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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PBL)의 수업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적용 후 팀 
활동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팀 역동성을 측정한 융합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 실험군에게는 팀 퍼실리테
이션 프로그램을, 대조군에게는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
램을 교육 받은 실험군이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팀 활동을 위한 개인기여 역량(F=5.12, p<0.05), 팀원들의 
팀 역동성(F=10.3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팀 역동성 항목 중 팀원 간 신뢰(F=9.86, p<0.01), 
의사소통((F=5.69, p<0.05), 팀 학습행동((F=4.57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 PBL 수업에
서  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이 팀 역동성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PBL과 같은 소그룹 협동 학습에서 
팀 역동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사전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문제중심학습,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팀 활동
Abstract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team facilitation 
program as well 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Problem Based Learning (PBL) and how 
these influence on team dynamics. Data were collected in a convenient sample of 126 nursing students 
(intervention group=69; control group=57).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T-test, and ANCOVA. 
SPSS23 was used.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the PBL team facilitation program, whereas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human interaction training. The intervent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a team dynamic among team members(F=10.35,p<0.01), trust 
among team members(F=9.86,p<0.01), communication(F=5.69,p<0.05), learning behavior of a 
team(F=4.57,p<0.05), and individual capability evaluation(F=5.12,p<0.05). Team performa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team facilitation program is an 
effective strategy to maximize the effects of PBL. We propose the need for educational strategy to 
support tea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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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적 간호활동
은 여러 다양한 간호 상황을 가정하거나 임상실습을 통
해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 의료
진들과 협조하여 정보 수집, 계획, 평가, 수행을 포함한 
일련의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다[1]. 간호
학과 교육·훈련 과정의 학습목표는 과학적인 사고력 증
진, 팀원들과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능력 훈
련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을 설계할 때 일차적으로 실제
적 상황, 또는 그것을 가정한 상황을 설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추론과 여러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 결과를 공유하는 훈련을 하게 된
다. 이러한 일련의 수업과정에서 학습자는 지식의 재구성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된다. 이러한 지식의 재구성과 
훈련과정을 통해 간호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지속적인 학습능력, 문제해결과정, 팀
워크 등의 직업적 기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의식의 수동적 형태의 
이론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그룹 협동학
습인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습하게 되면 지식의 재구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수준 높은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2-4]. 또한 졸업 후 다양한 
의료진들과 환자 치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업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및 조정능력을 PBL의 팀 활
동 연습을 통해 학습하여 팀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5]. 모
든 팀에는 팀 리더와 팀원들이 있다. 팀 리더는 팀원의 
성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각 팀원의 역할관리 및 관
계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팀원은 팀 몰입, 책임 있는 암
무 수행, 팀 리더 신뢰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팀 
리더와 팀원의 책임 있는 역할은 팀 성과에 중요한 역할
을 미치게 됨으로 PBL과 같은 소집단 수업을 통해 이러
한 각각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6].

PBL에서는 5～8명의 팀원과 1명의 팀 리더로 구성된 
팀이 실제 상황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제시된 목표를 수
행하기 위한 여러 수업 활동을 한다. 교수 또는 튜터는 
학습 촉진과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PBL을 
시작하는 첫 수업에서 팀원들은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집
단을 대표하며 토의를 이끌고 학습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을 하는 팀 리더를 선출한다[7]. 이후 팀 리더와 구성원들

은 집단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해결과 협력적 학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PBL과 같은 협동학습에서 팀 구성은 교수가 학
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팀을 구성한다고 할지
라도 실제로 팀 리더와 구성원들은 이미 성인으로서 서
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개요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
습에 참여한다면, 학습목표에 맞게 팀 별로 고른 학업 성
과보다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학업성취도를 갖게 된다
[8,9]. 그 이유는 PBL 학습의 결과가 구성원들 간의 사회
적 상호작용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10].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학습경험을 위해서는 협력적 학
습 촉진에 필요한 집단 활동 기술과 팀별 협동학습 분위
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7-10]. 즉, 수업 시작 전, 성인으로서 
경험과 지식이 다른 팀 리더와 팀원들 간의 협동학습에 
대한 필요한 집단 활동 기술을 PBL 교육과정의 학습목
적에 맞게 제공한다면, 팀원 간에 지식습득, 문제해결 능
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결
과에서 그 차이가 줄어 들 것이다.

J대학 간호학 교육의 특성은 PBL이 2002년에 도입되
어 현재까지 간호학과 2학년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팀 활동에 필요한 집단 활동 기술, 즉, 퍼실리테이
션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PBL에서 학생들이 학
습목표 성취와 수업경험을 고르게 성취하기 위한 교수학
습과 관련된 교수 전략 개발 및 그 효과 분석에 대한 다
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 전
에 학생들의 팀 역동을 활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단 활
동 기술이 포함된 팀 퍼실리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PBL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PBL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적용

한 실험군과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팀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능력에 대한 교수평
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PBL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적용
한 실험군과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팀 리더로서 책임감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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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PBL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적용

한 실험군과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팀 활동을 위한 개인역량평가에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4. PBL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적용
한 실험군과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팀원들의 팀 역동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
다.

가설 5. PBL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적용
한 실험군과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팀 역동의 세부 항목인 팀원 사이 신뢰도, 의
사소통 능력, 팀 학습행동, 팀 수행능력평가
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
과 일반적인 인간관계 교육을 받은 대조군 간에 팀 리더
의 퍼실리테이션 능력과 책임감, 팀원들의 팀 활동을 위
한 개인 역량, 팀원들의 팀 역동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J도 소재 J대학교 간호학부 2학년 1학

기에 재학 중이며 PBL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 신청한 
총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3.1 
프로그램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6, 검정력 .8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팀 활동 역량에 관한 변수를 포함
하여 산출한 결과 11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총 
126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
다.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본 연구 적용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참여의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2.3 연구 협조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시작 전에 J 대학 간호학부 학부장 및 문제중

심학습 위원회에 실험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실험 
수행에 대한 허가를 구두와 서면을 통해 수령하였다. 또
한 본 연구 대상자는 교육 첫날, 연구 목적,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정을 대상자에
게 소개하였고, 수집한 자료에서 개인정보는 누출하지 않
을 것이며, 그 어떤 자료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
을 것임을 공지하였다. 실험처리에 대한 대조군의 윤리적 
교육혜택을 고려하여 실험이 완료된 후에 대조군에게는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는 팀 리더 퍼실리
테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교수의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능력 평가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능력에 대한 교수평가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는 최소 9점에서 최고 45점수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이 평가도구 신뢰도는 Chronbach’s α= .85이었다.

2.4.2 팀 리더로서 책임감에 대한 자가 평가
팀 리더로서 책임감에 대한 자가 평가도구는 본 연구

자들이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수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 리더 
책임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8이었다.

2.4.3 팀 활동 개인 역량 평가 
팀 활동 개인 역량 평가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최소 19점에서 최고 95점수
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 활동 개인역량 능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8이었다.

2.4.4 팀 역동 요인 평가
본 연구의 PBL 팀 역동 요인 평가 도구는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302

McAllister[11]의 척도를 박희진[1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역동 요인은 4가지 세부 항목, 즉, 팀
원들 간의 신뢰, 의사소통 능력, 팀 학습행동, 팀 수행 능
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팀원들 간의 신뢰는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박희진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가 .8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5이었
다.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능력은 Arie1[13]이 개발한 도
구를 박희진의 번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10문항으로 최저 점수는 10점에서 최고 50점 범
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평가 항목의 신뢰도는 박희진의 연
구에서 Chronbach’s α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팀 학습행동은 Edmondson[14]이 개발한 팀 
학습행동 7개의 측정도구와 Wong[15]의 팀 학습행동을 
측정한 6개 문항 도구를 통합하여 박희진이 번역하여 사
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13개로 이루어졌으
며, 최저 점수는 13점에서 최고 65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팀 학습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희진
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
에서는 .61이었다. 팀 수행능력은 Ancona와 Caldwell[14]
이 개발한 도구를 박희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
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문항은 총 4개로 이루어졌으
며 최저 점수는 4점에서 최고 점수는 20점의 범위를 가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희진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hronbach’s α는 .90 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5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능력 및 책임감, 팀 활동 개인역량 능력, 팀 
역동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 선정, 학습평가, 사
전 및 사후 설문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PBL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평가 대상 학생이 실험군 혹은 
대조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교수와 학생이 어느 군에 
속하여 활동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최소화 하였다. PBL 
수업 시작 전, 기초 설문조사와 연구 관련 항목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실험군 7개 팀과 대조군 6개 팀으로 구분하
여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적용 또는 인간

관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15주간의 수업을 진행하
였다. 그리고 사전조사에 사용하였던 연구 항목들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2.5.1 팀 리더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교육 프로그램은 PBL을 적용한 이론 수업이며 2학

년 1학기 15주 2학점 2시수 수업으로 J대학 간호학과 문
제중심학습위원회가 개발한 시나리오를 수업에 적용하였
다. 팀 퍼실리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를 높이
기 위해 PBL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들과 교육학 교수가 
참여하여 개발하였으며 “PBL에 대한 이해, 팀 빌딩, 팀 
학습에 대한 이해, 토의 및 토론과정에 대한 이해, 합의도
출 방법,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으로 구성하였다.

2.5.2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는 대조군에게 적용한 인간관계 훈련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팀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개발과 
마찬가지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간관계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내용으로는 
“PBL에 대한 이해, 나 이해하기, 너 이해하기, 우리 이해
하기, 인간관계 역할에 대한 워크숍” 등 5개 부분으로 나
누어 구성하였다.

2.5.3 연구실험 준비
간호학 교수 3인과 교육학 교수 1인이 함께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육프로그램 및 인간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5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평가에 사용할 설문지를 최종 구성·확정 
하였다.

2.5.4 사전조사
사전 평가는 수업 시작 전인 2017년 3월 2일에 실험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설문조사 하였다. 또
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능력 평가에 참여한 교수는 학
생 팀이 실험군 혹은 대조군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학
생들 또한 각 팀이 10～11명으로 편성 하였고,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을 실험군 7팀과 대조군 6팀으로 구분하였
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실험의 연구자 3인이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방
법을 구두로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사전 조사의 설문지에는 연구항목 이외에도 연구대상자
들의 일반적 특성 항목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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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실험처치
본 연구를 위한 실험군의 실험처치 내용은 Table 1 

같이 구성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PBL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안내 동영상 시청 후에 실험군과 대조
군으로 분반하여 주요 실험 내용을 처치하였다. 

Time Exp.G Activity Cont.G Activity
50min. PBL Introduction and 

PBL Video Watch 
PBL Introduction and PBL 
Video Watch 

50min. Team Building/Team 
Understanding 

Human Relationship 
Education 
1 (I Understanding) 

50min.
Discussion Techniques 
and Progress Methods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Relations Education 
2 (You Understanding)

50min. Team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Human Relations Education 
3 (Our Understanding) 

50min.
Workshop on Team 
Leaders and Team 
Members’ Role

Workshop on the Role of 
Human Relations 

Table 1. Experimental and Control Major Experimental 
Treatments

2.5.6 사후조사
본 연구의 사후 평가는 15주 수업종료시간에 실험군

과 대조군에게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평가 시 사용
했던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항목을 평가 하였
다. 사후 설문조사 전,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게 설문 
결과가 학생의 학업성적과 무관하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2.5.7 실험군과 대조군 사후교육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하

여 사후 조사가 끝난 후, 실험군에게는 인간관계훈련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도 팀 리더 퍼실리
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6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과 15

주 수업 종료 후에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과 성별은 실수
와 백분율로 조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χ2 test로 분석하였
다.

둘째, 수업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팀 리더 퍼실리테

이션에 대한 교수평가, 팀 리더 책임감에 대한 자가평가, 
팀원들의 팀 역동 평가, 팀 역동에 대한 하부영역 평가, 
팀 활동을 위한 개인역량 평가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교수평가, 팀 리더 책임감 자가평가, 팀원
들의 팀 역동 평가, 팀 역동에 대한 하부영역평가, 팀 활
동을 위한 개인역량 평가에 대한 차이 비교는 T-test와 
비모수 방법을 ANC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동질성 검정

3.1.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

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21세였으며, 두 집단의 성
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5)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

Characteristics Exp.G Con. G t p
Age 21.42±

1.55
21.35±
1.46 0.042 0.967

Sex Male  7(10.1)  4(7.0) 0.753 0.385
Female 62(89.9) 53(93.0)

Table 2. Homogeneity Test on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26)

3.1.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교육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팀 리더의 교수평가, 팀 리더의 책임감 자가평
가, 팀에 대한 개인기여도, 팀 역동의 동질성을 분석하였
다. Table 3과 같이, 이에 따라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
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5), 두 집단의 종속변
수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Table 3

3.2 가설 검정
3.2.1 가설 1 :팀 리더 능력에 대한 교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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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수업에 참여 한 교수들이 시행한 팀 리더의 퍼실
리테이션 능력 평가에서 실험군은 사전에는 31.71, 사후
에는 33.57로 나타났다. 대조군은 사전에는 33.33이었
으며, 사후에는 30.50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대
조군의 팀 리더들이 실험군 보다 사전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실험 중재 후 실험군의 팀 리더들이 대조군의 
팀 리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로(p=0.249) 제 1가설은 지지되
지 못하였다.

Variables Exp.G
(n=69)

Cont.G
(n=57) t p

Professors’ Evaluation 
on the Team Leaders
(n=13)

32.71±
3.45

35.00±
3.29 0.087 0.932

Self-Evaluation of 
Team Leaders’ 
Responsibility
(n=13)

49.00±
3.11

48.83±
3.43 -1.647 0.128

Evaluation of Personal 
Contribution Capacity 
for Team Activities 
(n=126)

60.34±
5.63

61.00±
5.91 0.248 0.805

Team Dynamics
(n=126)

128.77±12
.24

130.43±10
.15 1.268 0.209

Trust among Team 
Members 
(n=126)

36.38±
4.79

37.17±
3.45 -1.238 0.218

Communication of 
Team 
(n=126)

30.99±
3.46

31.00±
3.01 0.963 0.338

Team Learning 
Behavior
 (n=126)

46.04±
4.59

46.85±
5.21 1.132 0.260

Team Performance
(n=126)

15.36±
4.87

15.83±
2.05 0.964 0.337

Table 3. Homogeneity Test on Dependent Variables

Exp.G
(n=7)

Cont.G
(n=6) W p

Pre 31.71±3.99 33.33±
5.24 29.5 0.249

Post 33.57±3.26 30.50±
5.68

Table 4. Professors’ Evaluation on the Team Leaders
(n=13)

3.2.2 가설 2: 팀 리더의 책임감에 대한 자가평가
팀 리더들이 느끼는 책임감에 대한 자가 평가로는 실

험군이 사전에 49.28이었으며, 사후에 50.20, 대조군은 
53.33에서 사후에 50.67로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못하였으며

(p=0.513), 제 2가설 또한 지지되지 못하였다.

Exp.G
(n=7)

Cont.G
(n=6) W p

Pre 49.28±4.19 53.33±4.68
26.0 0.513

Post 50.20±4.35 50.67±5.85

Table 5. Self-Evaluation of Team Leaders’ Responsibility
 (n=13) 

3.2.3 가설 3: 팀 활동을 위한 개인기여 역량평가
팀 활동을 위한 팀에 대한 개인기여 역량 평가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사전 차이
는 없었으나, 사후에 실험군은 63.87이었고, 대조군은 
59.85로 사전보다 팀을 위한 개인역량 점수가 더 낮아져 
실험군의 개인역량이 대조군의 개인역량보다 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6), 제 3가설은 지
지되었다.

Exp.G
(n=69)

Cont.G
(n=57) F p

Pre 60.34±
5.63

61.00±
5.91 5.115 0.026

Post 63.87± .22 59.85±
10.87

Table 6. Evaluation of Personal Contribution Capacity for 
Team Activities 

(n=126)

3.2.4 가설 4: 팀원들의 팀 역동에 대한 평가 
팀 역동성에 대한 평가에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실험군 팀원의 사전 점수는 128.77이었으며, 
사후에는 134.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의 사전 점
수는 130.43이었으며, 사후 점수는 129.09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의 점수 차를 고려한 공분산 분석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2), 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

Exp.G
(n=69)

Cont.G
(n=57) F p

Pre 128.77±
12.24

130.43±
10.15 10.351 0.002

Post 134.86± 8.94 129.09± 9.47

Table 7. Evaluation of Team Dynamic of Team Members
 (n=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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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가설 5: 팀 역동에 대한 하부영역 평가
팀 역동의 하부영역으로 팀원 간의 신뢰, 의사소통, 학

습행동, 팀 수행능력을 Table 8과 같이  분석하였다. 팀 
역동의 중요한 부분인 팀원 간의 신뢰도는 실험군이 사
후에 38.33이었고, 대조군은 35.81로 실험군이 팀원 간의 
신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2). 
또한 팀 내의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이 사
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은 사후에 32.42이
었으며, 대조군 사후 점수는 31.11로 사전보다는 높았으
나 실험군 보다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실험군이 팀 내
의 의사소통능력이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19). 팀의 학습행동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사후에 통계적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35), 팀 수
행능력은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p=0.201). 팀 역동의 하부영역 중 팀 수행능력을 제외
하고는 팀원 간의 신뢰, 의사소통, 팀 학습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제 5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ariables Exp.G
(n=69)

Cont.G
(n=57) F p

Trust among 
Team 

Members 
Pre 36.38±

4.79
37.17±
3.45 9.835 0.002

Post 38.33±
4.06

35.81±
4.36

Communicatio
n of Team 

Pre 30.99±
3.46

31.00±
3.01 5.691 0.019

Post 32.42±
3.10

31.11±
2.57

Team Learning 
Behavior 

Pre 46.04±
4.59

46.85±
5.21 4.567 0.035

Post 47.67±
2.66

46.43±
3.54

Team 
Performance 

Pre 15.36±
4.87 15.83±2.05

1.656 0.201
Post 16.23±

1.99
15.74±
2.01

Table 8. Evaluation of Sub-Domain for Team Dynamics 
(n=126)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에 적용하는 PBL 수업의 효

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PBL 본 수업 시작 전
에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팀 활동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PBL 수업과정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시나리
오로 제시하고, 팀 구성원들이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개
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팀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PBL 학
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졸업 
후,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직업 기초능력을 훈련받게 된다. 

일반적인 간호학 이론 강의형식의 수업형태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팀 학습, 학생주도적 학습 방
법인 PBL 수업형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팀원인 학생
들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해야할지 몰라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다[17]. 이런 낯설음과 당황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고른 학습 경험과 학습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의 경험과 결과는 구
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PBL과 같은 팀 학습 시, 팀원들이 팀 리더를 선출한
다. 팀 리더는 PBL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수업
의 개요는 파악한다. 하지만 회의 진행, 학생들의 발표 및 
의사소통진행, 학습동기 촉진 등 팀 리더로서 팀 운영에 
대한 기본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팀 구성원들의 팀 활동역량, 수업경험 그리고 수업결과물
이 팀 리더의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리더의 역량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즉 수업경험 과정과 결과물의 차이는 소
집단 협동학습에서 팀 리더의 성향, 팀원의 속성, 팀원 간
의 상호작용, 팀 구성 방식의 차이에 따라 학습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18,19]. 따라서 PBL 학습목적에 맞게 본 수
업 전, 다른 팀 리더들과 팀원들 간의 협동학습에 필요한 
집단기술 및 퍼실리테이션 능력이 준비된다면, 학습자 및 
팀 간에 PBL을 통해 갖추게 될 지식습득, 문제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능력, 학습결과의 차이
가 줄어 들 것이다[4,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PBL 수
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적용한 파실리테
이션 프로그램은 협동학습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학습자중심의 수업이 부각됨에 따라 소집단 및 
협동학습법에서 팀 리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선출된 팀 리더는 팀원들과의 생각 및 경험을 공
유하고,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효과 및 팀 내의 역동을 
파악함으로써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9]. 이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로는, 팀 리더의 유형에 따라 구성원의 협
동학습의 참여 태도에 차이가 있었고[20], 팀 리더와 팀
원간의 상호작용에도 팀 별로 차이가 있었다[21]. 또한 
팀 구성방법에 따라 학습효과와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팀 리더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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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19,20]. 즉, 팀 리더의 리더 경험 유무, 리더 역할에 
대한 지식 유무, 팀 리더십 유형이 팀 운영의 효율성, 팀
원의 동기부여, 팀원 역량 발휘와 다양한 팀 역동에 영향
을 끼친다[21]. 이는 팀  리더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팀원
의 역할 분담과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팀 리더가 어떻게 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자기주도적학습의 깊이와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끼쳐서 팀 간에 최종 결과물의 내용과 질에도 영
향을 미친다[22,23]. 특히, 결과물의 평가가 낮은 팀들은 
팀원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자들이 팀 내에서 토론하
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팀 리더의 언어적 중재 능력이 부
족하여 팀원들의 깊이 있는 인지적 사고나 적극적 참여
가 낮았다[20]. 또한 팀원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팀원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려움
과 부담감을 호소하였다[23]. 

본 연구는 이러한 팀 리더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
해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첫째, 
팀 리더에 대한 교수평가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프
로그램을 교육을 받은 팀 리더 들과 대조군의 팀 리더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PBL 수
업과 관련된 팀 리더 교육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선행 연
구들이 매우 드물어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점을 직접적으
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팀 리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을 학습시킨 실험군의 
팀 리더들이 대조군보다 팀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한 담
당교수의 평가가 높았다. 이는 실험군의 팀 리더가 스스
로 소속된 집단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다양
한 지원을 하였고 팀 리더와 팀원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
하게 갖게 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팀 리더가 PBL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PBL 수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은 퍼실리테이션 능력
이다. 특히 PBL에서 퍼실리테이션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
의 생각의 틀과 수준에 맞춰 PBL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
원들의 최대역량을 도출해 내는 지원방법이다. 이 때 팀 
리더는 집단의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리더로서 구성원들
의 의지와 역량에 맞춰 리더십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구
성원들의 자율성을 자주성을 독려하고 지지를 보냄으로
써 구성원들과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24]. 이와 같
이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능력은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 속에서 학습에 참여분위기 조성, 학습자 이해, 의견통
합, 동기부여, 촉진적 교수기법, 사고촉진,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이 협동학습에서 팀 리더로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편 온라인 토론학습에서도 퍼실리테이션 촉

진 전략에 따라 상호작용, 학습실재감, 학습만족감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25]. 또한 임규연 등
은[19] 프로젝트 점수가 높은 집단의 특성으로 집단 구성
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 협력지원 
그리고 전체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해가는 교수적 지원을 
균형 있게 수행한 팀 리더가 속한 팀의 프로젝트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결과들이 제시한 바와 같
이 집단학습에서 팀 리더의 퍼실리에테이션 능력은 집단 
운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사
료된다.

한편 본 연구와 임규연 등의 선행연구와[19] 차이점을 
비교하면,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집단이 2학년 즉 일개 학
년이었고 선행연구는 2학년, 3학년, 4학년이었다는 점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이 간호학과이고 선행연구 대상
자들은 교육공학을 전공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
구 방법의 차이점에서 선행연구는 팀 리더와 팀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기술한 연구이었고 본 연구는 퍼실
리테이션 프로그램과 인간관계프로그램을 적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그러나 두 연구 결과의 유사점으로는 모
두 팀 리더의 역할이 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경원과 성지훈[18]의 문제중심학습 활동의 성
공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팀 리더의 성실성, 성격 그
리고 리더십이 문제중심학습의 성공요인이라고 제시하였
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내용적 맥락 차원에서 팀 리더의 
책임감의 구성요소로서 팀 리더의 책임감이 문제중심학
습 활동의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19]. 
본 연구의 팀 리더 평가도구 내용에 팀 리더의 배려, 헌
신 수업일정과 결과물에 대한 파악, 의사결정 및 소통 참
여, 중재 및 조정역할, 소모임 참여 및 점검의 역할 등 팀 
리더의 성실, 성격, 리더십 등 리더의 책임감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팀 리더의 책임감에 대한 평가에
서 팀 리더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책임감에 
대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높았다. 
이는 책임감이 높은 팀 리더가 PBL을 성공적으로 이끄
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팀 역동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팀원 간의 신뢰도, 의
사소통능력 그리고 팀의 학습행동에서 팀 리더 퍼실리테
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팀 역동이 높았
다. 그러나 팀 수행능력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통
계적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PBL의 학습효과는 다른 
교수학습 전략보다 교수학습의 ‘효과크기’가 크다[26]. 구
체적인 학습효과는 학업성취와 태도변화, 문제해결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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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 비판적 사고력, 이해력, 적용력, 과제수행능력, 
개념획득, 학습에 대한 흥미, 성향 그리고 학습동기 등을 
포함한다. 교수학습 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크기’에 대해 
강의중심학습과 PBL을 단순 비교할 때, 강의중심학습보
다 PBL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3,4]. 한편 PBL이 지식획득과 팀 활동역량에 도움이 
되나 학생들은 PBL 적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2-4]. 이는 비록 학습 효과가 높은 수업방
식이지만 학습의 구성원들의 학습의지와 역량 그리고 학
습 분위기에 따라 학습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PBL 수업에서 고른 학
습경험과 수업의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첫 수업 전에 
협동학습에 필요한 집단 기술이 포함된 퍼실리테이션 교
수 전략을 처음으로 PBL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PBL과 같은  소집단 수업에서는 수업 전, 협동
학습에 필요한 집단기술과 팀 분위기 활성화에 대한 교
육 내용이 포함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일개 대학에서 진행한 결과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유는 연
구대상자들의 나이와 성별 외에는 연구 설계 및 진행절
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유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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