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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수업 형태에서 학습자가 참가 가능한 양방향의 

수업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교실에서는 학습자가 그룹을 

이루어 토론을 하거나 협동과 분업을 통해 체험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형태의 수업이 적극

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어나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

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양국 학습자에게 비교적 습득이 용이하

다는 인식이 있지만 언어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쓰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가 많다1). 

이처럼 다른 언어기능에 비해 쓰기에 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 한편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쓰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일본어 작문 등과 같은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문법이나 어휘를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 일본어학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 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어교육
 1)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작문에 한 신념에 해 조사한 이선희(2013a)에서는 학습자들은 말하

기나 듣기, 읽기에 비해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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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상으로 한 일본어 작문 교재의 부분은 기초문법과 기본문형, 어휘의 정착 등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가 자기소개, 하루일과, 취미 생활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한 예시문과 관련문형 및 표현 등을 설명한 후에 학습자가 작문을 

하고 이를 교사가 첨삭하여 되돌려주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사 주도의 

지식 전달 및 첨삭지도 위주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일본어 쓰기에 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울러 다수의 학습자가 쓴 문장을 첨삭해야하는 교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쓰기 학습에 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PBL(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

형태의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PBL이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구성주의 교수학습모형의 하나이

다. 실제 수업에 PBL을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학습에 한 흥미와 학습 동기, 지식의 

습득,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등 다양한 역에서 PBL의 효과가 입증

되고 있다(서혜경ㆍ김유미 2012, 손미ㆍ하정문 2008, 최정임 2007, Savery 2006 등). 이러한 

PBL의 다양한 효과는 일본어 쓰기 교육에서도 또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학 일어일문학과 2학년 2학기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일본어작문’ 수업에 PBL을 적용한 교수설계 과정과 실제 교실 수업에 PBL을 활용한  

후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교수학습모형- PB L

Barrows(1985)에 의해 구체화된 PBL은 “문제에 한 이해나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된다. 즉 PBL은 실제 생활과 교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연결

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해 흥미를 갖게 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이다. PBL의 특징은 1)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점, 2)학습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 3)교수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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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에 한 조력과 촉진을 돕는다는 점, 4)학습 자극제로 문제상황 

시나리오가 제시된다는 점, 5)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된다는 점 등이다(Barrows 1994).

PBL은 처음 의학교육 분야에 도입된 이후 인문, 교육, 경 ,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상으로 한 일본

어교육 분야에서도 PBL을 도입한 수업에 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조 하 2012, 정상미 

2013, 이선희 2013b 등),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e-PBL(최욱ㆍ전기훈 2002, 최욱ㆍ김민수 

2003 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Blended PBL(정주  2014 등)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PBL의 교육적 효과에 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학습자들의 

실생활과 접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 비해 학습에 한 동기나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PBL에서

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이는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PBL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복합성과 비구조성으로 인해 개별학습 보다는 학습자간

의 소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토론 및 지식 공유가 가능한 협동학습이 중요하다(Barrows 1994, 

Delisle 1997). 특히 쓰기 활동에 있어서 협동학습은 협력쓰기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Harmer(2004)에 의하면 학습자는 협력쓰기를 통하여 상 방의 마음과 지식을 협력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동기가 

부여된다고 한다. 또한 Fung(2006)에서는 학습자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힘이 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요소라고 하 다. 이와 같이 PBL에서 

협력쓰기와 같은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개별학습의 약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상호간

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일본어 쓰기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의 

목적 중 하나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긴장감을 줄여주어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쓰기 시간에 풍부한 표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

이며 상호작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배두본 2002, 연준흠 1996). 학습자들은 이러한 수업분

위기에서 일본어 쓰기에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는 일본어 쓰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일본어 작문 지도

최근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효과적인 작문 지도를 위한 다양한 시도(白以然 2014, 정상미 

2013, 古賀 2012, 八野 2013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 첨삭 중심의 쓰기 지도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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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도입한 협동학습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작문 교육에서는 동료반응(peer response)이라는 학습법이 도입되어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료반응은 학습자가 자신들의 작문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동료(peer)간에 서로의 작문을 읽고 의견을 교환하나 정보를 제공(response)을 하면서 작문을 

완성시켜나가는 활동 방법(池田 2004)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동료반응이 

학습자가 쓴 작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효과가 있으며 학습자간의 협력적인 학습을 촉진한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池田 1999, 2004, 広瀬 2000, 2004, 原田 2006 등). 동료반응은 작문의 

퇴고 단계에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도입한 협동학습으로 완성된 작문에 해서 학습자끼리 

서로의 작문을 필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교 로 검토(池田 2007)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조사 상자 가운데는 일본어로 일정한 길이의 작문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반응을 그 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을 일본어 작문의 퇴고 단계가 아닌 문장 생성 단계에 도입하여 일본어 작문

에 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3. 교수 설계 과정: PBL을 활용한 ‘일본어 작문’ 수업

3.1 수업 설계

‘일본어 작문’ 수업은 일어일문학과 2학년 2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으로 중급레벨의 한국

인 일본어학습자를 상으로 한다. 이 수업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또한 일본어를 한국어로 

옮기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 히 분석, 검토해보고 인문, 사회, 과학,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일본어 문장으로 번역하게 하고 교정해줌으로써 합리적이고 실용적

인 번역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1) 다양한 주제에 한 작문 연습을 통해 

일본어 의사소통능력 양성, 2)조별 프로젝트와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일본어 쓰기 능력 및 문제

해결능력 신장, 3) 다수의 일본어 문장을 실례로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 문체, 형식, 

경어의 사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이 수업 목표이다. PBL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 의 주체가 되어 자료나 문헌을 살펴보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

해 나간다. 이러한 PBL의 특성은 학습자들이 일본어 쓰기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어 작문’ 과목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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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PBL을 도입하 다.  

강의계획서에 수강요건을 [강의 후반부에는 PBL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함]이라고 명시하여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수강생은 

총 20명이었다. 

<표 1> 과목 개요

･과목명　　　 　일본어 작문

･개강시기　　 　2012년도 2학기

･수업시간수　 　주 75분X2회 총 16주
･ 상자　　　 　일어일문학과 2학년 및 3학년(전공 선택)
･학습자수　　 　20명2)

･일본어레벨 　  중급~상급3)

‘일본어 작문’ 수업은 16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강의식 수업과 PBL형태의 수업을 병행하

다. 일본어로 작문하거나 PBL형태의 수업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PBL형태의 수업은 중간고사 이후 6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학습자들은 카드나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 스피치 회 원고를 작성하거나 

교환유학이나 진학, 취업 등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쓰기도 한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메모하기, 연하장･게시판 쓰기, 

편지･이메일 쓰기, 감상문, 설명문 등)의 작문연습을 통해 일본어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주요 학습목표로 하 다. 이에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재4)를 통해 일본어로 작문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장르의 쓰기에 접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일본어

작문에 한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위해 스피치원고쓰기, 사람과 

장소 소개하기, 의견･감상 쓰기 등의 주제에 해서는 협력쓰기를 도입하여 2-4명이 함께 

 2) 본 과목은 일어일문학과 2학년 전공 선택 수업이지만 수강생 가운데는 3학년 학생이 4명 포함되어 
있으며(2학년 16명, 3학년 4명),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일본어특기자 1명과 교환유학으로 1년간 
일본에서 공부한 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다. 

 3) 일어일문학과 2학년의 경우, 1학년에서 현 일본어표현연습1,2와 일본어청해・회화1,2, 상용한자 등을 
수강하고 2학년에는 시청각일본어1,2 및 일본어강독 수업을 일본어 작문과 함께 수강하는 학습자가 
많으며 총 일본어학습시간은 240시간 정도이다. 

 4) 田口雅子 저 アルク편집らくらく일본어 작문 교실(다락원, 1997) 이 책은 메모하기, 메모판･게시판에 
쓰기, 엽서쓰기, 편지쓰기, 연하장･카드쓰기, 여러 가지 문서양식, 게시판에 쓰기, 스피치원고쓰기, 일기
쓰기, 사람과 장소 소개하기, 주변 이야기쓰기, 의견･감상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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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완성하고 교수자가 <예시 1>과 같이 이를 첨삭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용 등에 

해서 설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 다.

<예시 1>  일본어 작문  강의자료- 스피치원고쓰기 

1. 문체의 통일

いろいろ大変だけど、その中ではやはり人の相手をするサービスが一番厳しいと思います。

→大変ですけど

2. 어순 문제

1) ビニル袋代をもらわない店が多くて、２０ウォンの袋代がありますっと言ったら、怒るお客

さんが多いです。

→ビニル袋代は20ウォンですと言ったら

3．수동/능동

1)お金を返してほしいと言った(→と言われた)時とか、高校生丸見えの学生がたばこを買いに来

た時とか、いろいろ大変な時が多いです。

4．身内에게 경어 사용

1)熱心に働いて私のめんどうを見てくださる(→見てくれる)両親のために私も頑張ろうと思いま

す。(중략)

중간고사 이후에 PBL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일본어로 

일정한 구성과 형식을 갖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 다. 이때 교수자는 강의

식 수업과 달리 학습내용에 하여 강의를 하거나 학습자들의 작문을 첨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에 조언과 안내를 하는 퍼실레이터5)로서의 역할을 하 다. 

 5) PBL에서는 교수학습의 주도권은 학습자에게 있고 교수자는 교수과정의 설계와 수업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신희선, 2014)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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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문제개발 

PBL에서는 문제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개발이 중요하다. PBL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비 구조화된 문제이며 실제 상황

과 유사한 문제이어야 한다. 본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한･일 협력 여행사의 직원입니다. 현재 동경 본사 여행 상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

습니다. 당신은 팀장님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특별 프로젝트로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상으로 ‘2013년 한국의 설날 체험하기’라는 여행 프로그램의 기획서를 작성하여 4주 후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행 프로그램은 설날에 맞춰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

다.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 중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비교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가능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 여

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이며 비용은 한화로 약 200만원 정도(왕복 항공료 제외)입니다. 

PBL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한 사람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의 협동학습이 불가피하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여행사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지역별 행사 등을 면 히 조사한 후 

이를 다시 일본어 여행기획서의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2 수업 운

PBL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필자가 소속된 학교의 교수학습센터(이하, CTL)의 

도움을 받아 PBL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 다. CTL소속 전문 연구교수에 의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PBL 수업에 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 조별 프로젝트 진행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해서도 학습하 다. PBL을 도입한 두 번째 주에는 문제를 제시하고 교수자와 함께 

문제를 분석한 후 4명이 한 조를 이루도록 조를 편성하 다. 그 결과 총 5개 조가 구성되었다6).

 6) 조 편성의 경우, 일본어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한 조에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들로 하여금 먼저 일본어능
력이 뛰어난 수강생 5명을 추천하도록 한 후 이들을 표로 하여 조 편성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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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편성 후에는 조원끼리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조명과 조별 규칙 등을 정하고 <표 2>와 

같이 조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 다.  

<표 2> 수행계획서 예시 (예능 1조)

 주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짝꿍특집)

가설
새로운 사람과 만나 전통한옥마을 전주에서 일본과는 다른 우리나라 전통문
화를 체험하고 중문화의 도시 서울에서 드라마, 화 촬 지를 통해 중문
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출발지는 동경. 설날에 맞춰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
일본과 한국은 설이라는 문화가 있음. 여행기간은 일주일.
비용은 200만원(왕복항공료제외). 중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함.
다양한 체험을 원함.

더 알아야
할 것 

한국의 중문화와 전통문화 알아보기/일본사람이 여행하고 싶어 하는 장소
이동방법과 경로, 여행기간, 연령 /숙소, ‘짝’ 할 장소, 해돋이장소
프로그램마다 할 수 있는 게임/설날음식 찾아보기
일본인이 알지 못하는 장소 찾아보기/식단짜기/드라마촬 지(서울근교)

과제분담 때때로 다름. 만날 때마다 정하기.

학습자원 인터넷(여행사 사이트), (일본인) 지인, 여행책자

일정
11/13∼14 수행계획서 작성완료 11/15∼21 여행일정, 사진자료, 
11/22∼28 자료조사            11/29∼12/5 자료정리, PPT
12/12 발표

  

또한, PBL형태의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으로 싸이월드 클럽

을 활용하 다7). 

 7) PBL은 단순히 오프라인의 면 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온라인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수업에서 
그 효과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임정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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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싸이월드 클럽

본 수업에서의 PBL 진행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PBL 진행 과정

단계 활동 내용

도입

PBL 특강- CTL소속 전문 연구교수

PBL수업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사전조사 -CTL 주관 

문제제시 및 분석

조 편성 및 주제 선정

수행계획서 작성

전개
관련 자원 탐색 및 공유

협력쓰기와 문제해결

마무리

결과물 작성 (PPT 및 프레지)
교수자와 조별간담회 (발표 리허설 및 교수자의 피드백)
결과물 발표

피드백 (팀간평가 및 동료평가)
PBL수업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사후조사 -CTL 주관  

PBL수업 전체에 한 평가 (성찰일지 작성, 강의평가)

 

교실 수업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의 결과물을 PBL 마지막 

시간에 발표하 다. 발표에 앞서 조별로 완성된 결과물을 사전에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

고 이에 해 교수자가 피드백을 한 후에 결과물 전체와 발표 형식 등에 관한 조별 간담회를 

실시하 다8). <그림 2>는 조별 발표 자료의 일부를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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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믹스매치3조 下:예능1조)

<그림 2> PBL발표자료 예시 

각 조별로 발표를 한 후에는 팀간 평가 및 PBL 활동을 함께 한 구성원 간에 동료평가를 

실시하 다. 동료평가는 크게 토론 참여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조별 활동 참여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가장 열심히 활동한 

조원명과 가장 노력이 많이 필요한 조원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를 PBL평가에 반 하

다9). 

3.3 수업 성찰 

PBL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강생 전원이 PBL 수업 전반에 한 성찰일지를 작성하 다.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과정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8) 손미정(2012)에서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피어러닝(peer learning)의 도입이 필요하나 상  학습자
에 한 신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어러닝 후 절충된 교사-학습자간의 상호 의견수렴 수업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결과물 발표에 앞서 교수자가 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작성한 기획서의 일본어 표현뿐만 아니라 기획서 양식 등에 해서 피드백을 
하 다. 

9) 같은 조에 소속된 동료에 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조원이 열심히 참여했다는 의견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동료평가 점수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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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을 배
웠고 알게 되었
는가?

-어떤 일을 기획한다는 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요구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획한 것을 
일본어로 다시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지명을 부르고 있는지, 설명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해 알게 되
었습니다. [NJ1]10)

-여러 한글 및 일어 여행 기획서들을 통해, 여행사의 여행기획서 
형식에 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기
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NJ6]
-이번 PBL 수업을 통해 기획서의 구성 요소나 문체 등의 세부 요
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향후 기업에 입사했을 경우를 
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에 관련된 프로젝트 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여행과 교류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
습니다. 더욱이 일본어 작문 시간에 배운 문체를 활용할 수 있어
서 배운 내용을 반복해 적용함으로써 더욱 더 일본어 작문을 유
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NJ13]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배웠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국어와 일본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NJ19]

나는 어디서 어
떻게 그것을 배
웠으며 그것은 
문제해결과 어
떤 연관성이 있
었는가? 

-일본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 지명을 일본어로
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에 해 알
게 되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NJ1]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획서의 형식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한국
에서는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고, 그 후에 일본에서
는 어떤 식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나중에 직
접 작성한 기획서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보통 기획서에서는 어
떤 어조로 글을 쓰는지에 해서 참고할 수 있었다. [NJ7]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에 쫓
긴 탓도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했었는데, 관련 서적, 신문, 잡지 등 
이번 활동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게 되습니다. [NJ18]

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았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내용과 방법, 학습의 개선점,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에 

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4>에서는 수강생 답변의 일부를 

예시하 다.    

<표 4>  PBL 성찰일지의 답변 예시 

10)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며 [NJ1]은 일본어 작문을 수강한 학생의 일련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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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습의 개선
점은 무엇인가?

-기획서를 만들면서 한국어를 일본어로 만드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좀 더 한국적인 표현과 일본적인 표현을 비교하고 구분
할 수 있도록 공부할 필요가 있다. [NJ1]
-제 로 문제에 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인 것을 제 로 인
식하지 못하고 PBL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자체에 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J9]
-PBL을 하면서 일본어 실력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여행 관련 사이트를 조사할 때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
만, 가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NJ10]

이번 PBL 수업
은 우리의 실생
활과 어떤 관련
성이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여행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 PBL문제와 비슷
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번 수업을 생각하며 자신이 겪었
던 문제해결 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J1]
-PBL은 기존에 했던 팀 프로젝트와 많은 면에서 비교되었다. 기존
의 팀 프로젝트에서는 누군가 무임승차를 했을 때 그것에 처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PBL에선 서로 간의 규칙을 설정해 그것을 무엇보
다 중요시하면서 모두 똑같이 역할이 분배된 짜임새 있는 팀 활동
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팀 프로젝트는 어떤 주제를 조사하
고 정리해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면, PBL은 실제 상황에 있을만한 문
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준비 과정이 
재미있었고 내용 이해도 수월했다.[NJ3]
-비록 과제 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하는 동안 실제 회사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과제 다. 실제로 팀
원들끼리 상의해가며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도 하고 기획안을 직
접 만들어 보는 것은 일어일문학과 학생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
운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실제로 번역일
도 해보면서 한일번역에 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시
간이 되었던 것 같다. [NJ20]

<표 4>의 예시에서 학습자들은 PBL형태로 진행된 수업에서 한국의 지명 등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여행기획서의 형식과 내용,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 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은 인터넷, 서적,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 으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토 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문제가 현실성이 있어 일어일문학과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자신의 일본어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본어기획서

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PBL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BL 수업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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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마지막 시간에 CTL 주관으로 PBL과목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11). <표 5>는 그 결과이다.

<표 5> ‘일본어 작문’ 과목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분석 결과 

 N 상관계수 유의확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욕구 사전 & 사후 19 .363 .127
목표설정 사전 & 사후 19 .730 .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사전 & 사후 19 .396 .093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사전 & 사후 19 .556 .013
학습전략의 선택 사전 & 사후 19 .074 .764
학습실행의 지속성 사전 & 사후 19 -.006 .980
결과에 한 노력귀인 사전 & 사후 19 .214 .379
자기성찰 사전 & 사후 19 .331 .16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사전 & 사후 19 .402 .088

문제
해결
능력

문제인식 사전 & 사후 19 .458 .049
정보수집 사전 & 사후 19 .278 .249
분석 사전 & 사후 19 .436 .062
확산적 사고 사전 & 사후 19 .237 .329
의사결정 사전 & 사후 19 .456 .050
기획력 사전 & 사후 19 .561 .012
실행과 모험감수 사전 & 사후 19 .475 .040
평가 사전 & 사후 19 .039 .873
피드백 사전 & 사후 19 .453 .052

문제해결능력 전체 사전 & 사후 19 .462 .047

 

 

<표 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PBL 수업 전과 후에 유의 경향이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PBL 수업을 통해 전반적으

로 수강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BL수업 마지막 시간에 PBL 수업 전반에 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객관식(17항목)과 주관식(1항목)을 혼합한 형태로 작성하 으며 객관식 항목은 5단계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다. 

<표 6>은 PBL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객관식 항목의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11) ‘일본어 작문’ 을 수강한 전체를 상으로 하 으나 PBL활동 사후검사를 실시한 날 1명이 결석하여 
사전/사후 조사는 19명의 결과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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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BL 수업 과정 평가 결과 - ‘일본어 작문’    

■ PBL 수업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한 질문입니다. 

내                   용 평균

1. 팀 프로젝트 과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0
2. 팀 프로젝트 과제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3.7
3.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목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3.6
4. 팀 프로젝트 과제는 실생활처럼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4.2
5. 팀 프로젝트 과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3.8
6. 전문가도 우리와 유사한 과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것 같다. 3.7
7. 팀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3.9
8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 3.8
9.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3.7
10.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팀 활동은 나의 성장(학습 및 리더십)에 도움이 되었다. 3.8
11. 이 수업에서 팀 구성 방식은 적절하 다. 3.8
12. 이 수업에서 팀 활동 방식은 적절하 다(ex. 온라인 활용, 프로젝트 기간 등). 4.0
13. 이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의 평가 방식은 적절하 다. 3.8
14.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우리 팀은 협력이 잘 되었다. 4.1
15.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나의 기여도는 높았다. 3.6
16. 팀 프로젝트 활동 시 교수자의 개입(질문, 설명, 피드백 제공시기, 방법 등)은 

적절했다. 4.1

17. 전반적으로 팀 프로젝트 활동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9

  

<표 6>을 통해 부분의 학습자들은 PBL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해서 체

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쓰기 등을 도입한 조별 활동에 하여 긍정적인 평가(항목

12, 14, 17)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객관식 항목13과 다음의 주관식 항목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BL 운  기간 및 결과물의 발표 시기, 평가 방법등에 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8. 이 수업에서 해결한 팀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운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시험기간에 안했으면 좋겠어요.
- 팀프로젝트는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평가방법으로 팀원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기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시험기간 전에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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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소재 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PBL을 적용한 교수 설계 과정 및 실제 수업에 PBL을 적용한 결과에 하여 고찰하

다. 먼저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본어기획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BL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부분의 학습자들은 PBL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해서 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조별 활동에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BL 운  기간 및 결과물의 발표 시기, 평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금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명의 학습자를 상으로 한 사례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쓰기 학습에 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BL 형태의 일본어 작문 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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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PBL을 활용한 ‘일본어 작문’수업

본 논문에서는 서울소재 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PBL을 적용한 교수 
설계 과정 및 실제 수업에 PBL을 적용한 결과에 하여 고찰하 다. 먼저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본어기획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BL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부분의 학습자들은 PBL 형태로 진행된 ‘일본어 작문’ 수업에 해서 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조별 활동에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BL 운  기간 및 결과물의 
발표 시기, 평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금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Cases of Problem-Based Learning in Japanese Writing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results of the effect of PBL(Problem-Based Learning)applied to instructional design 
and actual lecture of ‘Japanese composition’, a Core course for the 2nd grade university students who attend the Bachelor course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n Seoul. After reviewing reflective journal prepared by students I could find their problem 
solving process. Learners normally searched data and arranged them to make Japanese draft. Through the process they could 
naturally take an active part in the composition course. Also,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have 
been improved via PBL and most of learners were satisfied with PBL based Japanese composition class. Especially learners 
gave positive responses about the group activities in Japanese composition class. In the meantime, some issues such as PBL 
operation period, timing of output presentation and evaluation method has been arisen. These issues will be the next topic that 
needs to be discussed later and remaining tasks of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