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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eam-Based 
Learning (TBL) proposed by Parmelee and Michaelsen in Social Welfare and English 
Literature classes. TBL has proved to be effective in Nursing and Architecture classes, 
but has no certainty of applicability in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n the case 
of Medical Social Business, a sophomore class of Social Welfare major, 19 sophomore 
students form 4 teams and 5 TBL classes. In the case of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a freshman class of English major, 53 students form 12 teams and 3 TBL 
classes. As for social welfare major, except learning attitude, TBL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communicative competency, problem-solving capac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However, TB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nglish major. 
The result implies that English major requires a different teaching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literature class, which encourages diverse and 
creative interpretation of literary texts and critical thinking in addition to knowledge 
acquisition. Hence, there is a compelling need for further research about the 
application of TBL to the humanities including English linguistics and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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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Parmelee와 Michaelsen(2010)이 제시한 팀기반 학습
(team-based learning) 모델을 사회복지학과와 영어영문학과 수업에 적용하고 효
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팀기반 학습은 의학, 간호학, 건축학 수업에서 효과
성이 증명되었는데, 사회과학과 인문학 수업에 적용된 사례는 흔하지 않으므
로 적용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과의 2학년 전
공 의료사회사업론 수업에서 19명의 학생을 네 팀으로 나누어 팀 기반 학습
방법을 다섯 차례 실시하였다. 영어영문학과 1학년 전공 영문학개론 수업에서
53명의 학생을 12팀으로 나누어 팀 기반 학습을 세 차례 실천하였다. 사회복
지학과의 경우, 학습태도를 제외한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영문학과의 경우, 팀기반 학습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영문학개론에서 지식 습득과
함께 다양하고 창의적인 텍스트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수업의 특성상 팀기반
학습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결과는 학문의 특성과 학습
목표를 고려한 학습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영문법, 영어
학 등 다른 인문학 수업에 팀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CTD에 제출한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mkpark@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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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는 교수학

습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교수들에게 다양한 교수법 특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공과 과목의 특

성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응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4). 새로운

교수법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자의 고민에서 비

롯되고 둘째,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교

육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전달자의 기능을 넘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좀 더 나

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서 대학교육은 단순히 지식축적이 아닌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의 생산 속도가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빨라

지게 되면서, 우리사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 또한 빨라지기를 요구하고 있다(김태

준, 유현숙, 2003).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업데이트하

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대학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배양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조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 지적역량으로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세 가

지를 제시하였다(이근호, 2013). 기존의 단순지식 전달식의 교수법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계발시

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았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 비판적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 및 활

용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시도로써 새로운 교수법이 도입되고

있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는 새로운 교수법 중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교수법으로 그 효과성이 증

명된 경우는 팀기반 학습을 들 수 있다. 팀기반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능동적인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고안된 교수법으로써, 학습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서 능동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팀원간의 협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에 적절하다

(Michaelsen 2004). 국내에서 팀기반 학습은 그 동안 간호학과 건축학 등 특정 학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특히 간호학에서는 팀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면, 팀기반 학습이 간호학생의 대인관계이해도, 문제해결능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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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김해란, 2012),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사고 및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효과(최

경옥, 박영미, 2014),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윤경, 김누리, 2015; 서지혜, 2012; 한수정, 

2013), 간호대학생의 팀기반 학습경험(이순희, 정승은, 2014) 등과 같이 팀기반 학습이 간호학생

의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건축학에서

는 건축시공교육에 팀기반 학습을 적용한 연구(김광희, 신윤석, 2014)가 수행되었다. 이 밖에도

대학수업에 적합한 팀기반 학습의 수업전략 과정과 설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심미자, 

2009; 장선영, 이정주, 2015)와 팀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수업흥미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2014) 등이 수행되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팀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사회복지학과 및 영어영문학과에 적용한 국내 연구는 흔하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의학, 공학 등의 과학학문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인문학 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과학 및 인문학 수업에서도 팀기반 학습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지혜(2012)와 김광희, 신윤석(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습법인 팀기반 학습 방법을 사회복지학 및 영어영문학 수업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의 목적은 2개이며 1)팀기반 학습이 사회복지학과 및 영어영문학 학생들의 학습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2) 팀기반 학습에 대한 경험, 운영 및 자가 평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수업과 인문학 수업에서 팀

기반 학습이라는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동일한 학습법을 활용하는 경우 이 학습법의 적용 가

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명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A. 팀기반 학습의 개요

 1. 팀기반 학습의 정의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방법은 1970년대 미국의 Oklahoma대학에서 Michaelsen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교실 내 토론을 위해 독립적으로 교

실 밖에서 준비한 것을 결합하는 교수 전략이다(Vasan, DeFouw & Holland, 2008). 다른 집단학습

과 구별되는 팀기반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읽기 과제가 부여됨으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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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사전학습을 하는 것이며, 성적은 집단의 수행, 동료평가를 기초로 하여 부여 한다 (조형

정, 이영민, 2008).

   Michaelsen, Knight & Flink(2004)는 팀기반 학습의 4가지 핵심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원

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을 적절하게 형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 변수는 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응집력의 발달을 저해하

는 특성이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하면 안 되며, 집단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단을 어느 정

도 비슷한 수준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학생은 반드시 본인의 학습에 책임을 지게 한다. 책임 인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는 집단 구성원 개인별 또는 집단별 성과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집단의 성과가 좋던지 나쁘던

지 매우 중요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셋째, 집단별 학습과제를 통하여 집단의 발전과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팀기반 학

습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집단별 학습과제를 개발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집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집단 구성원 간에 서로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집단 구성원을 촉진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자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여 학습과 집단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자주 해주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팀기반 학습의 구성

   팀기반 학습은 [그림 1] (김광희, 신윤석, 20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준비단계, 활용단계

(피드백을 포함한 활동), 평가단계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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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기반 학습의 단계 (김광희, 신윤석, 2014: 600, 재인용)

  a.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수업 전 학생들이 개별준비를 하여 수업시작 후 개별로 준비도 평가를 거친 후

팀별로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학습 준비도의 평준화 과정을 거친다.

   1) 읽기과제

   수업시작 전 준비는 학생들에게 읽기과제를 미리 부여하여 예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

업시간에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개념, 이슈, 아이디어에 대하여 미리 학습하도록 한

다. 읽기과제는 학습준비도 확인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요소이다. 학생들은 읽기과제를

수행하여 준비도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한 후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인별 평가

   강의실 내에서 첫 번째 활동은 학습준비도 평가이다. 개인별 평가는 사전에 부여한 읽기과

제 내에서 시행한다. 이러한 학습준비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동료들로부터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되고, 교수들은 학습준비도 평가를 통하여 해당 단위의 수업내용의 주요개념을 이

해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학습준비도 평가는 진위형 문제(참이나 거짓)나 4지선다형 문제를

반드시 해당 수업내용의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여야 하며, 팀 내에서 토론할 만

큼 충분히 어려워야 한다. 

   3) 팀별 평가

   학생들이 개인별 평가를 마치고 답안지를 제출한 후 팀 단위의 그룹 형태로 모인다. 개인별

학습준비도 평가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팀별로 다시 평가를 시행한다. 팀별 평가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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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팀원들은 평가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수행한 읽

기과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토론과정에서 보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팀별 평가에서

평가점수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팀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파악하게 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팀별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에 개인별 평가를 채점하고 점수를 공개하여 팀별, 개

인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팀원들은 개인별 답안지와 팀별 답안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은 팀 구성원들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 

   4) 이의제기

   팀별 평가를 마친 후 팀별로 평가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읽기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의제기를 위해 팀원들은 토론하며 이 과정에서 팀별 점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5) 교수피드백

   학습준비도 평가의 마지막 단계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후 곧바로 실시하는데, 교수는

개인별 평가와 팀별 평가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에 초점을 맞춰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기서

피드백은 수업 전에 부여된 읽기자료의 가장 어려운 부분과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부분에 한

정하여 실시한다.

  b. 활용 단계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준비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응용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예측하거나 특정

주제의 학습내용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한다. (Michaelsen, Knight & Flink, 2004). 

   각 팀별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교수는 팀별로 제시한 해답을 비교하며 각

팀에서 제시한 해답의 장·단점과 합께 피드백을 제공한다. 

  c. 평가 단계

   각 팀들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한 후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새로운 응용문

제를 제시하고 도출한 해답을 바탕으로 팀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각 팀

별로 팀원들을 평가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기존 소집단 학습에서 문제로 제시되는 특정 학생

만 열심히 하였으나 똑같은 성적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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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미국에서 팀기반 학습이 시도된 후에 많은 대학에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외국의 경우 주로 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Nieder et al.(2005)는 미국 Wright State University 의과대학의 해부학

수업시간에 팀기반 학습법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12개의 작은 팀으로 나누고 매 수

업시간 마다 개인수업준비 테스트, 집단수업준비 테스트, 집단 문제해결과정을 진행하였고 주기

적으로 동료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 간의 피드백과정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평

가결과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준비도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팀기반 학

습법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Wiener et al.(2009)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Medical 

University of Vienna 의과대학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팀기반 학습 방법을 진행한 결과 팀기반 학

습법을 적용하지 않은 수업에 비하여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25.3%증가되었

고 전체적인 성적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팀기반 학습은 간호학, 건축학 등 특정 학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해란(2012), 한수정(2013), 이순희, 정승은(2014), 김광희, 신윤석(2014), 김민정

(2014), 최경옥, 박영미(2014)는 팀기반 학습이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한편, 심미자(2009), 김윤경, 김누리(2015), 장선영, 이정주(2015)는 팀기반 학습의 설계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김해란(2012)은 팀기반 학습이 간호학생의 대인관계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및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팀기반 학습을 실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인관계이해도, 문

제해결능력 및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팀기반 학습은 간호학생의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대인관계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팀기반 학습을 위한 사전사

후 학습강화로 문제해결능력과 지식이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수정(2013)은 팀기반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팀기반 학습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유발하며, 학습과제에 포함된 지식을 독립

적으로 습득하도록 학생을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 학습 자료

를 배부하여 개인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응용문제는 개인 간 경쟁을 유발시켜 학습동기를 향상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희, 정승은(2014)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팀기반 학습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팀기반 학습을 처음 접했을 때 위축되고 힘들어 했으나, 적응한 이후에는 자신

의 학습능력을 재발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팀기반

학습을 적용하는 초반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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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희, 신윤석(2014)은 ‘건축시공 및 재료1’수업에 팀기반 학습을 도입하였다. 팀기반 학습은

자율적인 학습능력과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성취도가 기존의 단순 강

의식 수업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팀기반 학습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팀워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방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민정(2014)은 팀기반 학습에서 평가대상(학습과정, 학습평가)과 평가주체(동료평가, 교수자

평가)가 학습자의 수업흥미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동료평가의 평

가대상과 평가주체가 수업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의 경우, 학습과

정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가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보다 학습자의 수업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보다 동료학습자가 평가주체일 때 수업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과제에 대해 평가를 한 집단이 학습결과를 평가한 집단에 비해 팀과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자가 동료학습자이든 교수자이든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대상과 평가주체의 상호작용효과는 수업흥미도에서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경옥, 박영미(2014)는 성인간호학 교과목에서 적용한 팀기반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

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따

라서 이들은 팀기반 학습이 졸업 후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교수학습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미자(2009)는 팀기반 학습의 주요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

슷한 수준의 학생으로 5~7명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가능한 이질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개인별, 팀별 성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팀별 과제 개발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자에게 즉각적이고 빈번한 피드백

을 제공해야 한다. 

   김윤경, 김누리(2015)는 팀기반 학습 수업의 설계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팀기반 학습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업을 운영하기 전 사전계획단계에서 학생

특성을 분석하여 팀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팀기반 학습은 개념을 사용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으

로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업설계는 최소한 시행하기 한 학기 이전에 이루

어져 한다. 셋째,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하여 학생이 추론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찾게 함으로써 흥미, 도전감과 학습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즉

각적인 피드백 또는 지연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선영, 이정주(2015)는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을 분석, 자료의 설계와 개발, 평가의 세 단계

로 제시하였다. 첫째, 팀기반 학습 설계의 적합성 분석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강좌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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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팀기반 학습이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팀기반 학습에서 팀구성 방식은 가

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팀 구성을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팀을

구성할 때 팀 내부의 팀원들 간은 이질적으로 구성하고, 팀 간은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팀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읽기자료, 기본과제, 강의내

용이 필요하다. 읽기자료는 학생이 반드시 이해해야하는 개념, 이슈, 아이디어 등의 정보를 포

함한다. 기본과제는 실제상황과 비슷한 과제이기보다는 기본개념을 약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한다. 심화과제는 팀원 간의 적절한 수준의 토론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모든 팀원이 참여해야 할 만큼 충분히 복잡해야 한다. 넷째, 사전에 배포된 읽

기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준비도에 대한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교수자 평가도구와 동료평

가 도구를 개발한다. 다섯째, 과제 및 학습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기 전체 수업을 팀기반

학습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팀기반 학습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

정한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팀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팀기반 학습이 기존의 연구 분야인 간호학, 

의학, 건축학 분야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의 수업에 적용가능성과 효과성

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팀기반 학습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일집단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먼저, 팀기반 학습 시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팀기반

학습 실시 후의 사후조사(post-test)와의 비교를 위한 것이다. 팀기반 학습을 종료한 후 사전검사

에서 사용하였던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연구모형을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팀기반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팀기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운영 및 자가평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

한가?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62

구분 사회복지학과 영어영문학과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TBL 적용한 총 횟수 5회 3회

기간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7일
11월 16일, 11월 30일, 12월 14일

수강인원 19명 53명
수업명 의료사회사업론 영문학 개론

학년 2학년 1학년
전공과목 예 예

팀의 수 4 팀 12팀
팀의 구성원 수 4~5명 4~6명

[그림 2] 연구모형

B. 연구대상,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팀기반

학습 방법을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수업인 2학년 대상 의료사회사업론에 총 5회(2015년 11월 9

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7일)를 실시하였다. 의료사회사업론 수강인원은 19명

이며, 이를 4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의 구성원 수는 4~5명이었다. 또한 팀기반 학습법을 인

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의 전공수업인 1학년 대상 영문학 개론 수업에 총 3회(2015년 11월 16일, 

11월 30일, 12월 14일)를 실시하였다. 영문학 개론 수강인원은 53명이며, 이를 12개의 팀으로 나

누고 각 팀의 구성원 수는 4~6명이었다. 

   설문조사시간은 약 20~40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사회복지학과에 19부가 배부되어 19

부가 회수되었으며, 영어영문학과에 53부가 배부되어 53부가 회수되었다. 영어영문학과에서 회

수된 설문지 중 상당 수 문항의 기입이 누락된 설문지 2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의 19부와 영어영문학과의 51부 총 70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 연구기간 등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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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출처, 문항 개수 및 신뢰도 계수 등은 을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한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 등을 포함하여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항목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역문항은

1-3번, 1-4번, 4-1번, 4-2번, 4-4번, 4-5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49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의 표본

과 영어영문학과의 표본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각각 0.81과 0.85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2003)이 개발한

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

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 등을 포함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역문항은 2-2

번, 2-3번, 2-4번, 2-5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45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의 표본과 영어영문학과

의 표본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각각 0.85과 0.88이었다.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한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척도는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등을 포함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역문

항은 1-1번, 6-2번, 6-4번, 6-5번, 7-2번, 7-5번이다. 본 연구에서는 40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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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과 영어영문학과의 표본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각각 0.94과 0.95이었다. 신

 4.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황선영(2003)이 간호대학생의 학습태

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학습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태도 척도는 학생의 습관, 신면, 

동기 등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에 따

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역문항은

2, 5, 11, 15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16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의 표본과 영어영문학과의 표본에서 신뢰

도 계수(Cronbach's  )는 동일하게 0.86이었다. 

<표 2> 척도의 신뢰도 계수

척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사회복지학과 영어영문학과

의사소통능력 0.81 0.85

문제해결능력 0.85 0.88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0.94 0.95

학습태도 0.86 0.86

D. 팀기반 학습의 구체적인 학습 자료

   사회복지학과의 의료사회사업론 수업과 영어영문학과의 영문학 개론 수업에서 사용한 구체

적인 학습 자료의 일부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과의 의료사회사업론

내용은 보호 관점과 미시 및 중간 체계에서의 의료사회복지 실천과정, 퇴원계획 및 실천, 의료

서비스 질 보장과 평가 방법, 의료사회복지사의 의료기록 방법 등을 포함한다. 영어영문학과의

영문학개론 수업 내용은 Mark Twain, Edgar Allan Poe, 그리고 Kate Chopin과 같은 미국 작가들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3편을 다룸으로써 19세기 미국 서부의 향토문학, 도시 군중의 범죄 심리, 초

기 페미니즘 운동의 양상을 고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문학개

론 수업에서 글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 단계는 단어를 찾고 번역함으로써 글의 줄거리와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응용 단계에서는 시대 배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현재에 적용

하는 과정을 거쳐 좀 더 심도 깊은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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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읽기과제 응용문제

2015. 11. 16 
“The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by Mark Twain
What is the meaning of betting in this story?

2015. 11. 30 
“The Man of the Crowd” by Edgar 

Allan Poe
In what sense is “The Man of the Crowd” a horror story?

2015. 12. 14 
“The Story of an Hour” by Kate 

Chopin

What is the meaning of “joy that kills” Mrs. Louise 

Mallard?

날짜 읽기과제 응용문제

2015. 11. 9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과

정

심리·사회적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파악하고, 개

입의 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시오

2015. 11. 16
보호 관점에서의 의료사

회복지실천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어디까지 정상적인 치

료이고 어디까지가 연명치료인가? 

2015. 11.23
미시 수준에서의 의료사

회복지실천

사례의 주인공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가사도우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주인공

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2015. 11. 30 
중간수준에서의 의료사

회복지실천 및 퇴원계획

건강회복가능성이 90%이며 필요한 예상 진료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A 환자와 건강회복가능

성이 50%이며 예상 진료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B 환자가 있다.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2015. 12. 7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평

가와 기록 및 의료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보장

SOAP방식으로 기록하시오.

 1. 사회복지학과

<표 3> 사회복지학과의 읽기과제 및 응용문제

 2. 영어영문학과

<표 4> 영어영문학과의 읽기과제 및 응용문제

E. 연구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기반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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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를 사용하였다. 셋째, 팀기반 학습법이 학

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기 위해서 Wilcoxon-signed rank test와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표본수가 30사

례 이하이므로,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가정 하에 모집단 분포와 무관한 비모수 통계검증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 방법인 Wilcoxon-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반면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표본수가 30사례 이상이므로 모수 통계검증(parametric statistical test) 방법인 대응표본 t-검

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A.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팀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성

별은 여자 11명(57.9%), 남자 9명(42.1%)이고, 연령은 평균 21.11세(SD=1.15)이다. 선호하는 학습

방법은 강의방법은 14명(73.7%)이며, 기타방법은 5명(26.3%)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생은 팀기반

학습 방법을 사용한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성별은 여자

28명(54.9%), 남자 23명(45.1%)이고, 연령은 평균 20.45세(SD=2.25)이다. 응답 학생 중 한 명

(1.96%)만이 팀기반 학습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조

사한 이유는 강의식 수업을 기대하는 학습자의 수동적인 태도와 팀기반 학습의 대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도록 예측하게 해 주었다.

<표 5>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사회복지학과

(N=19)

영어영문학과

(N=51)
N/m (%/SD) N/m (%/SD)

성별
여 11(57.9) 28(54.9)
남 8(42.1) 23(45.1)

연령 평균(SD)/최소값~최대값 21.11(1.15)/19~23 20.45(2.25)/18~29
팀기반 학습

경험 유무

있음 0(0) 1(1.96)

없음 19(100) 50(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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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팀기반 학습 적용 사전·사후 비교: 사회복지학과

   팀기반 학습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 방법을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의

사소통능력(z=-2.356, p < 0.0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z=-2.812, p <.01)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다. 팀기반 학습 방법은 제한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z=-1.752, p < 

0.1). 그러나 팀기반 학습방법은 학습태도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사회복지학과 사전·사후 비교 (N=19)

구분
사전

평균(SD)

사후

평균(SD)

Wilcoxon signed 

Rank test
 p-value

의사소통능력 3.24(0.29) 3.36(0.31) -2.356* .018

문제해결능력 3.44(0.36) 3.63(0.34) -1.752† .08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50(0.57) 3.63(0.64) -2.812** .005

학습태도 3.42(0.55) 3.75(0.55) -1.630 .103

†p < 0.1, *p < .05, **p < .001

C. 팀기반 학습 적용 사전·사후 비교: 영어영문학과

   팀기반 학습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영어영문학과 경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

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 등의 변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팀기

반 학습을 적용한 횟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팀기반 학습이 상기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연/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인문학 수업의 특

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학 개론은 문학에 대한 감상, 자율적인 작품

의 해석 등을 중요시하는 수업의 특성상 기존의 과학 분야와는 다르게 팀 기반 학습법이 상대

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영어영문학과의 다른 수업,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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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이나 영문법의 경우 팀기반 학습을 적용하면 영문학개론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

을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영어영문학과 사전·사후 비교 (N=51)

구분
사전

평균(SD)

사후

평균(SD)
t-test  p-value

의사소통능력 3.32(0.36) 3.35(0.35) -.450 .655

문제해결능력 3.36(0.39) 3.37(0.47) -.088 .93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41(0.61) 3.38(0.59) .319 .751

학습태도 3.08(0.55) 3.07(0.58) .136 .892

D. 팀기반 학습 경험 관련 내용

   팀기반 학습을 경험한 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의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응용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명(73.7%)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테스트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

(10.5%), 팀별 사전테스트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10.5%), 동료참여도 평가라고 응답한 학생은 1

명(5.3%)으로 나타났다. 반면 팀기반 학습의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점을 살펴보면 동

료참여도 평가라고 응답한 학생이 8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전테스트라고 응답

한 학생은 6명(31.6%), 응용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이 4명(21.1%), 팀별 사전테스트라고

응답한 학생은 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예습시간의 설문에서,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

생은 7명(36.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명(36.8%), 2시간 이상 ~ 3시

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명(21.1%),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명(5.3%)으로 나타

났다. 학습 성과를 가장 높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본 설문에서는, 개인 사전테스트(예습)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팀 단위 사전테스트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

생은 5명(26.3%), 응용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26.3%), 질의응답이라고 응답한 학생

은 1명(5.3%)으로 나타났다.

   영어영문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의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응용

문제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팀별 사전테스트라고 응

답한 학생은 10명(20.0%), 동료참여도 평가라고 응답한 학생은 7명(14.0%), 사전테스트라고 응답

한 학생은 5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팀기반 학습의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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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회복지학과(N=18) 영어영문학과(N=51)

N/m (%/SD) N/m (%/SD)

팀기반 학습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

았던 부분

사전테스트 2(10.5) 5(10.0)
팀별 사전테스트 2(10.5) 10(20.0)
응용(사례)문제 해결 14(73.7) 28(56.0)
동료참여도 평가 1(5.3) 7(14.0)

팀기반 학습 수업

방식에서 가장 좋

지 않았던 부분

사전테스트 6(31.6) 14(29.2)
팀별 사전테스트 1(5.3) 4(8.3)
응용(사례)문제 해결 4(21.1) 8(16.7)
동료참여도 평가 8(42.1) 22(46.8)

예습시간

1시간 미만 1(5.3) 6(12.0)
1시간 이상 ~ 2시간미만 7(36.8) 19(38.0)
2시간 이상 ~ 3시간미만 4(21.1) 15(30.0)

3시간 이상 7(36.8) 10(19.6)

학습성과를 가장

높였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전테스트-예습 8(42.1) 22(43.1)
사전테스트-팀 단위 해결 5(26.3) 5(11.8)

질의 응답 1(5.3) 3(5.9)
응용(사례)문제 해결 5(26.3) 17(33.3)
동료상호평가 0(0) 1(2.0)

을 살펴보면, 동료참여도 평가라고 응답한 학생이 22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전

테스트라고 응답한 학생은 14명(29.2%), 응용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명(16.7%), 팀별

사전테스트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예습시간은 1시간 이상 ~ 2시간 미

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9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이라

고 응답한 학생은 15명(30.0%),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0명(19.6%),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과를 가장 높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

보면, 개인 사전테스트(예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2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용

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7명(33.3%),팀 단위 사전테스트 해결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명

(11.8%), 질의응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명(5.9%), 동료상호평가라고 응답한 학생은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팀기반 학습법 관련 경험 내용

E. 팀기반 학습 수업의 운영에 대한 자가평가

   팀기반 학습의 수업 운영에 대한 자가평가에 대한 내용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사회복지

학과 경우,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예습 시간이 늘었음’이 평균 4.58(SD=0.77)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사전테스트의 난이도 및 내용 적절함’은 평균 3.26(SD=0.73)점으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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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SD)/최소값~최댓값

사회복지학과(N=18) 영어영문학과(N=51)
개인별 평가: 팀기반 학습법 중 사전테스트는 나의

실력을 향상시킴
3.95(0.78)/3~5 3.33(1.05)/ 1~5

팀별 평가: 팀기반 학습법 중 사전테스를 팀 단위로

토론 해결하는 과정이 나의 실력 향상시킴
3.84(0.90)/3~5 3.37(0.99)/ 1~5

게 나타났다. 이와 동일하게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수업에 부담을 느낌’ 또한 평균

3.26(SD=1.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영문학과 경우,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예습 시간이 늘었음’이 평균 4.06(SD=0.97)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전테스트의 난이도 및 내용 적절함’은 평균 2.98(SD=1.07)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팀기반 학습의 수업 운영에 대한 자가평가

구분
평균(SD)/최소값~최댓값

사회복지학과(N=18) 영어영문학과(N=51)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예습 시간이 늘었음 4.58(0.77)/ 2~5 4.06(0.97)/2~5
읽기과제의 내용과 분량 적절함 3.89(0.99)/ 2~5 3.16(0.96)/ 1~5
사전테스트의 난이도 및 내용 적절함 3.26(0.73)/ 2~5 2.98(1.07)/1~5
응용(사례)문제의 난이도 및 내용 적절함 3.68(1.00)/ 2~5 3.22(0.90)/ 2~5
동료평가 체계 및 방식 적절함 3.72(0.89)/ 2~5 3.10(0.98)/ 1~5
팀 구성 적절함 4.00(0.75)/ 2~5 3.39(1.22)/ 1~5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수업에 부담을 느낌 3.26(1.10)/ 2~5 4.00(1.08)/ 1~5

F. 팀기반 학습의 단계별 학습 성취도에 대한 자가평가

   팀기반 학습의 단계별 학습 성취도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

다.  

   사회복지학과 경우, 사례 평가는 평균4.21(SD=0.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팀별 평

가는 평균3.84(SD=0.9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기반 학습의 전반적인 평가는 평

균 4.21(0.85)점으로 나타났다.

   영어영문학과 경우, 사례 평가는 평균 3.61(SD=1.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탔고 개인별 평가는

평균 3.33(SD=)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기반 학습의 전반적인 평가는 평균

3.29(SD=1.06)점으로 나타났다.  

<표 10> 팀기반 학습의 단계별 학습 성취도에 대한 자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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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평가: 팀기반 학습 중 응용(사례)문제를 팀 단위

로 해결하는 과정이 나의 실력 향상시킴
4.21(0.79)/3~5 3.61(1.04)/ 1~5

전반적 평가: 기존 단순 강의식에 비해 학습성과가

있었음
4.21(0.85)/3~5 3.29(1.06)/ 1~5

G. 팀기반 학습 수업 만족도 및 다른 학생에게 권유

   전반적인 팀기반 학습의 만족도 및 후배에게 팀기반 학습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유할 것인

가의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다’라는 6명

(31.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10.5%),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5.3%) 순

으로 나타났다. 팀기반 학습의 만족도는 평균 4.32(SD=0.89)로서 높은 정도로 나탔다. 팀기반 학

습 수업을 후배에게 수강하도록 권유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1

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6명(31.6%),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학생은 2명(10.5%)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없었다.  

   영어영문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13명

(26.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3명(26.5%),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20.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7명(14.3%),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6명(12.2%)으로

나타났다. 팀기반 학습의 만족도는 평균 3.10(SD=1.25)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팀기반 학습 수

업을 후배에게 수강하도록 권유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6명

(33.3%)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9명(18.8%),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8

명(16.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8명(16.7%),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명

(14.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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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회복지학과(N=18) 영어영문학과(N=51)

N/m (%/SD) N/m (%/SD)

TBL 수업에

만족도

매우 그렇지 않다 0(0) 6(12.2)
그렇지 않다 1(5.3) 10(20.4)
보통이다 2(10.5) 13(26.5)
그렇다 6(31.6) 13(26.5)

매우 그렇다 10(52.6) 7(14.3)
평균(SD)/최소값~최대값 4.32(0.89)/2~5 3.10(1.25)/ 1~5

본 수업을

후배에게

수강하도록 권유

매우 그렇지 않다 0(0) 7(14.6)
그렇지 않다 0(0) 8(16.7)
보통이다 2(10.5) 16(33.3)
그렇다 6(31.6) 8(16.7)

매우 그렇다 11(57.0) 9(18.8)
평균(SD)/최소값~최대값 4.47(0.70)/3~5 3.08(1.30)/ 1~5

<표 11> 팀기반 학습법에 대한 만족도 및 다른 학생에게 팀기반 수업 권유 정도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팀기반 학습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팀기반 학습에 대한 경험, 운영 및 평가, 그

리고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과 2학년 전공과목인 의료사업

론 수업에서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 팀기반 학습을 다섯 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영어영문학과 1학년 전공과목인 영문학개론 수업에서 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팀으로

나누어 팀기반 학습을 세 차례 실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팀기반 학습은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경우, 학습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의 학습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

해, 팀기반 학습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

시켰다. 이 결과는 팀기반 학습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윤경, 김누리, 2015; 

서지혜, 2012; 한수정, 201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팀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예습

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고, 이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팀기반 학

습 시간 동안 개인별문제풀이, 팀별 문제풀이 및 응용 문제 풀이·발표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학

생들은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영문

학과 경우, 팀기반 학습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능력, 학습태도에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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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4개의 영역 중 의사소통능력의 점수는 팀기반 학습

후 미세하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복지학과와 영어영문학과의 상

이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영어영문학과에서 실시한 팀기반 학습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주 수업 중 3주 만 시행한 팀기반 학습으로

영문학 수업에 대한 적용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영문학 수업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보고

된 팀기반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학, 간호학, 건축학 등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 군에

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팀기반 학습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윤경, 김누리, 2015; 서지혜, 2012; 한수정, 2013). 본 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회복지학 과

목인 의료사회사업론 또한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효과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인문학 과

목인 영문학 개론의 경우 수업의 목표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수업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 자율적인 사고를 하면서 문

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작품을 감

상하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의 특성상 팀기반 학습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영어영문학과 같은 인문학 수업에 적용된 팀기반 학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팀기반 학습법이 인문학 수업에도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수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팀기반 학습의 수업방식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사례문제해결이라고 보고하였고 사례문제해결 방법이 그들의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영민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강의 위주의 수업과 달리 팀기반

학습의 수업에서는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각 학생들의 의견 교환이 즐거

웠다고 보고 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주관

적인 경험을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영민 외(2012)의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사례문제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팀기반 학습은 학생들을 자율적으

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이는 곧 그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켰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팀기반 학습의 수업방식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점은 동료참여도 평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축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김광희, 신윤석,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들은 같

은 팀의 구성원을 평가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료평가의 필요성과 장

점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팀기반 학습법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사회복지학과는 4.00이상, 영어영문학과는

3.00이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학습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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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반드

시 팀기반 학습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에 비해 상

대적으로 팀기반 학습의 횟수가 적은 영어영문학과의 학습효과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만 팀기반 학습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사용하여 팀기반 학습을 장기간 운영하여 결과의 타당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으로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 학습자들이 솔직하게 응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향후 직접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습자들의 팀기반 학습

관련 경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는

데 이 방법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구체적 경험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학과를

구분하여 팀기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교수의 학습목표 특

성을 반영하여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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