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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PBL 환경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를 위해서 몰입, 문제해결력, 과제참여 수준을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Macro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이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제참여 수준에 대해 몰입의 영향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문제해결력이 .292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PBL 활동에서 문제해결력 지원을 
통해 과제참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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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problem solving ability mediates the effect of flow on 
the level of task participation in PB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students(in Education methods 
and technology class).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on flow, 
problem-solving ability, and task participation level. Collected data are analyzed using SPSS Macro and 
bootstrapping method. As a result, the impact of flow was positive on the level of task participation. 
And the problem solving ability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at the level of .292. Problem 
solving ability mediates the impact of commitment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task.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the basis for how to improv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task by supporting 
problem-solving skills in PB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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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T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회의 변화를 가속하
고, 4차산업혁명을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는 산업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핵심역량의 변화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대학교육은 미래사회를 주
도할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1]. 특별히 교육방법에 대한 혁신을 추구
하며, 수업에서 PBL(Problem Based Learning) 활용
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2]. PBL은 실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복잡한 과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를 수행함
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협력활
동을 통해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 상호작용 역량까지 
향상되기 때문에 대학 수업의 교육방법으로 매우 선호
되고 있다[3].

그러나 PBL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과제난이도를 인식하고, 여러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기에 의사결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 특별히 협
력학습 활동 중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협
력학습의 효과가 감소하거나[5], 생소한 학습방법으로 
인해서 인지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원
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PBL 활동에 대한 흥미와 몰입
수준이 저해되기도 한다[4]. 

선행연구들은 PBL의 학습과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PBL 수업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성찰저널을 작
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6]. 다음으로 ICT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업 효과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7]. 최근에는 플립드(Flipped) 
PBL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
력도 하였으며[8],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인지적 스캐
폴딩을 지원하거나[1], PBL 과제에 동기설계를 반영하
여 과제에 대한 난이도 인식 수준을 조절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흥미와 몰입에 관한 연구
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와 함께 PBL의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PBL 수업의 경우 대부분 협력활
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
임승차이다.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동료 학생
들의 무임승차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과제참여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 이처럼 PBL도 협력활동으로서 학생
들의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PBL의 
경우 구조화된 과제를 다루는 협력학습보다 과제참여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3]. PBL은 비구조화된 복잡
한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동료학생과의 협업과 적극적
인 참여는 학습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4]. 그런데도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PBL 환경에
서 몰입과 과제참여 수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
구들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
단하였으며,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
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지를 탐색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몰입은 과제참
여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업성취 수준과 
교과 흥미 그리고 학습 동기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9]. 이와 함께 문제해결력은 PBL 활동에 필요
한 핵심능력이며, PBL 활동에서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
는 능력이기도 하며, PBL 활동의 결과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문제해
결력에 따라서 과제참여 수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PBL 활동에서 몰입이 과제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의 매개를 가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PBL 활동에 대
한 몰입은 과제참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둘
째,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
을 문제해결력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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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PBL은 협력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

하고 비구조화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지식
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처럼 공동의 지
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를 습
득하고, 동료학습이 이루어지며, 또래 교수가 나타나기
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수월하게 지식을 습득
하고, 자신의 스키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PBL의 가
장 큰 장점은 협력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11]. 

이와 같은 PBL의 장점인 협력적 활동은 PBL의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무임승차하는 학생으로 
인해 과제참여 수준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단점이다. 
물론 무임승차에 의한 낮은 수준의 과제참여 문제는 
PBL뿐만 아니라 기타의 협력학습에서 나타나는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임승차의 의미는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기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활
동을 하는 행태이다. 다시 말하면 협력학습에서 다른 
학생들의 노력과 수고에 기대어 쉽게 학습의 결과를 얻
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낮은 과제참여가 이
루어진다. 기타의 협력학습에서도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지만 더욱이 PBL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습의 난
이도이다. PBL은 과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
이 수행해야 하는 학습의 양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같
은 협력학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하
지 않고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분량은 많지 않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12]. 

그러나 PBL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과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학습의 분량이 매우 많게 된다. 따라서 무임승차
의 행태를 보이는 학생이 존재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감
당해야 하는 학습 분량이 가중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 내에서 무임승차의 행태를 보이는 학생이 나타나
면 동료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급격하게 저하되어 전체
적인 학습활동에 피해를 주게 된다[5]. 또한 무임승차 
학생들의 저조한 기여로 인해서 무임승차 학생이 있는 
집단의 학습 결과는 낮은 질적 수준을 보이게 된다[12].

이처럼 무임승차는 PBL 학습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별히 이은철[5]은 협력
학습에서 무임승차 학생이 보이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
해서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
구에서 무임승차 학생들의 특징을 학습전략의 전 영역
이 매우 낮고, 학습 동기 수준도 낮으며, 의도적으로 학
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학습과제에 몰입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무임승차의 위험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유
추할 수 있다. 무임승차 학생들은 학습을 피하려고 하
는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무임승차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PBL에서 몰입은 
학습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몰입
몰입은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집착을 보이는 요소

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몰입에 대해 Csikszentmihaly
i[13]은 무엇인가에 대한 행위 또는 행동에 깊게 빠져
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
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와 현실의 상황까지
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
였다. 이처럼 몰입은 단순히 집중하고,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와 행동에 대해 깊은 수준에서 빠져들
어서 오로지 그 행위와 행동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타의 다른 사고와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몰입에 대해 Deci[14]는 매우 깊은 수준의 내
적 동기화 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적 동기는 
보상보다는 그 행동 또는 그 행위 자체가 보상되는 것
으로서 내적 동기화 된 행동과 행위에 집중하고, 높은 
수준의 흥미를 느끼며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몰입은 내적 동기보다 더 깊은 수준의 동기화를 
의미하며, 그 어떤 보상이 없이 그 행위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것을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
습 동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과제와 관련된 
몰입이 나타났을 때,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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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습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학
업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제에 몰입하게 되면 그 어떤 장애와 어려움도 극복하
려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특성
이 나타난다고 한다[9]. 이처럼 몰입은 학습과 과제 수
행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특별히 PBL 학습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몰입이 나
타난다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을 목표를 성취하는데 나타난 장애 요소

를 제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문제해결력
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난다. 문제해결력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파
악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자신의 현재 상태가 발생시
키는 차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목
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이 좋다는 
것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15]. 결국 문제해결력은 구체적
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한 과정과 절차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현상 상태를 분석해서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 즉 문제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문제 해
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파악
하고 있을 때, 문제해결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10].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이석재와 그의 동료
[15]들은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 능력은 지
능을 의미한다. 지능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별히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적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이
기 때문에 지능이 문제해결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
하고 있다. 둘째, 정의적 능력은 동기와 자기조절 그리
고 창의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적 능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몰입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단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해결의 절차를 “문제규명 – 상황판단 - 원인과 자
원 분석 - 제안 개발 - 제안 선택 - 계획과 실행”으로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문제해결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문제해
결과정을 지원하였을 때, 과제참여 수준이 향상된 것을 
보고하고 있다[16]. 이와 함께 몰입수준이 높은 학생들
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선
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수준
의 직접적인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매개할 수 있다는 가
설을 세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제참여 수준에 대
한 몰입수준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한
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

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PBL 과제를 수행하
였고, 과제 수행 중에 연구 대상의 몰입수준과 문제해
결력을 측정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는 사범학부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60명
이며,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4학년 
학생들이 소수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2.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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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32 25 3 60

3. 연구 도구
3.1 몰입 측정 도구
본 연구는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9]가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여 몰입수준을 측정하였다. 몰입수준은 도전-
기술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지각 일
치, 과제 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변형된 시간 감각, 
자기목적적 경험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이 [표 2]와 같다.

표 2. 몰입수준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a

도전-기술 균형 3 .77

.79

명확한 목표 3 .81
구체적 피드백 3 .85
행동-지각 일치 3 .82

과제 집중 3 .79
통제감 3 .77

자의식 상실 3 .76
변형된 시간 감각 3 .84
자기목적적 경험 5 .81

3.2 문제해결력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이석재 와 그의 동료들[15]이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여 문제해결력을 측정하였다. 문제해결력은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
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및 피드백 8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이 [표 3]와 같다.

표 3. 문제해결력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a
문제 인식 5 .79

.76

정보수집 5 .77
분석 5 .76

확산적 사고 5 .72
의사결정 5 .78
기획력 5 .77

실행과 모험 감수 5 .81
평가 및 피드백 10 .80

3.3 PBL 활동 및 과제참여 수준 측정 방법
본 연구는 과제참여 수준은 측정하기 위해 PBL 활동

을 수행하였다. PBL 활동은 4주에 걸쳐서 진행하였으
며, 2학점 수업에서 1차시는 강의를 진행하였고, 1차시
는 토론을 통한 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PBL 과제는 
현장의 신입 교사로 학부모 참관 수업을 운영하는 상황
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과제로는 누리 교육과정과 정
규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선택하여 수업지도안과 수
업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시연까지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PBL 활동을 수행하면서 과제참여 수준은 동료
평가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PBL 활동이 종료된 이후, 
각 학생은 본인을 제외하고, 그룹원들의 과제참여 수준
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하여, 동료들의 평가 점수
의 평균으로 과제참여 수준을 측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자료의 분석은 첫

째,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서 단순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과제참여 수준
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SPSS Macro 및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
과제참여에 대한 몰입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몰입은 과제참여 수준에 대해 .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β=.564,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몰입수준이 높을수록 과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

* p< .05, ** p< .01, *** p< .001

과제참여 수준 B se B t
몰입 .564 .012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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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서 문제해
결력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서 문제해결력
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제
참여에 대한 몰입의 효과는 앞서 검증되었듯이 모형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β=.564, p<.001). 다음으로 문제해결력이 
포함된 모형2에서 과제참여 수준에 대해 몰입(β=.462, 
p<.001)은 통계적으로 유미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해결력(β=.49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이 
모형1에서보다 모형2에서 .102 만큼의 영향이 감소하
였다. 이는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력을 문
제해결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표 5.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 p< .05, ** p< .01, *** p< .001

이에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검증한 결
과, Boot LLCI와 Boot ULCI의 신뢰구간에서 0의 값
이 없으므로 매개 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하면, 과
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은 
.2921의 간접효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표 6. 부트스르래핑 검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PBL 활동에서 과제참여수준에 대한 몰입
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과제참
여수준에 대해 몰입은 .462 정도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문제해결력은 .292 정
도 수준에서 간접효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PBL 활동에서 학생들의 과제참여 몰입이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과제의 내
용과 수업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때, 
PBL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제에 대한 
동기 수준을 높이면 교과 흥미가 높아지는 선행연구 결
과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이는 선행연
구에서 교과 흥미가 높아질수록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1]. 선행연구 결과
들이 몰입수준이 과제참여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몰입과 유사한 학습 동
기가 높아질수록 교과 흥미가 높아지고, 과제참여 수준
을 보여줄 수 있는 상호작용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제해결력이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
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력
에 따라서 몰입의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지
원하면, 몰입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절
히 조절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몰입과 관련
된 연구를 보면, 몰입은 학습 동기 보다 안정적이며, 급
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14]. 그렇기에 PBL 활동 
초반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인해 수업과 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와 정서가 형성되면, 과제참여 수준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 이처럼 수업 초기에 몰입
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을 측정하여, 부족한 문제해결력의 영역들을 스캐폴딩
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몰입이 부족한 상황에
서도 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Yolanda와 그의 동료들[16]의 연구를 보면 학습전략

예측변수
(과제참여 

수준)

모형1 모형2

B se B t B se B t

몰입 .564 .012 5.043*** .462 .04 2.331***

문제해결력 .490 .03 5.803***

구분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평균값 .2921 .0412 .0137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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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습전략을 지원한 결과 자신감
과 상호작용 수준 그리고 과제참여 수준이 향상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부족한 문제해결력을 스캐폴딩을 통해서 지
원한다면 과제참여 수준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력은 
비교적 쉽게 지원할 수 있는데, 교사가 학습전략이나 
문제 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인지적 스캐폴딩을 제
공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
하고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해결력을 향
상할 수 있다[17]. 이에 PBL 활동 중 학생들의 몰입수
준이 충분하지 않아 과제참여 수준이 저조할 경우, 교
사는 지원을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향상해서 적극적인 
과제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한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논리적 
근거는  PBL 활동에서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의해 몰
입이 저해되고, 이를 통해서 과제참여 수준이 낮아질 
때, 문제해결력을 지원함으로써 과제참여 수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연구로서 과제
참여 수준에 대한 몰입의 영향에 대해 문제해결력의 매
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실험연구를 통해 문
제해결력에 의한 처방적 효과까지 검증하였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연
구의 범위 및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험연구를 
병행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지원하였을 때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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