보구조 설계,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성 테스트, 프로젝트 완료와 공유

등을큰틀로하고있으며세부적으로사용자, 과업, 기술

등의이해를위한리서치영역, 콘셉트디자인(창의적사

고) 등을 부가적으로 담고 있다. 위의 각 프로세스는 반

드시순차적인것이라고볼수없으며, 필요에따라병행

되거나 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유정

연, 박은희, 황수영(2014)은 UX 디자인전문회사의디자

인 프로젝트 수행 단계를 기획(plan & research), 분석

(analysis), 컨셉(concept), 실행(UI / GUI implement), 운

영(Operation)으로 구분하였다[21]. 이러한 내용들을 종

합하여 수업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 단계를 제외하

고다시큰그림으로통합하면사용자중심디자인을통

한 혁신(innovation)을 목표로 [Fig. 1][16]과 같이 이해,

전략, 디자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Goal Establishing
Situation Analysis
Field Research
Modeling

UX Strategy
Service Design
Prototyping
Test
Implement

Understanding DesignUX Strategy

[Fig. 1] UX Design Process[16]

3. PBL 활용 수업의 설계와 운영 
본연구의목적은앞의선행연구를통해살펴본바와

같이 국내 공과대학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에서 PBL의 적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을전제로UX 디자인프로세스프로젝트수업을대상으

로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범위의 PBL 수업 모형을실

행하여조정하고적절하게변형된수업모형을구안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수업에서 PBL을 적용해 보기 위하여 수년

에 걸쳐 계속적으로 강의와 프로젝트의 시간 배분, 과제

의분량조절, 문제설정, 면담과발표와경청의방법, 프

로젝트 수행 방법, 각종 양식의 작성 등 PBL의 일부 요

소를 조금씩 도입하여 시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구해

발전시켜왔으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수업의 결과를 토대

로 수업의 모형을 구안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과정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sting
PBL

Lecture I

Testing
PBL

Lecture II

Modified
PBL
Model

Modification and Complement

[Fig. 2] Procedures of Research

전년도에실시한수업에서교수자의경험과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가장 크게 수정된 점은 과제의 분량, 조별

면담시간의확보, 각종양식의구체화등이다. 수업의운

영 방식과 분량 등은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설문과

의견을종합하여연구자가조율하였고, 중간설문, 학기말

강의평가외에별도로개방형설문을실시하여수업운

영방식에있어서긍정적인측면, 개선되어야할측면등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업은 이론과 조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학기

초반에는이론으로구성되며, 학생들이조를편성하면서

그이후매주학습하는이론의주제에따른실습을학생

들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한다. 수행한 결과는 매주 시간

을 할애하여 교수자와 면담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중간

중간 서로의 과제를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한 발표 시간

을갖는다. 이론에대한평가는지필고사를, 조별프로젝

트는 발표와 평소 수행정도로 평가한다.

매 주차의수업의구성은선행연구[6]의 지침을따라

서 초기활동 → 문제제시 / 문제에 대한 접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 추론 → 자기 주도 학습 수행 → 문

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적용 및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한 반추 → 문제 해결안 작성 → 문제 해결안 요약 및

종합 정리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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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석 단계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PBL 방식의 적용을 위한 세

밀한 설계를 위해 먼저 정현미(2009)의 연구[22]를 토대

로분석단계와설계단계로나누었다. 먼저분석단계에

서는선행연구의지침을따라서본수업에대해수업목

표, 학습자, 환경 측면에서 PBL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먼저수업의목표는 UX 디자인프로세스를이론적으

로 학습하고,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설정한프로젝트를수행하는각단계에서학생들스스로

토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해결

방법을찾아낸다. 따라서기술적용, 문제해결, 비판적사

고및추론, 자기주도학습능력향상이기대된다고판단

하였다. 학습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본 수업은 전문교양

필수과목으로서 학생들은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하

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학습자는 3학년 1학

기로서, 이전에 PBL 기반으로 운영된 전공 수업을 수강

한 이력은 없으나 다수의 과목에서 조별 협동학습을 통

한 유사한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라고 판단하였다. 환경 차원에서는 교수자의 의지(상당

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와 수업 환경을 검토하였는

데, 조별작업에필수적인컴퓨터작업환경과, 과제제출

과의견을교환할수있는사이버강의실환경을갖추었

으므로면대면수업을원칙으로온라인환경에서최소한

의 의사소통을 하는 블렌디드 운영 환경으로 하였고, 학

생 수는 최대 정원이 40명으로 부담스러운 점을 감내하

기로결정하였다. 수업의형태는 <Table 1>의분류에따

라 부분-혼합 PBL의 형태로 결정하였다.

3.2 설계 단계
3.2.1 주차별 설계   
수업에서는이론과 PBL 수업을병행하도록계획하였

다. 학기 초에는 이론 강의로 시작하여 UX 디자인 프로

세스의 진도에 따라서 이론, PBL-1을 병행한다. 지필고

사 이후 학기의 후반에는 최소한의 강의와 함께 PBL-2

수업을 진행한다. PBL은 지필고사를 전후로 두 번으로,

지필고사 이전의 PBL-1에서는 UX 디자인 프로세스의

한단계를골라서적절한태스크를수행하여프로토타입

으로 작성한다. 지필고사 이후에는 이론 강의를 PBL-2

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용성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발표 및 정리 지침에 대한 강의 등으로 최소화 하

고 PBL-2에 전념하도록 한다.

강의중, 강의후실시되었던설문에서도출되었던본

과목의가장큰문제점인과도한과제의양과시간의부

담, 교수자와의 면담 시간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수업시간에최대한조별회의를실시할수있도

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시간 활용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수자와의 질의응답 등 의사소통시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차별강의주제에따른 PBL 적용여부는다음과같

이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지필고사 이후에 부분적

으로 실시되는 강의의 주제는 세부적이고, 교수자의 융

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록하지 않았다. 기존의

강의를 점검해볼 때강의와 PBL이병행되는부분 PBL

방식의경우 3시간강의를기준으로 1:2 또는 2:1 정도의

배분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Weekly Plan of PBL
Week PBL

1
Introduction of Lecture

and PBL
- -

2

User,
Members of UX Lab
UX Design Process
Project Planning

organizing
into groups

Part
Hybrid

3
User Survey Process
Creative Thinking

PBL 1-1
topic
selection

Part
Hybrid

4
Information Architecture
Interaction, Interface Design

- -

5 Group Work PBL 1-2
Part
Hybrid

6 Group Work PBL 1-3
Part
Hybrid

7
Usability Test
Group Work

PBL 1-4
Part
Hybrid

8
Project Completion and Share

Group Work
PBL 1-5

All
Hybrid

9 Midterm Presentation PBL 1-6
All
Pure

10 A Paper Test -

11 Group Work PBL 2-1
Part
Hybrid

12 Group Work PBL 2-2
Part
Hybrid

13 Group Work PBL 2-3
All
Hybrid

14 Group Work PBL 2-4
All
Pure

15
Presentation,

Project Completion
PBL 2-5

All
Pure

3.2.2 PBL 설계 
본연구에서는문제설계및제시방법에있어서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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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식을본과목의특성에맞게변형하였다. 변형한내

용은먼저문제설계및제시를교수자가직접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강의의 진도에 맞추어

적절한문제설정의방법이나지침, 사례만제시한후학

생들이 이론 강의의 진도와 조별 프로젝트의 진행 목적

이나 절차에 맞추어 직접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별

로 완전히 상이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진행 방

법과 절차도 매우 다르다는 과목의 특성상 문제를 교수

자가 일괄 설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또한 문

제 상황을 설정하는 과정 역시 학생들에게는 능동적인

학습이며 탐색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PBL의 지침의 측면에서

는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주제가 ‘실제 자신이

많이사용하고있는디지털시스템의UX 개선디자인’이

기 때문에 대체로는 매우 적절한 상황의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주차별로진행되는 PBL프로젝트의초반에대단

위의문제를설정할뿐아니라매주차소단위의문제를

다시설정하도록하였다. 이를통해작은단위의문제해

결을통해큰단위의문제해결을구조화하여수행할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학생들에게는 추상적일 수 있는 긴

기간동안진행되는프로젝트수행과정이매수업또는

1주일 과제 단위로 구체화된 문제로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 사례 예시 1>

문제영역: 전략 기획

스타** 카페를 즐겨 찾아서 주로 테이크아웃을 이용

하고, 매장내에서는공부를하거나친구를만난다. 카페

에 앉아서 손님들을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이 테이크아

웃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매장 내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카페를 더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 사례 예시 2>

문제 영역: 인터랙션/인터페이스 디자인

스타** 카페에서 제공하는 메뉴 이외에 샷이나 토핑

등 나만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더욱 편리하게 주문하고

싶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매장 내의 새로운 디지털 시스

템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나만의 특별한 메뉴를 주

문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 사례 예시 3>

문제 영역: 사용성 테스트

***톡의단체채팅방에특화된다양한기능을설계하

였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너무

많이추가했기때문에시각적으로복잡하고사용법도어

려워졌다. 사용자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여러 단계의

화면변환을이해하고사용할수있을까?개선방법은어

떤 것이 있을까?

학생들은 한 학기에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고, 이를학기말에통합하여발표한다. PBL-1은조별주

제에 따라 결정된 디지털 시스템에서 개선될 문제를 결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실시한후그결과를반영한설계결과를문서(또는프로

토타입)로 작성하는 것이다. PBL-2는 작성된 PBL-1 결

과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한후개선된시스템을스토리텔링형태로발표하는

것이다. 자기 성찰 일지, 그룹 활동 평가지 등의 문서는

매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토의를통해빈도와

방법은 조별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4> Self-reflection Journal2)

Problem Title:
Group:
Name:

Date:

1. What did you learn through your
learning activities?

2. What is th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3. What are the satisfactory and
unsatisfactory results of the
assignment?

교수자의 역할은 각 그룹의 토의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식과이해와경험이부족한학생들에게프로젝트의문

제 해결 방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바로

잡거나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지도하는것이다. 토

의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이끌거나 토의자로서 참여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PBL-1은 개선될 점이있는디지털시스템의

사례를찾아적절한사용자조사를실시한후에이를프

2) [23]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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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타입으로정리, 발표하는것이다. 조편성및주제선

정, 처음 해보는 조사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6주에 걸친 시간을 배분하였다.

<PBL-1. 1주차>

- 조 구성, 상호 소개, 관심분야(앱) 소개하기

- 시간표 조율, 과제 수행 미팅 일정과 방법 정하기

- 문제 해결 워크시트, 자기 평가지, 자기 성찰 일지,

상호 평가지 작성법 연습해 보기

- 조별 주제 선정을 위한 개인의 관심사 수집

팀구성에있어서는강제할수는없지만성별, 관심도,

학년 등이되도록골고루분포할수있도록안내하고조

별적절한숫자의인원으로구성될수있도록하는점에

서는 교수자보다 과대표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다. 수년

간의지도경험에비추어볼때유사한관심사를가진친

한학우끼리만조를편성할경우사용자인터뷰, 조사및

분석, 프로토타입 작성, 발표 준비 및 발표 등 성격이 매

우 이질적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24]를 참고하고, 3시간 수업 중

2시간정도가순수하게 PBL에할애된다고가정할때조

별배분시간을고려하면 5-6개 조를넘지않는것이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PBL-1. 2주차>

- 학습자들은제시된 PBL 문제를참고로자신들이주

로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

을 생각하여 조별 문제를 설정한다.

- 서로가소개한문제들을토론하고의견을모으는방

안을 정한다.

- 소개한 문제점들을 서로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논

의하며 한 학기 과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 의견을 통합하여 주제를 정하고(문제 해결) 문서로

정리한다.

주제 결정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

획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과도한

계획이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

의하여야 한다. 이는 매 학기마다 설문의 결과 공통적으

로도출된내용이었다. 이단계가한학기수업에서학생

들에게적절한학습량과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Table 5> Group Activity Evaluation Sheet[23]3)

Problem Title:
Group:
Name:

Date:

Evaluation

Name of the
Member Total

1. He/She actively participated
in group activities.

2. He/She proposed a good
plan for solving the problem

3. He/She listened to
the opinions of others.

4. He/She was good at asking
and responding to others.

5. He/She made a good
commitment to the group
meeting.

6. He/She provided a variety of
information.

7. He/She presented a positive
opinion.

8. He/She continued to
perform the tasks given.

9. He / she works well with the
members of the group.

10. He / she praised and
encouraged the team
members.

<PBL-1. 3주차>

- 학습한 내용(프로젝트 기획, 정보구조 설계, 인터랙

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중 한 과정을 택하고 문

제를 정의한다.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사용자 조사 방

법론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 의견을 통합하고 문서로 정리한다.

교수자는 아직 학생들이 이론적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문제에대해적절한 UX 디자인프로세스를안

3) 학기말 설문에서 학생들은 그룹 활동에서 참여도의 차이로
인한팀원간의불만이많이도출되었으며학생들은상호평
가지를 작성하고, 성적에도반영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룹 활
동평가지는팀구성원간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양
식임에는 동의하지만 작성될 내용, 성적으로 환산하는 방법
과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과 교수자의 융통성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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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고 학생들이 계획한 조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PBL-1. 4주차>

- 사용자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 의견을 통합하고 프로토타입과 문서로 정리한다.

- 수업 시간 외의 과제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한다.

사용자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조사 목

적수립, 계획, 실행, 분석에이르기까지현실적인문제를

조 별 특성에 맞추어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가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조사의 분량을 경

험해 보는 데 의의를 두고 조사량을 제한한다.

<PBL-1. 5주차>

-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해 UX 가치 도출을 위한 전

략을 수립한다.

-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한다.

- 의견을 통합하고 프로토타입과 문서로 정리한다.

-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다.

도출된 개선점을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작성된 프로

토타입이 PBL 2에서 사용성 테스트에 적절하게 사용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BL-1. 6주차>

- 발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점검한다.

- 프로젝트 과정, 결과를 간단히 발표하고 공유한다.

-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하고 평가 시트를 작성한다.

- 본인이 속한 조의 평가 시트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점을 도출한다.

- 자기성찰 일지는 해당 주차를 포함한 PBL-1 전체

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조의생각과해결방법을공유하며잘된점과부

족한점에대해상호성찰하는기회를갖는다. 발표시간

에는간단한발표평가시트(Table 6)를 작성하도록하였

다. 발표 평가 시트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첫

째, 구체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와 비판적 생

각을보다구체화할수있도록하고, 둘째, 다른조의발

표시간에자신의발표준비를한다든지다른일을하게

되는 것을 막고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다.

발표시트작성시에는이론강의에서배운내용을최

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것, 부정적인 측면 보

다는긍정적인측면의평가내용작성에더욱치중할것

을 당부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추후 해당 조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평가 시트의 형태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4).

<Table 6> Assessment of Presentation Sheet
Name:

Title of Presentation

Compliments

Points to Be Improved

두 번째 PBL-2 프로젝트는 PBL-1 프로젝트에서 작

성된 프로토타입을 사용성 테스트를 거쳐 수정하고, 프

로젝트를 완료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PBL-2. 1주차>

- 사용성 테스트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다.

- 사용성테스트에필요한프로토타입의적합성을판

단하여 필요시 수정하고 준비한다.

- 수업 시간 외의 과제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과중한과제가되지않도록조사의양을조절한다. 조

사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한지 각 조별로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계획을할수있도록함께고민하고안내한다. 정

량적 조사, 정성적 조사의 목표와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

절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다.

<PBL-2. 2주차>

- 사용성테스트결과를정리하여문제점을찾고개선

점을 도출한다.

- 필요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4) 학생들은 발표상호평가를실시하고이를성적에반영해줄
것을희망하였다. 발표평가시트를통해학습효과를유도할
수있었지만이를성적평가에반영할지여부에는역시담당
교수자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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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점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구안한다.

- 의견을 통합하고 문서로 정리한다.

교수자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과도한 개선 목표를

세우지 않도록 안내한다.

<PBL-2. 3주차>

- 도출된문제점과개선점을반영한새로운프로토타

입을 작성한다.

- 필요시간단한사용성테스트를다시실시하여검증

한다.

- PBL-1과 PBL-1를 통합하는 발표자료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프로토타입의종류와추상화의정도가사용성테스트

용과프로젝트정리및발표용도로다를수있음을파악

하고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BL-2. 4주차>

- 효과적인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프로젝트를소개하기위한시나리오, 스토리보드등

을 준비한다.

- 조별 최종 발표 자료를 기획하고 작성한다.

- 최종 발표를 연습하고 준비한다.

교수자는 조별 과제 전체를 정리함에 있어서 논리적

흐름을 점검하고 이를 발표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있는지를최종적으로점검한다. 시나리오의작성

방법, 스토리보드의 원칙이나 구성요소, 작성 방식이 각

조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PBL-2. 5주차>

- 발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점검한다.

- 프로젝트의전반에걸친과정과결과를발표하고공

유한다.

-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하고 평가 시트를 작성한다.

- 본인이 속한 조의 평가 시트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점을 도출한다.

최종 발표에서는 학생들의 성과와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되 각 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별로 따로 언급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대평가 제도를 취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최종발표와성적의관계로매우예민할수있

다. 자신이 속한 조와 다른 조에 대한 발표 평가 시트를

작성하면서 스스로의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고, 더 발전

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안내한다.

3.3 PBL 수행의 결과 분석
3.3.1 수업에 대한 성과
2017년도수업을종료한후강의평가와 2번의설문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강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학기

말평가로이루어졌고, 설문은 8주차와마지막주차에실

시되었다. 강의평가의결과는평균 4.19점으로공과대학

평균인 4.02를 훨씬 상회하였다.

서술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선행 연

구들을 종합한 공학 교육에서 PBL 수업의 효과는 전문

가로서 지식 습득, 팀 활동의 유용성, 발표력 향상, 자신

감,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

아 성찰등이며아래에요약된바를통해선행연구에서

나타난 PBL의 교육적 기대 효과와 대체로 일치함을 발

견할 수 있었다.

<PBL 수업에서 지식 습득의 유용함>

-이론적지식습득에그치지않고이를실무적인아이

디어로 전환하고 실제 프로세스를 체험했다는 점

-사용자의관점에서디자인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

지 절실하게 느꼈고, 강의 내용과 방법에 흥미

-실제 체험을 통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매주계획하는과제의진행을점검하고조언을구하

므로 과제 결과물의 높은 완성도와 질 확보

-실제대기업의업무진행사례를중심으로이론과실

습 프로세스 진행

-긍정적, 부정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응용력 향상

-리허설 발표 과정을 통한 훈련

<학생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와 성과>

-지금까지해왔던과제와달리완성된결과물보다는

계획과 과정, 완성 단계까지의 논리에 집중하게 된

점

-매주가시적으로성과가드러나기때문에스스로몰

입하고노력한끝에얻은완성도높은결과물에대한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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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활동>

-실무 과정에서의 협업, 조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조장, 조원의 역할과 조화 능력 향상

-발표와 자료 준비를 위한 스킬 향상

-최종 제출일과 초기 기획, 중간 점검 정도만 지정된

다른과목에서는학기말제출직전에시간과노력의

대부분을투자하게되는것과달리전체프로세스의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매주의 매주 세부 실행 과

제를 계획해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그대로 실행하게

된 점

-매주 해결 과제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스스로, 상

호평가하므로조원으로서참여도를높이기위해노

력하게 된 점

<교수자의 노력과 수고>

-다른 프로젝트 과목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

(수업외시간의할애)을각조에개별적으로할애했

던 교수자의 수고에 대한 감사

-(다른 과목에서는 쉽지 않은) 교수자와의 많은 의사

소통 기회

-(다른과목에서는쉽지않은) 과제진행에대해교수

자의 많은 피드백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수자의 태도에 대한 감사

-과제 분량을 감안하여 지필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한

배려

3.3.2 PBL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 
여러 학기를 거듭한 수정으로 보완되었지만 실제 강

의 수행 과정상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습량과 과제의 분량과 시간 부족>

먼저학습자측면에서가장큰문제점은학습량, 과제

분량에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선 요청

사항은 과중한 과제의 부담과 팀 프로젝트 과제를 위해

팀원간의미팅시간과참여도의조율이힘들다는점, 한

번만 실시되는 지필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점이

었다.

과제의 부담이나 팀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운 점은 선

행 연구[14]에서도 이미 도출된 바 있으며, 이는 비단

PBL 적용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학 계열의

조별프로젝트수업에서공통적인문제인것으로생각된

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해마다여러가지시도를거듭하

며 과제의 분량을 조절하였고, 그 결과 “전체 프로세스

실습”을 “PBL-1에서 프로세스 중 한 가지를 택일하여

실습하고 PBL-2에서이를검증하는것으로압축하였다.

그리고 수업 내 시간에서는 이론을 학습하고, 최소한의

활동만을수업내에진행한후나머지대부분의조별활

동을 과제로 수행하던 연구자의 초기 시도와는 달리 제

안된 모형에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을 PBL 수행에

할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공과대학 프로젝트 수업에서 PBL을 적용한 해외의

사례 역시 많지 않은데, 해외의 연구 사례에서는 2개 학

기의 수업을 연계하여 선행 과목에서는 강의-시험식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음 학기에 비로소 PBL 수업을 통해

실습을하도록하였는데[3] 성공적인 PBL 수행을위해서

어느 정도는 강의 외의 상황에 조정이 필요하다. 강의식

의지식전달수업을선행과목으로실시하고, PBL 실습

수업을다음학기에연계하여별도로실시할수있을만

큼 학점에 충분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계일 수밖에

없고5) 이러한점이국내공과대학에서 PBL 수업을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제와 학습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습량과 관

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정도인지에 대해

서는 많은 다른 변수와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강소연과동료들(2005)은 공학 교육에서 PBL 수업의

적용이학생들에게적극적으로참여를요구하지만, 학습

자의 개인차에 따라 만족도와 조별 활동상의 불안 수준

의차이가있고, 이는 PBL 효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

다[25]. 연구 결과 PBL 수업은 참여적, 협동적, 독립적,

경쟁적인학생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 습득 외에 발표

능력이나 현장 대처 능력, 리더쉽 등에 긍정적으로 인식

하였지만, 회피적이거나의존적인학생들은 PBL 수업을

부담스럽게느끼고교육적효과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

났다[25]. 동일한수업에서도학생들의개인차에따라적

절한 수업의 방식과 효과는 다를 수 있음이 당연한데,

PBL 수업처럼 능동적, 참여적 성격이 강한 수업 방식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수업의 효과를

5) 특히 공학교육인증제도를채택한경우에는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기초 과목이 많아서 더욱 학점에 여유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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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개인적 차이점들을

사전에 검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수업을 선택하여 수

강하게하는것이과연적절한지(심지어가능한지) 여부

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

먼저 PBL의효과에대한메타연구에의하면연구대

상의인원수에따른효과는실제수업이조별활동에의

해진행되기때문에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없는

것으로조사되었지만[26], 각조에할당되는교수자의시

간과 노력, 수업 내 발표 및 참여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학생의수가많은것은실질적으로수업운영에큰어려

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BL은 기존의 강의실 환경(공과대학에서는 보

통 컴퓨터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행 연구에서

PBL을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 개인 컴퓨터 책상과 인터

넷 외에도, 저장 공간, 회의 공간, 인쇄와 조별 화이트보

드시설등이반드시필요하다고한것[3]과 현실은차이

가 있다.

<성적 평가>

PBL은 구성주의적관점의프로그램이기때문에학습

효과를 결과적 측면 뿐 아니라 과정의 학습효과에 대해

관심을기울여야한다. 공과대학의프로젝트수업에 PBL

을 도입한 선행 연구에서는 교수자에 의한 평가, 보고서

평가, 시험, 동료평가등으로다각적으로실시한지침을

기술하였다[27].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PBL의 평가는 강의-시험 식의 기존 수업에서의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다. 교과과정에 기반한 평가

방식을 학생 개인이 아닌 그룹 작업에 대해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

PBL이 조별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이필수적이다. 그러나절대평가방식을적용하기는

행정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고, 전학기수강과목의성

취도에 따라 조원의 지식수준과 기술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참여도를 점수로 환산하기도 어

렵다. 현재의제도하에서 PBL의평가측면은별도의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자의 과도한 시간과 노력 필요>

교수자의 시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필요한 점을 가장

먼저들수있다. 거의모든조의학생들을수업시간외

에도교수자의공강시간을이용해과제진행에대한상

담을신청하였으며, 이에응하였다. 수업 시간중에 PBL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는 것, 또한 해외 연구의 사례에서

처럼 교수자 이외에 조교 등 조력자의 도움이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태도와 교육효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식의 전달보다

중요시되는점이바로 PBL 수업의큰특징중하나이다.

PBL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교수자의 커

뮤니케이션 부분에서 교수자의 태도와 방식에 학생들이

상당한영향을받고교육효과역시이문제에매우의존

적인것으로보인다. 장경원(2009)에 의하면 PBL에서교

수자의역할은수업내용뿐아니라허용적인분위기형

성, 고른 참여 유도, 그룹 내 대인관계 조정유도 등으로

[9] 지식의 전달 보다 상당 부분에서 학습자들의 심리적

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강의 평가 및 설문 결과에서 교

수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과 경청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많았지만, 그 방법에대한연구는공학전공교수

자에게 생소한 과제일 수 있다. 학생들은 교수자의 격려

나칭찬, 지적등에심리적으로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

설문지에 기록하였다. PBL에서 교수자의 역할 규정 뿐

아니라학생들의사기를높여주고독려하기위한교수자

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는 별도의 연구와

교수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PBL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팀프로젝트로이루어지는공과대학의전공수업에서매

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PBL은 학생에게

뿐 아니라 특히 교수자에게 많은 부담이 예상되며, 실제

로 공과대학 전공 수업에서 PBL을 실시한 사례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적절한 지침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UX 디자인프로세스를실

습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과목 내용과 운영의 특성에 맞

게 일부 변형된 PBL 기반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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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변형 내용은 문제설계 및 제시방법이다. 교

수자가직접학생들에게공통된문제를준비하여제공하

는것이아니라, 학생들이이론강의의진도와조별프로

젝트의 진행 목적이나 절차에 맞추어 직접, 매주 설계한

다는 점이다. 이는 조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하는과목의특성을반영한것이며, 문제해결뿐아니라

문제상황설정하는과정까지능동적인탐색을유도한다.

또한 매 주차에 실행될 과제에 대한 문제를 설계하도록

함으로써작은단위의문제해결을통해큰단위의문제

해결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두 번째 변형된 내용은 학기 중에 실시되는 두 번의

PBL 프로젝트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

젝트에서크게두가지의프로세스만을설정하여나누어

진행한 것이다.

수업의 설계는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 및 설계단계로

분류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PBL 적용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였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주차별 강의 내용 설계

와두번에걸친 PBL-1, PBL-2의 내용을구안하고필요

한문서들(일지등)을제시하여실질적인가이드가될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PBL-1, PBL-2를 통해 UX 디

자인프로세스의각단계에대한문제설정및실습을수

행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하고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프로젝트 수행

방식과는 달리 PBL에 의해 구조화된 지침을 근거로 실

제 상황에 근거한 지식을 경험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러

한점은학교밖에서경험통한관심사에기반한수업을

제공함으로써자신의경험을학생나름대로의미를부여

하고소화하여이해하는것으로보는구성주의적교육관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4, 27].

연구자는 공학 프로젝트 수업에서 PBL을 적용하기

위한현실적인방법을구안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였

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특정수업에서진행된사례를기반으

로하였으므로전체학생들이나전공의과정을대변하는

모델로는 무리가 있으므로 각 과목의 내용과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만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각수업을위한구체적인연구가다시요구된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수업의설계로서가장중요한영역중

의 하나인 평가의 영역은 다루지 않았다. PBL은 구성주

의적 관점에서 설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결과인

학습효과도중요하지만교수-학습과정의인지적, 정의

적학습효과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2, 27]. 따라서

평가의측면은별도로치밀하게연구되어야할주제라고

생각되며 각 학교나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교수자의 융통

성이발휘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수업의내용과방법에

대한 모형과 운영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운영과정,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수자의 태도에 따라 학습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연구를 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

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앞에서 기존의

강의전달-시험 방식의 전통적인 수업에 벗어나 강의와

학생의프로젝트수행을조화롭고체계적으로실시할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PBL이 공과대학

프로젝트수업에적절함을논한바있다. 그러나실제전

통적인 PBL의운영방식은공과대학프로젝트와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과

대학프로젝트에실제활용가능하도록변형하여실시하

고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실제 공과대학프로젝트수업또는유사한성격

의 수업에서 PBL 수업을 적용하고자 하여도 연구 사례

가많지않아참고할자료가없으므로, 본 연구의결과물

은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PBL은 학습의주체를학생중심으로보고공동

작업을 통해 해결한 문제를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깊

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 PBL을 통해 습득된 지식

뿐아니라프로세스수행의방법, 조별작업참여와진행

기술 등은 본 연구에서 진행된 특정한 과정이나 문제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해결 상황에

재활용되어 응용될 수 있다. 나아가 PBL이 아니더라도

조별작업을요하는유사한수업에서부분적으로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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