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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팀-기반 학습 적용 전과 후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변화에 관여하는 주요 
하위 변수들과 팀구성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능력의 차이와 팀 만족도, 학습선호도를 분석하여 팀-기반 학습법을 간호
학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G시 K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96명과 2학
년 108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과 후의 관찰 값을 SPSS, Medcal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팀-기반학
습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모두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엇고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구성
한 팀에서 학습선호도가 높았다. 팀-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수업 전 자율 학습과 팀 역동을 통하여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고, 전문성과 개인 개발을 향상시키는 학습방법임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팀-기반 학습에 관한 방법론적인 구성과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습방법의 선호도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간호교육, 팀기반 학습,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learning ability, team satisfaction, and learning 
preference depending on teaming method and the key sub-variables involved i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hanges before and after team-based learning, and then to apply a 
team-based learning method to nursing curriculum. From October to December, 2016, 96 first-year nursing 
students and 108 second-year nursing students of the K University in G city took TBL classes and their 
observation values before and after TBL classes was analysed with SPSS and Medcalc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eam-based lear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eference to team-based learning was high in teams composed of 
academic achievement. It is expected that team-based learning can be settled in the curriculum by emphasizing 
that students learn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abilities through self-learning and team dynamics before 
the class, and that it also is a learning method that improves professionalism and individual development.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focus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methodological composition of team-based 
learning and the preferences of individual student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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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통과 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각자의 지식과 경

험을공유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식은혼자서모든것

을하기에는너무복잡하고또한빠르게변하는현대사

회에서는 매우 합리적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융·복합의

과정에서힌트를얻은여러교육학자들이지식을습득하는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법

을고안하게되었고, 팀-기반학습법에대한많은연구가

뒤를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인 강의를 통한 지식의 전달

과습득이라는형식을벗어나서간호학과교육에도학생

들이 각자의 학습결과물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할 시간이 되었

다고 생각된다. 잘 고안된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능동적인 학습과비판적 사고를 하도

록 의도된 학생 중심의 학습방법이며[1], 리더십 개발과

팀 스킬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학생들의적응력을향상시키고팀구성원들과함께

학습을진행하는협동학습의한형식으로서고등교육에

서 많이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 그리고 팀-기반

학습은지식의통합과공유를통하여학생들의학습능력

을향상시킬수있으며다양한분야와다양한교육적환

경에서 심화 학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분·초를 다투는 21세기 현재

의 의료 현장에서 지난 세기까지 교육받던 강의 중심의

전통적인교육방식은더이상적합하지않게되어가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와 간호 환경의 복잡성 같은 현장의

변수들이 간호사의 우수한 역량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

다. 현재의 간호사는리더십, 건강 정책, 시스템개선, 연

구 및 증거기반 실습, 팀워크 및 협업의 역량과 함께[3],

증가하는 환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더 중요해지는 의료

현장의역할뿐만아니라기술도구및정보관리시스템

을 숙지하는 다양한 역량 까지도 갖추어야 한다.

이와같은현의료환경에서유능한간호사가되기위

한자질과역량을갖추기위해서는간호학과학생일때

의 교육 과정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정하고,

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식과정보를능동적으로찾아서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

법들이필요하다[4,5]. 뿐만아니라교육자는학생개인의

특성과학습방법의선호도같은다양한요소들도참고하

여 학생의 참여 정도와 역할분담 같은 세부적인 것까지

배려하는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팀-기반 학습에참여하는학생들은적절히구성된팀

의일원으로서주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각자에게

할당된부분을스스로학습한후수업시간에서팀원들과

충분한토론을통하여학습목표를정하고문제도해결할

수있도록해야하고, 정기적인평가를통해서개인과팀

별로그수업의수행정도를자주그리고즉시에피드백

을 받게 된다. 팀-기반 학습을 적용받은 학생들은 학업

성적도 향상되지만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익힐 수도 있으므

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전문 역량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판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장차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낯선

임상상황을접했을때이미배운지식과다양한경험을

응용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6,7].

많은 연구자가 팀-기반 학습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

고주장한다. 이들이주장하는팀-기반학습의장점들을

열거하자면, 교육자는학생들에게보다향상되고새로운

학습경험을제공하며, 학생들의높은학업성취도, 팀원

으로서의 책임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팀

워크 및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그리고 전문적이고 개인

적인 개발에서도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팀-기반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배양할수있었던간호학과학생이장차의료현

장에서낯선상황에처했을때이미습득한지식을적절

하게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며, 새로운임상문

제를다룰때는더효과적으로개인의역량을개발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까다로운 임상 역할에 직면 할 수

있는능력을높일가능성이높으며, 학생의동기, 자율성,

대인 관계 및 평생 학습자가 되려는 욕구가 증가 할 수

있다[8].

또한 우수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직무능력

(job competency)과 개인의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야.

할 핵심능력인 생애능력(life-skills)이 공통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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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위능력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과 리더십이라고 주장한다[9].

의사소통능력은 효율적인 학습과 지식 기반사회에서

의성공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

능력으로[10] 주어진환경에서처신할방향을잡고변화

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각종단서들을조직화하고변

별하는창조적능력이다[9]. 조직의목표성취에중요한

기능을하고, 조직구성원의역할을이해하고하위체계들

을통합하는중요한요소가되므로팀-기반학습에적용

하면 수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능동적인

피드백 과정을 제공하여, 졸업 후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11] 또한 오늘날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서효과적인의사소통은의료실무수행에서긍정적인영

향을 미치므로 중요시 하고 있다[12].

문제해결능력이란 현재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

태의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

적이며창의적인능력이라고정의되며[9] 새로운변화에

적응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으

로 대학교육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창조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인식

능력, 대안선택능력, 대안적용능력, 대안평가능력와같은

인지적 요인 등이 주된 구성요소로 논의되고 있다[10].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교육의 개념이 평생교육의 개념

으로 넓혀지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3]. 자기주도적 학습이

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의주도권을가지고자신의학습욕구를진단하고학습목

표를설정하며학습에필요한인적․물적자원을확보하

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

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9]따라서 학생들은

인지적 동기적 능력의 선택적 사용을 통해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지식에 접근하고 그들의 학습능력을 개별적으

로개선할수있고그들에게유리한학습환경을선택구

성할뿐아니라창조할수있으며그들이필요로하는수

업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10여년동안발표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팀-기반 학습(TBL)의 가치를 분명히 증명해 보

여주고는있지만, 학습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변

수들을분석하는연구가더필요하다[2]. 참여하는학생

들의교육수준이나팀-기반학습내용을고려하는연구

와 더불어 학문적 결과나 교육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

호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8].

따라서 본 연구는 팀- 기반학습의 전 후 의사소통영

역, 문제해결영역, 자기주도학습능력의주요하위변수들

을비교분석하여팀-기반학습의능률을향상시키기위

한주요변수들을찾고또한저해요인을보완하고자함이

며또한팀구성방법에따른학습능력의차이와팀만족

도와 학습 선호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팀-기반 학습을

선호도를 높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들을 찾아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학습

수업을 교육과정에적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연구는K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kaya IRB-171)

의승인을득하였으며, G시에소재한 K대학간호학과 1

학년과 2학년학생을대상으로하였다. 대상자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 검정력

95%, 효과크기 0.5로산출한결과학년별 88명이었으나,

연구참여를희망하는학생수와탈락률등을고려하여

1학년 96명과 2학년 108명으로최종 204명선정하였다. 1

학년은 주당 1 회 (3 시간) 4주 동안 해부학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수업에 팀-기반 학습을 적용하였고, 2학년은

병리학의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수업에 주당 1 회 (2 시

간) 4주 동안팀-기반학습을적용하였다. 수업은 1팀에

6～8 명씩 7팀을구성하여 2～3 시간동안진행하였으며,

팀 구성은 2학년수업에서는이전학기의학습성취도를

고려하여팀을구성하였고, 1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 스

스로팀을구성하도록하여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력, 자기주도적학습 (자기주도적사고)은 TBL 수업전

과후에측정하였고수업후학습선호도와팀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팀-기반 학습에앞서학생들이요구도가높은범위를

선택하도록 하고 교수는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강

의안과 교재를 만들고 강의 시간 토론을 위한 학습모듈

인 IRAT (학습준비확인테스트)과 그룹준비확인테스

트 (GRAT)를준비하였다. 학생들은수업 1주전준비로

강의안과 교재를 충분히 사전학습 하도록 하였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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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첫째주는학습준비확인과정으로 IRAT (개인 학습

준비확인테스트)를수행한후그룹토의로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팀 토론을 한 다음 개념의 적용을 위하여

그룹 준비확인테스트(GRAT)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팀 간의 토론을 원활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둘째 주에는 팀 워크를 통하여 학습목표

의 개념정리를 위한 적용문제의 답을 찾고 임상에서의

적용을 찾고 피드백으로 학습을 마무리하였다

2.2 연구도구
한국교육개발원에서[9] 대학생/성인용으로 개발한 도

구를일반적특성과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았다. 학생들의 이

해부족으로오류가생길수있는비슷한문항들을수정

보완하였고 작업에간호학과교수 3인을참여시켜타당

도를 검정 받았다.

2.2.1 의사소통 능력 척도
의사소통능력은의사소통이라는사회적속성에대하

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성과에 필요한

지식과 인지적 활동으로 구성된 처리능력(process

competence)이다[10].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로사용된문항은총 24개로서정보수집 4문항, 경청

4문항, 창의적 의사소통 5문항, 자기 드러내기 4문항, 주

도적 의사소통 3문항, 타인관점 이해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다.

2.2.2 문제해결 능력 척도
문제해결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목표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정

의할수있다[9,11]. 문제해결능력측정도구로사용된문

항은총 27개이며문제인식 3문항, 정보수집 3문항, 분석

능력 3문항, 확산적 사고 3문항, 의사결정 3문항, 기획력

3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 3문항, 평가 3문항, 피드백 3문

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사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2.2.3 자기주도 학습 능력 척도
자기주도 학습이란 교육자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

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전략

을 정하고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도구로 사용된 문항은 총

36개인데 학습욕구 진단 8문항, 학습을 위한 지원파악 4

문항,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4문항, 학습전략의 선택 5문

항, 학습실행의지속성 5문항, 결과에대한노력귀인 5문

항, 자기성찰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2.4 설문조사
2.4.1 사전 조사
사전설문조사는팀-기반학습을하기전에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팀-기반 학습 체험 유무, 팀 만족,

팀-기반학습선호도등의항목과의사소통능력에관한

24문항,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27문항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관한36문항들로구성한설문지를통해실시하였다.

2.4.2 사후 조사
사후 설문조사에 팀-기반 학습 후에 성별, 학년, 팀-

기반 학습 체험 유무, 팀 만족, 팀-기반 학습 선호도, 그

리고의사소통능력 24문항, 문제해결능력 27문항및자

기주도 학습 능력 36문항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2.6 자료 분석
통계분석에는 SPSS(ver.21)와 medCalc(ver.17.4)

program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관

찰 내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후대상자의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와 각 능력의 하위영역 차

이를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팀구성 방법에 따른 교육 전·후 의사소통 능력, 문

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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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방법에 따른 팀 만족도와 학습선호도를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팀-기반 학습 적용 전·후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204명으로 1학년 96명(47.1%), 2학년108명(52.9%)이었

고. 팀원에대한만족 93명(45.6%), 보통 94명(48.1%), 불

만족 17명(8.3%), 과거 팀-기반학습체험의경험이있다

110명(53.9%), 팀기반 학습 만족은 111명(54.4%)이였다

<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1 96(47.1)
2 108(52.9)

Sactisfection of
team

satisfaction 93(45.6)
moderate 94(46.1)

dissatisfaction 17( 8.3)

Previous
experiences of TBL

yes 110(53.9)
no 94(46.1)

want 111(54.4)
Re-engaged in
TBL

moderate 72(35.3)
not want 21(10.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3.2 팀-기반 학습이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팀-기반학습적용에서보면대상자들의의사소통능

력이 수업 전(93.6±11.3) 보다 수업 후(101.4±10.6)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t=12.8, p<.001).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에서도고정관념적사고회복을제외하고는모두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타인관점 이해 항목에서 수업 전(12.1

± 2.9) 보다 수업후(14.2 ± 2.5)에서 가장많이증가하였

다(t=11.8, p<.001)<Table 2>.

Variables
Mean±S.D.

tpre post
Communication ability 93.6±11.3 101.4±10.6 12.80***

Information gathering 13.5 ± 2.3 14.2 ± 2.2 7.17**

Listening 11.4 ± 3.2 12.9 ± 2.4 5.30**

Overcoming stereotyped
thinking

19.2 ± 2.9 19.3 ± 2.5 0.51

Creative communication 16.4 ± 3.1 17.4 ± 3.1 4.80***

Self-revealing 11.7 ± 2.9 13.4 ± 2.8 11.60***

Leading communication 8.2 ± 2.4 9.5 ± 2.5 8.50***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12.1 ± 2.9 14.2 ± 2.5 11.80***

*p<.01,**p<.001, ***p<.0001

<Table 2> Team-Based Learning Effect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N=204) 

3.3 팀 기반 학습이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팀-기반학습적용에서보면대상자들의문제해결능

력이 수업 전(83.2±14.1) 보다 수업 후(95.2±12.8)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t=13.6, p<.001).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

인에서도모두유의하게증가하였으며, 정보수집항목이

수업 전(8.9±2.1) 수업 후(10.3±1.9)(t=10.7, p<.001), 피드

백항목은수업전(9.0 ± 2.3) 수업후(10.6±12.2)로 이두

항목에서 많이 증가하였다(t=10.98, p<.001)<Table 3>.

Variables
Mean±S.D.

tpre post
problem-solving ability 83.2±14.1 95.2±12.8 13.6

Problem recognition 9.6 ± 2.3 10.7 ± 2.2 8.49***

Information gathering 8.9 ± 2.1 10.3 ± 1.9 10.74***

Analytical ability 9.3 ± 2.3 10.7 ± 2.1 8.87***

Diffuse thinking 9.4 ± 2.2 10.6 ± 2.1 8.51***

Decision-making 9.8 ± 2.4 11.3 ± 1.9 9.36***

<Table 3> Team-Based Learning Effect on the 
           Problem-solving ability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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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팀-기반 학습이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팀-기반학습적용에서보면대상자들의자기주도학

습능력이수업전(83.2±14.1)보다 수업후(145.2±21.0)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t=13.6, p<.001).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의 하위요인에서도 학습실행의 지속성을 제외하고는 모

두유의하게증가하였으며, 학습실행의지속성항목에서

수업전(17.6 ± 3.4)보다 수업후(15.4 ± 3.5) 유의하게감

소하였다(t=10.7, p<.001)<Table 4>.

Variables
Mean±S.D.

t
pre post

Self-directed learning 108.2±19.6 124.9±17.8 13.9 14

Diagnosing learning
needs

23.9± 5.3 27.3± 5.1 11.48***

Identifying support for
learning

14.9 ± 4.1 16.9 ± 4.1 8.2***

Basic self-management
ability

12.6 ± 3.1 14.3 ± 2.7 9.3***

Choice of learning
strategy

14.7 ± 3.7 17.0 ± 3.5 10.2***

Continuity of learning
execution

17.6 ± 3.4 15.4 ± 3.5 10.7***

Effort attributed to
results

15.4 ± 3.2 17.6 ± 3.0 11.5***

Self-feedback 15.1 ± 3.8 17.5 ± 3.9 9.4***

*p<.01,**p<.001, ***p<.0001

<Table 4> Team-Based Learning Effect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N=204)

3.5 팀 구성별 학습전후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
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교육 차이

성연령을보정한상태에서 2군모두에서의사소통능

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통계적으로유

의한차이가있었다(.p<.0001) 무작위로팀구성한군보다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팀에서 의사소통 능력(diff, 9.02),

문제해결 능력(diff.14.50), 자기주도 학습 능력(diff.

24.18) 변화가크게나타났으며. 그 중에서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Team
Compositi
on

pre post
differa
nce

t

communica
tion skill

1 73.1± 10.3 78.6± 9.0 5.47 6.96***

2 94.8± 11.2 105.0±10.0 9.02 14.82

problem-
solving
ability

1 80.7± 13.3 89.4± 11.7 8.76 6.63

2 86.1± 13.8 100.0±11.2 14.50 17.62

self-direct
ed learning

1 103.3± 19.9 114.4±15.1 11.09 5.97

2 132.0± 19.5 156.1±16.6 24.18 18.67

<Table 5>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fore 
and after learning by team composition

3.6 팀 구성에 따른 팀 만족도와 학습 선호도
팀 구성에 따른 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p=0.4197), 학습 선호도에서는 무작위로 팀 구성한

군보다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3)<Table 6>.

Planning power 9.2 ± 2.7 10.7 ± 1.5 9.67***

Execution and risk
taking

8.8 ± 2.2 9.7 ± 2.1 8.57***

Evaluation 9.0 ± 2.3 10.7 ± 2.3 8.31***

Feedback 9.0 ± 2.3 10.6 ± 2.2 10.98***

*p<0.01,**p<0.001, ***p<0.0001

Characteristic
Team

p
random

study
ability

Sactisfection of
team

Satisfaction 50 47 0.4197
Moderate 36 50
dissatisfaction 10 12

<Table 6> Team satisfaction and learning preference 
according to team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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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팀-기반 학습(TBL)은 문제-기반 학습과 학생 중심

학습 및 구성주의 학습 이론들을 결합하여 고안된 학습

방식으로서[14],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육자들이교육과학습에관하여많은시행착오를겪으

면서얻은장점들과잠재적적합성을주장하기시작하면

서 보다 넓게 알려지게 되었다. 간호교육에도 학생들이

졸업한 후 간호사로서 필요한 실무적 역량을 갖추기 위

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참여를 통한 협동심과 의사소

통,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향상되는 장점을

보여주는팀-기반학습을더많이적용해야한다고생각

된다[15,16,17].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의 기초간호과학Ⅰ

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교과목과 2학년 학생들의 기초간

호과학Ⅳ의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교과목에 팀-기반 학

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어떤 효과가 나타

나는지를비교조사하였으며, 또한 팀-기반 학습에영향

을미치는요인인팀구성방법에따른학습선호도와팀

만족도를 분석하여 팀-기반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팀-기반학습을실시한후대상학생들의의사소통능

력이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항목도 모두 유의하게 증

가였는데 그 중에서도 타인관점 이해 항목이 가장 많이

증가된것을알수있었다. 이 결과를보면서팀-기반학

습이학생들의의사소통기본과정을발전시키는효과적

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있었다[18]. 효과적인대인관계에서는다른사람의이

야기를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1], 이런견해를고려하면팀-기반학습중팀토

론 동안 타인의 사고를 나의 사고와 비교하고 해석하려

는 노력과 시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팀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여건

을마련하여효과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도록해야할

것이다.

팀-기반학습후에대상학생들의문제해결능력또한

수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팀워크 및 의사소통 기술, 전문적 및 개인적 사

고개발과문제해결능력은지속적이고누적적으로개선

되었다는연구가있는데[19] 본연구의분석결과도이와

다르지 않았다.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하위요인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팀-기반 학습 후에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항목모두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

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정보수집과 피드백 항목은

증가폭이높았다. 이런분석결과는팀-기반학습에서는

수업 전에 미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인해

개인학습수준도높아지는결과가되고, 수업전예습과

팀에 기여하는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팀에 대한 책임도

높아진다[20]. 수업 전 정보수집 과정은 학생들의 질적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 전

준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드백은 개념 해석이 올바른지의 여부를 팀에

알려줄 수 있으며 학습된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에도 중

요하고, 전반적인 학습 목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

게 함으로서 학습능력을 강화시킨다[21]. 대학생과 성인

은문제해결과정이나결과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찾는

능력은 높지만, 문제를 명료화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나

과감하게새로운방식을도입하여문제를해결하는실천

력과 모험을감수할 만한 자세는 부족하다는[22] 연구결

과와 본 연구는 차이가 있었다. 팀-기반 학습 교육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자 중심 학습법(teacher-centered

approch)에 익숙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

생들이사전학습을잘준비할수있도록학습에대한동

기유발, 강의내용에대한정보, 팀워크를위한충분한시

간, 학습수행의즉각적피드백공유와같은부분들을잘

챙겨야 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팀에 대한 책임을 가

질수있도록유도하는동시에팀-기반학습에부정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수업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

여줌으로써 교육자 중심 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engaged in
TBL

preferred 24(25.0) 54(49.5)
0.0003
12.978

Not preferred 72(75.0) 55(50.5)

p by chi-square test: χ2=1.736, p=0.4197
p by chi-square test for trend : χm-h2==1.044, p=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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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기반학습을적용한후대상학생들의자기주도학

습 능력도 수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

기주도학습능력을위한하위요인을분석한결과에서도

학습욕구 진단, 학습을 위한 지원파악,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 학습 전략의 선택,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

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팀-기반 학습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수

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진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수업에 참여하는것인데[23] 본 연구에서도 학습욕구 진

단의중요성, 참여할준비가된수업에서자기관리, 사전

과제에포함된지식을독립적으로습득하는학습자의중

요성과 같은 하위요소들이 강조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팀-기반학습은수업전에능동적이고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수업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학습 팀원

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적

극적으로참여하여팀워크를향상시키게되면학업성취

도가높아진다고하였고[24] 또한자기주도학습을위한

시간과기회가생기는것과강사와토론및피드백을충

분히 나눌 수 있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팀-기반 학습을

선호하므로팀-기반학습을더많은교과과정에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25].

학생들은 더 많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팀 구성으로 팀워크를 향상시켜

팀-기반 학습이 흥미롭고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러나 학습실행의 지속성 항목에서는 팀-기반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학생들이동료교수법보다교육자중심의전달식

강의를선호하고그룹학습이덜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는 연구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25]. 학생들은 일반

적인 의미의 "강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부학

지식에대해스스로불안감을느끼기고있음을보여주는

연구 결과를[26] 참고하여 교수진은 사전학습에 대한 무

게감과책임감을줄일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다른교

과목과제들로인한시간부족을고려하여시간을재분배

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그리하여개인학습평가, 학

생 동기부여 및 실제 상황에 대한 학습적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핵심 개념의 최종 정리

를강화하여학습자들의지식습득을향상시키도록노력

할 필요가 있다.

팀 구성의 방법에서 스스로 구성한 팀보다 학업성취

도를 고려하여 구성한 팀에서 학습 전후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긍정적 변화가 크

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났다. 이는 팀-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CES(Class Engagement Survey), VT (Value of Teams)

가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

고와같이[24], 이 결과의의미는팀은 목표달성을위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이며 자신의 학습과

동료 학습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것으로서 팀-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11]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 추구에 대한 열의가 높고 보다 많이 지식

적으로준비된학생들을골고루팀원에포함시키고팀원

들이 서로신뢰를쌓을수있는충분한시간을가지도록

학습기간내내동일하게유지함으로써보다나은교육효

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팀-기반 학

습을선호하지않는학생들의사전학습에대한무게감과

책임감, 또한 학습실행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줄

일수있도록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구성된팀을중심

으로충분한선행학습자료와시간을제공하고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서 팀 구성방법에 따른 팀 만족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문 추구에 대한 열의가 높

고 보다 많이 지식적으로 준비된 팀원들이 서로 신뢰를

쌓을수있는충분한시간을가지도록학습기간내내동

일하게 유지함으로써 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와는차이가있었다[27]. 지식보다는표현하는데기인할

수있는팀간의유대감등다른요인들이만족도에더많

이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되므로향후팀만족도를높

일수있는요인을고려하여 팀구성을할수있도록해

야 할 것이다. 학습 선호에서는 스스로 구성한 팀보다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구성한 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팀이 학습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문제해결을위해서수업중에학업성취도가높은팀원이

팀에서주도적으로목표달성을위해적극적인학습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학업성취

도가 높은 팀원이 리더를 함으로써 다른 팀원들이 동료

학습, 사전자가학습등의책임감과불안, 부담감을줄일

수있었던것으로생각된다. 또한 무작위로팀을구성한

1학년보다학업성취도를고려하여팀을구성한 2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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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팀-기반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므로 팀-기반

학습을계속반복하게된다면팀-기반학습에대한부정

적인 요인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팀-기반 학습이 팀 별로 학습요구, 학습

목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을 증가시키며, 스스로 학습 목표를 파악하고 대안을 세

우는 데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 선호도에서는 팀 구성 방식에 따라서 차이

가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학습 선호도와 팀 만

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학생들의면담과강의평

가를통하여파악할수있었다. 학생들의학습유형, 성격

유형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학

습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원을 골고루 분포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팀-기반 학습 수업을 보완해

서 더 많이 실시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팀-

기반 학습이 간호학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

로 생각된다.

5. 결론 
간호학과 1, 2학년의기초간호과학수업에팀-기반학

습을 적용해 본 결과는 수업 전보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팀-기반학습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팀 구성의 방

법에서 무작위로 팀 구성한 군보다 성적순으로 팀을 구

성한군에서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

습능력긍정적변화가크게나타났으며. 그중에서자기

주도학습 능력의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

성에서 팀 구성별 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 무작위로 팀 구성한 군보다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팀에서팀-기반학습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

생들의학습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이런변수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팀-기

반학습방식을구성해서폭넓게응용해야할것으로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군의 교육 전 후 설계로

외생변수의개입통제를하지못하였다. 또한 단일군전

후 실험설계가 가지는 낮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보완

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한 학교에서만 모집

하였고외생변수를통제하기위하여연구기간중에 3군

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

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의 개입 통제를 고려하

고팀-기반학습에관한방법론적인구성과학생개인의

특성과학습방법의선호도같은다양한요소들에초점을

맞추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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