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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비유아 교사를 상으로 한 로젝트 수업에서 인 계 유능성과 인지된 성취도에 효능감이 

매개효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해, 먼  문헌 고찰을 토 로 효능감과 인 계 유능성

이 로젝트 학습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로젝트 학습에 참여한 비유아교사 172명에게 이들 효능감,
인 계 유능성, 인지된 성취도에 해 설문하고, 그 응답 결과를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매개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인 계 유능성의 하  요인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변인이 인지된 성취도에 향을 미치며 

효능감은 이 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능감과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가 로젝트 학습 과정에
서 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하는 로젝트 학습에서 능동 인 학습역

량 함양과 동시에 교사양성의 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교수 략에 해 논의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team efficacy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erceived learning in project learning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eam 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having an effect on project learn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2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project learning course offered by a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and were analyzed by Baron & Kenny's (1986) framework. As a result, team efficacy was 
found to act as a partial mediator between the two variables, understanding of and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and perceived lear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eam efficacy and understanding of and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should be facilitated in project learning courses. The possibility that some teaching strategies could enhance
the project learning effect for learners and pre-service teacher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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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업과 사회는 인 계능력, 력  업 능력 
등  수행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는 2015년부
터 력  문제해결역량을 PISA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 다. 이러한 21세기 사회의 변화된 인재상과 핵
심역량은 력기반 과제 심의 교수학습으로 교육을 변

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1, 2]. 최근 학들은 기존의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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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강의식 수업방식보다는 문제 심학습, 로젝트 학
습, 기반 학습, 액션러닝 등의 학습자 심 교수법을 

용하고 있다. 학습자가 을 이루어 공동의 과제를 해결
하여 문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력  업 능력 등의 사회  계기술 역량

이 개발되는 이러한 교수법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

는 핵심 역량 개발을 한 한 교육방법으로 설득력

을 얻고 있다[3]. 
유아교사 양성 학에서는 여타의 교수법보다 유아를 

상으로 정  효과를 입증 받은[4-6] 로젝트 학습 

방법을 활발히 용한다. 비유아교사가 로젝트 학습
을 경험해 보는 것은 유아의 학습과정을 이해하는데 매

우 효과 이기 때문이다[7]. 아울러 로젝트 학습의 효
과로 유아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8]. 
로젝트 학습 방법의 성과는 원들의 극  참여

와 원들의 력과 활발한 상호작용 즉, 원들간의 
계에 향을 주는 인 계능력과 효능감에 의해 좌우

된다[9, 10]. 그러나 부분의 학생들은 과도한 과제
로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불공
평한 참여와 이로 인한 불균등한 일의 분배,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1]. 
한 최근 연구들은 로젝트 활동에서의 경험이나 만족

도가 정 인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12-15]. 
로젝트 학습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은 

이러한 이유로 로젝트 학습을 기피하거나 피로감을 느

끼고 있는 실정이다.
로젝트 학습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불합리한 과업

의존성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한  구성으

로  운 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

도도 있다[10, 12, 16, 17]. 원들이 인식하는  효능감
은  기반 과제수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선행요인

[18, 19]으로 분석된다. 
[20]은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리더십, 
응집력, 크기, 과거의 성공 경험 요인을 제시하 으

며, 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효능감 지각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요한 

선행변수로 작용하며,  구성원들이 서로에 해 느끼

는 정 인 지각도 효능감에 향을 다[21]. 이 결
과는  구성원들에게 정 인 효능감을 지각하게 하

기 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우호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22].
별 과제의 성공  요인으로, 학생들은 개개인의 능

력보다 성실한 참여, 서로의 의견을 존 하는 정도를 꼽

고 있다[17]. 이러한 논의는  활동의 책무성, 상호작용
성 등이 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22]로도 뒷받
침 된다. 그 동안 로젝트 학습에서의 효능감 련 연
구는 효능감의 향에 해 리 연구되어 왔다. 그러
나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즉, 의견존
으로 표되는 의사소통능력  련 효능감과의 계성

은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로젝트 학습에서 서로의 의

견존 , 상호작용성을 인 계 유능성으로 설정하고, 
인 계 유능성이 효능감과 로젝트 학습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 로젝트 

학습에서 인 계 유능성이 인지된 성취감에 향을 미

치는데 있어 효능감이 매개하는가?”로 연구문제를 설
정하 으며, 분석결과를 토 로 로젝트 수업의 운  

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젝트 학습

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은 학습자들
이 을 구성하여 서로 력하고 극  참여를 통해 실

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11, 23]. 학습자들은 로젝트 학습과정
을 통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기 해 서로의 지식을 활

용하고 공유하며, 창의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18]. 이
러한 측면에서 기반 로젝트 학습은 재 많은 학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젝트 학습의 주된 목 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며, 다른 학습자들과 력하도록 하는 데 있
다[24]. 다시 말해, 학습자 개인  측면에서 자기주도학

습 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 다른 학습자와의 력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기술 등 더욱 정 인 성과를 기

한다[12]. 한, 로젝트학습이 성공하기 해서는 

먼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자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3]. 
로젝트 학습의 성과를 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효능감, 인 계의 이해  문제해결의 극성[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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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탐구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로젝트 학습의 성과 
즉, 인지된 성취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효능감, 인
계 유능성으로 설정하고 탐구하 다. 

2.2 팀효능감

효능감은 개인 차원의 자기효능감을  차원으로 

용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의 역량이나 가능
성에 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26]. 즉, 과제를 성취하
기 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역량에 

한 의 공유된 정 인 확신[27]으로, 최근 사회와 
조직에서 그 요성과 필요성이 계속 으로 요구되고 있

다[28]. 
효능감은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18], 성과를 측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의 총합보다 크다[19]. 이 듯 효능감의 요성에 따

라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효능감 변인으로 구성원들간의 친 한 의사

소통[29]이 분석되었다. 한 의사소통능력은 인 계

능력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로젝트 학습에서 학습의 
결과를 측하는 효능감은 구성원들의 인 계능력

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로젝트의 본격 인 학습이 진행되기  아

이스 이킹, 명칭과 구호, 규칙 제정 등 빌딩 

활동을 한다. 이는 효능감을 높이기 한 략이며, 서
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더불어 서로에 한 의를 갖추

기 한 과정이다.

2.3 대인관계 유능성

인 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은 다른 
사람과 계를 형성하고 효과 으로 유지하는 능력으로

[30], 개인의 안녕과 행복감, 사회  성공에 요한 요인 

 하나이다[31]. 인 계 유능성은 유치원 장을 고

려할 때 유아교사에게도 개인 ․사회 으로 꼭 필요한 

능력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학부모와 
원만한 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력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유아교사 양성교육에서 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학생들은 학  

리, 자격증 획득 등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
인에 한 이해  원만한 계 유지에 한 기회를 잃

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육에서 이를 한 다양한 

근이 요구된다. 
[32]는 인 계 유능성을 계 형성, 권리나 거부에 
한 의사표 ,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자기 개방 등 

4개의 요인으로 분석하 다.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는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이 힘들 

때 심을 기울이고 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 개방’은 타인과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약 과 감추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 계 형성’은 새로운 사람과 계를 시작
하기 해 화를 이끌어 가고, 무엇을 같이 하자고 제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나 거부에 한 의사 
표 ’은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합리 이지 

않은 요구에 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계를 형성하고 효과 으로 유지하는 

인 계 유능성은 원들간의 극 인 상호작용이 학

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로젝트 학습에서[33-34] 성취
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2.4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성 

연구의 변인 즉, 효능감, 인 계 유능성, 로젝

트 학습 성취 등의 모든 변인들간의 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부분 으로 변인간의 

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 , 로젝트학습에서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는 인
계 유능성과 성취에 한 연구 결과, 학습자 개인 특성
에 합한 상호작용[14, 33] 는 극 인 상호작용[34]
이 로젝트 학습의 성취를 정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효능감과 성취에 한 연구 결과, [35]는 
효능감과 수행 성취간의 정 인 계가 있음을 밝 냈

으며, 이러한 계는 [3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이 높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창의 인 근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효능감은 과제를 효
율 으로 진행하게 하고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킨다

[37].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 계 

유능성과 효능감이 로젝트 학습 성취에 미치는 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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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3.1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6년 1학기 유아교육과(科)에 개설된 과
목  로젝트 교수모형이 용된 수업의 수강생을 연

구의 상으로 하 다. 로젝트 교수 모형은 교직과 
공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양 교육철학이 담긴 부모교육 
자료 제작, 인형극제작  공연, 자연물을 활용한 유아 
교재교구 제작과 같은 로젝트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
들에게 인 계 유능성,  효능감, 인지된 성취도를 설
문하고 172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들이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인지하는 인식 수

을 나타내는 인지된 성취도는 [38]의 인지된 학습 문항 
 인지  측면과 련된 문항으로 측정하 다[39]. 측
정 문항은 ‘나는 이번  로젝트과제를 수행하며 새로
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로젝트를 
경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등의 4개 문항
으로 력 로젝트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인지된 성취도는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1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은 이 성공 으로 과업을 수행해 낼 수 있

는 의 능력에 한 구성원들의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40]이 개발한  체에 한 인식과 구성원 개개인에 
한 인식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연구목
에 알맞게 재구성하 다. 5  척도로 구성된 이 도구의 

신뢰도는 .864로 나타났다. 
인 계 유능성은 [32]가 기존연구를 분석하여 4개 

요인, 16개 문항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4개
의 요인은 계형성, 권리나 불쾌감의 표 ,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갈등 리, 자기개방이다. 4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신뢰도는 .804로 분석되었다.

3.2 자료분석

공차한계와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회

귀분석을 시행하 다.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41]이 제시한 차에 따라 계층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용하 다. 이 분석 방법에 
의하면 어떤 변수의 매개 역할은 다음 3단계 회귀분석에 
의해 단될 수 있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동시에 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가 반
드시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추가 으로 [42]가 제
안한 Sobel test로 매개변인에 의한 간  효과를 통계

으로 직  검증하여 확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 매
개효과 검증 차에 따라 SPSS 18.0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3.3 분석결과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첫 단계로 인

계 유능성이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한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Table 1]과 같이 인 계 유

능성 하 변인 에서 이해와 배려만이 효능감에 향

(B=.348, p<.01)을 미쳤다. 둘째, 독립변인 즉 인 계 

유능성이 종속변인인 인지된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인 계 유능성  이해와 배려 변인이 유

의미한 것(B=.345, p<.01)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
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매개
변인인 효능감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추가 으로 sobel test를 하
고, 그 결과(sobel test 값=2.813, p<.01), 매개효과를 통
계 으로 검증하여 확인하 다. 

 

Indepen-
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ents β t R2

Setp 1

A

team efficacy

-.025 -.314

.109
B -.049 -.649
C .348 4.313*
D -.025 -.308

Step 2

A
perceived 
learning

.122 1.570

.152
B -.068 -.926
C .345 4.394*
D -.022 -.284

Step 3
(independen
t variable)

A

perceived 
learning

.129 1.718

.217

B -.055 -.774
C .252 3.150*
D -.016 -.206

Step3
(mediated 
variable)

E .270 3.706

Table 1. The mediated effect of team efficacy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eam efficacy

 *p<.01
A: relationship initiation, B: expression for right and reject, C: 
recognition and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D: self-disclosure, E: 
team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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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로젝트 학습의 인지된 성취에 인

계 유능성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요인이 효능

감을 매개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로젝트 학습에 요구되는 과제

기능, 계기능[43]에서 계기능의 요성을 뒷받침하
고 있으며, 이를 토 로 로젝트 학습 설계와 운  략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로젝트 학습 에 사회  기능 훈련과 더불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배려의 태도

를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로젝트 학습에서  구성원이 력학습을 한 사회  

기능 즉, 계기능이 부족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계기능의 핵심은 의사소통능력인데, 이 연구에서는 
인 계 유능성의 하 변인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요인만이 유일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타인에 한 배려는 한국사회의 성인들에게 인 계 

유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며[44],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타인의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타인에 

한 이해  배려와 하게 련되어 있다[32]. 이
듯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 행동은 계기술의 근간이

며 로젝트 학습 에 익 야 할 기본 역량임을 시사하

고 있다. 
둘째, 다양한  효능감을 높이는 략들 컨 , 목

표 공유,  규칙 세우기와 같이  빌딩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략 이외에  효능감을 높이는 과제

련 기술 이외에 력을 한 기본 인 능력, 즉 타인에 
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감능력, 정서지능 등이  효능감에 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45, 46]과 동일선상에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비유아교사 상의 로젝트 학습 진행시, 본 

교수법의 특성을 교수자로서 인식하여 유아가 이해와 배

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 
로젝트 학습의 비선호 상은 학습자로서 로젝트 학

습의 본질  의미와 바람직한 실행 방향을 경험하지 못

한 채 과제수행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양성
기 에서의 로젝트 학습은 교사교육의 일환으로 용

되는 목 이 있으므로 로젝트 학습에서 요구되는 교

수자의 역할과 더불어 학습자의 타인에 한 이해와 배

려를 바탕으로 하는 인 계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해 과제 수행 후 성찰로 통
찰이 가능하도록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 운 해야 

한다.
넷째, 로젝트 학습에서 성찰은 비구조화된 문제해

결에서 학습한 내용과 학습과정에서 경험한 문제해결방

법에 한 것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찰을 통해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인 계에 한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

도록 학습자에게 합한 성찰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와 학습활동을 검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일부 수업에 용된 로젝트 학습에 근거

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략으로서의 계기

술과 과제 련 기술과의 효과성에 한 세 한 탐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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