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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을 위한 설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팀기반 학습 및 설계모형과 관련된 문헌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1차 모형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4인의 전문가 검토와 초보 교수설계자 3인의 모형

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모형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팀기반 학습 설계 적합성 분석, 학습자 분석, 팀 구성, 환경분석, 환경 설계, 과제설계, 

과제 개발, 평가도구 개발, 수업전략 개발, 평가 체제 개발, 강의계획서 개발, 형성평가 실시, 팀기반 학습 실행, 

총괄평가 실행 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형의 각 단계에 대한 설계활동 및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에서 팀기

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최종 모형은 7인의 전문가 타당화

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점과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대학교육,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모형개발

Ⅰ. 서론

현대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문

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이 주목받고 있다(Trilling, & Fadel, 2009). 특

히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증진해야 할 능력으로 문제해결력, 협력, 창의적 사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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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자기주도력 등이 보고되고 있다(허희옥, 임규연, 서정희, 김영애, 2011). 이러한 능력

들은 초·중·고등학교 보다 대학에서 더 중요하고(Boud & Falchikov, 2006), 현재의 대학들은 기

존의 교육 방식에서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된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Boud & Falchikov, 2006; Ndebele & Maphosa, 2013;

Snowball & Boughey, 2012;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에 있어서도 지식 전달보다는 지식의 응용력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팀을 이루어 학습하는 집단학습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Parmelee & Michaelsen, 2010). 특히 대학들은 유의미한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을 

통한 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수홍, 2007; 황철

일, 이성호, 2011; Chin&Chia, 2004). 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행해지는 수업의 형태는 중고등학교

의 소규모 강의보다는 한 명의 교수자가 대규모의 학생들을 강의하는 대형 강의가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김은경, 조주은, 정의철, 2009; 유병민, 허균, 2004), 이러한 대형 강의에서 학생 

개개인을 모두 학습에 참여시켜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이나 능동적인 학습을 이끄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도전적인 일이다(Cuseo, 2007; Ndebele & Maphosa, 2013). 2013년도 당시 50명 

이상의 대규모 수업은 국 ·공립 대학 전체 강좌의 13.6%인 57,785개, 사립대학 전체 강좌의 

14.8%인 221,932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수업에서 소집단으로 협동하며 학

습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대학에서 대형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자 개개인을 학습에 참여시키

는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팀기반 학습

(Team-based Learning: TBL)이 주목받고 있다(조형정, 이영민, 2008; 하채영, 이수영, 2014). 팀기

반 학습은 학습 팀이 최대한의 학습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며, 그 팀들이 학습 과업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법이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9). 팀기반 

학습은 개별학습과 수업 내에서의 팀 학습을 접목시켜 진행되는 대형 강의에 적합한 수업 방식

으로, 학생들이 학습된 개념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박귀화, 최창휴, 전양빈, 박국양, 박철현, 2012; 조형정, 이영민, 2008; Andersen, Strumpel,

Fensom, & Andrews. 2011; Fujikura, et al., 2013; Michaelsen & Sweet, 2008b).

팀기반 학습은 그 절차가 복잡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실행 시에도 매 단계마다 지속적인 교수

자의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수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Dana, 2007), 이

를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수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팀기반 학습 모형대로 

수업을 충실하게  실행한다고 해도, 팀활동에 불규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또는 팀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Weiner, Plass, and Marz, 2009). Haidet와 

그의 동료들(2012)도 팀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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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교수학습 환경, 학습자,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용하기 위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 및 협력, 긍정적인 팀분위기 형성을 위해 준비

하고,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Michaelsen과 

Richards(2005)는 팀기반 학습이 단일 강좌에서부터 전체 코스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

문에, 팀기반학습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영민과 그의 동료들(2011b) 역시 기존

의 팀기반 학습 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을 제시한 바 있다.

팀기반 학습 실천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에서 교수자들이 성공적으로 팀기반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팀기반 학습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을 안내하는 설계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설계모형이란 설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와 

절차로 구성된 모형이다(Jang, 2011). 설계모형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는 모형의 특성을 포함

하고 있으며(Wisely, 1994),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 및 절차, 각 단계별 설계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강정찬, 2009; Lesh, & Doerr, 2003). 대학의 교육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이 개발된다면, 팀기반 학습을 처음 적용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소속된 다양한 교육지원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팀기

반 학습 설계모형을 활용하여 팀기반 학습 관련 연구 및 지원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팀기반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예: 이영민,

남정권, 조형정, 이수영, 2011a; McInerney, & Fink, 2003)이 주를 이루고 있다. 팀기반 학습의 

운영에 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과 팀기반 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팀기반 학

습을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과 관련된 연구도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 의·

약학 분야에서의 이루어진 연구이거나, 최신 테크놀로지 등을 적용한 모형 개발과 관련된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대학의 대형 강의에서 팀기반 학습의 적용을 위해 

교수나 교수설계자가 참고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수자들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팀기반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수업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전 과정을 

안내하는 설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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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팀기반 학습의 개념 및 절차

팀기반 학습은 1970년대 Michaelse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Michaelsen et al, 2009),

팀기반 학습이란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끼리 비전공유 및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실제 과제에 연결시키면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증진시키도

록 안내하는 교수법이다(노영숙, 류언나, 최동원, 백선숙, 김상숙, 2012).

팀기반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팀기반 학습의 각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팀기

반 학습은 크게 세단계로 진행된다(조형정, 이영민, 2008; Parmelee, Michaelsen, Cook, &

Hudes, 2012). [그림1]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팀기반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자가 사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 내용에 관계된 읽기자료를 사전에 읽고 학습하여 수업 준비

를 한다. 사전 학습이 끝나면 학습된 내용에 대해 개인평가와 팀 평가를 시행한다. 그리고 학습 

이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팀과 교사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점검한다. 준비 활동이 끝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지식과 관련된 실제 상황에 일어날 법 한 과제가 제시된다. 여기

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미리 학습한 선행 지식을 기반으로 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논의하고 추론하고 적용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는 실질적인 과제 해결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이렇게 각 구성원들이 제안한 추론을 

기반으로 각 팀만의 답변을 만들고 교수는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은 자신이 학습한 개념들을 활성화시켜 더 높은 수준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며, 팀 구

성원들 간에 응집력이 발생한다(Michaelsen et al., 2009). 이러한 과제 해결단계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팀 별 산출물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고, 동료 평가를 하여 성적을 합산한다. 동료 

평가로 인해 학습자들은 도덕적 책무성을 갖게 되고, 서로간의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성숙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Parmele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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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기반 수업의 절차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자가 해야 할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팀활

동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학습내용을 규명하고, 팀활동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조아라, 2010). 둘째, 교수자는 팀원들 모두가 서로 과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팀구성을 해야 하며(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 Volpe, 1995 ), 팀원들

이 서로 신뢰하면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Watson,

Michaelsen & Sharp, 1991). 팀활동에서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을 하면, 이는 곧 팀활동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Widen-Wulff & Gimman,

2004).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점검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자주 제공해야 

한다(심미자, 2009).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팀기반 학습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안내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2.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 

현재까지 팀기반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중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을 증명한 연구는 매우 많다.

특히 팀기반 학습에 관한 효과성 연구는 대부분 실제 수업에 팀기반 학습을 적용한 사례연구(예:

노영숙 외, 2012; 박인숙, 김동기, 2009; 이영민 외, 2011a; 이영민, 남정권, 조형정, 이수영,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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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연, 이수영, 2014; 한수정, 2013; Clair & Chihara, 2012; Dana, 2007; Pogge, 2013)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팀기반 학습 사례연구들은 팀기반 학습을 실제 수업에 적용시켜 학습자의 만

족도와 학습 성과, 인지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팀기반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효과성은 크게 학업적 성과, 정서적 

성과, 행동적 성과로 구분된다. 학업적 성과 측면에서 팀기반 학습을 연구한 문헌들의 경우, 학

업 성취도, 학습 지속력, 의사소통 능력, 과제 이해도 측면에서 성과를 다루고 있다(노영숙 외,

2012; 박인숙, 김동기, 2009; Dana, 2007; Pogge, 2013). 정서적 측면에서의 팀기반 학습을 연구

한 문헌들의 경우, 만족도, 효과성 인식, 학습 동기, 자신감, 흥미에 대한 효과를 다루고 있다(이

영민 외, 9011b; 한혜승 외, 2007; Andersen et al., 2011). 만족도는 팀기반 학습으로 이루어진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며 효과성은 선호도와는 관계없이 팀기반 학습이 효과가 있

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행동적 성과  측면에서 팀기반 학

습을 연구한 문헌들의 경우, 학습 태도, 자발적 학습, 리더십, 수업 참여도, 협력성에서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박인숙, 김동기, 2009; 한수정, 2013; Clair&Chihara, 2012). 학습 태도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통해, 팀기

반 학습의 효과성은 여러 측면에서 그 성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팀기반 학습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팀기반 학습 설계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설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기반 학습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이는 팀기

반 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팀기반 학습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구성요소는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 요구분석을 시작으로 과제분석,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수업이 팀기반 학습을 실행하기에 적합한지 분석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설계, 수업 내용 설계, 팀 구성, 평가 체계 설계, 강의 

계획서 설계 등 효율적인 팀기반 학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설계한다. 개발 단계에서

는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자료, 학습 준비도 평가 문항, 응용과제, 요약강의(mini lecture),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

서는 팀기반 학습을 실행한 후 수업을 수정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내용을 종합하여 정

리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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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의

구성요소

Michaelsen & 

Sweet

(2008a)

조아라

(2008)

조형정, 

이영민(2008)

Parmelee

et al.,

(2012)

Haidet et al., 

(2012)

Mennenga&S

myer(2010)

Dana, S. 

W.(2007).

분석

요구분석
학습 목표 

수립

학습 목표 

수립

수업 목표가 

팀기반 

학습으로 

도달 

가능한지 

확인

환경분석
필요한 

자원 점검

학습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학습자 

분석(ex. 

선행지식)

1차시에 

학습자 분석 

실행

설계

환경설계

조별 활동

가능한 

환경마련 
수업내용

설계

주제별 

학습내용 분할

교과 내용 

구성

수업 내용의 

설계

과제설계
수업 내용 

구상

팀 구성

구성원 간 

이질적

팀 간 동질적 

으로 팀 구성

다양한 

특징의 

구성원의 팀 

형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팀 

구성

팀 간 

수준이 

비슷하도록 

구성

학습자 특성 

고려한 팀 

구성방안 

설계

평가 체계 

설계

팀 기여도를 

반영한 

성적체계 

설계

개인/팀 평가 

별 가중치 

설계

단계별 평가 

가중치 설계

평가 체계 

설계
 

팀/개인별 

평가 체계 

설계

동료평가체계 

설계

동료 

평가체계 

설계

동료/팀원 간 

평가 설계

양적/질적 

동료 평가 

체계 설계

팀 내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개발

읽기 자료 

개발

개념관련 

읽기자료 

개발

학습 자료 

개발

팀 활동의 

스캐폴딩이 

될 수 있는 

준비 자료 

마련

학습 준비를 

위한 

읽기자료 

개발

주제 적합 

읽기자료 

개발

기본 개념을 

명시한 

읽기자료 

개발

학습준비도 

평가문항 개발

수업단위별로 

문제를 개발 

개인별, 팀별 

점검 문제 

개발

개별/팀별 

점검 문제 

개발

평가 문항 

개발

이해를 돕는 

문항 개발 

이해도를 

묻는 문항 

개발

응용과제 개발

팀원 간 상호 

토론 촉진 

과제

의사결정 

과제 개발

실제적 과제 

개발

고차원적 

사고 유도 

과제

개념 

응용과제 

복잡한 과제 

상황 설정

강의 개발

학습내용 

이해를 위한 

강의

평가도구 개발
평가문항 

개발

개인/팀별  

학습 

평가문항 

개발

평가 문항 

개발

동료 평가도구 

개발

동료평가문항 

개발

팀원 내, 

동료 

평가문항 

개발

양적/질적 

평가문항 

개발

강의계획서 

설계

수업내용강의

계획서에 

명시

평가 및 피드백
실행 후 평가 

및 수정

실행 후 

학습자의 

평가, 반응 

수렴 

<표 1>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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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팀기반 학습 원리에 대한 개념적 연구(Hrynchak & Batty, 2012; Michaelsen & Sweet,

2008b)이다. 팀기반 학습의 원리에 대한 개념적 연구들은 대체로 팀기반 학습의 개념과 팀기반 

학습이 가지는 기본 원리, 팀기반 학습의 기반이 되는 학습이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팀기

반 학습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여 팀기반 학습 설계를 위해 교수설계자가 

해야 할 설계관련 행동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팀기반 학습의 운영을 위한 지침이나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조아라, 2008; 이수영,

2013; Haidet, Levine, Parmelee, Crow, Kennedy, Kelly & Richards, 2012; Loo, 2013)이다. Haidet

과 그의 동료들(2012)은 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팀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따

른 행동을 기술하고 있다. 즉, 팀기반 학습을 하는데 있어 수업 단계별로 학생, 교사가 해야 하는 

행동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 조아라(2008)는 의학교육에서 팀기반 학습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팁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팀기반 학

습을 실행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원리와 팁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

여 팀기반 학습 모형을 개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이수영, 2013). 이 연구에서는 S-TBL 수업의 기

본이 되는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S-TBL 수업 진행 절차와 그 절차별 상황적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Loo(2013) 역시 팀기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설계모형을 도출하는데 일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팀기반 학습의 절차적인 부분보다는 팀기반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과 적용 후 결과에 초점을 맞

추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 수업에서 팀기반 학습 적용을 위해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

나 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계, 개발, 평가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형을 연구하는 개발연구에 속한다

(Richey, 1997).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팀기반 학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단계들을 

포함한 설계모형을 개발한 후 내적 타당화 방법(전문가검토, 사용성평가, 전문가 타당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모형을 보고 의견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용성 평가는 직접 

모형을 사용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모형의 장점을 확인하거나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

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타당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모형을 검토함

으로써 최종 모형으로 확정할 정도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팀기반 수업 설계모형의 개발 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개발연구  279

단계 목적 세부단계 결과물

1차 모형 

개발

1차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개발

§ 팀기반 학습 실행 안내 및 사례 

연구와  관련된 문헌 탐색

§ 대학 수업에 맞추어 팀기반 학습 

구성요소 도출

§ 구성요소 단계별 지침 구체화 

§ 1차 모형 설계 

§ 팀기반 학습의 구성

요소

§ 대학 수업에 맞춘 팀

기반 학습의 구성요소 

§ 구체화된 1차 설계모형

↓ ↓ ↓

전문가 

검토

1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 전문가 4인 대상

§ 설문지/인터뷰를 통해 모형의 구성

요소와 절차에 대한 전문가 검토 

§ 전문가 검토 결과 

↓ ↓ ↓

사용성 

평가

1차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실시

§ 초보 교수설계자 3인 대상

§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형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 

§ 사용성 평가 결과

↓ ↓ ↓

최종 

모형 

개발

1차 모형 

수정

§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 결과

를 기반으로 최종 모형 완성

§ 최종 팀기반 학습 설

계모형

↓ ↓ ↓

모형 

타당화

최종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실시

§ 수정된 모형이 팀기반 학습 설계

의 절차와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

는지에 대해 7인의 설계 전문가 

타당화

§ 전문가 타당화 결과

<표 2> 연구 절차 

1. 1차 모형 개발

1차 팀기반 학습 설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문헌분석에서 주로 

제안되는 문헌탐색 기준을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나지현, 정현미, 2012; 임철일 외,

2013) . 즉, 팀기반 학습 설계의 모형 개발을 위해 설계 및 개발과정,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3편의 논문

(사례연구 10편, 안내 및 개발연구 4편, 개념 연구 9편)을 분석하여 각 문헌에서 제시한 팀기반 학

습 설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비교하고 구성 요소별 상황적 지침을 살펴보았다. 문

헌들을 고찰할 때 팀기반 학습 설계의 기본 원리들과 교수자가 팀기반 학습 설계 시 겪었던 어려

움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요소들을 종합하고 특별히 팀

기반 학습을 대학 수업에 적용할 때 적합하도록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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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 팀기반 학습을 실행한 사례에서 교수자가 제시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보

안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상황적 지침을 도출하여 1차 설계모형을 완성하였다([그림 2 ] 참조).

[그림 2] 대학에서의 팀기반학습 설계모형 (1차 모형)

이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요구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강좌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TBL 수업이 적합한 지 파악한다. TBL 수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과제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을 통해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뒤 

본 수업의 설계를 실행한다. 설계는 가장 먼저 수업 내용을 설계하고, 수업 내용에 맞도록 팀 

구성 방안을 설계한다. 팀 구성 방안이 결정되면, 구성된 팀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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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설계한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

가 설계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

를 설계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수업 전 학습자에게 배포될 사전 읽기자료를 개발한 

후 사전 수업 학습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전 준비도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개발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응용문제를 개발한 뒤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만약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면 mini lecture를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설계된 수업

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학습자들이 제공한 피드백을 설계 내용에 반영하여 수정한 

후 실행한다. 마지막은 형성평가 단계로 다시 전체 과정 및 개발된 도구들을 점검해보고 실행 

후 학습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수업 설계안을 완성한다.

2. 전문가 검토

개발된 최초의 모형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행하였다. 전문가 검

토를 실시한 이유는 이 방법이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와 절차,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매우 효율적

인 접근법으로 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

이다( Richey, 2005). 전문가 검토를 할 때에는 모형이 적용되는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설계 및 모형개발 전문가 2인, 팀기반 학습 

전문가 2인 총 4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의 구성요소와 절차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본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대학에서의 강의경력이 7년 이상이며, 대형

강의와 팀기반 수업을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모형의 요소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요소들의 절차가 적절하게 배

열되었는지, 학습의 전이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 팀기반 학습을 대학 수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요소

가 충분히 언급되었는지, 맥락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30분~1시간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의 녹음본을 전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내용 분석 결과와 반영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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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반영 결과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만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음. 모형 자

체에서 팀기반 학습의 특성인 팀 활동 과제에 대한 설계, 

개발부분이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모형에서 팀 활동을 위한 기본 과제, 

심화 과제에 대한 설계와 개발단계를 

추가

강의계획서 개발은 모든 수업준비가 끝나고 이루어져야함
과제 개발단계 후 강의 계획서 개발 

단계를 배치

모든 분석이 끝난 후 모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 환경 

분석이 끝나고 환경 설계, 학습자 분석이 끝나고 팀 구성, 

과제 분석이 끝나고 과제 설계를 하는 방식이 더 분석 결과

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 분석 후 환경 설계, 학습자 분

석 후 팀 구성을 각각 같은 수준의 

단계에 배치 

대학 강의 특성상 학습자 분석이 1차시 수업 전에 이루어지

는 것은 힘듬. 최종 수강생이 정해진 뒤에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안내 필요가 있음.

학습자 분석 단계에 추가적으로 기술

강의계획서는 설계가 아닌 개발된 결과물이므로 강의계획서 

개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강의계획서 설계 → 강의계획서 개발 

로 수정

팀기반 학습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모형에서 각 단계마다 

간결한 활동 지침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각 단계별로 간결한 활동지침이 드러

나도록 수정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 대한 총괄 평가 시 강의 평가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총괄 평가 내용에 추가적으로 기술

<표 3> 전문가 검토 결과 및 반영 사항 

3.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모형이 수업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Richey & Klein, 2007). 이 단계에서는 실제 교수 설계자가 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모형의 절차대로 수업을 설계해보고 모형의 문제점이나 모형을 활용했을 때 어

려운 점, 개선점 등을 제안한다(Richey, 2005).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에 대한 최종 사용자는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이 3년 미만인 초보 교수설계자이다. 따라서 교육학을 전공으로 하는 박사

과정에 있고, 대학에서의 강의 경력이 있으며, 수업을 설계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교수 설계 초

보자 3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위해 연구진이 초보설계자에게 

팀기반학습 설계모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초보설계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 초보설계자가 대학에서 교육하게 될 과목 한 개를 선정하여 팀기반학습 설계모형을 활

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사용성 평가 과정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계하는 과정에

서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교수설계자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설계 초보자 3인은 본 모형을 참고하여 서로 다른 수업 주제를 가지고 팀기반 수업을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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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설계가 끝난 뒤 본 모형이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부분의 수업 환경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본 모형이 다양한 수업 전략과 수업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지,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모형 사용성 평가문항은 Traecy (2001)가 사용

했던 사용성 평가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성 평가문항은 모형의 

각 단계별 지침들이 명확히 설명되었는지 묻는 부분과, 모형 전체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 묻는 

부분으로 구별된다. 단계별 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단계별 지침에 대한 설명의 명확성
사용자 반응

평균
표준

편차A B C

팀기반 학습 설계 적합성 분석 3 3 4 3.33 0.58 

학습자 분석 4 3 4 3.67 0.58 

팀 구성 4 2 4 3.33 1.15 

환경 분석 5 2 4 3.67 1.53 

환경 설계 4 4 4 4.00 0.00 

과제 설계 4 2 5 3.67 1.53 

과제 개발 4 2 5 3.67 1.53 

평가도구 개발 4 2 4 3.33 1.15 

수업전략 개발 5 4 5 4.67 0.58 

평가체제 개발 4 4 4 4.00 0.00 

강의계획서 개발 4 4 4 4.00 0.00 

형성평가 실시 3 4 4 3.67 0.58 

팀기반 학습 실행 4 4 3 3.67 0.58 

총괄평가 실시 4 3 4 3.67 0.58 

<표 4> 단계별 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 

각 단계 별 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는 팀기반 학습 적합성 분석, 팀 구성, 평가 체제 

설계 단계의 지침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2차 모형에서는 초보 설

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팀기반 학습 

적합성 분석단계와 팀 구성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예시를 추가하

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표 6>)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예시

자료의 충분성과 모형에 포함된 수업 전략의 도움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따

라서 각 단계 별 관념적일 수 있는 설명에 대해 충분한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수업 전

략도 설계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전략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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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용자 반응

평균
표준

편차A B C

본 모형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명확히 이해된다. 5 4 5 4.67 0.58 

모형의 각 단계에 대한 예시자료들은 모형을 수월하게 사용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3 2 5 3.33 1.53 

본 모형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쉽다(명확하다) 4 5 3 4.00 1.00 

본 모형에 포함된 수업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수업의 본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4 3 3 3.33 0.58 

본 모형을 활용하는 것과 본 수업의 전개가 전체적으로 조화

롭게 이루어졌다.
3 4 4 3.67 0.58 

<표 5>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이밖에 초보 설계자들이 제시된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제언한 부분들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단계 사용자 의견 반영 결과

학습자 

분석

§ 학습자의 지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객관적인 지표 제시 필요

§ 예) report 결과, 실습 점수 

§ 예시로 제시

팀 구성

§ 팀 구성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예시 필요 (ex. 지식수준, 흥미도 등등)

§ 이질적/동질적 팀 구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 예시로 제시

§ 팀 구성 방법 자세히 

기술

환경 

설계

§ 학습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팀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자리배치 유형에 대한 예시 제공

§ 팀 배치에 대한 예시 

제시

총괄평가 

실시

§ 읽기자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이 실제로 팀기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사항으로 제시되

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총괄평가 시 고려할 부

분으로 기술하여 반영

기타
§ 교수학습 맥락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팀 운영

에 대한 가이드 필요 

§ 팀 운영에 대한 교수자

로 역할을 기술

<표 6> 설계자 의견 반영 결과  

4. 모형 타당화

전문가 검토와 모형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형이 팀기반 학습 설

계의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수설계 및 모형전문가 7인(교육학 

박사 6인, 경영학 박사 1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는 대학 

교수로써 팀별 활동이 있는 수업 및 대형 강의 경력이 7년 이상이며 교수설계 및 모형개발 경험

이 풍부하다.

타당화 검사도구는 모형에 대한 타당화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예: 나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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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2001; Jang, 2011)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타당화 도구는 

개발된 모형에 대한 내용 타당도, 이해도, 설명력, 유용성, 그리고 보편성에 대해 5점 Likert 척도

에 표시하는 방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당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응답 일치도(IRA: Inter- rater Agreement)와 내용타당도 지수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활용하였다(진성희, 2009; Rubio et al., 2003). 평가자간 일치도

(IRA)는 타당화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각 문항에 한 응답에 대한 일치도를 나타낸 값으로, 이 값

이 0.8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각각의 타당화 문항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한 응답의 일치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이 값은 타당

하다고 표시한 응답자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0.8 이상일 경우 응답자

들의 평가가 신뢰롭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에 대한 타당화 결과는 소수점 반올림을 허용한 

소수점 1자리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질문
응답자

CVI IRA
A B C D E G H

타당도

제시된 TBL 모형은 필요한 모든 단계들이 빠짐

없이 제시되었다 
5 5 5 5 4 4 5 8/8=1

8/9=

0.9

제시된 TBL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들은 그 순서

가 적절하게 배열되었다.
5 4 5 5 5 4 5 8/8=1

제시된 TBL 모형은 대학수업에서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5 5 5 5 4 4 5 8/8=1

제시된 TBL 모형은 교수 설계자에게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정확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5 5 5 5 5 4 5 8/8=0.9

이해도

제시된 TBL 모형은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 설

계를 위한 활동과 절차들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다.

5 5 4 4 4 4 4 8/8=1

설명력

제시된 TBL 모형은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 설

계과정이 한 눈에 쉽게 파악되도록 표현되었다. 
5 5 4 5 4 4 5 8/8=1

제시된 TBL 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의 협력학습과 

유의미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설계과정을 파

악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5 5 5 5 3 4 5 7/8=0.9

유용성
TBL 모형은 대학수업 상황에서 팀기반 학습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 5 5 4 4 4 5 8/8=1

보편성
제시된 모형을 사용하여 팀기반 학습과 공통점이 

많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5 5 5 4 4 4 5 8/8=1

<표 7> 타당화 결과  

타당화 결과를 보면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IRA)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 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286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팀기반 학습 설계 모형은 크게 분석, 자료의 설계와 개발, 평

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3]참조).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의 각 활동별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최종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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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기반 학습 설계 적합성 분석 : 팀기반 학습은 팀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의 획득

을 넘어서 지식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하도록 촉진하고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팀원 전체가 같은 관점에서 높은 학습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chaelson

& Sweet, 2008a). 본 단계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강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기반 학습이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즉, 교수자가 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팀기반 학습의 적용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업목표가 미분 계산 능력을 기르는 

것인지, 미분 지식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통해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팀 기반 학습

의 적합성 여부가 달라진다.

학습자 분석 : 팀기반 학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팀 구성 방식이다. 효과적인 

팀 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기본 정보(전공, 학년,

나이, 성별 등), 학습자의 배경(강좌 수강 이유, 소속 동아리 등), 학습자의 선행 지식수준, 흥미,

학습 능력, 학습자의 성향(외향적, 내향적),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개별학습 선호, 팀 학습 선호 

등) 등 팀 구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특징들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일반적

으로 학습자들이 수강을 신청하는 기간 전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해야 하고 그 후에 강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강좌를 설계하기 전에 학습자 분석을 실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불편한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될 예비학습자들과 비슷한 학습자

들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안과 수강신청 기간에 강좌를 신청한 학습자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학

습자 분석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실제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분석을 위해 강의 

첫 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본 강의와 관련된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의와 관련된 공인인증 성적이나 해당 강의와 관련된 다른 

강의의 선행 수강 여부, 해당 강의를 하는 강사의 다른 수업의 수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팀기반 학습에서 팀을 구성할 때는 팀 내부의 팀원들 간은 이질적으로 구성하고, 팀 간은 동질

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습자분석 단계에서 개발한 설문 

문항 중 팀 형성에 가장 고려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팀을 구성한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학습 수준, 선행 학습 정도,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도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일 경우, 같은 동아리, 같은 학교 출신 간에 하위 집단을 구성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에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의 

과목일 경우, 유학 경험이 있거나 회화 능력에 대한 공인 인증 성적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같은 조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영어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팀 간에 

고르게 배치되어 팀 끼리 영어 수준은 동일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팀 구성 시에는 

분석된 학습자특성을 기반으로 공개된 곳에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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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 학습자 분석에서 학습자의 인원이 파악되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의 규모가 

학습자의 모든 인원을 수용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강의실 내부에 있는 시설의 점검도 이

루어져야 한다. 대형 강의를 위해서는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마이크 등 ICT 기계가 제대로 갖추

어 져야 한다. 이 외에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다면 작동 가능한지 점검한다.

팀 활동을 위해서는 책상과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적합

하다. 강의실의 공간이 책상과 의자를 팀 활동에 맞게 배치할 수 있을 만큼 확보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학생들의 활동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

록 이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업의 대부분은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음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한다.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수강인원과 팀의 개수

를 고려하여 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자리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참여가능한 조교의 수를 고려하여 자리배치를 한다. 팀 활동을 위해 팀 별 

책상을 원형으로 배치하거나 ‘ㄷ’자형 등으로 배치하여 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팀원 간 사이가 너무 멀면 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수자가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학습자들의 팀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학습결과물을 벽이나 화이트보드에 개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자리를 배치한다. 만약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자재가 지원된다면, 공유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작동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넷째, 팀 간의 의견 공유를 

위해 대형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무선 마이크를 배치한다.

다섯째, 학습 준비도 평가지, 동료 평가지, 팀별 과제 등을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정리할 수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준비한다. 여섯째, 팀 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필기도구나 문구류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한다.

과제설계 : 과제설계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들을 설계하는 활동이다. 먼

저 교수자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인지한 후, 한 학기동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4에

서 7개의 대단위로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된 내용을 고려하여 각 단위의 수업의 학습목표를 명

확히 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가 새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 수

업에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팀기반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의 내용과 난이도

를 결정한다. 팀기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읽기자료, 기본 과제, 심화 과제 그리고 강의내

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 내용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읽기자료

가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계한다. 이 읽기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 활동으로 제공되는 기본 

과제와 심화과제가 포함할 내용과 그 난이도를 결정한다. 읽기 자료의 내용과 과제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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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나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강의의 

내용을 설계한다.

팀기반 학습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읽기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본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팀 활동에 할애한다. 따

라서 교수자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 내용과 과제 해결 단계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미리 예상하여 강의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과제 개발 : 과제개발은 크게 읽기자료, 기본 과제, 심화 과제로 구분된다. 먼저읽기자료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각 차시마다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들이 결정되면 학습을 위해 학생

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 이슈, 아이디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읽기자료를 개발한

다.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들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들이 포함된 책이나 기사, 보고서를 찾아 제시하거나 교수자가 자체적으로 읽기 

자료를 제작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은 반드시 팀 내에서 활동할 

과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이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읽기 자료의 수준이 너무 어려우면 학습자는 수업 

전에 읽기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팀 활동에 참가하게 될 수 있다. 또 읽기 자료의 수준이 너무 쉬운 경우에는 학습자에게는 

개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사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또는 그 자료가 팀 활동에서 제시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지식이 제공되지 않은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읽기 자료의 수준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읽기 자료의 양이 너무 많으면 학습자들은 오히려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읽기 자료를 선정하거나 자체 제작할 때에는 학습자의 수준과 팀 활동으

로 제시할 과제의 수준, 그리고 읽어야 할 자료의 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제시된 읽기 자료로 사전 수업준비를 할 때 무엇이 핵심 내용이고, 앞으로 진행 될 

수업 내에서 팀 활동 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 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전 수업 준비를 할 때에 학생들에게 읽기 지침 자료를 

함께 제시하거나, 핵심 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을 포함시켜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안내를 통해서 성실히 준비해 온 학습자들은 모두 제대로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읽기자료가 완성되면 기본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기본 과제는 너무 단순하지 않되 팀 내부

의 적절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응용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팀기반 학습에서 팀 활동

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적 과제 해결이다.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기본 과제 해결은 실제적 과제 해결 전에 준비 단계로써 

행해지는 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과제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과제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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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을 약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실제적 과제 해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 방법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제여야 한다.

심화 과제는 읽기 자료와 기본 과제 해결을 통해 학습된 지식과 학습자의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팀 내부의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난이도 있는 과제여야 한다. 심화 과제는 기

본 과제보다 한 단계 더 응용되고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을 법한 과제로 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단순히 개념을 기술하거나 공식을 활용해 푸는 과제들과 달리 실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인물 조건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제시된다. 심화 과제는 팀원 간의 적절한 수준

의 토론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팀원이 참여해야 할 만큼  충분히 복

잡해야 한다.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결코 팀원들끼리 나누어서 해결하고 나중에 합칠 수 있는 과

제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과제의 해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팀원들이 함께하여 최종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과제여야 한다. 또한 과제 해결 시간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팀기

반 학습의 장점 중 하나는 수업 외의 시간에 팀별로 따로 모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는 수업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과제여야 한다. 심화 과제는 난이도

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제는 학생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도 그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생들의 상황과 밀접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거나 대상 학생들의 

연령과 세대를 고려하여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강의자료 개발이다.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습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수업 전 읽기자료를 통해 학생들

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업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설계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발한다.

평가도구 개발 : 읽기 자료를 읽고 학습자는 학습을 사전에 준비하여 강의실로 오게 된다. 학

생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평가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준

비도에 대한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이 평가 문항은 사전에 배포된 읽기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읽기 자료에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다. 질문들은 읽기 자료의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항이어야 한다. 단순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 보다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한다. 이 문항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항일수록 학생들의 팀 활동의 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준비도 평가 문항이 개발되면 교수자 평가 도구와 동료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수자 

평가도구는 모든 학습활동이 끝난 후 교수자의 입장에서 개인별, 팀별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팀기반 학습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팀 활동을 통해 토론하며 사고하게 하여 고차원

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팀기반 학습의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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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 성과와 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개별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단순 지식 평가문항과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이해도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또 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팀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물을 평가한다.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

였는지를 최종 결과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거를 개발하여 평가한다. 평가 도구는 종이

로 제시할 것인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여 개발한다.

동료평가 도구의 경우, 동료평가체계 설계 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여도, 배려도, 준비도,

융통성을 잘 반영한 실제 동료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동료평가 도구는 준비도(수업 준비는 얼마

나 하였는가?), 기여도(집단 토론과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배려도(다른 동료가 아이디

어를 제시하도록 지지하였는가?), 융통성(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였는가?)

등을 고려하여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

수업 전략 개발 : 과제분석과 학습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기 전체 수업을 팀기반 학습

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팀기반 학습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일주일에 2시간으로 운영되는 강좌의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는 방안, 또는 학습자 분석 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시간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

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강의의 처음과 끝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차시를 팀기반 학습 소개를 위해 할애하여 학습자들의 사전 정보 획득과 학습자들이 팀기반 

학습 방식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강의 첫날에는 먼저 강의 계획서를 배부하고 

팀기반 학습 절차에 대한 개론 소개 및 학습자 사전 정보 획득을 위한 설문시간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학생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교수자는 수업 전 미리 평가 체계를 설계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

게 미리 설계된 평가체계를 설명하고 각 평가 항목 당 일정 한도를 제안한다. 이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평가체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학습자 분석을 강의 첫 날 하는 경우에

는 팀 구성 및 강의계획서 최종 확정을 위한 학습자 분석을 설문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학습자 

분석 도구는 앞서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양식을 참고하여 교수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강의 2번째 주에는 팀 배정 결과를 발표한 뒤 팀 별로 자리를 배치하고 팀원 간 아이

스 브레이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차시 이후로 본격적인 내용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교수자들은 매 수업시간 전에 읽기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사전 읽기 자료를 완전히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 수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학생들이 읽기 자료

를 충분히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준비도 평가를 실시한다. 사전 준비

도 평가는 개인 사전 준비도와 팀별 사전 준비도 평가를 각각 진행한다. 개인별 사전 준비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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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 팀 별로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팀별 사전 준비도 평가를 실행한다. 사전 준비도 

평가 후 읽기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자는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 준비도 평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모든 팀들이 그 팀원들

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강의실이 재배치되면 팀 활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는 기본 과제에서 심화 과제 순서로 제시된다. 교수자는 교실 내부를 돌아

다니며 팀들의 팀 활동을 파악하여 토론 내용이 바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내해

야 한다. 교수자는 이런 팀에게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주어 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주

어야 한다. 충분한 팀 활동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몰입하여 배분된 시간 내에 마

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자는 주기적으로 학생

들에게 시간을 체크해주어야 한다.

팀 활동이 끝나면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짧은 강의

를 한다. 강의와 함께 팀 활동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해결책에 대한 피드

백을 제시한다. 팀 활동 후 산출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할 때 교수자는 자신이 세운 준거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해

당 강의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다면,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복습을 위해 핵심 내용을 포

함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수업 일정이 끝난 후 마지막 차시에는 전체 강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내

용은 물론 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수립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성찰을 할 

때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Michaelsen et al., 2009). 첫째,

학습 내용 이해도의 측면에서는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목록을 제시한 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기술하고 팀원끼리 공유하며 서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내용의 

적용과 이해의 측면에서는 학습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팀 별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팀 활동의 가치에 대한 학습 측면에서는 한 

학기동안 획득한 개인 점수, 평균 점수, 최저 점수, 팀별 점수와 개인 최고점수의 차이 등을 그래

프로 나타내어 팀 활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팀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인지측면에서는 팀기반 학습 전과 후에 팀 활동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여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변화가 생긴 원인들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팀의 효과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작성할 수 있는 수업전략을 세우며, 이러한 성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팀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함으로써 효과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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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업전략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학습자들의 토론 과정과 과제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평가체제 개발 :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개인성과, 팀 성과, 팀의 성공을 위한 각 팀원들의 공헌

도 등을 고려한 전체 성적체제를 개발한다. 성적체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수자는 개인의 성

과, 팀성과, 팀의 성공에 대한 팀원들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한다. 소집

단 학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체계는 학습자들에게 공지되는 것

이 좋다. 이를 위해 평가 시기와 평가항목, 가중치 등을 학습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

강의계획서 개발 : 학생들은 매 차시마다 준비해야 하는 학습 내용과 주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팀기반 학습의 강의계획서는 다른 보통의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사전  수업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범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강의정보가 포함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좌정보(교과명, 강의번호, 학점, 이수조건, 강의실, 시간, 개설

학과 주교재 정보 등)과 교수자 관련 정보(이름, 직위, 연구실 위치 및 전화번호, 개설학과 전화

번호 등), 평가 방식(준비도, 팀, 개별, 동료, 중간, 기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팀기반 학

습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강의의 목적, 학습목표, 평가체계, 수업진행방법, 학습

자와 교수자의 역할, 주요 학습활동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야 한다. 셋째, 강의 일정이 매우 정교

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주차별로 강의 주제, 학습목표, 읽기자료 목록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강의 일정으로 1,2차시에 팀기반 학습 진행 방식 관련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제시하고, 매 

차시마다 사전 읽기자료의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해당하는 수업에 맞는 올바른 읽기자료를 

읽고 사전 학습을 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획서로 구성한다.

형성평가 실시 : 형성평가는 팀기반 학습을 처음 도입하는 교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단계이다.

최소 3~4명의 학습자와 함께 사전읽기자료 배포, 학습준비도 평가문항의 풀이 및 답안지 회수,

성적체계 등을 실행 해 본다. 팀기반 학습 운영 경험이 있는 교수자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

거나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실제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을 실행해봄으로써 돌발

사항을 미연에 방지 또는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 바람직하다. 형성평가 후 학습자들로부터 다음

과 같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개선점으로는 첫째, 팀기반 학습 설계 적합성 분석, 환경 분

석, 학습자 분석은 팀기반 학습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였는지, 둘째, 분석 단계의 결

과가 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셋째, 환경설계, 수업 내용 설계, 팀 구성 시 팀기반 학습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넷째, 평가 문항은 학습자의 목표 달성 여부를 충분히 반영 하였는지,

다섯째, 읽기 자료와 팀 활동 과제는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 여섯째, 평가도구는 

설계된 것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등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모의 수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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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학습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될 수 있다.

팀기반학습 실행 : 실행 단계에서는 설계된 모든 수업 절차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빠짐

없이 검토해야 한다. 형성평가로부터 도출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된 수업을 수정한 

뒤 최종 도출된 수업 설계안을 실제로 실행한다.

총괄평가 실시: 설계된 팀기반 학습의 실행이 종료되면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설계안을 

검토한다. 형성평가는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교수자 자

체 평가로는 설계된 팀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수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

각하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각 자료들이 팀 학습 활동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었는지 등의 검토를 통해 설계된 수업 절차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수업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총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의 평가는 대학에서는 학기가 끝

날 때 시행하는 강의평가 결과가 좋은 자료가 된다. 학생들이 평가한 강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전체를 검토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일반적인 대학 강의에서 초보 교수설계자들도 효율적으로 팀 기반 학

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팀 기반 학습관련 문헌들을 탐색하여 팀 기반 학습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초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최초 모형은 4인의 전문가 검토, 3인의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이 개발되었으며, 그리고 최종 모형은 팀기반 학습 및 교수설계 

전문가 7인으로부터 타당화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팀기반 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설계자의 활동이 규명되어 있다. 기존의 팀기반 학습 모형은 

준비도 평가 등 수업 전 약간의 활동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로 실제 팀기반 학습을 실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조아라, 2008; Haidet et al.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수업 전,

중, 후에 포함되는 일련의 설계과정을 모두 안내하는 모형이므로 수업을 실행하는데 초점을 둔 

팀기반 교수학습 모형보다 포괄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모형은 대학에서의 팀 기반 학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모형이라는 점에서 초,중,

고등학생 또는 특정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과 차별점을 갖는

다. 본 모형에 제시된 평가체제개발 단계에서 중간·기말고사 반영비율 정하는 활동이나 강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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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서개발 등의 활동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맥락을 반영한 교수설계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모형은 대학에서 대형 강좌이면서 강좌의 목적이 학습자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인 경

우에 본 모형의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강좌일 경우에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계모

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본 모형에서 과제설계, 과제 개발 및 평가도구 개발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팀 기반 학습은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학습자 개개인의 준비도 평가로부터 수업이 시작

되며, 팀 과제 역시 난이도가 낮은 과제와 높은 과제가 학습자에게 제시된다. 팀 기반 학습의 

평가는 개인성과와 팀 성과 결과 그리고 동료 평가 결과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팀 기반 

학습에서의 평가는 준비도 결과, 과제해결 결과 등 다양한 결과물을 해결해야 하며, 평가 방식 

또한 다양하므로 교수설계자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Michaelsen, & Knight, & Fink, 2009).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에서는 과제 설계 및 개발 및 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수자의 설계활동을 자세히 진술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모형을 사용하는 교수설

계자는 모형을 활용하여 팀 기반 학습을 설계할 때 모형의 각 단계별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티칭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 티칭포트폴리오 작성 통해 교수자는 자신

이 설계한 수업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심도있게 할 수 있으며(Wolf, 1998), 학습자 중심 교육

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Barton, & Collins, 1993). 따라서 교수설계자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모아 티칭포트폴리오로 

활용하면 앞으로의 팀 기반 학습 활용을 위한 예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팀 기반 학습을 시행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정서적 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팀 기반 학습

은 앞서 언급된 학문 외에도 더 다양한 학문에 적용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많은 팀 기반 학습 연구

들은 팀 기반 학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팀 기반 학습의 수업 절차와 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교수자가 팀 기반 학습을 설계하

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확한 단계와 각 단계별 상황적 지침을 자세히 제공하고, 그것을 시각화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업 설계에 서툰 초

보자도 손쉽게 팀 기반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기 쉽고 자세하게 팀 기반 학습 설계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에 대한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살



296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은 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 전문가 타당

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적 엄격하게 검증을 받으며 완성되었다. 그러나 모형 타당화의 또 

다른 방법으로써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모형으로 설계

된 수업을 실행한 후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및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팀워크 능력 등을 측정하

여 통제집단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팀 기반 학습은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팀 기반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 

또한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 역시 다른 

설계모형에 비해 설계활동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형 사용자들이  본 모형대로 

수업을 설계할 경우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모형이 활발히 사용되

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 사용 전략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예로, 팀 기반 학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출하여 안내하는 모형 개발 연구를 들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은 면대면 수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팀 기반 학습을 

실행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수업의 전 과정에서 이론 학습과 팀 기반 학습

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 팀 기반 수업이나 한 차시의 수업의 부분으로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하

는 부분형 팀 기반 학습에 대한 수업 설계전략이 포함된 모형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팀 기반 학습 활동 유형(혼합형, 부분형)을 위한 수업 전략과 상황적 지침을 포함하여 

모형을 정교화 시키는 연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팀 기반 학습은 의대에서 시작한 학습 방법으로 그 효과성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 팀 기반 학습은 대학생뿐 아니라 초, 중, 고

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도 그 활용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 교육 요구들을 고려하여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팀 기반 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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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Team-Based Learning Design Model

in Higher Education
1)2)

Jang, Seon-young*

Lee, Jeo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Team-based learning(TBL) design

model in higher education. The TBL design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s; 1) developing the 1st TBL design model in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2) getting the expert review on the first TBL design model, 3) getting

test for use by four practicing instructional designers, and 4) getting model validation by seven

experts.

The developed TBL design model consists of 'judgement of appropriateness of TBL in

university class', 'learner analysis', 'team building', 'learning-environment analysis', 'learning

-environment design', 'task design', 'task development', 'evaluation tool development',

'formative evaluation', 'TBL instructional strategies design', 'evaluation-system determination',

'syllabus development', TBL implementation', and 'summative evaluation'. The TBL design

model in higher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ncludes specific guideline of each step

of this model.

The model was validated by seven experts. The results as follows: All of the CVI were over

0.8, and IRA was near 0.9.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TBL design model was both reliable

and valid. The suggested model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design scaffolding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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