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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용민* (건양대학교)
본 연구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
계 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의 K대
학 C학부 신입생 108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 방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은 창의적
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
의 하위 요인 중 접근-회피 양식과 자기 통제에서 증진 효과가 있었다. 둘째, 사전학습 기반
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학습성과 측면에서 사전학습은 교실 수업, 문제해결 능력 및 대
인관계 능력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학습 설계의 중요성 및 팀 학습 스킬 지원 등에
대한 제언과 함께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의 수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제어 : 사전학습, 학습자 중심 수업,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whity79@hanmail.net
- 117 -

창의력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Ⅰ. 서 론

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창의, 융합, 협업 등을 정의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PBL은 전통적인
새로운 가치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수업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적 가치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박민정, 2010; 최정임, 2006; Dochy, Segers,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 Bossche, & Gijbels, 2003: Gallagher & Stepien,
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1992). 강인애(2003)는 PBL의 적용을 통해 문
인재의 모습도 실제적인 역량과 협력성을 바 제해결능력,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
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 설명, 옹호할
수 있는 능력, 협력학습 등의 역량을 향상시
창출하는 인재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형화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 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정임(2006)은 대
하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 방법으로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PBL이 단순
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에는 분명 히 학업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자아성찰, 실제적
학교의 교육이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경험, 협동학습 능력의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 있음을 밝혔다.
Johnson, Johnson, 그리고 Holubec(2002)은 최
는 대학의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김인숙(2003)에 의하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 근 대학교육에서 협동학습, 협력학습, 팀 기반
이란 수업의 초점을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에 학습 등 팀을 매개로 한 학습이 활발하게 적
게 두는 수업이다. 즉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 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팀 기반 학습
습자들의 요구와 흥미, 관심을 반영하고, 학습 은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와 교수 간 다양한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내용의 조직과 실행, 평 형태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에게 선택권과 참여의 자로 하여금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이영민, 2006, Fink,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육 장면에 적용되고 있는 대 2002; Michaelsen, Knight, & Fink, 2009). 팀 기
표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은 문제중심 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팀 기반 공동 학습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배우고,
학습(Team-Based Learning, TBL), 플립드 러닝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
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Flipped Learning)이다. 이들 방법은 수업의 세
부적인 수업의 구조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Janz, 1999; Mikkelsen & Gronhaug, 2000). 또한
학습자의 수행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과 자기 팀 기반 학습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경쟁보다
주도학습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고차
원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팀웍 능력 및 의사
Barrows(1996)는 PBL을 학습상황에서 실제적
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제를 소통능력과 같은 대인관계능력을 개발할 수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방안을 논의한 후 개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lark, Nguyen, B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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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플
립드 러닝은 전통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수행
했던 이론 학습이 교실 밖에서 일어나며, 교
실 밖에서 일어났던 과제해결 활동을 교실 수
업에서 수행하는 수업 전략을 의미한다(엄우
용,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Bergmann &
Sams, 2012; Lage, Platt, & Treglia, 2000). 최근
KAIST, UNIST 등의 대학에서 플립드 러닝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들에 의하면
플립드 러닝을 통한 학습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 만족도, 참여도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철일, 김선영,
이지현, 김현수, 한형종, 2014). 그렇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기 위
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 수
업 방법 중 팀 기반 학습과 플립드 러닝은 사
전학습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PBL과는 차
별점을 갖는다. 이들 방법에서의 사전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으로 수업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전
학습이란 어떤 학습주제에 대한 내용을 학습
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조사하거
나 사전 리뷰를 함으로써 설정된 학습성과에
도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사전학습은 학습자들이 본 학습
에서 그들이 무엇을 학습하게 될 것인지, 어
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어떤 학습자원을 접해
야 하는지, 본 학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되고 구
조화되어야 한다. 많은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생소함이므
로 사전학습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용학습에

적합한 학습방법이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사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과정이므로
실제로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살펴 본
정은이(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공통
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수업에 집중하
기 및 노트필기와 더불어 예습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학습의 목적은 첫째, 사전
학습을 시도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고, 둘
째, 새로운 학습 내용에 도전하는 힘과 태도
를 길러 학습의 자주성, 자발성을 배양하며,
셋째, 사전학습을 통해 본 학습에 대한 의문
점, 곤란점,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학습의 능
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반복적인 사전학습은 학업성취의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개선에 효과적이이다
(강상욱, 2000; 이성만, 2003). 신영일(2006)의
연구에서는 사전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전공 관련 내용을 배우는 학습자들
보다 학습동기가 강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전학습은 학습
자의 학습 동기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므
로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설계에 포함될
경우,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적 방향 역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업방법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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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
들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여러 연구들은 학습자 중심 수업의 유
형인 PBL, TBL 등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
정선, 강호감, 임희준, 2009; 심재영, 2006; 오
희진, 2005; 진영훈, 손정우, 2011). 또한 사전
학습 및 팀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TBL이 팀
웍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대인관계능
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Clark, et al., 2008; Michaelsen, et al., 2009).

그러나 대학 교육에서 사전학습을 강조하
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 특
히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역량에 미
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역량으
로 나누어,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
심 수업이 이들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
행 중심 수업이 첫째, 창의적 인성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대인관계 역량의 향
상에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의 K대학 C학부
신입생 108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기반의 학
습자 수행 중심 수업 방법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강의식
수업과 같은 대학의 일반적인 수업 방법에 대
한 노출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
므로 수업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K대학의 C학부는 1학
년 과정을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15주
에 해당되는 수업을 4주의 기간 동안 집중해
서 이수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
든 교과목에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
심 수업 방법이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K대학 C학부의 수업 방법은 사전학습 단계→
팀 기반 학습 단계(교실 수업)→학습성찰 및
심화학습 단계의 3단계 학습 구조를 갖고 있
으며,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설계한
사전학습 자료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
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팀 기반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전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통해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학생들은 전공탐색 및
수업 방법에의 적응을 위한 공통교과목(4주
과정)을 이수한 후,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4주 과정)을 이수하였
다. 이 과정에서 사전학습은 교수자가 제공한
텍스트 기반의 읽기자료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학습의 결과는 퀴즈 혹은
과제의 형태로 평가되었다. 교실 수업에서의
팀 기반 학습 과제는 사전학습의 내용을 바탕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며, 학생들
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자료수집 및 분석,
팀 과제 수행의 결과물 완성을 위한 협업, 결
과 발표 및 토론 등의 학습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사전 검사는 입학 직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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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입학 후 2개월이 지
난 시점에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혹은 사후
검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결과를
제외한 105명 학생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2. 검사 도구

창의적 인성
창의적 인성은 유경재, 한윤영, 하주현
(2011)이 개발한 KEDI 창의적 인성검사 중
중․고등학생용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
사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4점 척
도이며, 호기심, 과제집착, 심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 판단의 독자성의 6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변환
1)

<표 1> 검사 도구의 신뢰도
변인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발 당시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8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85였다. 검사 도구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판단의 독자성은 신뢰도가 낮게 나와서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검사는 Heppner와 Petersen
(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전석균(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검사는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6점 척도이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
타나는 접근-회피 양식, 문제해결에 대한 자
신감, 자기 통제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편의
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28문항

하위요인
호기심
과제 집착
심미성
위험 감수
사고의 개방성
접근-회피 양식
문제해결 자신감
자기 통제
리더십
사교성
갈등 관리
협력성(상생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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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문항 수

(Cronbach’s  )

5

.822

5

.789

4

.749

5

.692

5

.623

16

.879

7

.807

5

.642

10

.896

8

.870

10

.908

7

.858

창의력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의 5점 척도로 변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에는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었다. 대상 학생들
개발 당시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2>에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다. 검사 도구의 제시하였다.
하위요인 및 신뢰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이재규, 어윤경, 선혜연
(2011)이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도
구의 대인관계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
사는 총 62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식 5점 척
도이며, 리더십, 사교성, 갈등관리, 협력성(상
생적 태도)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35문항으로 검사의 길이를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검사의 전체 신뢰
도는 .96이었다. 검사 도구의 하위요인 및 신
뢰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3. 결과 분석

3)

본 연구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생 수행 중
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AS University Edition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의 신뢰도를 구하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사전학습 기반의 학생 중심 수
업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
력,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검사 결과와 사후 검사 결과 간 대응표
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습 성과와 창
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간
4) 학습 성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
학습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학습 단 시하였다.
계 및 교실 수업 단계의 평가 결과를 사용하
였다. 사전학습 평가는 학습 준비도에 대한
Ⅲ. 연구결과
평가로 대상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의 사전
학습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점수를 활용하였
다. 교실 수업 평가는 팀 기반 학습의 수행 사전학습 기반의 학생 중심 수업이 창의적
성과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점수를 활용하였는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데, 이 평가 결과는 학습자 팀 간에는 차등적 영향에 관한 기술통계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으로 점수가 부여되었으나 같은 팀 구성원 간 같다.
<표 2>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전학습 평가 105 12.4
2.1
교실 수업 평가 105 40.9
4.0

1. 기술통계 분석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
력에 대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의 기술 통
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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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N=105)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구분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호기심
3.98
0.52
4.02
0.53
과제집착
3.36
0.62
3.43
0.67
창의적
심미성
3.38
0.79
3.47
0.81
인성
위험감수
3.74
0.61
3.81
0.57
사고의 개방성
4.12
0.53
4.17
0.50
접근-회피양식
3.60
0.46
3.68
0.46
문제해결
문제해결자신감
3.76
0.49
3.76
0.51
능력
개인의 통찰력
3.07
0.61
3.17
0.58
리더십
3.70
0.58
3.81
0.57
사교성
3.96
0.63
4.01
0.60
대인관계
능력
갈등관리
4.24
0.47
4.23
0.50
협력성
3.91
0.66
3.84
0.59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중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
은 심미성(D=0.09)이었으며, 문제해결 능력
의 하위요인 중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자기 통제
(D=0.10)이었다. 대인관계 능력의 경우 하위
요인 중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리더십(D=0.11)이었으
나 갈등관리와 협력성의 경우, 사후 검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전-사후 검사 간 차이 검정

창의적 인성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에 의하여 사전 검
1)

증감
(D)
0.03
0.07
0.09
0.06
0.05
0.08
0.00
0.10
0.11
0.05
-0.01
-0.07

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창의적 인성의 사전 검사 평균은 99.79이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101.65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2.803, 유의확률
은 .00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학습 기반
의 학생 수행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의 향
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인 호기심, 과제 집착,
심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은 사전 검사
와 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검점의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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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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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의적 인성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하위요인
통계량
평균
창의적 인성
표준편차
평균
호기심
표준편차
평균
과제 집착
표준편차
평균
심미성
표준편차
평균
위험감수
표준편차
평균
사고의 개방성
표준편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99.79

101.65

-2.803*

10.22

10.45

(.006)

19.92

20.10

-.742

2.60

2.65

(.460)

16.80

17.17

-1.563

3.10

3.34

(.121)

13.50

13.89

-1.900

3.20

3.25

(.060)

18.72

19.04

-1.276

3.06

2.86

(.205)

20.60

20.87

-1.233

2.64

2.50

(.220)



유의확률)

(

***p<.001, **p<.01, *p<.05

문제해결 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문제해결 능력의 사전 검사 평균은 99.31이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에 의하여 사전 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101.05로 나타났다.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5>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와 같다.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2.275, 유의
<표 5>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하위요인
통계량
평균
문제해결 능력
표준편차
평균
접근-회피 양식 표준편차
평균
문제해결 자신감 표준편차
평균
자기 통제
표준편차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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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사후 검사

99.31

101.05

-2.275*

11.62

12.17

(.025)

57.67

58.88

-2.347*

7.37

7.33

(.021)

26.31

26.34

-.106

3.43

3.60

(.916)

15.33

15.83

-1.978*

3.04

2.93

(.050)



유의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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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025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학습 기
반의 학생 수행 중심 수업이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요인의 경우, 접근-회피 양식의 사전
검사의 평균은 57.67, 사후 검사의 평균은
58.88로 나타났으며,  통계값은 -2.347, 유의확
률은 .02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 통제의 사
전 검사의 평균은 15.33, 사후 검사의 평균은
15.8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값은 -1.978, 유의
확률은 .05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검정에 의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대인관계 능력의 사전 검사 평균은 137.56
이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139.38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값은 -1.111,
유의확률은 .269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학
습 기반 학생 수행 중심 수업이 대인관계 능
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하위 요인 중 리더십의 사전 검사
의 평균은 36.98, 사후 검사의 평균은 38.06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값은 -2.465, 유의확률은
.01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3)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사교성, 갈등 관
사전학습 기반의 학생 수행 중심 수업이 리, 협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타내지 않았다.
<표 6>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구분
하위요인
통계량
평균
대인관계 능력
표준편차
평균
리더십
표준편차
평균
사교성
표준편차
평균
갈등 관리
표준편차
평균
협력성
(상생적 태도)
표준편차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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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사후 검사

137.56

139.38

-1.111

19.17

17.19

(.269)

36.98

38.06

-2.465*

5.82

5.70

(.015)

31.42

32.10

-1.426

5.46

4.84

(.157)

42.44

42.28

.354

4.72

4.99

(.724)

27.38

26.82

1.363

4.65

4.10

(.176)



유의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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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245, <.05), 협력성(=
.217,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학습성과 중 교실
학습성과,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 수업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인관계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과 통계적으
7>과 같다.
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학습성과 중 사전학습에 대한 평가를 중심 으로 분석되었다.
으로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 보면, 사전학습은 교실 수업(
Ⅴ. 결론 및 제언
=.499, <.01),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자신감(=.255, <.01), 자기 통제(
=.221, <.05),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 중
본 연구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리더십(=.260, <.01), 사교성(=.218, <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
3. 학습성과,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05),

<표 7> 학습성과,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관계
사전학습
교실수업
호기심
과제집착
심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
접근회피양식
문제해결
자신감
자기 통제
리더십
사교성
갈등관리
협력성

- 문제
사전 교실 호기심 과제 심미성 위험 사고 접근
갈등
회피
해결 자기
학습 수업
집착
감수 개방성 양식 자신감
통제 리더십 사교성 관리 협력성
1

.499**

1

.084

.073

1

.131

.023

.351**

1

-.083

.163

.243*

.188

.061

.045

.409** .293** .407**

.174

.051

.083

.092

.369** .468** .420** .328** .505**

.255**

-.037

.359** .472** .425** .412** .459** .669**

.221*

.005

.200*

.260**

-.053

.299** .389** .465** .352** .490** .556** .666** .454**

.218*

.007

.313** .382** .315** .351** .626** .543** .612** .436** .732**

.245*

-.026

.322** .349** .272** .412** .626** .564** .672** .386** .643** .723**

.217*

-.012

.292** .408**

.163

1
1

.334** .287** .347**

.443**

.249*

.246*

1

1

1

.336** .335** .577** .604**

.222*

1
1
1
1

.487** .461** .563** .366** .653** .677** .660**

***p<.001, **p<.01, *p<.05

- 126 -

1

이용민 /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창의적 인성, 문제해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관계 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은 창의적 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요인 중 접근-회
피 양식과 자기 통제에서 증진 효과가 있었
다. 이는 김향자, 김선희, 김희성, 송수민
(2014), 최정임(2006), 강인애(2003)의 연구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김향자 외(2014)의 연구에
서는 학습자의 수행을 강조하는 PBL 수업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문제해결 자신감
및 자기 통제에서 증진효과가 있다고 밝혔는
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자신감 대신 접
근-회피 양식에서의 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에서 접근-회피 양식에서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
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음
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학습이 학습자들로 하
여금 교실 수업 상황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창의적 인성의 경우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음에도 하위요인인 호기심, 과제 집착, 심
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의 향상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러한 성향이 특정 수업 방법을
통해 단 시간 내에 향상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의 범위
가 오히려 한정됨에 따라 학습자의 창의적 인
성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팀 기반 학습이 학습 태도, 자발
적 학습, 리더십, 수업 참여도, 협력성에서의
효과가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박인숙, 김동
기, 2009; 한수정, 2013)들의 결과와는 다른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 비록 대인관계 능력의
전반적인 증진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는 못했지만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인 리
더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
들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대인관
계 능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둘째,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학습성과 측면에서 사전학습은 교실
수업, 문제해결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에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신영일(2006), 강상욱(2000)의 연구
와 일맥상통한다. 신영일(2006)의 연구에서는
사전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사
전학습 경험이 없이 처음으로 학습 내용을 배
우는 학생들보다 수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
요도를 부여하고,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
자하는 등 학습동기가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사전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
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더 배워야하
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학습의 성과는 문제해
결에 대한 자신감 및 자기 통제, 리더십,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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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갈등 관리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즉, 사전학습을 충실히 하는 학습
자의 경우, 학습동기가 높으며 교실 수업에서
의 팀 기반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
로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동기를 높여 학습
의 성과를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학습이
의미 있는 작용을 하려면 교수자에 의해 사전
학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
어야 한다. 명확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구조
화된 사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학습
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을 전개시켜
야 할 것인지 파악하게 하여 학습동기 및 학
습의욕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
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
다. 이러한 인재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협업
형 창의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협업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방법으로 사전학습 기
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 방법은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역량의 향상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었지만, 협업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
다. 첫째, 사전학습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
해서는 사전학습의 설계와 관련하여 교수자들
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사전학습은 명확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교실 수업과의 연계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팀 기반의 학습
자 수행 중심의 교실 수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
을 위한 좋은 과제의 개발과 더불어 팀 학습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전학습 기반의 학
습자 수행 중심 수업이 리더십을 제외한 사교
성, 갈등 관리, 협력성 등의 향상에 크게 기여
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른 학습자 수
행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인 PBL, TBL 등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다. 비록 본 연구는 사전학
습 기반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
을 시도했지만 수업 방법의 적용 효과를 검증
하기에는 그 적용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과
이러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수업을 이
수한 학생들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학습
기반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와 학습자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다른 수업 방법과의 비교
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학습 기반
의 학습자 수행 중심 수업 방법이 학습 동기,
학습 태도,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자기
주도학습 역량 등 다양한 학습의 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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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n Creative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by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on
Pre-learning

Lee Yongmin (Ko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on creative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human relationship by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on pre-learning. The results obtained by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on pre-lear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creative persona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2) The pre-learning activi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lassroom activitie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Finally, it
should be studied continuously to analysis effect 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on prelearning.

Key Words : pre-learning,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creative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bility, hum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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