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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반 학습을 활용한 학 공 수업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46명으로 1∼3주차는 강의식 수업과 TBL에 

한 소개를 하 으며 4∼14주차까지  기반 학습을 진행하 다. 이후 효과 측정은 설문지  인터뷰, 자

유기술형 응답 등을 활용하 다. 그 결과,  기반 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는 강의식 수업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한 학습자들은 충실한 학습, 흥미롭고 원활한 상호작용, 능동 인 학습과 참여, 발표력과 의

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함께 학습만족도 역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기반 학습을 

다른 교과목에도 용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중심어 :∣팀 기반 학습∣학업성취도∣학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ng effects of TBL (Team-based learning)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bjects were 

46student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This study surveyed instructor-led classes and 

orientation of TBL, which is provided from the 1st week to 3rd week. Then, TBL was performed 

from 4th week to 14th week. The results were found by utiliz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hrough free form technology, which produced effective and measured responses. So academic 

achievements was improved significantly better than classical explanation teaching. And also 

learning satisfaction was improved with students' substantial amount, interesting and seamless 

interaction, active learning and participation, improved presentation technique, and competence in 

mutual communication. I suggest that TBL should be applied to othe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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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공 인 수업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 일방 인 강의 심 학습이 아

닌 학습자와 함께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12656

엇보다도 학습자들의 극 인 수업참여와 학습자 상

호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수

이다. 특히, 사회는 독창 인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소통하는 세계인을 필요로 

하므로 수업에 극 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은 더

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1].

최근 주장되는 많은 신교수법들은 교수자의 새로운 

발상과 함께 시도되고 있다.

김철, 마 성(2005)은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흥미, 

심을 기 로 각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한 교수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2]. 

한 김종훈, 김종진, 고정림(2006)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 

향상을 해 학습자 심의 교육을 실 할 수 있는 창

의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3]. 그러나  

여 히 학습자들의 극 인 참여와 상호작용은 부족

한 실정이다. 학습자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교수자는 학습자를 자기 주도 이고 능동

인 참여자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수

자는 기존 강의 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교수법

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하 루타, 스마트 러닝, 문제

심학습(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 학습

(TBL:Team-based Learning), 액션러닝(Action Learn 

-ing), 거꾸로 학습(= 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토론법, 캡스톤 등과 같은 학습법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 밖에도 김윤민, 김윤희(2010)는 블랜디드 액션러닝

을 심미정, 오효숙(2012)은 자기주도  학습 등을 강조

하는 추세에 있다[4][5].

특히, 미 슨(Larry Michaelsen)은 다양한 신교수법 

가운데 TBL은 한 사람의 교수자가 규모 수업에서도 

체 수업을 리할 수 있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들은 TBL 수업방식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해석능

력, 워크 기술, 피드백 교환 능력, 지식습득능력, 습득

한 지식을 실제 사례에 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의 문

인 직무역량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하 다[6].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TBL을 활용한 수업설계  운 과

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사회복지에 한 사  비나 문 

지식이 없는 신입생들을 상으로 사회복지학 공의 

기 가 되는 ‘사회복지개론’ 교과목에 TBL을 용하고

자 하 다.

미 슨(Larry Michaelsen)은 수업시간 내내 수강자

들 수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수강자들은 제 

시간 출석  비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특징

이 있다고 하 다[7]. 그의 동료인 핀크 (L. Dee.Fink)는 

규모 강의에도 용하지만 다양한 소규모 집단을 활

용하는 교육 략  TBL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 인 

방법이라고도 주장하 다[7]. 한 박수정(2015)은 

TBL은 소규모 학습으로 지식의 공유와 활발한 상호작

용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학습능력의 증진을 기 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그 

밖에도  고유진(2015)은 TBL의 경우 기존의 소규모 

심 학습형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 을 언 하면서 

매우 효과 인 수업 략임을 거듭 주장하 다[6][8].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소규모 강의에 TBL을 용하여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에 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TBL을 용하고자 하는 다른 교수자들에게 

선행연구로써의 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TBL의 탐

구  용결과를 공유하고 발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

을 것이라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TBL은 래리 미 슨(2009)이 창안한 것으로, 규모 

수업에서 5∼7명의 학생을 하나의 으로 구성한 뒤, 

소집단 활동과 과제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이다. 

TBL은 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원들

끼리 비 공유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기존에 배웠

던 지식을 실제 과제에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9].

TBL은 통 인 강의 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온 히 의 성공 인 결과물 산출을 한 수업운 으

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과제 해결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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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구성원들과의 력에 필요한 사회  기술을 갖추

게 될 것이다[1].

TBL의 특징으로는 첫째,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

의 차원을 넘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를 일련의 학습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문

제를 해결하게 한다. 둘째, 많은 학생들은 학습자이자 

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장 과 약 에 한 깊은 통찰

력을 얻게 된다. 셋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도 동료 학습을 통해 성공 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

고 학습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출석

이나 교수자가 계획한 내용을 학생이 제 로 비해 왔

는지에 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학생들이 수업을 제

로 비한 뒤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동료  교수

와 함께 학습하는 느낌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

인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을 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 하므로 학생들과 보다 더 의미 있는 계를 맺을 

수 있다.

TBL의 장 으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학습

으로 수강자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10],  혹은 그룹 내에서 함

께 생각하고 해결을 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최

종 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11]. 

TBL의 단 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의 ‘무임

승차’이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구성원 모두가 지  자

원으로  학습에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TBL은 한  구

성, 구성원들의 역할 설정, 학습 활동에 한 성찰과 피

드백, 공정한 평가를 통한 개인과 의 발  진 등을 

한 네 가지 학습 원리 용을 제로 한다[12]. 

네 가지 학습 원리로는 첫째, 집단을 하게 형성

하고 운 해야 하며 둘째, 학생들은 개인별, 별 과제

에 책임이 있고 셋째, 집단 과제를 통해 학습과  개발 

모두가 진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성과에 해 

시의 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7][11].

TBL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을 활용하는 과정 에 

갈등과 문제해결, 그리고 성취의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

자들의 활동과 사고가 발 한다. 이 때 하게 되는 많

은 정보들을 내면화하기 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

하고 사고해야 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궁극에는 문제해

결을 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 

학습 자체가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 사람

이 되기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 인 사람이 

되기 해서는 구성원들과 상호교류  소통으로 스스

로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사회성과 인 계,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TBL은 최상의 성과를 산출하는 학습 이 되도록 지

원하고, 그러한 들이 유의미한 학습 과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교수ㆍ학습 방법이다[7]. 즉, 

통 인 수업 방식에서 ‘지식의 달자’ 역할을 하던 교

수자들은 TBL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 자’, ‘정보

의 제공자’, ‘ 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

며, 단순한 ‘지식의 수혜자’ 던 학습자는 개인   학

습에 한 책무성을 지닌 ‘ 극 인 참여자’로서 문제에 

한 질문을 제시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용, 정보

들을 종합하여 스스로 개념의 틀을 만들고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13]. 

TBL은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을 단 로 

수업을 운 하는 소집단 활동에 해당하지만 기존의 집

단학습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보완하여 설계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14]. 

수업  (강의실 외) 수업  (강의실 내)

(1) 사전계획 (2) 선행학습 (3) 준비도 확인 (4) 과제해결

팀 바탕 학습 
수업설계

읽기 과제
(개별 학습)

개인/팀 평가
팀별 이의제기
피드백/보충강의

팀 토의
피드백
동료평가

표 1. 팀 기반 학습의 단계

  

TBL과 련된 선행 연구로는 의학교육을 해 처음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이나 간호학 교육과 

련된 분야에서 주로 많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선 과 이정주(2015)는 ‘ 학에서의 TBL 설계모형 

개발연구’에서 일반 인 학 강의에서 보 교수설계

자들도 효율 으로 TBL을 설계할 수 있도록  TBL설

계모형을 개발하 다[15]. TBL의 실행  교수설계자

의 활동이 규명되어 있어야 하며, 학에서의  기반 

설계모형은 , , 고등학생 는 성인 집단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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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TBL설계모형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

다. 한 TBL을 설계할 때 모형의 각 단계별 결과를 

정리하여 티칭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것을 제안하 다[13].

이승희(2015)는 TBL의 필요성과 방법에 하여 ‘한

국간호교육학회 학술 회 발표’를 통해 의학과 2학년 

학생 160명을 상으로  기반 학습 수업을 실시하

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 비도시험(RAT)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고 언 하 다. 한 학생들이 집단 활동 과정에서 때

로는  집단에 기여하지 않는 개인, 수업 비를 미

리 해오지 않거나 아  수업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

들이 있었다는 문제 을 지 하기도 하 다[16]. 

고유진(2015)은 ‘TBL을 용한 감상 역 지도방안 

연구’에서 음악교과의 특성상 추상 이고 감각 인 측

면에 의존하기 쉬운 감상 역에 새로운 수업 략을 제

시하여 비 이고 생산 인 사고과정을 경험하도록 

하 다. 학습자들은 음악을 보다 체계 으로 학습하여 

음악 감상에서 개인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음악  

소통으로 구성원과의 조화와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미

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품성을 기르고자 하 다[1].

하채연(2013)은 ‘TBL이 등학생의 자기 주도  학

습 능력과 정서 지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TBL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행동 조  역과 정서인식, 정서표 , 정

서활용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학습 

부담의 경감과 친구들과의 정 인 소통, 수업 흥미 

향상과 타인과의 친 도 향상을 구체 으로 서술하여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14].

진 훈과 손정우(2011)는 ‘TBL이 재 학생의 창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 으며 

그 결과, 창의  문제해결력이 유의미하게 향상하 고, 

특정 역의 지식·사고기능·기술의 이해  숙달여부 

역의 하  요소도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외에 확

산  사고 역에서 일부 요소가 향상되었고, 비 ·

논리  사고의 역, 동기  요소 등에서 정 인 결

과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17].

TBL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계 으로

는 주로 의학교육에 용한 사례가 많다는 과 다른 

소집단 연구에 비해 TBL의 용 사례가 그리 많지 않

았다는 이다. 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재까지 주로 문헌연구를 하 다. 그러나 

TBL과 련된 선행연구의 공통 은 TBL과 같은 새로

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강력한 

시도가 될 수 있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을 정립할 수 있

으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복

연구를 통하여 TBL의 용과 탐색을 하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3월에 U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

학하여 사회복지학에 한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련 경험  지식이 많지 않은 사회복지 공자

들에게 가장 기 인 “사회복지개론”을 수강하는 학

습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구분 학년 성별 인원수(명)

통제군
(N=43)

2015년 
학습자

1학년 남 27
43여 9

복학생 남 5
여 2

실험군
(N=46)

2016년
학습자

1학년 남 29
46여 9

복학생 남 7
여 1

표 2. 연구대상

2. 연구방법 
강의시작에 앞서 2015년 12월 ∼ 2016년 2월의 약 3

개월에 걸쳐 TBL수업을 용할 교육과정을 선정하

고 강의내용과 방법에 한 분석  사  수업설계를 

하 다. 한 이  학기의 강의계획서, 강의 포트폴리

오, 강의 사례발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 고 이  학기 

사회복지개론 강의평가 결과, 학습자 산출물  반응 

등을 모아 정리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티칭 포트폴

리오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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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은 2016학년도 1학기(2월 29일∼6월 22일)

로 1∼3주차 수업에서는 사 계획 기간으로 강의식 수

업과 동시에 수강자들에 한 사 정보를 수집하 다. 

4주차에서 14주차까지 TBL 교수법을 용하여 수업

을 진행하 고 15주차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 다.

사
계획

 빌딩

10회 반복운

평가선행
학습

비도 
확인

문제 
해결

강의 전 4주차 5주차 ∼14주차 15주차

표 3. 사회복지개론 강의의 설계 및 운영

2.1 사전 계획 단계
사  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실시로 교과목에 

한 반 인 소개와 TBL수업에 하여 사 에 상세하

게 공지하 다. 한 수업 1주차에 교수자는 학습자들

에게 교수자의 정보를 제공하 으며 학습자들은 자신

의 정보를 교수자에게 상호제공 하 다.

그림 1. 자기소개 양식

다음 활동은 네임텐트를 만들어 자기소개를 하 다.

그림 2. 네임텐트의 구성

활동 방법은 자신이 만든 네임텐트를 명찰처럼 다른 

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한 사람을 소개한 다

음 다함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정 이고 허용 인 분

기를 조성하 고, 1주차에 만든 네임텐트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매 시간마다 계속 사용하도록 하 다.

2.2 팀 빌딩 단계
강의가 시작된 후 3주간 강의실시 후 4주차에  구

성을 포함한  빌딩이 이루어졌다.

 구성 방법은 능력은 비슷하고, 배경은 다양하며, 

친분 계를 철 히 배제하고 4∼6명이 한 을 이루도

록 교수자에 의해 무작 로 구성하 다.

 1반: 형형색색 네 가지, 펭귄, 천하무적, 아띠(친구의 옛말), 미녀와 야수, 
우무사복(우리는 천하무적 사회복지!)

 2반: 아싸, 치얼스, 얼룩말, 3355

표 4. 팀 이름 정하기

 이름 정하기는 의 성향과 비 을 포함하는 내용

으로 간단명료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선정하도록 하

다. 의 단합과 분 기 환을 하여 함께 외칠 간단

한 구호도 정하도록 하 으며, 약간의 연습을 통해 자

신 있게 다함께 외칠 수 있도록 하 다.

 1반: 우리는 - 천하무적 - 사회복지 – 파이팅!

 2반: 아싸 아싸 아싸 - 사회복지! - 야! 

표 5. 팀 구호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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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팀 이름 정하기 활동

 활동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자율

으로 정하게 하 으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없거

나 지킬 수 없는 내용은 삼가하도록 하 다. 경제 인 

것을 요구하여 상 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워크를 

해하는 내용은 배제하 으며, 부정 인 내용보다 정

인 내용으로, 추상 인 내용보다는 구체 인 내용으

로 구성하도록 유도하 다. 

1반 형형색색 네 가지
⦁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타인 비판 금지
⦁ 개인에게 배정된 시간 엄수하기
⦁ 발언 기회 골고루 주기
⦁ 서로 칭찬해 주기
⦁ 수업 시 핸드폰 진동으로 하기 

표 6. 팀 그라운드 룰 정하기

2.3 선행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수강자들은 주교재와 함께 교수자가 제공한 학습자

료 가이드를 읽고 선행학습을 하 다. 

교수자는 학습자료 가이드를 정리하여 학과 홈페이

지-교수별 자료실에 사 에 탑재하여 참고하도록 하

다. 

그림 4. 선행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활동

2.4 학습준비도 평가
매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정도 팝 퀴즈를 실시하

여 학습 비도를 평가하 다. 먼  개인평가는 10개 정

도의 주요 개념에 한 문항을 선정하여 문제지 형식으

로 검하도록 하 다. 

그 다음으로는 별 평가로 교수자가 개인별 시험지

를 채 하는 동안 별 평가를 실시하 다. 이후, 원 

체가 동시에 답을 말할 수 있도록 OX카드를 이용한 

별 동시평가를 실시하 다. 이후 별 시험지를 거둔 

후 별 수를 발표하 고, 정답에 이의가 있는 은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후 교수자는 련내용에 따른 보충설명  강의를 

실시하 으며, 실제 사례나 동 상 등을 제시하여 학습

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비된 상태로 수업을 

수강하므로 수업의 체 인 맥락과 요한 내용, 심화

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림 5. 학습 준비도 평가 활동

2.5 문제 해결 
이 함께 학습에 참여하는 문제해결 단계는  기반 

학습의 가장 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비도 확인과 

보충강의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용

하는  과제를 부여받아 해결하는 것이다. 

과제는 선택형과 서술형 등으로 나  수 있으며, 

비도 평가에 비해 보다 심화된 내용을 심으로 제시하

다. 학습한 이론을 용할 수 있도록 도 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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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 는데 교수자의 입장

에서는 매번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이 

어려운 부분 의 하나 다. 

 활동 결과 발표는 별로 화이트보드나 큰 종이를 

이용하여 핵심 인 내용을 도록 하 고, 이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문제에 따라 구두 발표

나 워크시트를 제출하는 방식도 하게 활용하 다. 

별 결과를 발표 후에는 교수자는 피드백을 제공하

고 지식의 이해와 용 수 을 평가하 다. 

그림 6. 문제 해결 활동

2.6 팀 기반 학습 평가 및 성찰 

그림 7. 팀 기반 학습 평가 및 성찰 활동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학생들 간의 동료평가가 이루

어졌다. 학생들은 시험 형으로 앉아 비된 동료평가 

설문지에 응답하 고, 학기 에 다함께 결정한 평가 

비율에 의해 간고사와 기말고사 성 도 반 하 다. 

교수자는 개인 성과로 개인 비도 평가 수, 출결 

등을 체크하 고  성과로  비도 평가 수, 문제

해결안 등을 반 하 다. 한 학생들이 작성한 동료평

가 결과를 반 하여 최종 성 을 산출하 다. 

TBL의 평가  성찰 부분에서 자아성찰에 련된 자

기 성찰일지  상호평가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동료

평가에는 자신의  내에서 원들의 칭찬할 , 개선 

 추가해야 할 사항, 순  등을 정하게 하 고, 별 평

가에서는 자신의  외에 다른 의 발표에 한 칭찬

할 , 개선  추가해야 할 사항, 순  등을 응답하게 

하 다. 

3. 연구 결과 분석 방법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하여 2015년도 ‘사회복지

개론’ 수업의 체 평균 수와 2016년의 ‘사회복지개

론’ 수업의 체 평균 수를 비교하 다. 이에 양  분

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하여 강의 동 상 촬  

 자가 분석, 학생들의 교수  수업에 한 자유 기술

형 평가조사, 학생들과의 별 인터뷰, 학생들과의 개인

별 인터뷰,  간의 자기평가  동료 평가,  내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개인별 성찰보고서, 팝 퀴즈 활동자

료, 학기  모든 별 활동을 정리한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질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는 매 학기 강의종료 후 교학처

에서 실시하는 각 과목별 수업평가를 활용하 다. 학습

자들은 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총 11개의 문항에 

따라 5  척도(5 이 ‘매우 그 다’)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 마지막 문항으로 자유 기술형으로 답하는 것

이다. 설문지 분석 등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Cronbach α, T-test를 실시하 고, 통계

분석방법에 한 검증 통계량의 유의성은 .05의 유의수

에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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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역 질문내용

1 수업
준비

교수는 수업계획서에서 강의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명
확하게 제시하였다. 

2 수업
준비

교수는 수업을 위한 교재와 수업자료(교재, 참고문헌, 강의
자료 등)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3 수업
과정 교수는 수업시간을 잘 지켰으며 휴강인 경우 보강을 하였다. 

4 수업
과정

교수는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
시하였다. 

5 수업
과정

교수는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다.

6 수업
과정

교수는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
다.(전화, 이메일, 강의콘텐츠 제공 등)

7 수업
과정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 하였다. 

8 수업
과정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였고 성실히 응답하
였다. 

9 과제물
&시험

수업 중 제시된 과제 및 시험은 수업내용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0 과제물
&시험

과제 및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였으며 평과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11 전반
평가 이 강의에 대해 만족하며 동기나 후배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표 7. 학습 만족도 평가표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U 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일

부 학생들을 상으로 TBL의 효과를 측정하 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Ⅳ. 연구결과

1. 양적 평가  
1.1 학업성취도
2015년과 2016년의 '사회복지개론‘ 학업성취도 수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변수 집단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성취도 
평가점수

2015 79.86 8.28
-2.042 .044*2016 83.21 7.22

전체 81.00 7.00

표 8. 학업성취도 결과

2015학년도 1학기의 강의 주로 진행하 던 ‘사회복

지개론’의 학업성취도 수는 ‘79.86/100’이 으며,  

2016학년도 1학기에 TBL을 용하여 진행한 ‘사회복

지개론’ 학업성취도 수는 ‘83.21/100’이었다. 

2015년 학습자의 성취도와 2016년 학습자의 성취도

의 차이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

은 -2.042, 유의확률 .044로서 유의수  p< .05 수 에

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

는 2015년 학습자보다 2016년 학습자의 평균이 조  더 

높게 나타났다. 

1.2 학습 만족도
2015년과 2016년의 '사회복지개론‘ 학습 만족도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변수 집단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평가점수
2015 4.34 4.66

-5.50 .001**2016 4.56 3.97
전체 4.46 4.66

표 9. 학습만족도 결과

학기별 학습자들의 수강 후 수업평가 결과를 토 로 

2015학년도 1학기의 강의 주로 진행하 던 ‘사회복지

개론’의 수업평가 수는 ‘4.34/5.0’이 으며 2016학년도 

1학기에 TBL을 용하여 진행한 ‘사회복지개론’ 수업

평가 수는 ‘4.56/5.0’이었다. 2015년 학습자의 성취도

와 2016년 학습자의 만족도의 차이에 한 통계  유의

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5.50, 유의확률 .001로서 

유의수  p< .05 수 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2015년 ‘강의 주’의 수업보다는 2016

년 ‘TBL’을 용한 학습 만족도가 조  더 높았다. 

2. 자유 기술형 평가 
응답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다.’ 등 

교수자에 한 인사말이나 무응답에 가까운 문항들을 

제외한 모든 응답에 하여 질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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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실하게 이루어진 학습 
TBL의 가장 큰 강 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진 학습을 

꼽았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보다 제 로 된 학습

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 다. 선행학습과 개인별 비

도 평가 때문에 기본 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별 

비도 평가와  문제해결 활동에서 기여하기 해서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 다. 수업  선행학습 - 

비도 확인 - 문제해결로 구성된 학습 과정이 학습자들

에게 많은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심화된 내용들이 있어 좋았다.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니 설명도 쉽고 이해도 빨리 되었다. 

⦁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 가끔 말이 생각나지 않아 침묵이 
흐르면 우리 팀에 오셔서 질문형식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 가장 기억
에 남았다. 

⦁ 대학생이 되고 나니 의례적으로 고등학교 때 하던 조별 수행평가와 다
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제나 팀 활동을 하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되
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수업보다 더 충실한 수업 이었다
고 생각된다. 

⦁ 사회복지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열심
히 공부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표 10. 자유 기술형 평가 1

2.2 흥미롭고 원활한 상호작용 
학습자들은 TBL이 학습의 효과 뿐 아니라 원활한 상

호작용을 통해 재미와 흥미가 있었고, 새롭고 정 인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 다.

한 교수자는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로 별 토론 

시 수업에 주의를 집 할 수 있도록 돕고 수시로 별 

피드백을 주었으며 토론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그 밖에 한 강화물(책, 문구류, 다과

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진(발표  팝 

퀴즈 수 합산하여 우수자 포상)을 유도하 다. 

⦁ 수업이 재미있게 이루어져 지루한 줄 몰랐고, 제 생각을 여러 번 팀원들
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많은 친구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든든
했고, 혼자의 생각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 수업이었다. 

⦁ 딱딱한 과목을 친근하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한 학기동안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 부족한 발표를 했음에도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피드백
도 잘 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표 11. 자유 기술형 평가 2

2.3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진정한 팀 웤 
강의 주가 아닌 능동 이고 활동 인 수업이라 좋

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첫 걸음으로 

‘사회복지개론’ 교과목을 하면서 다양한 을 가지

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면면을 알아보는 기회와 함께 수

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에 한 정  응답

이 많았다. 

자유 기술형 응답에 무임승차나 불공정한 평가에 

한 언 이 없었던 도 분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습자들이 경험한 TBL수업 이 의 단

순 그룹 활동에서는 분 기가 좋은 그룹과 분 기가 좋

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기도 하고, 무임승차가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TBL은 ‘진정한 의미의 ’

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발표나 퀴즈를 통해 배운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방법이 이 수업의 최고
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제가 한 번 학습한 뒤, 피드백 해 주시며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확실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며 수업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
고, 팀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공부하는 점이 좋았다. 

⦁ OX퀴즈를 매번 하는 것이 좋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서 한 학기가 즐
거웠다. 

⦁ 수업 시간 중에 조원끼리 하는 팝퀴즈는 수업 중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
았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았다. 

표 12. 자유 기술형 평가 3

2.4 사회복지학 전반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는 신입생을 상으로 이루어진 

교과목인 만큼 학습자들에게 사회복지학 반에 한 

내용을 소개하고 문가로서의 자질과 학습의지를 고

취시킬 필요에 알맞게 TBL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강자

들은 사회복지 반과 각 분야의 세부 내용에 한 

심이 많아졌다는 반응을 보 다. 

실제로 많은 기 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한 학수

업의 첫걸음은 성공 이었다고 평가하 고 그 이유는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학문

과 서로에 한 이해로 보다 즐겁게 한 학기를 마쳤다

는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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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인 만큼 다양한 지식과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게 된 점들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처음에 혼자 책을 읽을 때는 귀찮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팀원
들과 맡은 단원들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좋았다. 

⦁ 사회복지에 대한 첫 걸음이자 전반적인 기초다지기에 만족스런 수업
이었다.

표 13. 자유 기술형 평가 4

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학업성취도는 2015년 ‘사회복지개론’ 과목의 학습자 

43명의 체 평균이 ‘79.86 ’이 고 수강생들 간의 표

편차는 8.28이었다. TBL을 용한 2016년 ‘사회복지개

론’ 과목의 학습자 46명의 체 평균은 ‘83.21’로 년보

다 조  향상되었으며 표 편차는 7.22 다.

학습목표 달성여부 악을 해 합한 평가 방법인 

팝 퀴즈와 과제, 시험 등의 활용 시 기보다 차 평균

수가 증가( 기 4～5 →후기 9～10 )하 고 틀린 

경우 보충 강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 다. 

무임승차를 막기 한 방법으로  내의 역할분담, 

발표자의 무작  추출, 포스트잇을 이용한 NGT(Nominal 

Group Technique)를 활용하여 흥미와 집 도를 높임

으로써 학업성취도는 년에 비해 높았다고 하겠다. 

이승희(2015)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학습자 상호간

에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 비과정에

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에 

기여하지 않는 개인, 수업 비를 미리 해오지 않거나 

아  수업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학습자들이 있었다는 

은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학습만족도는 강의 종료 후 수업만족도 측정 결과, 

2015년 ‘4.34/5.0’이 으나, TBL을 용하여 진행한 

2016년에는 ‘4.56/5.0’으로 향상 되었다. 그 밖에도 자유 

기술형 평가에서도 수업에 한 정 인 평가와 함께 

학습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장선 과 이정주(2015)는  기반 학습 설

계 시 모형의 각 단계별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티칭 포

트폴리오를 제작할 것을 제안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극 수용하여 활용한 결과 단계별 수업진행에 많

은 도움이 되었다. 

TBL에서 변화와 향상을 보인 것은 ‘학습자’들이다. 

학습자들은 이론과 함께 평소 해보지 못한 TBL을 통

하여 주차가 거듭 될수록 스스로 수업에 한 열의와 

집 력을 보 고 활발한 수업참여로 인한 정 인 결

과를 가져 왔다. 이는 고유진(2015)과 서지혜(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1][18].

마지막 수업평가(본인, 동료 평가)  자아성찰일지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들이 향후에도 

이번 학기와 같은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지속 으로 진

행하기를 원한다고 기술하 다. 한 향후 후배들에게 

극 이 수업을 권유하고 싶다고 표 한 것은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 김 정(2015)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수업과정을 시함과 문제해결을 한 교육  효

과가 나타났으며 TBL의 의의가 있었다[19].

그 밖에 교수․학습에 TBL 용한 이후 수강자들 상

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에 띄게 향상되었다. 즉, 

원들 간의 의사소통, 동심, 발표능력, 문제인식  해

결 능력의 향상과 함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더욱 친

한 인간 계도 형성되었다. TBL의 용으로 학습 부담

의 경감과 친구들과의 정 인 소통, 수업에 한 흥

미 향상과 타인과의 친 도가 향상되었다는 하채연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특히,  내의 리더 역할을 하는 수강자들은 리더십 

역량과 민주  회의운 도 곧잘 해냈으며 원들 간의 

상능력, 동심, 발표능력, 문제인식  해결 능력을 

이끌어내는 주도 인 역할을 하 다. 이는 TBL 교수법 

 더 극 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참여할수록 지식의 

이해와 학습 진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  측면에서

도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학교육의 본질 인 의미를 제고하고, 창의 이고 

발 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TBL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의 용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보다 생

산 이고 극 인 상호작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학

습자 스스로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수업의 주도권을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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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기 수업에서는(4～5주차) 일부 수강자의 경우 기존

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TBL이라는 교수법의 용으로 

극 인 학습참여  응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 때 

교수자는 진자로서 끊임없이 별 찰과 정보제공 

 피드백을 하 고 선행학습과 확인단계를 거쳤다. 그

러나 학교 내규에 따라 수업 진행 시 주당 3시간의 경

우 2시간과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간혹 에 지 넘치

는 토론  질의응답 시간들이 있었으나 부득이 수업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던 이 아쉬웠다. 이러

한 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시간을 철 히 계산하고 안배

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하 으나 

여 히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TBL의 효과를 확인하 기에 보

이고 반 인 지식을 다루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보

다 심화되고 심층 인 문 지식을 다루는 타 교과목에

도 TBL의 용을 극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TBL이 

학습자의 이해와 심, 흥미  참여도 유지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 하기 때문이다.

향후 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볼 때, 

사회복지학 분야뿐만 아니라 타 공에서도 TBL은 활

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TBL은 사

비 차와 운 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수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그에 따른 보람, 뛰어난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한 번 조직된 은 수업 활동 

반에서 강한 결속력을 보이므로 하나의  체계가 구축

된 후에는 유기 이고 자율 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참

여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편안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TBL을 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효과

성 검증을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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