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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의 양보다 질적인 가치

를 지향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는 공유와 협

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

한다. 대학에서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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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usefulness of team 
project-based learning

이성미*

Sungmi Lee*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한 유용성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지각된

자율성, 협력적 효능감, 인지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대

학생 55명이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완료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자율성

과 협력적 효능감을 높게 인식할 때 학습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의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설계 시 학습자가 학습법이 효율적이고 유용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조성과 학습자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느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지각된 유용성, 학습만족도, 협력적 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trategies of team project based learning for undergraduate 
students by exploring the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on satisfaction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utonomy support, self-efficacy for group work, and perceived interaction 
on perceived useful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erceived usefulness affects satisfaction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Moreover, the results showed that autonomy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group work 
influence perceived useful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critical team 
project-based learning is critical to successful learning. Additionally, autonomy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group work enables users to perceive usefulness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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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

고자 노력한다. 이에 협력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다양한 학습법이 논의되곤 하는데, 팀프로젝

트 기반 학습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습자들이 실제와 유사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탐구과정에 참여하

여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방식으

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팀 체계에

바탕을 둔다[1]. 개인 과제수행과 달리 팀을 이룬 학습

자들이 과제를 위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산

출물을 내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학습 방식

에 대해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용성은 학습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3].[4]주로 스마트 학

습법과 같은 학습에서 학습기기 수용, 학습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왔다. 팀 과제

수행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결과물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가 지각하는 수준은 학

습성과의 전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팀 프

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

습자 간 협력을 통해 학습성과를 개선하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지만 모든 학습자가 향상된 학습성과를 경험하

진 않으므로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실증 연구

를 통해 학습성과를 개선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

해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규명함으로써 학습성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의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

이 인식한 지각된 자율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인지된

상호작용성이 학습자들이 지각한 팀 프로젝트 기반 학

습법의 유용성을 예측하는지 분석하고, 지각된 유용성

이 정의적 학습성과인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팀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소개한 개념인데 개인이 특정

기술 및 체제를 사용할 때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

상되리라고 믿는 수준을 뜻한다 [5].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수용하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으

로 활용되었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유

용성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 및 행

동의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6].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 지각된 유용

성을 학습자가 팀 프로젝트를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과

제수행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학습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팀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인

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학습프로그램에

대해 지각하는 유용성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와 만족감이 증가하였다[7],[3].구체적으로

대학의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유

용성을 높게 지각할 때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이러닝 연

구에서도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즉, 특정 학습법을 활용하는 것이 문

제해결 및 과제수행에 효율적이라고 믿는 학습자는 성

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고 만족도가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설1. 대학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지각된 유

용성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2.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지각된 자율성

대학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팀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

서 개인 학습자의 의사결정 및 선택권 보장과 같이 자

율성을 지지받는 수준이 학습법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8]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과 같이 학습 동기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한다[9].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지각된 자

율성은 학습몰입과 같은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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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학습자의 흥미와 즐거움을 증가시켰다[10]. 팀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팀 과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학습자가 의견을 표현할 때 동료

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필

요하므로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것은 지각된 자율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한다. 학습자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이때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충분한 선택권

이 부여되었는가를 느끼는 수준은 단순히 학습에 참여

하는 동기를 넘어 학습법에 대한 유용성을 판단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학습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자료를

판단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혼자가 아닌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느낄 수 있고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해 지각하는 유용성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학습자 자신이 맡은 역

할이 분명하고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

으며 결과물에 반영된다고 느낄수록 혼자 과제를 수행

하는 것보다 팀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하

는 방식이 더욱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설2. 대학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지각된 자

율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나.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이란,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환경

에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학습하는 과정

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11],[12].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법에 관한 연구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법에 대

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었

다 [13]. 본 연구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란 실무 환경

과 비슷하게 협력 활동이 요구되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할 때 학습자 스스로 협력 학습에 성공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팀 프로젝트 기

반 학습에 참여할 때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을 편안하게 느끼고 협력하는 데에 자신이 능숙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질수록 개인 과제보다 팀으로 수

행하는 과제를 선호하였다[13]. 또한, 대학에서 팀 프로

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후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일관적으로 개인 과제보다 팀 과

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처럼 협력적 자

기효능감이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선호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팀 구성원 모두 적극적

으로 참여할 때 보다 나은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학

습법이다. 이는 학습자들 모두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학

습법의 유용함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 효능감이 낮

을수록 팀을 구성하여 학습하는 방식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학습자가 스

스로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

고 자신의 협력으로 인해 결과물이 더욱 나아진다고 느

낄수록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보다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더욱 유용하다고 지각할 수 있다.

가설3. 대학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협력적 자

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

다.

다. 인지된 상호작용

인지된 상호작용이란, 학습자가 그룹을 이루어 학습

하는 동안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마나 노력을 촉진하고

격려했는가를 느끼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15].학습 과정

에서 상호작용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

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

상호작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16]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은 팀 구성원들 사이의 자료 공유 및

의견 공유와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상호작

용은 대학의 팀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에

서로 얼마나 노력을 격려하고 협력하였다고 느끼는가

에 대한 개인 학습자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요인이다. 일

반적인 강의 및 개인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공동

체 의식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

지만, 팀을 이루어 학습자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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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클 수 있다.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 인지된 상호작용은 학습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여겨졌는데, [16]에 따르면 팀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지된 상호작용을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대학의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 과정에서 인지된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구

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서로 상호의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팀을 이루어 다른 학습자와 함께 학

습하는 것이 과제수행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4. 대학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인지된 상

호작용은 지각된 유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가설5. 팀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지각된 유용성

은 자율성, 협력적 자기효능감, 인지된 상호작용과 만

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2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

학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을 듣는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설

문에 응답하기 전에 정보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로는 남학생이 32.2%, 여학생이 67.8%였고 4학년 학

생이 25.4%, 3학년 학생 72.9%, 그리고 2학년 학생이

1.7%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가

개발한 지각된 유용성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총 4개로 구성되었으며 ‘전

혀 그렇지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919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Ryan & Deci(2000)의 연구에 사용된 지각된 자율성

문항을 사용하였고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922로 충분히 유의미한 신뢰도를 보였

다. 인지된 상호작용성은[15]의 연구에 사용된 ‘집단 과

정 설문지’ 문항들 중 인지된 상호작용성을 검증하는

항목을 총 20개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960으로 유

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11]의

Self-efficacy for group work measure를 참고하여 19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952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총 8개로 구성되었으며 [17]의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을 참고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한 결과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α= .930으로 유의미

한 수준을 보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팀 프로젝트의 만족도에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자율

성, 인지된 상호작용성,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140의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408으로 40.8%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01로 잔차들 간

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각

된 유용성만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t값이 3.164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표 1. 가설 1
Table 1. The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satisfaction

변수 B SE β t p

(상수)

지각된 유용성 .389 .123 .412 3.164 .003

지각된 자율성 .265 .207 .243 1.281 .206

인지된
상호작용

.060 .214 .053 .279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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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지각된 유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팀 프로젝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지각된 자율성, 인지

된 상호작용성,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표3>. 회귀모형

은 F값이 p=.000에서 8.593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회

귀식에 대한 R²=.340으로 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68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자율성

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t값이 2.458로 나타났으며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t값이 2.082

로 나타났으므로 가설 2와 3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인

지된 상호작용성은 t값이 7.798(p=.429)로 나타나 유의

미하지 않은 수준을 보였으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표 2. 가설 2
Table 2. The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satisfaction

3.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에서 지각된 유용성에

의 매개 효과

지각된 유용성이 자율성,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인지된 상호작용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4 분석 참고) 배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

은 자율성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Sobel Z Score=2.783, p<..01) 협력적 자

기효능감과 만족도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Sobel Z Score=2.882, p<.01). 따라서 가설5는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 학습법에 대해 지각하는 유용성과 학

습성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수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 집중된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연구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학습자 인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만족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3]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이 검증한 스마트기기 등을 교

육에 활용할 때 새로운 기술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도 간에 긍정적 관계가 학습 방식의 유용성 맥락에

서도 같게 나타났다. 대학에서 팀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이 과제수행에 든 시간부터 자료 수집 및

분석까지 개선되었다고 느낄수록 전반적인 학습 경험

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팀 프로젝트가 공통학습을 넘어 개인 학습

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학습

과정 중간에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으로 관리되고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지각된 자율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한

다는 결과는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시 학습자가 자신

이 맡은 역할이 명확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

을수록 팀 활동이 더욱 유용한 학습법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

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결과는 협력적 자기효능

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개인 과제 보다 그룹 과제를 선

호한다는 선행연구들[13]의 결과와 비슷하다. 협력적 효

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지식을 통합하는 데에

자신이 능숙하다고 믿으므로 팀 활동의 유용성을 더욱

높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지된 상호작

용은 지각된 유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팀

협력적
자기효능감

.105 .171 .090 .613 .542

Adjusted R2
R2 = .453 , Adjusted R2 =

.408

F(p) 10.140 (p.<001)

변수 B SE β t p

(상수)
지각된
자율성

.553 .225 .479 2.458 .017

인지된
상호작용

-.195 .245 -.165 -.798 .429

협력적
자기효능감

.392 .188 .317 2.082 .042

Adjusted R2 R2 = .340 , Adjusted R2 = .301

F(p) 8.5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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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얼

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팀 학습의 효

율성을 판단할 때 팀 구성원과 서로의 노력을 얼마나

격려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학습법의 유용성에 큰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자가 팀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학습자 본인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요인인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설계 시 학습자들이 공정하게 의사결정권

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팀의 협력 활동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학습 과정 중 일단 팀이 구

성되면 학습자들이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발

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의사결정은 팀원들끼리 투

표를 통해 정하고 최종 산출물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

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등의 운영 전략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협력적 효능감은 타인의 반응

과 설득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끼리 서로

협력 경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수 전략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수반하며 이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성과를 이해하기 위해 만족도를 측정하

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몰입, 학습지속의향과 같이 다

양한 관점에서 학습성과를 살펴본다면 팀 프로젝트 기

반 학습법을 활용한 장기적인 교육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표본 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더욱 다양한 변수

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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