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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 스페인어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소통 강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문제기반학습 

교수 학습방법으로 학업성취도와 협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A대학에서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스페인어를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습자 70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중심 문제기반 교수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과 

전통적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통제반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 및 실험반의 사전사후 협동능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두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하위영역이 의사소통 영역에서로 

유의미한 결과, 0.031(*p<.05)로 나타났다. 실험반의 협동능력에 관한 사전 사후 비교 결과 평균은 향상되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기반학습에 있어서 협동능력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학습자 중심의 문제기반 학습활동은 분명히 전통적인 수업방식보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원활한 소통

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중심 융합교수법으로 스페인어 

소통 강화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과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는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의사소통, 문제기반학습, 협동능력, 융합교수법, 교수학습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academic achievement and cooperative 

ability as problem-based learning to strengthen communication in Spanish courses. 70 learners taking 

Spanish at A University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1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and a 

control class to examine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cooperate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ub-area of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as 0.031 (*p<.05) and the 

cooperative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average was increas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is study, continuous follow-up research to develop teaching methods and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suitable for strengthening Spanish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learner-centered convergence teaching methods will contribute to fostering talent desired by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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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의 고도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매체 발달로 지식의 양은 넘쳐나고 이에 따른 다양

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의 활용을 통해 21세기 교육이 원

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대학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

다. 따라서 교육환경·교육내용·교육방법 등 혁신적인 교

육체제로의 변화에 대학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한 요소가[1] 되는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외국

어 교육은 교실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교

실 밖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어 사용될 수 있고 직면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 패러

다임의 변화로 강의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의 전환을 주

장하고 있고 이에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사회 속에서의 교육

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통적 수업인 교수자 중심

의 강의식, 주입식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

습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교육으로의 전환이

다[2]. 우리 시대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며 구성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창의성이나 소통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주의 21세기 교육의 방향이 

인성을 중시하고 배운 지식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4]이라는 점에서 교양 스페인어 수업

에 있어서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 중 하나인 문제기반 학

습(Problem- based Learnig) 방법을 들 수 있다. 수업 

안에서 대부분의 주도권이 교수자에게 주어졌던 전통적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학습자 중심 수업은 자유롭게 자

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일방적인 강의 전달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끼리 팀을 이루어 토의하고 협력하여 주

어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5] 통해 학습이 이루어

지는 학습활동의 실현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을[6] 

실현할 수 있다.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g)은 문제로

부터 학습이 시작된다는[7] 주장에서 근거한다. 문제기반 

학습은 학습자에게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개별학습이나 

팀을 조직하여 팀원들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팀별학습 활

동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8] 일어

난다고 보는 주장이다. 문제기반학습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기억하고 이해한 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전략이다[9]. 학습자들은 학습 활동에 참여

하여 토의와 발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휘와 

표현의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습활동의 참여를 통해 팀

원들과의 자유로운 토의 과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

르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고 명료화할 수 있으며 자연적

으로 사회적 기술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양보할 

수 있으며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10]. 팀 활동

을 통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책임감을 키울 수 있고 토의

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11]. 

본 연구는 교양 스페인어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

해 소통 강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문제기반학습 교수 

학습방법으로 학업성취도와 협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중심의 문제기반학습 방식의 실험반과 전통

적인 수업 방식의 통제반의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가?

2) 실험반의 사전, 사후 협동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대학

의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 중 주당 2회 3시간 3학점인 

교양과목으로 스페인어를 수강하는 학생 7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소통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제기반 학

습 방식의 수업활동을 실시한 실험반 34명과 기존의 전

통적 수업 방식의 수업활동을 실시한 통제반 36명 두 개 

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20문항의 사전 t-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총 10개 단원을 

중심으로 토의와 발표를 활용한 문제기반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하였을 때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

통 4문항, 문제해결 3문항, 추론 3 문항 총 10문제로 구

성한 평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측정 결

과 신뢰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Cronbach's α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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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Question No. n α

communication 1.2.3.4 4 .69

problem solving 5.6.7 3 .74

inference 8.9.10 3 .60

Total 10 10 .89

Table 1. Reliability

본 연구에서는 실험반 학습자들의 협동능력 측정을 위

해 한인숙(2006)이 제작한 협동능력 도구[12]를 본 연구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협동능력 측정 도구

는 협동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인, 즉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개인의 의무와 책임(personal 

duties & responsibilities),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사회적 기술(social skill)로 학습자들의 지각능력

을 측정할 수 있다[13]. 협동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

째 요소인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타인과 자신

의 학습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의미하며 공

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협동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인 개인

의 의무와 책임(personal duties & responsibilities)이

란 팀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 목표를 향한 의무와 

책임을 말한다. 협동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 요소

인 소통(communication)은 팀의 상호작용 형태가 다양

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팀원들과의 원활

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곧 학업성

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14]. 마지막으로 협동학습

을 구성하고 있는 네 번째 요소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은 학습자의 협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려와 양보를 통한 대인관계 

기술을 의미한다[15]. 학습자의 협동능력 측정을 위한 검

사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Item Question No. total

Cooperative 
ability

interdependence 1.2.3.4.5

20

personal duties & 
responsibilities 

6.7.8.9.10

communication 11.12.13.14.15

social skills 16.17.18.19.20

Table 2. Cooperative Ability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5.0

를 사용하였고, 실험반과 통제반 두 집단 간의 독립표본 

t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동일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검

사를 통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 test)을 실시하였다.

2.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사전검사를 통하여 선별한 두 집단 

중 실험반은 학습자 중심 문제기반학습 수업활동을 통해 

스페인어 소통 강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팀 구성은 팀당 4~5명의 구성원으로 전체 총 8개 팀

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학년,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

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의 특성상 팀의 구성은 랜덤으로 

하였다. 팀이 구성되면 제일 먼저 팀의 구성원끼리 자기

소개를 시작으로 팀의 이름을 정하고, 리더, 서기 등의 

역할을 나누어 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책무성을 가지고 역할을 맡아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주제에 따른 교수자의 강의와 패턴을 익히고 실

제 활용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설정한다. 배운 패턴을 활

용하여 팀에서 자기들만의 대화를 만들어 내도록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작한다. 만들어 낸 대화는 팀원들과 

서로 짝을 지어 연습하면서 문제해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팀 활동 시간 이후에 팀별 문제해결을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발표 후에는 팀별 피드백과 교수자 피드

백 시간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 그리고 칭찬할 

점들을 통해 성찰학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과제나 심화

활동을 통해 교실 밖 상황에서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

록 내재화한다. 한편 전통적 수업활동 방식으로 진행하

는 통제반의 경우에는 실험반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

행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자들의 토의 및 발표, 성

찰활동과 같은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수업 활동은 제한되

고 교수자 중심의 수업형태로 수업이 운영된다. 실험반

의 수업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Table 3).

Intro Problem recognition

Development

Problem selection

Lecture/Team process

Problem solving

Evaluation Feed back/ peer correction

Reflection Internalization 

Table 3. Class Activit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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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스페인어 소통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 문

제기반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실험반과 교수자 중

심 전통적 수업활동 방식의 통제반을 비교하여 대학 교

양과목으로 스페인어를 수강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험반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비교

를 통해 문제기반 학습활동이 학습자들의 협동능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1 문제기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4문항, 문제해

결 3문항, 추론 3 문항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s
Communication

r(p)
Problem Solving

r(p)
Inference

r(p)

Communication 1

Problem Solving .725*(000) 1

Inference .6451*(000) .535*(000) 1

*p<.001

Table 4. The Correlation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역별 점수를 독립표본 t 테스트

를 실시하여 비교한 학업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영

역인 문제해결 영역의 p값이 0.401(*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추론 영역에서도 p값이 0.165(*p<.05)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p값이 

0.03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tems Group N M t p

communication
Experimental 34 29,12

2.157 *0.031
Control 36 18.98

problem solving
Experimental 34 22.12

-0.052 0.401
Control 36 23.33

inference
Experimental 34 9.23

1.432 0.165
Control 36 8.31

*p<.05

Table 5. Result of Academic Achievement

3.2 실험반의 협동능력에 관한 변화

학습자 중심 문제기반 학습활동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

의 사전 사후의 협동능력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

의존 영역에서 평균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체적인 영역에서 평균 점수는 상향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Items N M t p

independence Pre 34 3.01
-0.89 0.361

Post 36 3.21
personal
duties &

responsibilities

Pre 34 3.19
-0.04 0.989

Post 36 3.20

Pre 34 3.27
-0.30 0.656team

communication Post 36 3.30

Pre 34 3.21
-0.82 0.354social skills

Post 36 3.32

*p<.05

Table 6. Result of Academic Achievemen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학업성취도를 의사

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추론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

석해 보았다. 학습자 중심 문제기반학습 방식의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들의 협동능

력은 사전 사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협동능력에 관

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 문제기반 학

습을 적용한 실험반이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통

제반보다 학업성취도 평균은 다소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하지만 하위요소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

리고 추론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활동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반의 협동능력에 있어서의 결과는 사전 사후를 비

교했을 때 사후 평균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변수

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재분석과 심화 연구를 통해 

팀의 구성과 구조 등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의 모

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나 교수방법이 배운 지식을 통하여 의사소

통에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본 연구 결과로 학습자 중심의 문제기반 학습활동은 분

명히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원

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중심 융합 교수



학습자중심 소통 강화 스페인어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447

법으로 스페인어 소통 강화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과 교

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는 21세기

가 원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기간이 극히 제한적이라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모수가 큰 연구 대상 및 기간

으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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