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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개학이 연기

되며 학습공백이 발생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0a).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원격

교육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Ministry of Education, 2020b),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어 본격적

으로 원격수업이 실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c).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격수업

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실습과 실험 참여에 제한을 받고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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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Theor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lass using online 

problem-based learning(PBL) for prospective home economics(HE) teachers. The aim was to enable teachers 

to analyze the learning experience in the classroom, and to prepare operational strategies for online PBL 

on this basis. In order to achieve this, online PBL was applied to 31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Theor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t the Department of HE in a university in Seoul, and the results were collected 

from the learning process. This also involved a reflective journal, a survey on the learning experience and the 

impacts was conducted. Moreover, analysis was undertaken on the learning activities, learning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tudents accessed Webex, an online 

video conferencing program, and performed two PBL tasks: ‘Making Home Economics Promotion Materials’ 

and ‘Presenting Teaching Strategies to Improve Learner's Immersion in Online Classes’. Secondly, learners 

established their own identity of HE learned about the HE class plans themselves. They also encountered 

realistic experience as HE teachers and learned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skills. Furthermore,  they 

acquired creative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ty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attitude of consideration and respect. Thirdly, students lacked knowledge of learning content and encountered 

difficulty in solving data research,  analysis processes, and unstructured problems. They were affected by a 

lack of time and encountered problem in communicating with other team members in an online environment. 

As an improvement in online class operation, it was considrered necessary to reduce the learning burden 

by securing time and reducing the number of assignments, as well as to explain active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and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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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낮음으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주

장하는 등(Kang, 2020;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0) 원격수업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는 원격수업을 위한 플

랫폼, 콘텐츠 등의 학습환경 미비와 원격수업에 효과적인 수업전

략의 준비미흡, 원격수업에 적합하지 못한 학사운영규정으로 인

한 시행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Kim et al., 2020).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격학습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전략 수

립을 위한 연구가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지

원하기 위한 연구(Kim et al., 2020), 대학에서는 면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분석과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Do, 2020),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의 경험 및 장·단점 등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Choi & Jun, 2020)

가 있다. 가정교과에서도 가정교과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

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혼합 학습환경에

서 온라인 사전활동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연계활동을 설

계하기 위한 연구(Ju & Yang, 2021), 온라인 회의 플랫폼 및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러닝 교수·학습안을 개발하

여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Seo & Chae, 2020), 원격학습환경에서 

실천적 추론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 요구도와 교사와 학생, 학생간 상호작용에 따른 요구도의 차

이를 분석한 연구(Choi, 2021b) 등이 이루어졌다.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능력, 협동학습능력 등 21세기가 원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문제중

심학습이 주목받고 있다(Kim, 2021).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Chang, 2006) 원격학습

환경에서 실시간 토론 활동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수

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몰입도가 저하되는 문제, 학습이해

도가 낮은 학생이 수업에서 낙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인식되고 있다(D. H. Lee, 2021). 온라인에서 실시간 그룹

별 토론을 통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연구(Chang, 2006; Choi, 2020)도 이루어졌다. 온라인 문제

중심학습은 온라인 환경에서 문제중심학습이 실천되는 것으로 이

에 대한 연구는 대학의 교양교과목(Nam, 2021), 서비스마케팅

(D. H. Lee, 2021), 사회복지(Cho & Lee, 2021)에 실시간 온라

인 토론활동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실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실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경험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Pring, 2015). 이에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교육에서 실천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경험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Chang (2019)은 사례 연구로 문제중심학습에서 학

습자가 겪는 학습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운영전략을 모색했으

며, K. W. Chang (2020)도 사례 연구로 원격교육 상황의 프로젝

트학습에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학습을 통해 배운 것, 학습에

서의 어려움 등의 학습경험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사례 연구는 경험적 조사 방법으로 현재의 현상을 맥락 안에서 깊

이 있게 탐구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조사방법이다(Yin,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 연구를 통해 예비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하여 가정교육론 수업을 진행하고, 수

업에서 이루어진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

인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운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전략을 탐색하여 온라인 수업

에서 문제중심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예비가정

과교사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가정

교과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어떤 활동

을 했는지 과제수행계획서, 문제해결안, 학습경험 설문조사 결과

를 분석한다.

둘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무엇을 배웠고, 어

떠한 학습효과가 있었는지 성찰저널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가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수업 개선을 위해 제안한 것은 무엇인지 성찰저널과 설

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배경

1.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세계의 맥락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

도록 고안된 수업 모형으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

과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이다(Chae et al., 

2015). 문제중심학습은 의과대학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학생

들이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Ch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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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은 교수자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고, 학습과제를 도출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자는 문

제해결과정에서 학습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학습 절차를 거친다(Choi & Chang, 2016).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을 위해 팀원과 협업하여 분석하고 해결하

는 팀활동과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개인의 자기주도적학습이 

함께 이루어진다(Chang, 2019). 또한, 교수자는 강의식 수업에

서의 지식 전달자 역할이 아닌 학습을 진행하는 진행자이며 학습

자를 안내하고 그룹 토론 활동 등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며, 평가자로서 학습활동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Chang, 2019; Cho, 2006; Keum, 2019).

문제중심학습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충분한 학습 내용을 다루기 

어렵고(Choi & Chang, 2016),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맞

춰 학습을 촉진하기 어려워 교수자가 직접 강의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Keum, 2019), 이미 형성된 경쟁적인 교실문화

에서 변화하여 협력적 교실문화를 형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더 많은 수업준비와 수업시간이 필요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학생들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충분하

지 않아 초·중등학교 현장에 문제중심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한다(K. W. Chang, 2020).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에게 기계

적인 암기가 아닌 많은 사고와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전통적인 강

의식 수업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력, 학습태도,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며(Chang et al., 2019; Cho & Lee, 2021; Im et al., 2019; D. 

H. Lee, 2021; Park & Woo, 2017; Shin & Kim, 2016; Yuk, 

2020), 적절한 문제제시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자의 역할

에 따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Chang et al., 2019).

2.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은 온라인 환경에서 문제중심학습이 실천

되는 것으로, 문제중심학습의 주요과정인 문제해결과정이 온라

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Malopinsky et al., 2000). 온

라인 문제중심학습은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면 

문제중심학습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는 학습자간의 거리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동

시적, 비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대면 환경에서의 문제

중심학습에서 시·공간에 제한적이던 학습자 상호작용을 보다 활

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Choi, 2021a). 다만, 온라인 환경의 특

성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 형성이나 팀원과의 관계 형성 같은 감성

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면 문제중심학습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Ryu, 2014). 둘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은 대면 문제중심학습과 비교하여 문제를 하위 활동들로 세분화

하거나 문제 해결안 도출 과정에서 각각의 결과물과 제출시기를 

구체화하는 등의 구조화가 요구된다(Jang, 2005).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온라

인 문제중심학습의 특성 파악과 대면수업 방식의 문제중심학습

과는 별도의 설계과정이 필요하다(Choi & Chang, 2016). 온라

인 문제중심학습은 그룹활동이나 토론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

라인 학습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학습효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동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

한 전략과 학습과정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협력적 성찰이 중요

하다(Chang, 2020; Choi, 2021b; Choi & Chang, 2016; Do, 

2020). 또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설계 단계에서 세분화된 활동

과제를 설정하고, 각 활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배분이 이루

어져야 한다(Jang, 2005).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은 온라인 강의식 수업과 비교했을 때 다

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와 학습자의 수동적

인 학습참여로 진행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

습자는 수업에 몰입하기 어렵고 학습이해도가 낮은 학습자는 학

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반면,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는 학습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과 계획적 학

습을 수행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K. W. Chang, 

2020; Joo, 2018).

3. 가정과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 선행연구 고찰

문제중심학습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가정과교육에 적합한 학습방

법(Chang et al., 2019)으로 대학의 가정교과 수업과 중·고등학

교 기술·가정 수업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Shin과 Rhee (2016)는 가정교육과의 의생활 문화 수

업에 적용하여 의생활 문제를 제시하고 박물관 현장학습과 체험

을 한 후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수

업사례를 연구하였고, Y. Y. Lee (2021)는 가정교육과의 의류학 

실습수업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 적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류학 실습수업의 진행 순서를 제안하였다. 

Cho와 Cho (2020)는 중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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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거 공간 활용’에 문제중심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과

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적합성

을 평가하였다. Jeon과 Oh (2014)는 윤리적 소비교육을 위해 의

류소비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윤리적 의류소비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청소년의 윤리적 의류소비의식,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학습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문제중

심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사연수프로그램 제공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교실환경을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Yu (2015)는 가정교육과의 교직실무 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적

용한 수업을 개발하고 실행 및 평가한 결과, 문제해결력, 자기주

도학습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교직인성도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전달과 암기 위주의 교육, 교사 중심의 수업에

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수업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

므로 가정교과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

인 환경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

이다. 이에 가정교과에 온라인상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며, 예비가정과교사가 온라인 문제

중심학습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중등 가정과수업에 적용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수업진행 과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 가정교육과의 ‘가정교육론’을 수강하

는 32명의 예비가정과교사 중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

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학습자 1명을 제

외한 31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업은 2021년 3월 2일부터 6월 10

일까지 15주에 걸쳐 적용하였다.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의 학

습자도 동일하게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이 학습자가 수행한 개인 결과물과 팀 결과물은 연구대상

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Park 등(2020)이 분류한 사례 연구 중 온라인 환경

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사례에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목적

으로 실행되는 도구적 사례 연구이다. 여기에서 사례는 연구문제

에 대해 많은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이를 진술하기 

위해 관찰, 시청각 자료, 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쉽고, 분석

이 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Park et al., 2020). 이에 

따라 연구대상 수업은 강의 계획서, 교수·학습 자료와 녹화된 수

업 동영상 기록, 학습자들이 개발한 가정교과 홍보 계획서 및 홍

보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및 교수·학습 자료, 학습자들이 작

성한 성찰저널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학습자

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수업시간 중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Webex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 문제중심

학습의 주요 특성인 실시간 온라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예비가정과교사를 위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수업

을 개발·적용하기 위하여 Jang (2005)의 온라인 PBL 설계 모형

을 적용하였다(Figure 1 참조). 이 모형은 일반적 교수설계모형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모두 거치며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분석, 설계, 개발, 평가 활동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또한 대면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과 구별되게 온라인 환경 구

축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활동, 온라인 친교 활동에 중점

을 둔다. 교수자의 활동은 인지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감

성적 활동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주요 특성은 온

라인상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교수자는 온라인

상에서 면대면 문제중심학습과 동일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

며,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는 면대면 문제중심학습의 문제

에 비해 구조화가 요구된다(Jang, 2005). 그러므로 온라인 문제

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의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제 자체를 하위의 활동들로 나누거나 

문제 해결안 도출 과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제출 시기를 구체화

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

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실행단계의 감성적 활동, 인지적 활

동, 사회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에서 교수자의 감성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은 인지적 활동의 근거

가 되기 때문에(Jang, 2005) 교수자는 감성적 활동과 사회적 활

동을 기반으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감성적 활동으로 교수자 스스

로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으며, 학습

자들이 문제해결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

지고 학습과정에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학습자가 불필요

한 논의를 하고 있거나 잘못 접근하고 있더라도 바로 지적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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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학습 과정을 안내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사회

적 활동으로 학습자가 수업 중에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

도록 친근하고 허용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팀 빌딩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팀원 간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팀별 실시간 회의 등 각 온라인 

소회의실에 순회하면서 살피고 피드백을 하면서 교수자가 학습과

정을 모니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수업설계는 일반적인 교수설계모형인 ADDIE 모형에 따라 개

발하였다.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수업 전에 학습자, 학습 내

용, 학습환경을 분석하여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설

계(Design) 단계에서는 강의 계획서와 문제를 개발하고 평가도구

를 설계하였고,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자

료와 평가문항을 제작하였다. 실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문제중심학습 단계에 따라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실시한 후,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실행된 학습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과정과 평가 후에 지속적으로 피드

백을 실시하여 수업 설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로 2개 PBL의 과제수행계획서와 성찰

저널, PBL 1의 가정교과 홍보계획서와 가정교과 홍보자료, PBL 

2의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자료, 학습경험 및 효과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이다. 이 중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수행계획서와 성찰저널, 학습경험 설문

조사를 분석하였고, 학습자의 배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해결 

결과물과 성찰저널, 학습효과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또 학습자

가 겪은 어려움과 수업개선을 위한 제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찰

저널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수업 절차에 따라 과제

수행계획서는 3주차와 8주차에 작성하여 e-class 시스템의 과제

방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PBL 1의 홍보계획

서, 홍보자료, PBL 2의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자료도 

Figure 1. Design model of online PBL.
source: Jang(2005).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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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업절차 과정에 맞춰 과제방에 제출 후 피드백을 받아 수정

하여 최종 제출하도록 하였다. 2개의 PBL이 끝난 후 학습경험 및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을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학습경험 및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와 성찰저널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과 관련된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경험 설문조

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정도 2문

항, 팀 활동 참여도 2문항, 팀원간 소통 정도 2문항, 온라인 수업

환경 적절성 1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효과 설문조

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역량 향상 도움정도 8문항, 학

습동기 유발 정도 2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찰저널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운점, 얻은 성과, 팀에 기여한 내용, 어려웠

던 점, 개선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학습자 32명 중 연구에 동의하

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명의 학습경험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성찰일지를 수집하였고, 팀 활동과 관련하여 8개 팀 중 연

구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소속된 1개 팀을 제외한 7개 팀의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학습경험 및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는 연구

대상 31명 중 미응답한 1명을 제외하여 30명에 대한 자료를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다. 수업 절차 과정에서 수집된 과제수행계획서

와 성찰저널, 홍보계획서, 홍보자료와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자료는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코딩한 후 범주화를 통하

여 어떤 학습활동을 하였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4. 수업진행 과정

수업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설계 모형에 따라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진행하였다.

가. 분석(Analysis)

학습자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수업

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였고, 학습

환경은 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e-class

에서 실시간 화상회의, 소그룹 토론수업이 가능하고, 게시판, 자

료실에서 피드백, 과제 제출, 질의응답이 가능하였다. 수업 시

간 이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Google meet, 

Webex)과 SNS,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팀별 소통이 가능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수업인 ‘가정교

육론’ 수업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의 철학과 역사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가정과 교수설

계 모형과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나. 설계 및 개발(Design & Development)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강의 계획서 작성, 문제 개발, 평가 

도구 설계,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문항 제작이 이루어졌다.

첫째, 강의 계획서는 2개의 PBL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고,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정교육론'의 수업 시간 3시간 중에서 후반

부의 1시간 정도를 배정하여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Table 1 참조). 문제중심학습 오리엔테이션과 팀 구

성 후 2~5주차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6주차에 팀별 발

표, 평가 및 성찰을 실시하였으며, 7~13주차에 두 번째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14주차에 발표, 평가 및 성찰을 하였다.

수업은 예비가정과교사로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습자

의 상황으로 인하여 교수자가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학습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중심학습에서 제시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는 개념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하였고, 심화 내용은 문제중

심학습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에 따라 교수자가 제시하는 문제

를 팀 활동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발표하며, 학습결과를 평가·

정리하고 성찰 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교과

지식 학습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Keum, 2019) 수업시간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Zoom, Google 

meet, Webex) 프로그램과 SNS,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는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

으며 문제중심학습의 특성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주도학습과 상

호협력과정(Chang, 2006; Choi & Chang, 2016)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hoi와 Chang (2016)이 제시한 문제의 특

성을 반영하여 비구조화되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면서, 예비가

정과교사로서 추후 교사가 되어 체험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였

다. 다만,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문

제중심학습 문제보다 더 구조화하였다(Jang, 2005). 개발된 문제

를 Choi와 Chang (2016)이 제시한 문제중심학습의 문제 진단 체

크리스트 14개 문항을 기준으로 가정교육 전공 교수 1인에게 타당

성을 검토받았다. 그 결과 학습자가 경험할 만한 사례로 현실성 있

게 수정할 것을 피드백받아 학습자가 실제 교사의 입장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도록 교과교실제 상황과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의 개최 상황으로 구체화하였다. 문제 1은 가정과 철학과 정체성

을 바탕으로 교과교실제가 실행되고 있다는 가정(assumption)하

에 교사로서 가정교과를 홍보하기 위한 계획서와 홍보자료를 만드

는 문제를 제시하였고, 문제 2는 코로나19로 1년간 원격수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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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가정교과 교사로서 지난 수업을 반성하

고 원격수업에서 학습자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전략을 

모색하고,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수업 나

눔을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Table 2 참조).

셋째, 수업의 평가를 위하여 교수평가 및 동료평가, 팀원 평가도

구를 설계하였다. 평가도구는 Choi와 Chang (2016)이 제안한 문

제해결안 평가기준과 그룹 활동 평가기준을 본 수업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동료 평가는 제출한 과제 수행계획서와 문제해결 결과물을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습자에게 공유하고, 각 팀에 대해 Table 3, 4

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팀원평가는 Table 5와 

같이 같은 팀원 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팀 활동 여부, 리더십 등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팀원에 대한 평가를 실행함으로써 팀 활동

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다. 실행(Implementation)

팀 구성은 e-class 안에 있는 설문조사 프로그램과 웹 프로그램

인 패들렛(Padlet)을 이용하여 학습자 전체 투표로 팀장 8명을 선출

한 후, 팀장이 팀원 1명을 지정하고, 나머지 학습자들은 선호하는 

팀을 선착순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한 팀당 4~5명 총 8팀을 구성하

였다. 팀원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채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

자가 학습동기를 가지고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에(Choi, 2020; D. 

H. Lee, 2021) 팀원간 긍정적 관계형성과 원활한 상호소통을 위해 

팀 빌딩 작업으로 NGT실습을 온라인 소회의실에서 각 팀별로 실행

하여 친근하고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Table 1. On-line Lectures and Online PBL Activities Plans by Week

Week
Key learning contents

Online lectures Online PBL

1
· A summary of lecture
  - Guide to lecture objective, teaching method, assignments, and grading

· Team composition
· Team building
  - Team name, and team rules
  - building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eam members

2 · Basic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Overview, procedure, and assessment criteria of PBL
· Problem presentation of PBL 1  : Making  home economics promotion materials
  - Philosophy, identity, curricula of home economics

3 · Ident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Learning issue derivation, and role sharing
· Data collection, analysis, organization

4
· Understanding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 Paradigm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 Data sharing & explanation
· Drafting a problem solution

5
·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Korea
· Foreign home economics curriculum

· Development and review of problem-solving 
· Revising and supplement

6
· Home economics teaching design
· Home economics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plan

· PBL 1 problem-solving presentation, Question & answer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7 · Home economics teaching and learning
·   PBL 2 problem presentation : Presenting teaching strategies to improve 
learner's immersion in online classes

· Learning issue derivation, and role sharing

8 · Home economics teaching and learning · Data collection, analysis, organization

9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me economics teaching media
· The selection of teaching media of home economics

· Data sharing & explanation

10
· Concepts and purpose of educational evaluation
· Evaluation type of home economics

· Drafting problem-solving

11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questions in home economics · Development of problem-solving

12
· Roles and qualifications of home economics teachers
· Supervis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 Development of problem-solving

13 · Field study on the home economics teachers
· Review of problem-solving
· Revising and supplement

14 · Recent issue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 PBL 2 problem-solving presentation, Question & answer
·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15 Fi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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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수업 전반을 관리하고 학습자들을 직접적으로 격려

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절차에 따라 

문제중심학습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해 나가는 과정의 사례를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매 주차 수

업시간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하였고,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시간에는 촉진자 및 조력자로 참여하여 각 

팀별 온라인 소회의실을 개설하고 팀원 간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움을 제공하였

다. 팀별 소회의실을 순회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질의가 있거

나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학습과정을 안내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

로 알아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즉시 소회의실에 전체 공지를 하

거나 토론 활동이 완료된 후에 전체 공지를 하였다. 수업 시간 내

에 토론이 끝나지 않아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동안에는 교수자는 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학습자는 문제중심학습 절차에 따라 팀원과 온라인으로 소통

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학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자료를 조사

하여 문제해결안을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각 과정별 결과물인 과

제수행계획서, 홍보 계획서 및 홍보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및 

교수·학습 자료를 e-class 과제방에 제출하고 교수자에게 피드

백을 받았다(Figure 2, 3 참조). 문제해결안을 발표한 후 학습자

는 성찰저널을 작성하여 학습의 과정에 대해 성찰하였다.

Table 2. Development of Problems in Online PBL

PBL 1

Making Home Economics promotion materials

○○○ teacher was appointed to △△ high school. △△ High schools implement a subject classroom system; therefore, students have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which to choose. In order to organize elective subjects, students are required to conduct a demand survey. It was decided to 
prepare and submit a publicity plan and promotional materials which could be publicized during class time, and to provide an exhibition booth in 
the hallway of each grade for a week for this purpose.
We decided to create and promotional materials thereby enabling students to understand  home economics easily and to be comfortable about 
this topic, and about the philosophy and identity curriculum. However, but we are considering the format, content, composition, and promotion 
methods in order for student to find this both easier and interesting.

PBL 2

Presenting teaching strategies to enable learners to improve

○○○ teacher is △△ middle-school home economics teacher. △△ middle school held a meeting of the online class management committee 
to reflect on the problems caused by COVID-19 last semester, and to organize this year's online classes. An opinion was expressed at this meeting 
that students participating in real-time online video classes exhibited lower concentration in class such as turning off video and audio, and not 
participating. After the meeting, home economics teachers decided to share teaching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student involvement in online 
classes by lesson sharing.
○○○ teacher consulted several blogs and papers prepared by teachers, and presented studies and cases on factors which affect class immersion 
in an online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this, one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9 Technology & Home Economics 01-06], [9 T & HE 02-06], and [9 
T & HE 03-05] was selected in order to produce a teaching-learning plan for the four sessions,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the one session. 
We decided to prepare for lesson sharing.

Figure 2. PBL 1 example of promotional plan and materials.
Figure 3. PBL 2 example of teaching-learning plan, teaching-lear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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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essment Criteria for Peer Assessment and Teacher’s Assessment of PBL 1 ‘Development of Promote Material’

Item Assessment criteria

Promotional plan 1. It clearly understood and approached what the problem was asking for.

2. It clearly understands the main concepts, procedures, and principles included in the problem.

3. The data have been sufficiently reviewed for problem solving.

4. Reliable data were cited or referenced.

5. It contains sufficient explanations, details, and appropriate examples.

6. A practical and effective solution (promotional method) was presented.

7. It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final solution to problem.

Presentation and promotional materials 8. Important information was presented sufficiently in the presentation.

9. The presentation was logically well organized.

10. The presenter transferred the content clearly.

11. The presentation content was offered in a manner that was easy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12. It is possible to apply the method of using the media for promotional materials.

13. Promotional materials are organized in an easy and attractive way.

14. Promotional materials can help high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home economics classes.

Table 4. Assessment Criteria for Peer Assessment and Teacher’s Assessment of PBL 2 ‘Strategy of Online Classes’

Item Assessment criteria

Teaching·learning plan 1. It clearly understood and approached what the problem was asking for.

2. It clearly understands the main concepts, procedures, and principles included in the problem.

3. The data have been sufficiently reviewed for problem-solving.

4. Appropriate and novel ideas related to the problem were presented.

5. The basis for the presented idea was offered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6. There is a high utilization of field practice; therefore, teachers can practice this in the educational field.

7. It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teaching·learning plan.

Presentation & teaching·learning materials 8. The content of the idea was sufficiently presented in the learning material.

9. The content is logically well organized.

10. The presenter transferred the content clearly.

11. The presentation content was presented in a manner that was easier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12. It is possible to apply the method of using the media for learning materials.

13. Learning materials are organized in an easy and attractive way. 

14. Learning materials can help middle-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classes.

Table 5. Assessment Criteria for Team Member Assessment

Assessment criteria
Name

1. Actively participated in team activities.

2. Demonstrated leadership.

3. The task was continuously performed.

4. They kept their promises with their teammates.

5. A positive opinion was presented.

6. Praise and encourage other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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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Evaluation)

마지막으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의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2개의 PBL 문제에 대한 학습이 모두 완료된 후 학습경험 및 

학습효과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라인 문제중

심학습에 참여한 예비가정과교사 31명 중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수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Table 11, 13 참조).

연구 결과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수업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

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분석하여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

자의 활동, 배움, 과제수행의 어려움 및 운영의 개선점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활동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제수행계획서, 홍보계획서와 홍보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학

습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PBL 1 ‘홍보자료 개발’의 과제수행계획서 내용분석 결과

PBL 1 ‘홍보자료 개발’에서 학습자는 가정교과와 홍보대상인 

고등학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학습과제를 도출하고 팀별로 역

할을 나누어 설문조사,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고, 팀원

과 수업시간과 수업외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토론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7개 팀이 과제수행계획서에서 도출한 학습과제를 분석한 결

과, Table 6에서 보듯이 홍보를 위해서 홍보자료와 샘플, 홍보결

과 등의 홍보사례와 홍보계획서와 홍보자료의 양식을 조사하겠

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강의식 수업방식 및 교수자가 제공

하는 샘플과 기준 등에 익숙하던 학습자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에서 제시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대상인 고등학생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이 흥미 있어 하는 홍

보자료의 형식과 프로그램, 가정교과에서 관심을 갖는 단원은 무

엇인지를 파악하여 홍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홍보

를 위해서 전시부스의 크기와 홍보물의 규격, 필요한 예산을 조

사하고 학교의 분위기, 홍보기간의 계절, 학사일정 등의 학교 환

경까지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은 실제 학교현장 교사의 행동을 모

방하는 것으로 실제적 경험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가정교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교과의 철학

과 정체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

하고, 교과교실제의 특징과 성격을 탐색하여 가정교과 홍보에 활

용하고자 하였다.

나.   PBL 1 ‘홍보자료 개발’의 홍보계획서 및 홍보자료 내용분석 

결과

학습자는 과제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팀별로 토론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공유하고 문제해결안을 도출해낸 결과로 홍보계획

서와 홍보자료를 발표하였다. 총 7개 팀이 제출한 홍보계획서를 

내용 분석한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팀은 과제

수행계획서의 학습과제를 조사하여 홍보 목표와 홍보 방법을 선

Table 6. Results of Learning Issues for Each Team’s PBL 1 ‘Promotional Material Development’

Item Detail N (%)

Promotional plan Promotion case study 5 (17.24) 11 (37.93)

A study on promotional plan, promotional materials forms 3 (10.34)

Promotional materials specification, budget 2 (6.90)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motional time and period 1 (3.45)

Promotion target analysis Research Promotional materials and programs in which students are interested 6 (20.69) 10 (34.48)

A study on what students expect from home economics 3 (10.34)

Become acquainted with the school atmosphere 1 (3.45)

Understanding Home Economics Research on philosophy and identity-related data in the home economics 5 (17.24) 8 (27.59)

Curriculum and textbook analysis 2 (6.90)

Study on character of subject classroom system 1 (3.45)

Total 29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7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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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3개 팀은 홍보대상을 분석하였는데, 그중 한 팀은 특

정 고등학교 1학년 300명으로 구체화하였고, 한 팀은 고등학생

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머지 한 팀은 어떤 선택과목을 원하는

지 조사하였다. 2개 팀은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예능프로그램을 

홍보 테마로 정하거나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

터를 선정하여 테마를 선정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하였다. 홍보활

동으로 홍보부스 운영, 포스터 전시, 수업시간 순회 설명회, SNS 

홍보 등을 계획하였는데, 홍보부스에서는 실습 체험활동을 4개 

팀이 운영하고, 가정교과 분야별로 퀴즈 활동을 계획한 팀이 3개 

팀, 관심을 끌 수 있는 실습결과물이나 포스터를 전시하겠다는 팀

이 2개 팀이 있었다. 홍보자료는 7개 팀 중 6개 팀이 포스터를 제

작하고, 5개 팀은 부스를 제작하며, 1개 팀은 카드뉴스를 제작하

여 SNS를 통하여 활동하는 계획을 세웠다. 홍보활동 이후에도 수

강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활동을 교과교실제 환경에서 가정교과의 선택까지 

연결시킨 팀도 있었다.

7개 팀의 과제수행계획서, 홍보계획서와 홍보자료를 연계하

여 분석한 결과 각 팀은 모두 홍보계획서의 계획을 충실히 실행

하여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각 팀은 과제수행계획서

를 기반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정교과

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Table 8과 같이 홍

보자료에 반영하였다. 학습자는 가정교과를 삶 전체에 영향을 주

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등을 함양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인식하였으며, 나

아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와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가정교과의 정체성에 대해 각 팀의 공통된 

견해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라는 것이

며, 이는 가정교과가 가족이 당면하는 실천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명을 가진 실천적 학문이라는 정체성(Brown & Paolucci, 

1979)을 학습자 스스로 정립해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ure 

4는 팀별로 개발한 홍보자료 중 가정교과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

료의 일부분으로 가정교과의 당위성과 성격에 대해 고등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했음을 볼 수 있다.

다. PBL 2 ‘원격수업전략’의 과제수행계획서 내용분석 결과

학습자는 원격수업에서 수업의 몰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을 탐색하기 위해 학습과제를 도출하였다(Table 9 참조). 교

수·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과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

한,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가정교과의 단원 내용을 파

Table 7.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of Each Team’s Promotional Plan

Item Detail N (%)

Promotion goals Establish promotion goals 7 (100.00) 7 (12.50)

Promotion strategy Promotion method 7 (100.00) 12 (21.43)

Promotion target analysis 3 (42.85)

Promotion theme selection 2 (28.57)

Promotion activity Promotion booth Hand-on experience 4 (57.14) 22 (39.29)

Quiz activities (Development by subject area) 3 (42.85)

Exhibition activities (practice results, poster) 2 (28.57)

Poster exhibition 6 (85.71)

A briefing session in class 5 (71.42)

SNS promotion(card news) 1 (14.28)

Selection and education of student to operate the promotion 1 (14.28)

Promotion materials Poster-making 6 (85.71) 13 (23.21)

Booth-making 5 (71.42)

Card-news development 1 (14.28)

Booth information development 1 (14.28)

Plan of after promotion Check the course application site 1 (14.28) 2 (3.57)

Class plan writing and budgeting 1 (14.28)

Total 56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7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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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 of the Contents Analys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Home Economics among the Promotional Materials of Each Team

Team Identity of Home Economics Characteristic of Home Economics
1 ·   Practical science, self-forming and happiness-seeking science

  - Improve self-esteem
  - Various problem-solving ability improvement
  -   Cultivation of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life independency ability, 

relationship formation ability of curriculum competence development

·   Improve self-esteem
·   Learning solicitude and caring for family members
·   Cultivation of knowledge creation and convergence competence
·   Internalization of independent living attitudes
·   Sustainable ecological environment
·   Enables people to live their lives as subjects who create and develop 
family-life culture

2 ·   Practical science of learning content that can affect the entire life
·   Problem-solving ability based on various practice and experience
·   Subject that realize humanitarianism’s educational philosophy and human image

·   Let students themselves make their own life true
·   Develop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apply it to your life
·   Ask yourself how to practice and let you find a way to do your own

3 ·   Subject that help adapt to society
·   Recognition of basic elements of life
·   Subject that emphasizes family life

·   Efficient transfer of scientific knowledge 
·   Emphasis on individual existential experience of self-realization
·   Focus on practical issues
·   Transfer of knowledge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4 ·   Problem-solving encountered by learners in real life through practical 
experiences, focusing on real-life problems they will face in their entire life

·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an individual’s ability to lead a self-directed life 
and a happy and healthy family life is nurtured

·   Differentiation of home economics 
  - Close to life knowledge
  - Various experiences
  - Study without burden

5 ·   Cultivate independent living ability enabling learners to recognize problems and 
solve them in practice

·   Solving the changing problems in society by yourself
·   Practical science in everyday life
·   Learning a wide range of knowledge for life

6 ·   The process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ight direction for students, 
families, and society

·   Aiming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nurture the practical life ability necessary 
for families and society

·   Education related to real life

7 ·   Healthy and safe life
·   Formation of self-identity
·   Lead a happy life
·   Self-reflection
·   Subjects necessary for living with neighbors

·   Teaching direction of home economics
  - Competency development class for future self-reliance
  - Practical problem-based learning
  - Career connection subject in various fields
  - Self-design throughout life
  - Practical class that can be use immediately

Figure 4. example of ‘promotional material development’ b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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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수업 내용을 설정하며, 실시간 원격수업의 개념을 이해

하고, 그동안 실시간 원격수업을 실행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점에

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수업 대상인 학

생을 면담하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단원과 수업전

략을 파악하고자하는 학습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학습과제는 

ADDIE의 교수설계 모형에서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 등 분석단계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학습자 스스로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서 원격수업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라. PBL 2 ‘원격수업전략’의 교수·학습 과정안 내용분석 결과

학습자는 과제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몰

입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는데, Table 10에서 보듯

이 수업 중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하고, 수업참여 여부를 확인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수업시간 조정, 온라인 환경 점

검, 실제 생활 내용이 적용된 수업을 실행하여 몰입하게 하는 방

안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활동과 관련해서 강의식 수업보다는 

수업 중에 퀴즈, 역할놀이, 토론, PBL 등 수업 활동을 다양화하

고, 수업시간과 수업 외 시간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여 교수자와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확인하

는 방안으로는 얼굴을 드러내거나 의견을 내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스티커, 주석 기능을 활용하여 

Table 9. Result of Learning Issues for Each Team’s PBL 2 ‘Online Class Strategy’

Item Detail N (%)
Teaching·learning strategy Study on the class strategy for improving immersion 4 (17.39) 11 (47.83)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immersion 3 (13.04)

Research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ing media 2 (8.70)

Identify effective online class materials and platforms 1 (4.35)

Student attitude guidance 1 (4.35)

Understanding Home Economics Analyzing curriculum 3 (13.04) 6 (26.09)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home economics units 2 (8.70)

Class contents setting 1 (4.35)

Real-time online class survey Real-time online clas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survey 2 (8.69) 3 (13.04)

Identification of empirical problems in real-time online class 1 (4.35)

Learner and learning environment Identification of materials and teaching strategies that may attract leaners’ interest 2 (8.69) 3 (13.04)

Class-sharing survey 1 (4.35)

Total 23 (100.00)

Table 10. Results of Derivation of Ways to Improve Immersion in PBL 2 'Online Class Strategy'

Item Detail N (%)

Interaction Diversification of class activities (quiz, role play, discussion, PBL, etc.) 6 (22.22) 11 (40.74)

Active feedback(including extra class) 3 (11.11)

Teacher interaction activation 2 (7.41)

Class participation confirmation Utilize various functions of the program 4 (14.81) 11 (40.74)

Confirmation of participation in class and reflection of evaluation 4 (14.81)

Writing of learning activity sheet 2 (7.41)

Class participation confirmation game progress 1 (3.70)

Class time adjustment Reduce the amount of classes (provided pre-class video in advance) 2 (7.41) 2 (7.41)

Remove obstacles Preparation of online environmental problem 2 (7.41) 2 (7.41)

Real life application Learning applied to real life 1 (3.70) 1 (3.70)

Total 27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7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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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 여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거나 참여 확인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활

동지의 빈칸을 채우게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온라인상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보고

하게 하여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 등을 제

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

에 수업분량을 축소하여 수업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족

해진 수업 분량은 디딤영상을 사전에 제공하여 보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트워크나 컴퓨터 환경을 미리 확인하

여 수업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

는 방법, 실제생활에 적용한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학습동기를 부

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원격수업의 

몰입도 향상 전략으로 교수자가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나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수 실재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

수 전략(Song, 2020)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

로 PBL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학습경험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중요시되는 교수자와의 소통과 학

습자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

과, 수업시간과 수업 외 시간에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히 소통하

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학습

자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화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M=4.23), 온라인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M=4.13),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팀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

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M=4.10). 하지만 온라인 문제중심

학습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M=3.67), 교수

자와의 질의응답(M=3.70)은 ‘그렇다.’에 가깝기는 하지만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외 화상회의를 위한 팀원과의 일

정 조율(M=3.63)과 수업시간 중 온라인 회의 시간이 충분했는지

에 대해서는(M=3.63)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환경

에서 토론활동 중 교수자의 토론참여 및 피드백이 어렵고(Choi, 

2020; Choi & Jun, 2020; Do, 2020; Keum, 2019), 온라인 환

경에서의 토론활동은 대면수업에서의 토론활동보다 더 많은 시간

이 필요하다는 연구(Do, 2020), 문제중심학습의 비구조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Choi & Chang, 2016; Keum, 2019; D. H. Lee, 2021)의 결과

와 일치한다.

2.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배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배움과 학습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해 성찰저널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성찰저널 내용분석 결과

성찰저널에서 문제해결을 통해서 배운점과 어떤 성과를 얻었

는지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은 학습내용의 이해, 확장된 지식의 습득, 

실제적 경험, 소통·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Table 11. Learning Experience Survey Results in Online PBL (N=30)

Question
N (%)

M (SD)
Not at all Be not Be normal Yes Very much so

1.   Did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teachers become easier 
while conducting online PBL?

0 (0.00) 3 (10.00) 8 (26.70) 15 (50.00) 4 (13.30) 3.67 (.84)

2.   Was it easy to ask questions to teachers, and did the answers work 
well?

0 (0.00) 3 (10.00) 8 (26.70) 14 (46.70) 5 (16.7) 3.70 (.88)

3.   Did all the team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online meetings 
with other members?

0 (0.00) 2 (6.70) 3 (10.00) 14 (46.70) 11 (36.70) 4.13 (.86)

4.   Is the online meeting a good means of communicating between 
team members?

0 (0.00) 0 (0.00) 7 (23.30) 13 (43.30) 10 (33.30) 4.10 (.76)

5. Have you been given enough time for online meetings during class? 0 (0.00) 4 (13.30 10 (33.30) 9 (30.00) 7 (23.30) 3.63 (.99)

6.   Was it easy to coordinate with team members in video conferences 
other than class hours?

0 (0.00) 3 (10.00) 11 (36.70) 10 (33.30) 6 (20.00) 3.63 (.93)

7.   Did all of the team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video 
conferences other than class time?

1 (3.30) 0 (0.00) 3 (10.00) 13 (43.30) 13 (43.30) 4.23 (.90)

Total 3.8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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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PBL을 

비교해보면, 2개의 PBL 모두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였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적인 경험은 PBL 2 ‘원격수업전략’ 문제가 

PBL 1 ‘홍보자료 개발’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응답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소통·협업능력은 PBL 1 ‘홍보자료 개발’ 문제가 

PBL 2 ‘원격수업전략’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응답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수업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미래 가정과교

사로서 원격수업전략의 활용도가 홍보자료 개발보다 더 높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가정과교육의 철

학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업능력이 더 많이 필요

하여 배우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PBL에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학습자가 배우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 외에 확장된 지식의 습득,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

력 향상,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2개의 PBL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성찰 저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내용의 이해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가정교육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정교과의 철학과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예비가정과

교사로서 왜 가정교과를 가르쳐야하고, 학생들이 왜 가정교과

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며, 수업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알았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방

법,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방법을 배웠다. 이는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으며

(Choi & Chang, 2016),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Cho 

& Lee, 2021; Choi, 2007; Park & Woo, 2017)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가정교과의 정체성과 철학의 개념을 알고 나만의 정체성, 철

학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PBL 1)

가정 교과의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사전에 과제 수행학습지(PBL)을 통해 체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PBL 1)

가정 교과의 철학이나 정체성 등을 팀원들과 이야기해 보며 우리가 가

정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들이 가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

하게 알 수 있었다. (PBL 1)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정 교과의 정체성과 철학, 추구해야할 방향

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PBL 1)

수업을 계획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배울 수 있었다. 교육과정 재구성하

는 과정도 배울 수 있었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수법과 학습활동

을 계획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PBL 2)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면

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PBL 2)

나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알

게 된 것 같다. 비대면 수업에서 어떤 것이 싫은지, 왜 싫은지에 대해 많이 

알아보려고 했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PBL 2)

2) 확장된 지식의 습득

학습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학습내용의 단순한 지

식 습득에서 나아가  학습목표였던 가정교과의 철학과 정체성에 

Table 12.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of the Reflective Journal on Learner's Learning

Item
N (%)

PBL 1 ‘Development of promotional materials’ PBL 2 ‘Online class strategy’

Understanding of learning contents 22 (25.00) 28 (28.57)

Acquisition of extended knowledge 14 (15.91) 13 (13.27)

Realistic experience 13 (14.77) 23 (23.47)

Improv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bility 18 (20.45) 8 (8.16)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y 10 (11.36) 12 (12.24)

Impro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 (5.68) 7 (7.14)

Attitude change 6 (6.82) 7 (7.14)
Total 88 (100.00) 98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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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습을 넘어서 자신들만의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단순히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방법을 이해한 것을 넘어서 논문

을 찾고 여러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확장된 지식을 습득하는 등 깊

은 통찰과 성찰이 이루어졌다. 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면서 일반적인 강의방식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비

해 더 깊고 광범위한 지식을 탐색하도록 자극하는 문제중심학습

의 특성(Choi & Chang, 2016)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과 인지도 조사 및 가정 선택과목 수업 수요도 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예비 가정교사로서 가정교과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수요를 파

악할 수 있어, 귀중한 시간이었다. 가정교육과가 아닌 일반인들의 솔직한 

대답을 통해, 예비 가정교사로서 가정 교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깊

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PBL 1)

예비 가정교사로서, 가정교사가 지녀야 할 철학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사가 되면 좋을지 많은 생

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 (PBL 1)

소비자 파트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3개의 출판사 교과

서를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출판사별로 다른 소비자 내용의 구성을 이해하

고 어떤 내용이 있고 없는지를 알게 되었다. (PBL 2)

고등학교 때 수업지도안을 작성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간단히 

했었다. 그래서 수업지도안에 이렇게 많은 고민과 내용이 들어가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교수학습지도안에는 발문도 들어

가고 처음에 나오는 단원설정의 이유 등과 같은 다양하고 깊은 내용이 들

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PBL 2)

3) 실제적 경험

학습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예비 가정과교사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

하고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경험이 

장래에 교사로서 교단에 설 때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느꼈

다. 이는 문제중심학습의 주요 특성인 실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제 전문가의 일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한다(Choi, 

2007)는 것을 입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문제해결 과

정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것은 예비 가정과교사로서 의미 있는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교사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다가 먼저 떠오르겠

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다

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PBL 1)

○○○팀의 가정 교과 속 철학, 정체성, 교과과정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로서의 가정 교과에 대한 교사관

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훗날에 교직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유용

하게 작용할 것이다. (PBL 1)

교과교실제라는 수업 방식이 어떤 것인지와 함께 가정 교과의 가치 및 

관련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PBL 1)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정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홍

보자료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가정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PBL 1)

직접 교수자로서의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교수자의 꿈을 공유하고 이야

기해보는 부분이 좋았다. (PBL 2)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학습과정안을 직접 작성하며 어떻게 구성

하고 내용을 만드는지 배웠다. (PBL 2)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점, 한 문장을 하더라도 이해가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또 대면일 때와 비대면 수업일 때

의 과제라든지, 수업 자료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웠다. (PBL 2)

4) 소통·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하면서 학습자는 팀원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배워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렀다. 이는 

문제중심학습이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주며(Choi & Chang, 2016), 온라인 문

제중심학습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는 것(Kim & Park, 2008)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팀원들과 협력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서로 부족

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며 점점 완성도 높은 과제로 변해가는 것에

서 희열을 느꼈고, 이 희열감으로 과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PBL 1)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한 가정교육과로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철학적 부

분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PBL 1)

팀원들과 같이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면서 문제해결능력

을 배웠고 가정교과의 정체성, 교과내용, 목적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PBL 1)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원들과 함께 도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

를 배웠다. (PBL2)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스스로 구상해볼 수 있

는 능력도 배운 것 같다고 생각한다. (PB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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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도의 변화

학습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하여 팀원과 협력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배

웠고,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다. 또한, 가정교과에 대

한 애정을 갖게 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좋은 조원들과의 교류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 배려와 존중을 얻었

다. (PBL 1)

열심히 정성들여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 평가

와는 별개로 팀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

회였다. (PBL 1)

심리적으로는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

는 과제였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속에서 개

인 과제를 수행하였다면 얻을 수 없었을 역량들을 기를 수 있었다. (PBL 1)

나 스스로 ‘가정’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었던 과제였다. 가정 교

과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PBL 2)

나. 학습효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습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학습자들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M=4.57), 협력학습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었다

(M=4.23)는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문제중

심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이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교사 역할을 수

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M=4.03), 문제해결에서 창의적인 여러 방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M=4.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

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M=3.87), 자기

주도학습과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가정교과의 전문 지식 습득, 지

식의 습득과 적용에 도움(M=3.87)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에 근

접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

는 것(M=3.80)도 ‘그렇다’에 근접하지만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예비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실행한 온라인 문제중

심학습은 학습내용의 이해, 문제해결역량, 자기주도학습역량 등

이 향상되고, 자기효능감, 자신감과 같은 학습태도의 변화를 가

져왔다. 이는 대면수업 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의 학습효과인 

학업성취,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동기, 학습태도

(Choi, 2007; Choi & Chang, 2016; Y. Y. Lee, 2021; Park & 

Woo, 2017) 등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사회복지(Cho & 

Lee, 2021), 교양교과목(Nam, 2021), 서비스 마케팅(D. H. Lee, 

2021), 디자인(Lim, 2020) 등 대학의 온라인 환경에서 문제중심

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다른 분야의 연구와도 유사한 학습효과를 

나타냈다. 

3.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과제수행의 어려움 및 운영의 개선점

학습자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성찰저널과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Table 13. Evaluation of Learning Effect of Online PBL (N=30)

Question
N (%)

M (SD)
Not at all Be not Be normal Yes Very much so

1.   I found this PBL helpful in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of home economics. 0 (0.00) 0 (0.00) 9 (30.00) 16 (53.30) 5 (16.70) 3.87 (.68)

2.   I fount this PBL helpful in acquiring knowledge and applying it in practice. 0 (0.00) 0 (0.00) 10 (33.30) 14 (46.70) 6 (20.00) 3.87 (.73)

3.   I felt that my problem-solving ability improved considerably through this PBL. 0 (0.00) 2 (6.70) 9 (30.00) 10 (33.30) 9 (30.00) 3.87 (.94)

4.   Through this PBL, I was able to apply various creative methods in problem-solving. 0 (0.00) 0 (0.00) 9 (30.00) 11 (36.67) 10 (33.30) 4.03 (.81)

5.   The contents I learned through PBL helped me to develop the competence to 
perform the role of a teacher in the future.

0 (0.00) 0 (0.00) 10 (33.30) 9 (30.00) 11 (36.70) 4.03 (.85)

6. I had a positive change in my learning attitude through this PBL. 0 (0.00) 0 (0.00) 12 (40.00) 12 (40.00) 6 (20.00) 3.80 (.76)

7. My self-directed learning performance improved through this PBL. 0 (0.00) 1 (3.30) 10 (33.30) 11 (36.70) 8 (26.70) 3.87 (.86)

8.   I tried in various ways to resolve for my own shortcomings through PBL. 0 (0.00) 0 (0.00) 12 (40.00) 10 (33.30) 8 (26.7) 3.87 (.82)

9.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we were able to learn by helping each other with 
whatever we were not well acquainted.

0 (0.00) 1 (3.30) 1 (3.30) 18 (60.00) 10 (33.30) 4.23 (.68)

10. I actively participated in cooperative learning. 0 (0.00) 0 (0.00) 2 (6.70) 9 (30.00) 19 (63.30) 4.57 (.63)

Total 3.9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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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연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들은 Table 14에서 보듯이 ‘홍

보자료 개발’과 ‘원격수업전략’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과 구체화되지 않은 형식의 문제에 어려워했

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

며, 이로 인해 시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활동

에서 어려움도 경험하였는데, 팀원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

려웠으며, 대면상황에서는 팀원과 역할분담 등을 위한 소통이 쉬

웠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팀원의 감정을 알기가 어려워서 팀원과

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PBL 2 '원격수업전략’ 과제에서는 

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원격

수업전략'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교생 실습으로 팀원들 중 일부

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들이 개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서 역할분담을 할 팀원이 줄어들어서 겪은 어려움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경험했던 어려움 중 가장 의견이 많았던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비구조화된 문제와 온라인 환경으로 인한 소통

의 어려움에 대해 성찰저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교과의 철학과 정

체성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교과

교실제와 같은 처음 접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찾고 분석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또 경험해 보지 못한 교수·학습 과정안

을 작성하면서 수업몰입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에 당

황하였고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4차시 분량의 교수·학습과정

안을 작성하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가정교과의 철학이나 정체성과 같은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조가 생각하는 가정 교과의 

철학이나 정체성을 생각해 내는 것이 힘들었다. (PBL 1)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우리만의 것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가정교과

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근본적인 것에는 무지했던 것 같다. (PBL 1) 

아무래도 교과교실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다. 어떤 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료 또한 적절한 자료를 찾

기 힘들었다. (PBL 1)

제대로 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 본 적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강

의, 토론식 수업 말고 다른 여러 교수방식으로 수업을 계획해보는 것이 처

음이었고 수업 몰입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고려해야 하

는 것이 더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어려웠다. (PBL 2)

학생의 몰입에 대해 조사하는 것과 4차시 분량의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어려웠다. (PBL 2)

2) 비구조화된 문제

학습자들은 문제중심학습의 비구조화된 문제를 접하고 당황하

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힘들어하였다. 

또 교수자가 정해주지 않은 형식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을 어려

워하였지만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PBL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해결안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안을 우리끼리 낸다는 점에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팀끼리 많

은 논의를 하며 빗나가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Table 14. Analysis of Contents of Reflective Journal on Difficulties in Online PBL

Item
N (%)

PBL 1 ‘Development of promotional materials’ PBL 2 ‘Online class strategy’

Lack of knowledge about learning contents 11 (30.56) 9 (26.47)

Unstructured problem 10 (27.78) 7 (20.59)

Problem-solving 6 (16.67) 4 (11.76)

Lack of time 5 (13.89) 6 (17.65)

Opinions coordination 3 (8.33) 4 (11.76)

Communication in an online environment 1 (2.77) 3 (8.82)

Lack of team members 0 (0.00) 1 (2.94)

Total 36 (100.00) 34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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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1)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어 들어가야 할 내용과 형식들을 정하는 것이 어

려웠던 것 같다. 또한 가정교과목에 대한 정체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힘

들었던 것 같다. (PBL 1)

하지만 형식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모든 팀의 결과물이 다 달랐다고 생

각하고, 다른 팀의 결과물을 보며 다양한 홍보 방법 및 홍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PBL 1)

제대로 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 본 적이 처음이었다. …(중략)…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도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잘 담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어려웠다. 1차 회의 이후 금방 감

을 잡았던 1차 PBL활동과 비교되어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도 어려운 

과제를 완성하여 뿌듯하기도 하고 이와 비슷한 다른 과제들은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PBL 2)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대면과는 또 다른 제약이 있어서 해결안 도출이 쉽지 않았다. 

(PBL 2)

3)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통

학습자는 본인과 의견이 다른 팀원과의 의견조율에 부담을 느

끼는 등 팀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온라인 환경이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 때 온라인 환경에서는 함

께 작성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면 환경이었다면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의견전달이 쉬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하였다. 

대면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면 소통이 좀 더 원활하고, 의견 전달이 수월

했을 텐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PBL 1)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도, 실제 대면수

업에서의 활발함이나 분위기를 나눌 수 없기에 조별활동이 비대면으로 진

행되는 상황이 아쉬웠다. 또한 공유문서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플로어플래

너)를 동시에 여러명이 수정하기 어렵기에,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나누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 고안하는 과정이 어

려웠다. (PBL 2)

나.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운영의 개선점

학습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Table 15와 같이 응답하였다. 수업시간 중 팀별 회의 시간이

나 과제수행 시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껴 과제의 양을 줄이거나 과제 후 시험 범위를 축소

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환경

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의 부족함을 느껴 이를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문제중심학습의 진행과정과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학

습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문제중심 학

습에 대한 예시문제를 풀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더 충분

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문제중심학습의 비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스스로 자료를 찾

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H. 

J. Chang, 2020; D. H. Lee, 2021), 그리고 대면수업보다 온라인 

문제중심수업에서 교수자가 문제를 더 구조화된 문제를 개발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안내하는 수업 준비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Cho & Lee, 2021)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결론

본 연구는 예비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문제중심학

습에 대한 사례 연구로 온라인 과제 학습에서 이루어진 학습자의 

활동과 배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위

한 운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했을 때 실제 

학습자들이 활동하고 경험하여 배운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수행한 과제수행계획서, 홍보계획서, 홍보자

료,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자료, 성찰저널, 설문조사 결

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이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팀별 토론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회의 프

로그램인 Webex에 접속하여 2가지 PBL 과제 ‘가정교과 홍보자

료 만들기’와 ‘원격수업에서 학습자의 몰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전략 제시하기’를 수행하였다. 매주 온라인으로 교수자의 강

의 후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에 따라서 1~14주에 걸쳐 수업을 진

행하였다. 학습자는 팀별 토론활동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

였으며,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정교과 홍보 계획서

와 홍보자료, 원격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문제해결안을 발표하고, 동료평가를 하

였으며, 성찰 저널을 작성하여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반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가정교과가 가족이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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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천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명을 가진 실천적 학문이

라는 정체성을 학습자 스스로 정립하였으며, 스스로 교수설계 모

형에 따라서 원격수업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팀 활동

에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팀원과의 의사소통도 원

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수자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토론 활동 중 

교수자의 토론 참여와 피드백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Choi, 2020; 

Choi & Jun, 2020; Do, 2020; Keum, 2019)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에서 교수자의 사회적 활동으로 

Jang (2005)이 제시한 전략으로 온라인 소회의실을 순회하면서 

학습과정을 모니터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진행

하였지만 학습자들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학습자에게 개방적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가정교과의 

철학 및 정체성, 당위성과 가정교과 수업 계획 절차와 교수·학

습 과정안 작성방법,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방법 등을 배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논

문과 교과서를 통해서 확장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예

비 가정과교사의 입장에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적인 경험

을 쌓았으며,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

통·협업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르

고, 공동체 의식과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배웠다. 대면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Choi, 2007; Jeon & Oh, 2014; 

Joo, 2018; Yu, 2015)에 의하면 학습자의 문제중심 학습 이해, 

학습내용의 이해, 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자아성찰, 실제적 경험,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프리젠테이션 스킬 습득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효과를 본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학습내용 이해, 협업능력, 실제적 

경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측면에서 대면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온라인 문제중심학습을 수행하면서 학습내용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을 어려워하

였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형식과 다

양한 해결방안 중에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

안해하였고, 이로 인해 시간 부족을 경험하였다. 또한, 팀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팀 활동 과정에서 팀원과의 의견조

율과 소통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팀원과 활

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워하였고 온라인 프로그램의 기능 부

족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습자는 이러

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갔지만 온라인 수업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과제수행시간을 더 확보하고 과제량을 감축하며, 교수

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늘리고,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자료수집, 자료내용 이해, 자료와 내용 선택의 

어려움, 시간 부족의 어려움은 대면환경에서의 문제중심학습에서

도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Chang, 2019; Keum, 2019)이

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운영할 때 교수자는 즉각적인 도움

을 주기 어려우므로 문제를 더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문제해결안 

Table 15. Results of Survey Content Analysis on the Improvements of Online PBL operation

Item N (%)

Time secure Securing meeting time during class 3 (14.29) 5 (23.81)

Securing task execution 2 (9.52)

Reduction of class burden Task amount reduction 2 (9.52) 5 (23.81)

Test rang reduction 2 (9.52)

Task difficulty control to easy 1 (4.76)

Communication expansion Increased interaction and feedback with instructors 2 (9.52) 4 (19.05)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eam members 1 (4.76)

Sharing information with other teams during the task 1 (4.76)

Sufficient explanation Describe the PBL in detail 2 (9.52) 3 (14.29)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oblem and process 1 (4.76)
None 3 (14.29) 3 (14.29)
Assessment improvement  Objective team member assessment 1 (4.76) 1 (4.76)
Total 21 (100.00) 21 (100.00)

 *Multiple responses, Total number of responses i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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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과정을 세분화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Jang, 

2005). 이러한 전략은 학습자가 제안한 온라인 수업 운영의 개선

점을 반영한 전략과도 통한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는 문제를 

개발할 때 문제해결의 도구와 틀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문제의 난

이도를 조절하며, 문제중심학습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팀별 활

동 및 중간 결과물 제출 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상호작용함으

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

하는 것은 학습의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

며, 토론활동 중에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관련정보와 지식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개방된 질문을 사용하는 조력자의 역할(Yu, 

2015)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를 더 구조화한

다면 홍보자료 개발에서 홍보자료를 리플렛 형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시간과 부담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활동과 배움을 촉진시키기 위한 온

라인 문제중심학습의 운영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

제중심학습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연습문제를 제시한다. 연

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협력하여 문

제중심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둘째, 문제

중심학습 문제를 오프라인 환경에서보다 더 구조화한다. 문제중

심학습은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하여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도

록 하지만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구조화하여 제시

한다.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의 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긍

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NGT 등 팀 빌딩 작업을 수행하고 교수자

가 온라인 소회의실을 순회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 또, 교수자는 팀 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따돌림 등 부정적 분

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넷째, 학습자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자가 온

라인에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섯째, 학습자가 제출하는 과제수행계획서, 문제해결안 등의 결과

물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 시행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교수자

가 비실시간 환경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지적보다

는 질문, 칭찬, 격려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발생하는 시간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문제의 양을 줄

이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업시간 내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도 실시간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31명의 예비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

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내용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효과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에서 다

양한 강좌에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거나 평가 

및 통계분석 등 양적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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