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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8개 하 역의 48문항, 

문제해결능력은 5단계의 문제해결과정에 근거한 3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8개 하 역으로 구성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 ‘자기이해’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 다. 한, 5단계로 구성된 문제해결능력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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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익성에 하여 이루어졌고, 추후연구를 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project-based learning method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of students taking the ‘Media Center Management’ course 

in Library Information Science (LIS). During this study, two tests measur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were conducted, containing 48 items divided into 8 categories 

and 30 items divided into 5 steps of problem-solving processes, respectively. By utilizing the 

correspondence sample T-test during this stud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all categories of self-directed learning, excluding the ‘self-understanding’ category.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5 steps problem-solving processes as well. Subsequentl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inquiring into the students’ perspectives on the difficulty 

of attending classes, the content of lectures, the appropriateness of assignments,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relationship with their team members, and the benefits acquired 

from completing the assignments.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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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지식경쟁사회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

재는 단순히 지식만을 추구하는 인재가 아니라 

이에 더해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하게 상황

에 맞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이

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할 뿐 아니

라 이를 실천 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인 역량

이 요구된다. 역량은 한 개인의 삶을 성공 으

로 이끌기 해  생애에 걸쳐 육성되어야 할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 진출 비생을 양성하

는 학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에는 

문  직업 비 능력과 개인 , 사회  계형

성 능력이 더 포함된다(유 숙 외 2002). 

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 강조되는 역량

에 한 논의도 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

의 목 이 역량있는 인재 육성에 있음을 인식

한 이후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해서 학교교

육은 기존의 교과 심에서 역량 심으로 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역량기반 교육개 의 근

간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육에서도 기존의 

교육방식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합한 인

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 심 교육으로 변

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

들의 역량과 련된 연구결과는 학생의 핵심

역량 수 의 차이는 개인 변인에 의해 크게 달

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의 핵심

역량 향상을 해서는 개인별 보유역량을 세부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해서 기존의 학 

교육과정을 교과가 아닌 역량 심으로 개편해

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김안나, 이병식 2003; 

이병식, 최정윤 2008;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백평구 2013).

학생의 핵심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부터 교육부와 함

께 학생 핵심역량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의 역

량구조는 크게 인지  요소와 비인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요소에는 의사소통능

력, 종합  사고능력, 로벌 역량이 포함되고, 

비인지  요소에는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능

력, 인 계 역량, 자기 리 역량이 포함된다. 

이  자기 리 역량의 하 역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포함되고, 자원․정보․기술의 처리 

 활용 역량의 하 역에 자원과 정보기술의 

수집․분석․활용 능력이 포함된다.

최근 기업들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경쟁력 확보

를 해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역량 확보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역량 에서도 자기

주도  문제해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임철일 

2008). 이러한 자기주도  문제해결 역량은 기업

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며 안

정  미래 수입원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 지식기반사회에서 목표설정과 달성을 해 

학습자가 자기주도 으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

는 실용 이면서도 실천 인 노력이 요하게 인

식되고 있다. 한편, 문헌정보학 교육도 미래의 정

보 문직으로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 문헌정보학 교육은 정

보와 지식을 조직․제공하는 기술습득에만 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승희 2008). 

문헌정보학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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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목표, 내용, 특징에 따라 다양한 교수-

학습모형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국내 문헌정보

학 교육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례연구의 결과는 별로 많지 

않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로젝트 기

반 학습법(project-based learning)을 이용한 문

헌정보학 교과를 개발하여 학습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교수자 

심의 교과목으로부터 학생이 주도하여 문제해

결 심으로 이끌어가도록 학습의 심축을 이

동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목의 내용과 방법을 

창의 으로 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에서 장 기반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효과 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사회

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사회  역량을 갖춘 인

재 양성을 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상으

로 한 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문헌정보학 교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 제시에 의미있는 시사 을 도출

할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  배경
 

2.1 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개념과 특성

로젝트 기반 학습과 련된 연구자들의 견

해를 살펴볼 때, 로젝트 기반 학습의 핵심 요소

는 다음과 같다(이석재 외 2003; 이승희 2013). 

첫째, 학생 주도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 

 과정에 걸쳐 학생의 책임과 권한이 폭 강

조된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학생들이 행

사할 수 있는 동시에 학습에 한 책임도 강조

된다. 둘째, 학습이 다양한 주제, 문제, 쟁  등

을 심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물은 탐구활동과 

표 활동을 통한 산출물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수자의 고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

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에 따라 달

리 구성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emerging 

curriculum)”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로

젝트 기반 학습은 통 인 교수법과 달리 학생

들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수행하며, 그 과

정에서 주어진 문제 을 악하여 탐구활동과 

표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

드는 학습방법이다. 

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통한 학습활동의 유익

성을 다음과 같이 지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직  탐색․선

정․종합․평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상황

에 한 맞춤형의 학습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

다. 둘째, 개별 이거나 공통 인 주제에 하

여 집단별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동료 학생 사이

에 책임감과 동료의식이 발생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극 인 상호작용이 발생

한다. 셋째, 교과목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  

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의성 개발과 통합  

사고력이 증진된다. 넷째, 다양한 자료와 매체

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표 활

동의 다양성이 증진된다. 

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실  문제 해결을 

한 방법으로 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닌, 문제해결을 한 실용 인 지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 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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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 로 운 되므로 원들간의 소통과 

력이 시되어, 결과 으로 원들은 사회

에서 요구되는 경청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하는 업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고차원 인 사고력 배양에 도움을  수 

있다. , 문제해결을 해 주제나 문제 심으로 

사고하게 되어 학문에 한 통합 인 근이 이

루어지고 다학문  학습능력도 함양할 수 있다. 

2.2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로젝트 기반 학습의 

효과

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활동은 크게 여섯 

가지의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에서 특히 문제해결능력, 지식구성능력, 

평생학습능력은 로젝트학습에서 얻을 수 있

는 지 능력이며, 타인과의 업능력, 상능

력, 커뮤니 이션 능력도 부가 으로 갖추어야 

하는 계 심의 정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희 2013). 이러한 능력은 새로운 직무환

경에 응해야 하는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의 하나이며, 최근에 학에서 강조하

는 직업기 능력의 구성요인이기도 하다. 이석

재 등(2003)은 사회  동물인 인간이 사회

에서 살아남기 해 가져야 할 기본 인 능력

을 ‘생애능력(life skill)’이란 개념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21세기 사회에서 지식의 폭증, 가

치   생활방식의 다원화, 과학기술의 격

한 성장, 평생교육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핵

심 생애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요시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식과 

정보는 여 히 요한 키워드이다. 그러기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일을 가지고 업무를 수

행해야 하는 문헌정보학 역은 어떤 학문분야

보다 더 큰 변화와 도 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에 처하는 능력을 갖춘 문헌정보학도를 양성

하는 일은 문헌정보학계가 당면한 시 한 과제

라 하겠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도 을 

슬기롭게 처하기 해 도서 ․정보 문직

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제시하 는데, 한승희

(2008)는 정보 리 련 능력 이외에 필요한 

요건으로 지식구성능력, 커뮤니 이션 능력, 평

생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능력, 상능력 

등을 언 하 다. 

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도서 ․정보 문

직의 역할 수행을 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  학습능

력을 지속 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극 응하는 것은 도서 ․정보 

문직이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2.3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로젝트 기반 학습은 문제해결을 해 원

들과 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본인

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할수행을 해 자기주도

인 학습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 결과들은 

로젝트 기반 학습을 구 하는 사례를 소개하거

나 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의사소통의 개선에 유

용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평생

학습능력으로 키워야 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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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도  학습능력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문제해결(problem-solving)이란 문제해결자

가 처한 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에

는 차이가 있음을 악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이며, 문제해결능

력은 이러한 차이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한 

창의 이며 지 인 능력이다(이석재 외 2003). 

문제해결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달하기 

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해 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과정과 차를 진

행해야 한다. 로젝트 심 학습에서는 학생들

이 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들을 인식․해결하는 차 속에서 문

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 으로 원하는 

로젝트 생산물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은 창의성과 문제해결의 련성을 시하고 있

으며, 일부 학자들은 ‘창의  문제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백평구 2013). 이러한 

에서 문헌정보학 분야는 학문의 장 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실용  학문이며, 다양한 

도서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문제해결능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끊임없이 변화․발 하는 정보기술 

상을 창의 이고 능동 으로 정보서비스 환경

에 응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은 정보서비스 

제공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자기주도  학습에 한 연구는 1960년  북

미지역의 사회교육 분야를 심으로 발달한 이

래, 오늘날은  세계 으로 평생교육과 함께 자

기학습 개념의 이론 인 역에서 자리잡고 있

다.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한 뒤 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한 학습 략을 

선택․실행한 뒤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

가하는 과정이다(배정희 2002). 즉 학습자가 자

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해 자기 스스

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해결하는 학습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 제공자가 아니라 

학습의 조력자나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해결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은  교

육과정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주의 이

론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구성주의는 

교수자보다 학습자가 학습의 심이 되며, 결과

보다는 과정을 시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해 학습자의 경험을 지속 으로 재구

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능동

이고 자율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식의 개인화 

과정을 시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서도 응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배정희(2002)는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학습에 공통되는 핵심요소를 

인지  요소-인지조 , 행동  요소-행동 조 , 

정의  요소-동기 조 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악하 다. 인지  요소와 인지조 의 공통요소

는 지식․정보의 활용, 정교화, 조직화  비

 사고기능, 메타인지 등과 같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인지  사고능력이고, 행동

 요소와 행동 조 의 공통요소는 문제해결을 

한 실천 인 활동으로 련 정보의 탐색․분

석․정리  해결안 모색 등을 한 여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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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의  요소와 동기 조 의 공통요소는 

문제해결자의 태도, 자아효능감, 자신감, 동기, 

목 지향성, 성취가치 등이다. 

도서 ․정보기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

서 ․정보 문직 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헌정

보학과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능력이 평생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비 정

보 문가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필수  

요소로 두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는 학생

들에게 재학기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편, 학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개발에 

한 요구사항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로젝

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받고 극 으로 학습하

게 되어 학습효과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 다. 

한, 로젝트를 운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능

력, 자기효능감이 큰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을 

더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심미정, 오

효숙 2016; 김은진 2018). 그러나 국내 문헌정

보학 연구  어떤 교과목의 로젝트 기반 학

습이 학생들의 어떤 능력에 어떻게 향을 미

치는지를 구체 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아서 

다양한 교과에서 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4 선행연구 개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문

제해결능력에 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일

부터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의 교육

환경 변화와 학습효과 연구에 많은 심을 가

진 교육학 분야를 심으로 앞에서 언 한 변

인과 함께 의사소통능력, 자기조 능력 등 다

양한 변인을 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홍기

칠 2009; 신희선 2011; 김성경 2014; 강명희, 

윤성혜 2015; 송유 , 정기수 2017).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로젝

트 기반 학습법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승희(2008)는 문헌정

보학과의 ‘정보서비스의 기획과 설계’ 과목에서 

학부생을 상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시

행한 후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법의 

효과를 분석하 다. 사 ․사후 검사의 내용을 

응표본 t-검정법으로 분석하고, 로젝트 기

반 학습법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으나 하

요소별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이정미(2013)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데이터베

이스 개론’ 과목 수강생을 상으로 문제기반학

습을 용한 자기조  학습모형을 설계한 후 학

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의 변화를 인지 ․

동기  학습능력으로 나 어 응표본 t-test를 

가지고 분석하 다. 연구결과, 문제기반 학습법

은 학생들의 인지  자기조  학습능력의 향상

에 효과가 있으나 동기  자기조  학습능력에

는 효과가 없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동기

 자기조  학습능력의 하 요인들은 내재  

동기 이외에 향상효과가 나타나 후속연구의 가

능성을 언 하 다. 

조미아(2014)는 학교도서  심의 로젝

트 기반 학습의 력수업을 고등학교 사서교사

와 국어 교과교사가 심이 되어 시행하고 

력수업 운 시의 바람직한 수업 방향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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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고등학교 도서 에

서 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했던 학생을 

상으로 교과 흥미에 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참여 학생들로부터 흥미, 학습 성취욕, 학습 실

행력이 향상된 것을 발견하 다.

김 정(2017)은 로젝트 기반 학습의 용

이 학습자의 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해 ‘디지털도서  시스템평가’ 

과목 수강생을 상으로 응표본 t-test를 통

해 력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고, 세부

요인들과 상 계가 있는지 조사하 다. 분석

결과, 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습자의 력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리더의 양상, 의견 교

환, 의견 평가, 의견 통합에 하여 유의미한 효

과가 있었으며, 학습의 실제성  자원의 실제

성에서 부분 으로 력  자기효능감과 상

계가 있음을 악하 다.

앞의 논문들에 비하여 정종기(2010)와 강지

혜(2017)는 과정 심의 로젝트 기반 학습에 

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정종기(2010)

는 교수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교수학습매체론’ 과목 수강 학부생을 상

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 경험 ․후의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 다. 분석 결과, 로젝트 기반 

학습이 비교육사서들의 교수법과 련된 지식

과 기술  측면과 함께 교수자  자기효능감과 

같은 태도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로써 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교육사서의 

계속교육과 직무연수 로그램의 설계  평가

시에 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강지혜(2017)는 문헌정보학 수업에서 문제

심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모형 용과 성찰일

지를 심으로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 다. 기존 

연구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보와 매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상으로 문제상황 수

업을 진행한 뒤 학습자들의 성찰일지를 통해 문

제 심 학습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성

찰일지를 통해 비  사고력과 창의력이 증진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력방법이 활용되었

음을 악하 다. 

Hines와 Hines(2012)는 학생을 상으로 

도서  이용교육 시간에 문제 심 학습법을 교

육한 운 결과를 보고하 다. 이들은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하 으며, 학생들이 문

제 심 학습을 통해 정보문해 지식과 기술능력

의 괴리를 이해하 음을 악하 다. 한, 그

들은 도서  서비스 개선 방법으로 사서와 교수

자의 업을 통한 도서 의 문제 심 학습제공 

교육을 제안하 다. 한편, Walther(2016)는 문

헌정보학 학원생에게 실세계의 윤리  난

제를 문제 심 학습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제시

하 다. 그는 학생들이 미래에 문가가 될 자

신을 해 더욱 극 으로 윤리  기 을 개

발․행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직업윤리 교수법

에서 더 많은 로젝트 기반 학습이 문헌정보학 

교과에 도입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3학년의 교직과목

인 ‘미디어센터 운 ’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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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상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효과

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구성과정

에서 한승희(2008)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

었다. 먼 , 자기주도  학습태도 검사지와 문

제해결능력 검사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사

․사후검사를 시행하 다. 사 검사는 로

젝트 기반 학습의 수업이 시작되는 학기의 둘째 

주에 시행되었고, 사후검사는 마지막 주에 시행

되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지는 Guglielmino 

(1977)가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 비도(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검사지를 김지자 등(1996)이 번역․개발한 것

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 8개 하

역은 솔선수범, 책임감, 학습열정, 미래지향

 자기이해, 학습개방성, 자아개념, 창의성, 자

기평가력의 8 역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는 Happner & Peterson

이 개발한 척도를 이우숙, 박선환, 최은 (2008)

이 성인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들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작용되는 논리 인 단

계를 구안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략을 검토한 후 문제 명료화, 해결방안 모색, 해

결방안 선택, 해결책 수행, 평가와 반 의 5단

계로 구성된 문제해결과정 개념모형을 설정하

으며, 이를 근거로 문제해결능력 검사지를 30

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로 평가되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검

사에서 48문항, 문제해결능력 검사에서 30문항

이 사용되었다(<표 1> 참조). <표 1> 문항의 하

역의 내용은 조미아(2014)의 논문에서 사

용한 정의를 차용하 다.

역 하 역 내용 문항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솔선수범: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추구, 학습욕구를 수용, 새로운 학습을 계획․시작

하는 기술,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6

책임감: 극 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신의 학습에 해 책임지고 학습 진도를 평가하는 기술 6

학습열정: 학습에 한 강한 욕구와 체계  학문탐색을 즐기는 태도  가치 6

미래지향  자기이해: 평생학습자라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도 ․ 처하는 능력 6

학습개방성: 학습과 지식에 한 높은 심․태도를 가지고 탐구심․지  애정을 가짐 6

자아개념: 자기주도  학습에 한 확신, 학습시간 조 기술, 자기도야 6

창의성: 새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며 하나의 주제에 다양하게 근하는 능력 6

자기평가력: 학습의 험․애매함․복잡함을 인내하는 능력, 직면한 학습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되는 기술  능력
6

문제

해결

능력

문제명료화 단계: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진술하는 과정(단계) 6

해결방안 모색단계: 문제해결방법을 찾기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방안들을 탐색하는 

단계 
6

해결방안 선택단계: 문제해결을 한 여러 방안의 비교․검토 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소통 

단계
6

해결책 수행단계: 선택한 문제해결방법을 실제 으로 용하는 단계 6

평가단계: 문제해결방법의 실제  효과성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평가와 반 의 단계 6

총문항수 78

<표 1> 검사지 문항 구성 역과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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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의 구성 

이 과목의 목표는 ‘미디어센터 운 ’ 교과목

에서 기획서 작성과 수업계획서 작성  시연

에 한 이론 인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응용

하여 별로 학교도서  는 공공도서 에서 

사용되는 문화 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는 데 있다. 한 작성된 로그램 

기획서에 근거하여 4회분의 수업지도안을 작성

하여 시연하는데 있다. 최종목표 달성을 해 

학생들은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교수자를 통

해 문화 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공부하게 되며, 강의 내용을 응용하여 

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기 한 단계별 목표

를 수행하게 된다. 

본 교과는 사서교사 임용고시를 한 교직과

목 의 하나로서 사서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교직이수자들에게 필수 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수강자의 극소수만 교직 이수자이며, 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  련분야로 취업하므

로 도서  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의 

교육도 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로젝트 완성을 해서 수업내용에 한 이

해가 필수 이므로 2시간의 강의 내용에서 강

의와 함께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

다. 강의 에 사용된 학습  실습내용을 과제

마다 용하여 별 토의를 원활히 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한, 장이 별 회의록을 매주 작성하여 해당 

주에 수행한 일과 다음 주에 원들이 수행해

야 할 업무를 자연스럽게 악하도록 하 다. 

교수는 매 주마다 회의록 내용에 해 피드백

해 으로써 학생들의 업무 진행사항을 악하

고 문제 이 있을 때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효

과 인 산출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 다. 교수

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들은 강의 내용과 

로젝트 진행의 연계를 수시로 확인하 고, 문

제 을 해결하 다. , 5  척도의 평가지 형

태로 구성된 개인 성찰일지는 자신의 학습내용 

이해도 검과 학습과정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나타내도록 하 다. 

로젝트 학습의 장  의 하나는 동수

업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다. 그러므로 동료 학

생들의 아이디어 창출이 잘 이루어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소집단을 잘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동학습에서 소집단을 구성하

는 방법에 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

로 동질집단보다는 이질집단 구성이 아이디어 

창출을 한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체 학생들에게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의 

8개 지능으로 구성된 다 지능검사를 실시하

여 다양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을 고루 배

치하여 이질집단으로 을 구성하려고 노력하

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 내용은 <표 2>와 같

다. 로젝트는 크게 2개로 구성되는데 간고

사 이 에는 문화 로그램 운 을 한 기획서

를 작성․발표하게 되고, 이후에는 작성된 기획

서에 근거한 4주차의 수업시연을 한 수업지

도안과 부가 인 활동지 작성을 하고 그  한 

주의 수업지도안을 선택하여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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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학습목표 강의 내용(2시간) PBL 수업 활동(1시간)

1
강의소개, PBL 

소개

∙교과목 개요 악 

∙과제소개
- 로젝트 기반 학습(PBL) 소개 

2
학교도서 의 

기
∙학교도서 의 교육  기

- PBL 과제 제시 

- 과제 한  구성과 리더 선정 

- 다 지능검사 실시

3
학교도서 의 

홍보와 마
∙문화 로그램 기획서 작성

- 과제1(기획서 작성) 주제 선정

- 문제해결능력 검사,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실시

- 별 선정주제의 타당성 검증 한 교수 피드백 제공

4
학교도서 의 

홍보와 마
∙문화 로그램과 스토리텔링 구성

- 과제1의 문제 제시

- 도서  제공 문화 로그램 사례 악 

- 별 주제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수 피드백 제공

5
학교도서 의 

홍보와 마
∙학교도서  마  략

- 과제1 문제 확인

- 별 자료 탐색, 수집 

- 별 주제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수 피드백 제공

6
학교도서 의 

홍보와 마
∙북큐 이션 략

- 과제1 문제해결방안 도출

- 별 수집 자료에 한 분석 

- 별 주제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수 피드백 제공

7
학교도서 의 

홍보와 마

∙과제1 발표(문화 로그램 기획서 

작성  발표)

- 산출된 결과물에 한 교수평가, 직 사서교사 평가, 별평가 

 질문

- 내 동료간 기여도 평가

8  간 고 사

9
학교도서 의 

교육  정보 사
∙학교도서  이용교육과 활용수업

- 과제2(수업지도안 작성  시연) 제시

- 과제2의 문제 제시

10
학교도서 의 

교육  정보 사

∙정보활용교육 

∙참고 사와 지역사회 사

- 과제2의 문제 확인

- 자료수집과 자기주도  학습 

- 조별 선정주제의 타당성 검증 한 조별 면담  피드백 제공

11
학교도서 의 

교육  정보 사
∙사서교사 특강

- 과제2의 문제해결방안 도출

- 별 주제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수 피드백 제공

12
사서교사  

인 자원의 운
∙사서교사의 자격, 역할, 배치, 연수 - 별 주제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수 피드백 제공

13 평가 과제2 발표  수업 시연

14 평가 ∙과제2 발표  수업시연

- 산출된 결과물에 한 교수평가, 직 사서교사 평가, 별평가 

 질문

- 내 동료간 기여도 평가

- 문제해결능력 검사,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실시

15 기 말 고 사

<표 2> 1학기 수업지도안 내용

첫 번째 과제인 기획서 작성을 하여 학생

들은 주차별 학습 내용별로 을 이루어 단계

별 목표를 수행하게 된다. 구성이 완료된 후 

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별로 학기의 

반부 동안 진행될 과제1의 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제에 해서 학생들

은 강의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동료 

학생들과 교수가 토론과 평가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은 과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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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 문제 확인, 별 자료수집을 수행한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방안 도출과 

별 수집 자료에 한 분석, 교수 피드백 제공

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정리하고 기획서를 발표한 후 동료 학생들과 

교수의 피드백을 거친 후 모든 기획서를 직 

고등학교 사서교사에게 보내어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 다. 한편, 이 과정에서 로젝트 진행

의 이해를 돕기 하여 교수의 문화 로그램 

기획서 작성법, 문화 로그램과 스토리텔링, 학

교도서 의 홍보와 마 , 북큐 이션 강의가 

주차별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과제인 수업지도안 작성과 시연은 첫 

번째 과제인 기획서 작성을 토 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과제 역시 첫 번째 과제와 같은 4회에 

걸친 별 작업이 수행되었다. 각 단계마다 

별 선정주제의 타당성 검증을 한 별 면담과 

피드백이 제공되었으며,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

하고 4회(각각 2시간) 실시 가능한 문화 로그

램의 수업지도안과 부가 인 활동지가 제작되

었고, 그  1회분 수업지도안 내용을 축약하여 

30분간의 수업시연이 이루어졌다. 수업시연과 

리젠테이션에 한 교수와 별 평가와 직 

사서교사에 의한 평가로 인한 피드백도 제공되

었다. 한, 이 과정에서 교수에 의한 학교도서

의 교육  정보활용교육, 사서교사와 인 자

원의 운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직 사서교사

의 학교도서  운 에 한 특강도 이루어졌다. 

3.3 평가 방법

수업평가는 퀴즈형태의 시험(30%), 로젝

트(50%), 출석(15%)과 토론(5%)으로 이루

어졌다. 강의 내용의 효과  이해 정도를 악

하기 해 학생들이 제출한 문제를 기반으로 2

회의 퀴즈가 시행되었다. 로젝트에 한 평

가는 교수 평가와 학생 평가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표 3> 참조). 교수 평가는 활동 

보고서, 최종보고서, 리젠테이션 평가로 구성

되었으며, 학생 평가는 최종보고  리젠테

이션 평가와 원간 평가를 주로 수행되었다. 

로젝트 학습의 평가는 문제해결 과정과 문제

해결 성과물, 리젠테이션 발표 등 학습 과정

과 학습자의 수행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 평가가 시되었다

(<표 4> 참조).

평가항목(비율) 세부비율 평가내용( 상)

출석 15% 출석 15% 결석-1 , 지각-0.5 , 스마트폰 사용 –0.5

과제(1+2) 

50%

동료 평가 10% 원간 평가서 작성(자기  내에서 본인 제외 평가)

 간 평가 10% 최종보고  리젠테이션 평가서 작성(자기  이외  평가)

교수평가 30% 활동 보고서(개인성찰일지 포함) 10%, 최종보고서 10%, 리젠테이션 10%

시험(퀴즈) 

30%

간고사 15% 간고사 이  3 이 각각 20문항 출제

기말고사 15% 기말고사 이  3 이 각각 20문항 출제

토론  참여 5% 토론, 참여 5% 수업내용, 타 과제 발표시 질문 는 토론

 합계 100%

<표 3> 평가 항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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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항목 평가주체 비율(%)

문제해결 과정
활동 보고서(주별 제출)

개인성찰일지(주별 제출)
교수 10%

문제해결 성과
원간 평가서(개별 제출) 학생 10%

최종보고서( 별 제출) 교수 10%

리젠테이션 발표
발표 기술(자기  제외) 학생 10%

발표 기술 교수 10%

합계 50%

<표 4> 단계별 과제평가 내용

본 수업의 학생평가는  간 평가와  내 동

료평가로 이루어졌다.  간 평가는 로젝트 

심 학습의 근본 취지가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이므로 평가 한 학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간 평가는 다른 

에서 발표한 간발표와 기말발표의 내용을 

심으로 로젝트 결과물에 해 이루어졌다.  

내 동료평가는 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작업의 

많은 부분이 수업시간 이외에 수행되기도 하므

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로젝트 성과가 구성

원 모두의 실질 인 참여로 인해 이루어지는지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여 이루어지는지 악하

기 어렵다.  내 동료가 로젝트에 얼마나 성

실하게 참여했는지, 무임승차 효과나 효과는 

없는지를 평가했는데,  간 평가와  내 평가

의 평가 수는 5  만 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의 분석

4.1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일반 

미디어센터 운  수강생 15명을 상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 진행 과 후에 학생들에게 자

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시행

한 결과를 SPSS 22.0 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하 다(<표 5> 참조). 응표본 t검정은 일

반 으로 하나의 집단에 해 어떤 요소를 심

으로 후의 비교를 해 사용되는 검정법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사 과 사후 평균은 각

각 3.2374와 3,7492이며, t값은 -4.733으로서 유

의확률 p=0.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문제해결능력의 사

과 사후 평균이 각각 3.1128과 3.5081이며, t값

평균 N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자기주도  학습능력
사 3.2374 15 0.36713

-4.733 14 0.000***
사후 3.7492 15 0.44279

문제해결능력
사 3.1128 15 0.238521

-5.176 14 0.000***
사후 3.5081 15 0.369655

***P<0.001 수 에서 유의

<표 5>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검사의 응표본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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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176로서 유의확률 p=0.000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이로써 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하

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

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 역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솔선수범, 책임감, 학

습열정, 자기이해, 개방성, 자아개념, 창의성, 자

기평가력의 8개 하 역으로 구성되었다. 평

균값은 솔선수범과 개방성, 책임감, 학습열정의 

순서로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다. <표 6>에서 보

는 것처럼 ‘자기이해’ 역을 제외한 7개 역

은 사 ․사후 테스트의 분석 결과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 역들에 정  향을 미쳤

지만 ‘자기이해’ 역에서는 사후 평균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3 문제해결능력의 하 단계

문제해결능력의 하 단계는 문제 명료화, 해

결방안 모색, 해결방안 선택, 해결책 수행, 평가

의 5개 단계로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 ․사후분석 결과, 문제 명료화와 평가단계

는 유의수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결방안 모색, 해결

방안 선택, 해결책 수행 단계에서는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를 통하여 로젝트 기반 학습은 문

제해결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평균값은 해결방안 선택, 해결방안 모색, 

하  역 집단 N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솔선수범
사 15 2.98 0.508

-4.433 14 0.001**
사후 15 3.75 0.569

책임감
사 15 3.4653 0.44694

-4.216 14 0.001**
사후 15 4.0333 0.56947

학습열정
사 15 3.1113 0.73132

-2.442 14 0.028**
사후 15 3.6880 0.68330

자기이해
사 15 3.51 0.548

-1.377 14 0.190
사후 15 3.80 0.547

개방성
사 15 2.9567 0.79742

-3.838 14 0.002**
사후 15 3.5893 0.53514

자아개념
사 15 3.3227 0.44780

-2.658 14 0.019**
사후 15 3.8347 0.59921

창의성
사 15 3.2330 0.4783

-3.032 14 0.009**
사후 15 3.5990 0.4958

자기평가력
사 15 3.3220 0.35927

-2.604 14 0.021**
사후 15 3.6940 0.46161

**p<0.01수 에서 유의함 

<표 6>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 역별 응표본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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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단계 집단 평균 N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문제 명료화
사 3.3540 15 0.32713

-2.833 14 0.013*
사후 3.7330 15 0.5298

해결방안 모색
사 2.9880 15 0.45173

-3.982 14 0.001**
사후 3.3920 15 0.47147

해결방안 선택
사 3.2890 15 0.3590

-3.211 14 0.006**
사후 3.7473 15 0.49645

해결책 수행
사 3.0553 15 0.33721

-3.155 14 0.007**
사후 3.4340 15 0.4070

평가
사 2.88 15 0.365

-2.559 14 0.023*
사후 3.2340 15 0.45363

*p<0.05; **p<0.01수 에서 유의함 

<표 7> 문제해결능력의 하 단계별 응표본 t-test 결과

해결책 수행, 문제 명료화, 평가의 순서로 향상

이 많이 이루어졌다. 

5. 심층면담을 통한 질 분석

5.1 자료수집 방법  질문 내용

한 학기 동안의 로젝트 기반 학습이 끝난 

후, 추후 교과목 개설시 개선 을 악하기 

하여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하 다. 심층면담은 처음 로젝트 기반 학습 

과목을 수강하는 어려움, 수업 운   내용의 

문제 , 과제의 질․양  성의 여부, 성  

평가방법의 객 성과 타당성, 원과의 계에

서 오는 어려움, 과제 수행 후 유익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조사 결과

(1) 처음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 과목을 수

강하는 어려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 창의

인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로그램 기

획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려웠으며, 다른 강

의에 비해 학생 비시간이 무 많아서 부담스

러웠다. 

- 로그램을 직  기획해야 하므로 창의

인 생각을 실 으로 목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 주제를 정하고 그에 한 세부사항을 정하

는 일이 어렵다.

- 다른 강의에 비해 할애하는 시간이 무 

많다.

(2) 수업 운   내용의 어려움: 강의내용

이 개 사례 심으로 운 되어 과제수행에 도

움이 되었으나 후반부의 몇몇 강의는 과제와 

직  연 없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계획서 

작성과 수업 시연에 한 강의를 더 많이 해주

면 좋겠고, 2시간 강의와 1시간 별 토의로 이

루어진 재의 강의보다는 강의와 별 토의시

간을 1:1로 하면 좋겠다. 

- 2시간 강의와 1시간 별 토의시간 신에 

강의와 별 토의시간을 각각 1시간 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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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주면 좋겠다. 

- 교수의 강의내용이 실제 사례 심이어서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나 수업계획서 

작성방법, 수업시연에 한 강의 내용을 

늘려주면 좋겠다.

- 30분의 수업시연 시간이 무 짧아서 45- 

50분으로 늘리면 완성도 높은 수업시연이 

될 것 같다.

- 매 시간마다 별 보고서에 한 교수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과제 진행과정에서 컴퓨터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과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3) 과제의 질․양  성 여부와 수업지

도안 작성 분량에 한 의견: 과제에 따른 유인

물과 부가자료 제출이 많아서 수업지도안 작성

을 재의 4회에서 8회로 늘리면 부담이 무 

커서 4회 내지 6회로 하면 완성도 있는 과제가 

되겠다.

- 과제에 따른 유인물과 부가자료가 많아서 

재의 4회 수업지도안 작성 는 6회가 

하며 8회로 늘리면 좀 더 연 성 있는 

수업지도안 작성은 가능하나 한 학기에 모

두 작성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다. 

- 1시간 내에 별 토론과 활동 보고서, 수

업지도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

여 별 토의시간을 더 늘여주면 좋겠다. 

(4) 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성: 다

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 것에 개 찬성하 으

나 교수평가 비율을 늘리거나 과제 수를 더 

높이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 개 평가방법이 타당하고 하다고 말

하 다. 

- 내 평가가 상호평가로 이루어져서 원

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 같은 원을 평가하는 일이 정서 으로 매

우 어렵다(소수 의견). 

- 교수평가를 더 늘리거나 과제 수를 더 높

이면 좋겠다(소수 의견).

(5) 원과의 계: 개 원간 원활한 소

통으로 별 토의가 매우 유익하고 즐거웠으나 

참여 학생들이 개 고학년이므로 수업시간 이

외에 별로 별도의 약속시간을 정하기가 어려

웠다고 지 했다. 

- 부분의 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큰 어

려움은 없었으나 수업시간 이외에 원들

이 모여 의논하기 한 약속 시간 정하기

가 어려웠다. 

- 원간 원활한 소통으로 별 토의는 매우 

유익하 으며, 원들간의 모임은 즐거웠다.

- 원들이 불성실하여 잘 조하지 않는다

면 장 역할이 매우 어려우므로 원 모

두 책임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 인스토 을 실제 실시할 수 있었고 

웍에 하여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 장 이외에 각 원에게도 역할이 구체

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소수 의견). 

(6) 과제수행 후의 유익한 : 도서 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기획서를 직  작성하고 

산과 인력까지 고려해 으로써 실무 인 부

분을 많이 배웠고, 수업 시연에서 동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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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 사서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으로써 부

족한 부분을 많이 깨닫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었다.

- 로젝트 기반으로 스스로 도서  로그

램을 기획하고 직  시연까지 해 으로써 

실제 도서  업무를 경험하는 매우 재미있

고 유익한 수업이었다.

- 도서 에서 진행되는 로그램에서 평소

에 생각하지 못했던 산이나 인력까지 고

민해 보게 되어 실제 사서교사가 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 진행 등 실무 인 

부분을 배워서 좋았고, 시연 후 부족한 

에 한 피드백도 받게 되어 나 에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교수님과 사서교사, 동료학생들로부터 피

드백을 받게 되어 큰 교육  가르침을 받

았고, 시연활동을 통해 실용성과 도 정신

을 키웠고 행연습을 해 본 것이 유익하

다. 

6.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격한 정보환경 변화의 시 에 정

보 문직이 보유해야 하는 핵심능력  문제해

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문헌정

보학 교육에 용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다. 구체 으로, 문헌정보학과 ‘미디어

센터 운 ’ 과목을 수강하는 15명의 학생을 

상으로 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용하여 1학

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후, 수강 ․후의 문제

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변화를 측

정하 다. 측정 결과, 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문헌정보학 공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

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8개 하

역  ‘자기 이해’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정 인 효과가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의 5

개 하 단계에서 모두 정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승희 2008; 김은진 2018). 

양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한 질 연구를 

시행하여 수강 기의 어려움, 수업 내용, 과제

의 성, 평가의 타당성, 원 계, 과제로부

터 얻은 유익성의 6개 항목에서 질문이 제공되

었다. 질 연구 결과, 연구 시작단계에서는 주

제 선정과 기획이 어려웠으며, 수업내용이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나 토론시간이 부족하여 

수업내용과 별 토론시간 비율을 1:1로 할 것

을 제안하 다. 과제 분량과 성 평가방법은 

체로 무난하 으며, 원과의 소통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하 다. 무엇보다도 산

과 인력을 고려한 도서  로그램을 직  기

획․시행해 으로써 보람 있었고, 구체  피드

백을 교수․동료 학생․ 직 교사로부터 받게 

되어 유익하 다고 지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로젝트 기반 학습을 

문헌정보학 과목 수업에 용하는 것은 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보 문인 양성을 목

표로 하는 문헌정보학도들의 역량 함양에 정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과제 수행을 

해 원들은 온․오 라인 상에서 소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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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토론함으로써 자

기주도  학습의 좋은 교육기회가 제공된 것으

로 보인다. 한, 과제해결을 해 함께 의논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정리하

여 원들을 설득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추후연구를 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먼

,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 연구 상 

숫자를 확 해야 하고, 문헌정보학의 더 많은 

교과목을 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횡․종단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 , 로

젝트 기반 학습이 문헌정보학 분야에 리 

용되기 해서 다양한 과목의 로젝트 기반 

문제상황을 설계하고 수업사례에 용하는 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장 연계 교과목에 활용될 수 있는 사례연구

들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 문헌정보학 분야 

로젝트 기반 학습의 모형개발이 이루어지고 각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교재, 수업계획서 뿐 아

니라 다양한 활동지 등이 모듈화되어 개방된다

면 교수자별 개별 과목 비에 소요되는 노력

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로

젝트 기반 학습을 2학기 이상 동일한 과목에 

용하는 종단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로젝트 기

반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어떻게 향상되고 개별 학생들의 변

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향후 고학년이 되어 장실

습 경험을 가지게 될 때, 로젝트 기반 학습 

참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

습능력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더 증가되는지

에 한 장기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로젝트 기반 학습법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문제해결능력

과 자기주도  학습능력만을 측정함으로써 

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부분  효과만 검증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는 로젝트 기반 학

습법에서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자기조 학습능력, 

비  사고성향 등 다양한 척도의 효과를 언

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들 척도들 사이의 상

계(correlation)에 해서도 보고하고 있

다(심미정, 오효숙 2012; 이정미 2013; 김 정 

2017; 송유 , 정기수 2017). 추후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로젝트 기반 학

습법의 효과를 검증할 뿐 아니라, 두 척도  

한 쪽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한 쪽도 증가 는 

감소하는지의 변량의 상 계를 살펴보는 것

도 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효과를 폭넓게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로젝트 기반 학습 모형의 공통 인 

취약 으로서, 로젝트 기반 학습방법이 모

든 교과목의 수업에 합한 학습법은 아니라

는 이다. 특히 교직과목 강의 시에는 사서교

사 임용고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한 분량의 지식 주의 강의가 제공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

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이 교과목의 목

 달성이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는지, 

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목에 

해 충분한 이해와 지식의 진보를 이루었는

지에 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의문 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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