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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반 학습을 수강한 간 대학생의 경험

김 아
한림 심 학  간 학과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Team-Based Learning

Hyeonah Kim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약  본연구는 TBL(Team-Based Learning) 수업을경험한간호 학생의체험의미를밝히고자하는 상학 연구이다. 

본연구의목 은 TBL 수업을 용하여학습성과를향상시킴으로써임상 장에서요구하는 문간호인력양성에기여하

고자한다. 본연구의참가자들은성인간호학 TBL 수업을수강한간호학과 7명의학생들이다. 자료는참여 찰과심층면담

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Colaizzi의 상학 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 다. 유의한 연구 결과로 9개의 개념기술과 5개의

주제군이도출되었다. 학생들이경험한주요주제군은 ‘최상의결과를 해매진함’, ‘자기주도 인학습태도가형성됨’, ‘공

동의지식창조자가됨’, ‘활동 인수업시간’, ‘무의미한동료평가’ 다. 주요개념기술은 ‘자신의역할을다하기 해최선

을다함’, ‘사 학습으로수업을 비함’, ‘사 학습을통해자신감이형성됨’, ‘친구들과의상호작용을통한문제해결’, ‘서로

의 멘토가 되어 ’, ‘함께 력하여 문제해결을 함’, ‘친 감이 형성됨’, ‘활기찬 수업시간’, ‘친분에 얽매인 동료평가’ 다. 

본연구는학습자 심의수업과자기주도 학습을가능하게하여간호학생들의학습성과향상에기여함으로써임상 장

에서 요구하는 문 간호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henomenological study aims to explor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ho have experienced 

team-based learning (TB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ostering professional nurses required in 

the clinical field by improving the learning outcomes by applying the TBL class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ven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who took TBL classes in adult nursing clas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ing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nine conceptual descriptions and five theme clusters were derived. The major theme clusters for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ere 'Dedication to best results', 'Self-led learning attitudes are formed', 'Becoming a 

communal knowledge creator', 'Active class time', and 'Meaningless peer evaluation'. Nine conceptual descriptions 

were 'Doing one's best to fulfill one's role', 'Preparing for the class with the pre-learning', 'Forming confidence 

through pre-learning', 'Solving problems through interaction with friends' , 'Becoming a mentor to each other', 

'Working together to resolve issues', 'Intimacy formed', 'A lively class', and 'Peer evaluation with familiar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nursing students by enabling learner-centered 

classes and self-led learning, thereby contributing to fostering the professional nursing manpower required in the 

clin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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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  학습  수강한 간 학생  경험

31

1.  론

1.1 연  필

국민 경제와 의식 수 , 지식수 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의료에 한 심과 지식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과 함께 의료 환경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으며, 간호 교육에 있어서

도 임상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간호

사의 배출을 한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1].

그러나, 재 부분의 학 교육은 교수자가 심이

되어일방 으로 이끌어 나가는 획일화된수업인경우가

부분으로, 간호교육에서도 간호학의 학문 특성과 함

께 간호사 국가면허시험의 비로인한 학생들의부담감

이 커서 수동 인 강의식 교수법을 용해오고 있다. 강

의식교육법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창의 사고를 함양하는 데

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수업에 해 교수자로부터 직

인 피드백을 제공받기어렵고학습자스스로가주도

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책임감을갖기에는부족한실정

이다[2-4]. 

그러나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의 능

동 인 참여 교수자 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요구되

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 환

에 필요한 차별화된 교수법이 기반 학습으로 학생들

의 학습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효과 인 교

수법이다[5-7].

기반 학습(TBL: Team-Based Learning)이란 Larry 

Michaelsen에 의해 개발된교수법으로 5~7명을 한 으

로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사

학습을 통해 주도 으로 수업을 비해오게 되고 수업

시간에는 학업 성취도와 사 학습에 한 이해도를 측

정하기 해서 시험, 동료평가 등의 지표를 용하게 된

다. 지 까지 일반 으로 용해온 교수자 심의 일방

인 강의법과는 달리 TBL 수업에서의 교수자는 지식

창조를 한 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공

동의 지식 창조자가 된다[8,9]. 즉, TBL 수업은 학생들

간의상호작용을 통해 동을 구조화하여최상의학습성

과를 달성하기에 합한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10,11].

TBL 수업에서는 집단이 응집력을 가지고 주어진 목

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의 한 형성과 운 이

필요하며, 개별 학습을 향상시키고 웤을 증진시키기

해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의 개발, 교수자의 지식

과 문성, 학생들을 한 자원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한 학습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기 한 학습성과의

한 모니터링과 한시 에교수자의 즉각 인 피드

백이 필요시 된다[10,12].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

의 강 과 약 을 인식하고 지식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

며, 자신의 약 을 잘 악함으로 보다 효율 으로 에

지를 집 하여 학생 스스로의 비도가 향상 된다. 한

비 사고를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비도와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수업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며, 구

성원들과의 계를 통해 토론과 논쟁 기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13].

TBL과 련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국외문헌의 경우

의학[14-16], 약학[7,13,17,18], 간호학[11,12,19],  체계

문헌고찰[20]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의

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TBL 수업에 만족

하며 TBL 수업 후 성 향상과 이해력 향상을 가져오는

활기차고 활동 인 수업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업의

개념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14-16]. 약

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TBL 수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과 함께 수업의 이해도와 자신감, 학생 상호작용의 향상, 

지식의 확장을 보고하고 있다[7,13,17,18], 간호학 분야

의 연구에서는 TBL 수업이 신 인 학습자 심의 교

수 략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오는 정 인 변화

와 함께, 교수자의지식과 문성 자원 개발의 요성

을 보고하고 있다[11,12,19]. 체계 문헌고찰 연구에서

는 학습자 심 교수 략 요구도의 증가를 보고 하 다

[20].

그러나 국내 간호교육 분야의 경우 TBL과 련된 학

습 용 연구가 부족하여 아직 시작 단계라 할 수 있

으며[5,8], 련된 연구도 인간의 심리 인 깊은 내면세

계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질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TBL을 경험한 간호 학생들의 실제 인

경험을확인하고분석하여 경험의 실체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상학 연구 방법은 TBL 

교수법에 한간호 학생들의경험을내부자 에서

이해하기에 매우 합한 연구 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TBL을 용하여 교수자 심의 수동 교

수법의문제 들을 극복하고 교수자와학습자간에 동반



한 산학기술학 논 지 제19  제9 , 2018

32

자 계를 이루어, 학습자 심의 수업을 형성하고 자

기 주도 학습을가능하게 하여 학업 성취도를높여 결

과 으로 간호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TBL수업을 용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수요자

심의 문인재 양성에 기여하여임상 장에서요구하

는 문 간호 인력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론

본 연구는 Colaizzi[21]가 제시한 상학 연구 방법

을 이용하여 TBL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체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상학 연구방법은 인간의 경험 세계

를 바탕으로 본질을 밝 기술하는 연구방법으로 간호

학생들의 TBL 수강경험을 생생하게 악하고 기술하

여 간호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한 교수법 개발

과 임상에서 요구하는 간호 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되는

매우 한 연구방법이라 생각되어 용하고자 한다.

2.2 연  참여  정 

본 연구는 기 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RTC2013-B-001)을 얻은 후, TBL을 용하여 진행된

공필수 교과목인 성인간호학 수업을 수강한 H 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7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참여

자들에게 심층 면담을 시행하 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된 시 이 참여자 수의 마지막 결정 시 이었다.

본 연구의 진입 연구의 취지와 목 , 자료수집 방

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 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

발 인 연구 참여와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2.3 연  비

본 연구에 도입된 질 연구방법은 연구자 스스로 연

구의 도구가 되어 자료수집과분석이이루어지므로 연구

의 신뢰성확보를 해 높은 숙련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

자는 질 연구 방법론에 한 박사학 논문과 연구물

이 있으며 질 학회 연구회를 참여하여 학문 인 노

력과 경험을 쌓아왔다.

2.4 TBL 수업 진행

TBL 수업은 3학 의 성인간호학 교과목으로 수업진

행은 학습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사 학습을 해오고, 사

학습 비도를 개인별로 평가하 다. 이후 동일한 문

제를 별로 평가하 으며, 원들이 문제에 해 충분

히 토론하게 하 다. 내 토론이 끝난 후에는 체

들이 별로 비된 피켓을동시에 들게 하여 정답을 확

인하게 하 다. 이때 별로충분히 토론하여 정확한근

거에 따라 정답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족한 부분은 교수자가 개입하여

조정하여효과 인토론이될수 있도록하 다. 한피

드백이 필요한경우는 교수자가도움을주었다. 별토

론이 다 끝난 후에는 교수자가 다시 한 번 요한 핵심

포인트를 복습해주어 학생들의 이해와 지식습득이 향상

되도록 하 다(그림 1, 그림 2). 

학생들의 배정은 타 교과목 수업에서 이미 TBL 

교수법을 용하여 배정된 원들을 그 로 유지해 원

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응력이 향상되도록 하 다. 선

행 연구에서 한 구성원의 수는 5~7명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5명의 이질 인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 7개 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3].

평가 방법은 TBL수업의 매 평가 시 마다 개인 평가

와 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개인 평가는 40%, 평가

는 60%로 하 다. 

2.5 료 수집  분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참여 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가 완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

Participants Grade Year Gender Marriage Religion

1 3 22 F single Buddhism

2 3 25 F single Christian

3 3 24 F single Catholic

4 3 22 F single No religion

5 3 22 F single No religion

6 3 23 F single Christian

7 3 22 F single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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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면담의 특성상 조용하고 편안

한 연구실에서 진행하 으며 면담의 간격과 횟수는 한

정보 제공자 마다 1주일에 1회, 면담 시간은 1회 1시간

가량으로 평균 4회 실시하 다. 면담 시 연구자가 원하

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비구조 , 개방 질

문을 하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

다. 면담의 시작은 “TBL 수업을 통해 좋았던 은 무

엇입니까?”, “ TBL 수업을 수강하면서 힘들었던 은

무엇입니까?”, “교수자가 심이 되어 진행하는 일반

인 강의와 TBL 수업을 수강했을 때의 차이 은 무엇이

었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면담이 진행되어졌다. 면

담 시 질문은미리 비하지 않고 면담한내용을 심으

로다음질문내용을 구성하 다. 면담 요하거나 의

문스러운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 면

담 시 구체 으로재 질문하여 일 성 진실성 여부를

명확히 하 다. 본 연구에서의 면담과 분석은 순환체계

를 이루도록 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21]의 분석 방

법을 이용하 다.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 반복 이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 다. 구성된 의미들을 결합하

여 의미기술로 조직화하고 의미기술들을 다시 한 번 재

조직하여 개념기술로 구성하 고, 개념기술로부터 주제

군을 도출하 다. 타당성 확인을 취해 연구자에 의해 기

술된 내용과 상학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

시 한 번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Guba와 Lincoln[22]이

제시한 사실 가치, 용성, 일 성, 립성에 근거하

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은순환체계를 이루었다.

2.6 연  수행에  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과 참여 찰을 통

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수 있으므로, 연구참여자의사

생활 보호를 하여 면담 시작 에 연구 목 과 연구

방법, 면담 내용의녹음등에 해설명하고자발 인참

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실시하 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고 연구 종료 즉시 폐기하며, 연

구로 인해 노출된 개인 인 비 과 익명성은 으로

보장할 것과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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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원자료에서추출 된주요진술 일반 이고 포

인 24개의 의미기술을 도출하 고, 도출된 의미기술들

을 통합하여 9개의 개념기술로 조직화하 다. 9개의 개

념기술에서 다시 5개의 주제군을 도출하 으며, 5개의

주제군은 ‘최상의 결과를 해 매진함’, ‘자기주도 인

학습태도가 형성됨’, ‘공동의 지식창조자가 됨’, ‘활동

인 수업시간’, ‘무의미한 동료평가’ 다.

3.1 주제 1. 최상  결과  해 매진함

주제군 1은 참여자가 TBL 수업을 경험하면서사 학

습 성 에 한 부담감, 수업에 한 책임감 증가

를 경험하고있었다. 이에 한 개념기술은 ‘자신의 역할

을 다 하기 해 최선을 다함’ 이었다.    

3.1.1 개념기술1. 신  역할  다 하기 해 최

 다함

참여자들은 개인 수와 수가 함께 평가에 반

되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의 비 부족으로 동료 학생들

수에 부정 인 향을 미칠까 부담감과책임감을갖고

있었다.

“ 만 못 보면 상 없는데 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

럼 안하면 완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게 민폐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집 해서

하고...”(참가자 5)

“TBL은 같은 조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 책임감이 있

잖아요. 내가 못하면내가구멍이 되면 다른 애들한테 미

안하니까...그런것 때문에라도이 게..좀 더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참가자 7)

참여자들은사 학습을 비해 오지만 교수자의 도움

없이 이론 인 학습 내용을 임상 기반의 실제 문제와

목시키는데 부담감을느끼고 있었으며, 요한핵심을

스스로 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희는 책만 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간호

학 으로 다가가니까. 희는 간호학 으로 못다가가잖

아요. 책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참가자 6)

3.2 주제 2. 기주도적  학습태도가 

주제군 2는 수업에 한 동기유발과 비성이 향상되

는것을알 수있었다. 사 학습을 비하면서학습내용

을 총체 으로 공부하고 수업시간에는 여러 원들과의

토론 교수자의 피드백과핵심 포인트 복습을 통해

요 내용을확인하고, 의문이가는부분은 미리 사 에표

시해 두었다가 교수자의 설명을 좀 더 주의 깊게 듣는

학습태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사 학습

내용을공유하면서 이해력도 향상되는것을 경험하고있

었다. 이에 한 개념기술은 “사 학습으로 수업을 비

함”, “사 학습을 통해 자신감이 형성됨”이었다.

3.2.1 개념기술2. 사전학습 로 수업  비함

참여자들은 내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더 열심히

수업을 비하게 되는 동기유발을 표 하 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건 싫으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해서...”

(참가자 2)

개인 수와 수의 비율도 학생들이 스스로 비

하는 사 학습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에 비해

개인 수 비율이 무 낮을경우 내에서 학생들 스스

로 학습할 역을 나 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만 열심히

비해 와서 개인 수는낮아도 수는 높게 나오게

됨을 경험하 다. 그러나 체에서 일부분만 공부를 해

오기 때문에 자신이 비해온 부분이 아닌 경우는 토론

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토론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락

됨을 표 하 다. 

“개인 수가 40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 개인 것도 망치면 안 되고 수도 망치면 안 되잖

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배 의 차이가... 

그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참가자 4)

참여자들은 스스로 수업에 한 노력과 비성이 향

상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타 과목의 경우도 TBL을

용한다면 좀 더 좋은 성 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표

을 하 다. 

“지 TBL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렵기는 어려운데

아~ 내가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면서 애쓰는 건 보여

요... 모르면 찾아보고....”(참가자 1)

“다른 과목에 용하면....지 보다 더 좋아졌을 것 같

기도 하고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

요.”(참가자 2)

참여자들은 TBL 수업을 비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학습방법을 찾게 되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갖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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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 다.  

“TBL을하면서... 더자기만의 공부방식을알아갈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참가자 2)

교수자 심의 강의식 수업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수

자가 설명한 부분만 집 해서 보게 되고 다른 역은 보

지 않으면서 좀 더 폭 넓은 지식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

었으나, TBL 수업의 경우는 사 학습을 통해 폭넓은 선

행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를 보면 TBL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TBL이

아니면 교수님이 review를 하고 희가 복습을 하는 형

태고... 교수님이 쳐주신부분만 보게 되는 거에요. 그

러면 놓치는 거잖아요. 그 친 부분만 보면 다 끝났다

공부...”(참가자 1)

3.2.2 개념기술3. 사전학습  통해 신감  

일반 인 교수자 심의 강의는 수업 후 시험기간에

복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형태다. 그러나 TBL 수업은

능동 인 사 학습 비와 토론, 개인 별 평가, 교

수자의 review를 통해 핵심내용을잘 이해하고 기억하여

마지막 학기 종료 기말고사에서도 시험 비에 한

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 습하고, 복습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러

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조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참가자 2)

“일단 TBL 시험보기 에 제가 나름 요하다는 거

에 을 치면서 하는데, 나 에... 교수님이 말 하신

거랑비교해 볼수 있어서더 좋고, 일단 수업 에한번

딱 읽어보니까 이해도가 더 높아요.”(참가자 5)

한 수업 시작 비해온 사 학습을 서로 공유하

면서 수업에 한 이해력이 향상되며 수업에 한 자신

감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헷갈렸던 부분에서... 다시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야 이건 이런 거래’ 하면서 말 하면서 제가 기억을 하

고, 그러고 시험을 서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참가자 1)

“혼자 공부해 와서애들이랑맞춰볼때... 나공부했는

데 기억나는데... 내 기억을 다시 내 머리에 박아 넣을

수 있는 거”(참가자 6)

3.3 주제 3. 공동  지식창조 가 

참여자들은 사려 깊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 으며, 의문이 가는 역에 있어서는 동료

친구에게즉각 으로 질문하여이해도가 빠르고 지식습

득력도 향상되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한 개념기술

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 “서로의 멘

토가 되어 ”, “함께 력하여 문제해결을 함” 이었다.

3.3.1 개념기술4. 친 들과  상 용  통한 

제해결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립되면서

문제해결에 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

는 데에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의 주장이 옳았

지만 친구의 말을 따랐다가 문제가 틀리면 친구를 탓하

며 불신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실은 내가 맞는 건데... 얘가 무 강력하니까. ‘A

인 것 같은데...’ 혼자만 생각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정

작 보면 내가 맞는 생각인데... 얘한테 이 게 휩쓸리게

되는 거 요.”(참가자 1)

“그 게 부딪히고 튕겨져 나갔어야 했을까. 좀 더 이

쁜 말로, 그냥친구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둘이 그냥 ‘알았어.’ 하

고 끝나버리니까.“(참가자 6)

그러나 참가자들은 의견 립과 의사표 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

다. 다수결이라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

을 극복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말

하고 토론 시간을 충실하게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었다.

“일단가장 많은 쪽을들어주고... 소수의 의견을들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고...”(참가자 2)

“답이 많은 걸로 애들이 하는 거 같아요.”(참가자 4)

3.3.2 개념기술5. 로  가 어

참가자들은 토론 시간에 동료 친구들이 설명해주는

것을 통해 이해도가 향상되고의문 이자연스럽게 풀리

는 것을 경험하 다. 한 사 학습 시에 놓쳤던 부분들

을 토론을 통해 여러 동료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

고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혼자서 학습하며

무작정암기하 던 학습태도에서 토론을 통해서로 질문

하고 답하면서 학습효과가 향상되고 있었다. 

“반복 인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은 잘 놓치기가 되게



한 산학기술학 논 지 제19  제9 , 2018

36

쉬운데 조원 에한명이 진짜 꼼꼼히 끝까지열심히 공

부 해가지고 그 토론을 하면서... 한테 설명을 좀 해주

고, 그래가지고 는 더 공부가 잘 되었어요. 혼자 했던

것 보다 그 TBL할 때 토론할 시간에 더 알려줘 가지

고... 더 보탰어요. 놓쳤던 부분을...”(참가자 1)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각자 들어보니까... 이 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도 받으면

이해가 되요. 왜 그런 건지... 혼자 하는 거 보단 같이 하

니까 이해하는 시간도 빨라지고요.”(참가자 2)

“아 만약에 제가 문제 하나를 잘못 알았어요...그래서

이게 왜 이 게 되는 거냐... 이 게 물어보면... 그 친구

들이 설명을 해주거든요.”(참가자 3)

“혼자 공부할 때 보단, 혼자 말하고 혼자 쓰고 막 그

러는 것보다는 뭔가 질문했을 때 더 생각을오래하게 되

고 그때 잡았던기억은 좀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참가

자 6)

혼자서 공부 하면서 설명을 듣거나 물어볼 수도 없지

만토론을통해서그런부분을 보완할수 있으며, 일방

인 교수자의 수업 방식과는 다르게 스스로 악하지 못

했던 요한 부분들을 동료 친구들이 서로 간에 채워주

면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던 을 극복할 수있게 되었

다.

“그냥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그 게 자세히 말해

그런 사람도 딱히 없고... 진짜 없거든요. 그게 물어보기

도 쫌 그 고... 좀 조심스럽고... 그런 건 토의하면서 좀

좋은 것 같아요.”(참가자 2)

“제가 맞으면 알려주고, 틀린 거는 친구들한테 배우

니까... 안 까먹어서 좋은 거 같아요.”(참가자 4)

3.3.3 개념기술6. 함께 력하여 제해결  함

참가자들은 개인 시험 수보다 수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동료 친구들과의 동이 정말 요

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솔직히 TBL이 ... 그거를 키워 주시려고... 조별끼

리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가를

배우는 거 같아요.”(참가자 4) 

“확실히 혼자 푸는 것 보다 토론을 하고 푸는 수가

더 높더라구요.”(참가자 5)

“내가 틀렸어도 다른 애가 아는 문제도 있고... 내가

알지만 얘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꺼는 잘 나오는

거 요.”(참가자 7)

참가자들은 시험 후 갖는 체 인 별 토론 시간을

통해서도 능동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 친구들과의

동이매우 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깨닫고있었다. 

체 인 토론 시간에 정답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문

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토론시간에 교수자가 제시

한 요한 이슈에 별로논쟁하게 되면서 수업에 한

참여도가 활발해지고 발표력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각자 보면은 왜? 이유를

찾고 있고 벌써 교수님이물어보시기 에 벌써 찾고 있

고... 되게 능동 이었던 것 같아요.”(참가자 1)

“어? 쟤네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라고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참가자 6)

3.4 주제 4. 동적  수업시간

참여자들은 TBL 수업 시간에 조직된 구성원들과

친 감이 증진되며, 체 별 토론 시간을 통해 수업시

간이생기있게되는것을경험하고있었다. 한교수자

가 토론 시간에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수업 시

간이더욱활기차게되는것을경험하고있었다. 이에

한 개념기술은 “친 감이 형성됨”, “활기찬 수업시간” 

이었다.

3.4.1 개념기술7. 친 감  

구성원들과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 함께 정답을 논

의하고 문제해결을 해나가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

을 극복해 나가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원들 간

에 친 감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한 원 구성에 있어

서도 교수자가 다양한 멤버들로 지정해 으로써 평소

친숙함이 없었던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형

성 되는 것을 경험하 다. 

“지식 인것도 많이 얻게되고... TBL이 아니면 모든

애들이 그 게 다~ 섞여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TBL을

하다보면은 애랑 애랑 막~ 섞이잖아요. 는둘 다이득

인 거 같아요. 계 면이나 지식 면이나....”(참가자 4)

“TBL 조가 희가 정한 게 아니니까 평소 안 친하던

애들하고 조가 짜여 진 거잖아요. TBL 때문에 말 한번

이라도 더 하고 토론 때도... 친목에 도움이 되는 것 같

고...”(참가자 7)

참가자들은 하나의 원으로서 함께 수업시간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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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면서우리는하나의 원이라는 소속감을느끼며

책임의식도 증가하는 것을 경험해가고 있었다.

“ 으로 하니까 우리끼리 이 게 막얘기를하고... 소

속감? 그런 거 있잖아요.”(참가자 2)

“ 희딱 조도 만들어주셨잖아요. 뭔가그런 거에 의

미 부여되고... 막 조에 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 번호 도 드니까 더 집 이 되고...”(참가

자 6)

3.4.2 개념기술8. 기찬 수업시간

TBL 수업은 개인 별 시험 토론 등으로 수업

이 진행됨에 따라 수동 태도에서 수업을 청취하던 학

생들이 능동 이며주도 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을알 수있었다. 따라서 수업에 한집 력이향상되고

이해도와 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TBL 수업이 있다고 하면 일단 애들이 긴장도 하고, 

수업 집 력도 높아지고, 자기가 시험 보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참가자 5)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참가자 7)

참여자들은 활발한 토론과 함께 활동 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수업시간이보다 재미있고활동 으로 되

어 수업시간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표 하 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재

어요. 그냥 일반 수업들은 솔직히.... ‘언제 끝나지?’... 

진짜 TBL... 딱 넣어 버리면 다 애들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잖아요. 막 화하고, 신나게 막 답 들고 막 이러다 보

면... 애들이 집 력을 보일 수 있는 거...”(참가자 5)

“일단 애들 특징이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되게 신나

하거든요. 아는 게 나오면 더 극 으로 되고, 활기가

넘치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거니까... 내 의견을 얘기하

고....”(참가자 5)

“수업이 듣기만 하는 수업이었는데...능동 으로 참여

를 하니까 더 재미있는....”(참가자 7)

한 체 인 토론을 통해서정답을 확인하고, 부

족한 부분은 교수자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으로써 학습

효과가 향상되는 것을 알수있었다. 학생들 스스로해결

하지 못하는 논 은 교수자가 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핵심 내용은

반복 으로 교수자가 되짚어주고 한 문항, 한 문항을 세

분화하여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정확히 악하도록하

다. 

“교수님이답을다 하나하나이게 왜답이되는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되게 빨리 이해되는 거같아요... 그

러면 아~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 같

아요. 빨리...”(참가자 4)

“교수님이... 한 번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가자 5)

3.5 주제 5. 미한 동료평가

본 연구에서의 참가자들은 동료평가가 객 이지 못

하고정에얽매인 평가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해

당하는 개념기술은 “친분에 얽매인 동료평가” 다.

3.5.1 개념기술9. 친분에 얽매  동료평가

참가자들은 동료평가 시 서로의 친분에 의해 수를

공정하게 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두 높은 수를

주는 정에 휩쓸린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본래의 의미와

는 다르게 의미 없는 평가방식으로 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루 두루 워낙 구 못하면 다~ 이끌어 려고 그

러고... 애가좀~ 안해와도, 웬만하면다 잘 주려고그랬

던 거 같아요.”(참가자 5)

“애들이 서로 이 게 정이있으니까 동료평가를 나쁘

게 주지는 않아요.”(참가자 7)

4. 논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TBL 수업을 해 사 학습을

비하는것과자신이 비한사 학습이 다른학생들의

수에까지 향을 미치게 되어부담감과 강한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경희, 손은경[23]의 선행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책임감과 자신감

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어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 학습을 통해 TBL 수업을 비하

는 것이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 해 노력하는 동기유발의 매개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동기 요소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학습하고 있는

주제와 다른 주제에 해서도 알고 싶어 하며, 목표달성

을 해 더욱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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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3,24]. Brich[14]의

연구에서도학생들이수업 비를 해 상 으로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스스로 사 학습을 비하면서보다 폭넓은

지식과 함께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통 인 교수자 심의 주입식 강의보다 TBL 

수업은 자기주도 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미래

지향 인 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박인숙, 김동기

[24]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학습력이 TBL 수업 후

향상된 것을알 수있었으며학업태도와 학업성취도에서

도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bridge 

등[11]의 보고에서도 TBL 수업이 신 인 교수법으로

학습자 심의 교수 략임을 보고하 으며, 류 군, 김태

훈[10]의 보고에서도 TBL 수업이 학업 성취도 향상을

증가시킴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TBL 수업은 습, 개인시험, 시험

토론, 체 별 토론, 교수자의 강의로진행되는반복학

습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 을 극복

하며 요 핵심을 악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습에 합당한 책임감을 형성하기 해 개인 별 성

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 으며[3], 따라

서본 연구에서도개인 별 시험을 용하 다. 한

TBL 수업이 반복학습을통해 단순 주입식 강의 보다이

해력 향상을 가져옴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함을 알 수 있었다[8]. Brich[14]의 연구에서도 TBL 

수업 후 성 향상과 이해력 향상을 보고하 으며, Fatmi 

등[20]의 체계 문헌고찰을통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TBL 수업을 통한 성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박인숙, 

김동기[24]의 보고에서는 TBL 수업후 자신감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업 시작 부터 미리 학습해온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

서 수업의 이해와 습득이 향상됨을 경험하게 되어 자신

감이 형성되고 학습성과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7].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토론 시 상호간 의견 립과

의사표 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속에서도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애쓰고 력하고

있었다. 의견 조율을 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

반 인 방법은 다수결이었으며, 여러 동료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은숙[25]

의 연구에서도 동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

해 다양한 의견이 돌출되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됨을

보고하 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요한 학습 내용이나 혼자서

는 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서로의 멘토와 멘티가 되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hansari

와 Coyne[13]의 약학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이다른학생들의멘토역할을함으로써자연스럽

게 학생 스스로의 지식이 확장됨을 보고하 다. 즉, 무작

정 암기하는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에 한 이해를

통해 학습 효과가 극 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귀

화 등[26]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에 극 인 학생들이

TBL 스킬을 향상시키고 TBL을 보다 정 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보고하 으며, 결과 으로 학습성과 향상에

도 정 향을 미치는 교수법이라고 하 다. 

참여자들은 개인 수보다 수에서 매우 높은

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의 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TBL 용 시 원들

이 력공동체로 작용하여 동료 학생들이 서로 간 격려

와 나눔, 인내등의 략을 통해 학습하게 됨을 보고하

다. 한 력활동은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여 탐구하고

해결하게됨을 보고하고있다[25]. 이경희, 손은경[23]의

보고에서도 TBL을 통해 지식습득과 함께 워크를 향

상시킬 수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노 숙 등[8]의 연구

에서도 개인 수보다 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Suno 등[16]의 보

고에서도 학생들의 수가 개인 수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으며, TBL 수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즉, TBL 수업은소그룹활동을 통해 개념 분석, 비

사고, 문제해결능력을발달시키게되며, 학생들의능

동성이 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어[19], 토론을 통

한 동의 요성을 알 수 있었던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Khansari와 Coyne[13]의 보고에서

도 시험이 주제에 한 깊은 이해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시험 후 체 별 토론을 하면서도 함께

력하는 것이 상당한 시 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BL이 극

학습 태도를 형성하며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한

다는 선행 보고와도 일치하고 있다[3]. 특히, 체 인

토론을 통해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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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 향상에 매우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

하지못하는부분을교수자가 즉각 으로피드백해 으

로써 학습성과 향상에 매우 효과 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공 인 수업이란 교수자

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TBL이 성공하기 한 요한 요소가 바로 시기 한

피드백임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3]와 일치하는 것

이다. 한, 구두와 서면 피드백을 함께 사용할 때 학생

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교수자의 피드백이 학습성과 향상을 한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28]. 즉, TBL 수업은 수업의

질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창의 교수법이며[4], 결

과 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습성과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매우 효과 인 수업으로 하리라 사료된다. 더

불어 유능한 문인을 양성하기 한 최상의 목표를 달

성하기에 매우 합한 참신한 학습법이다[19].

그러나 학생들의 토론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락할 수도 있기때문에 교수자의 한 격려와토론 유

도도 매우 요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된

다. 즉, 교수자는 학습성과 향상을 한학습의 동반자로

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27]. Morris[12]

의 연구에서도 TBL 수업 용을 해서 교수자의 지식

과 문성, 학생들을 한자원의 개발이매우 요한 요

소임을 보고하고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

자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좀 더 많은

학생들과의 친분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알 수 있

었다. 한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보다 다채로운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나의 원이라

는 소속감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구성원의 숫자도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구성원의수가 무많으면 각자의수행

정도가 낮아지게 되고, 무 을 경우는 학생들의 부담

감 증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인원이 요함을 보

고하고 있다. 한 한 구성원 수는 5~7명으로 보고

하고있어서 본연구에서도 5명의 이질 인 인원을 구성

원으로 구성하 다[3].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TBL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

업 태도가 능동 이며, 사 학습으로 비되어 수업에

한 집 력 향상과 함께 이해와 심도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TBL 수업 용이 학

생들의 학습태도에 정 변화를 나타내고, 주의력과

능동 인 학습태도가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었다[11,24]. 

한 활발하며 활동 인 토론과 수업 참여로 수업 시

간이 보다 활기차고 활동 으로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4,14].

Farland[17] 등의 보고에 의하면 동료평가가 의료 환

경에서 력 인 계를 유지할수 있는 기술과 태도

를 발달시키는 요한 요소임을 보고하 다. 그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3,8,10]에 따르면 TBL 용 수업은 성

부여 시 동료평가가 학생들의 무임승차 등을 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동료평가의경우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싶은마음, 그리고정에이끌린 마음 등으로공

평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아서 부분의 학생들이

만 을 부여받아 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 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정서인 ‘정’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의

정’이란 서양인들의 사고를 통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원

존재가치이며 매우 한국인다운 심성으로, 학생들의

동료 평가에 있어서도 타인에 한 심이 높고 덕을 베

푸는 한국인의 문화 정서가 향을 미쳐 이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29].

5. 결론 

본 연구는 학습성과 향상을 도모하여 변하는 의료

환경에 합한 문 간호인력 배출에 기여하기 해 간

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성인간호학 수업 시간

에 TBL 교수법을 용하고 참여 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질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참여자의 경험에 한 의미기술을

심으로 총 9개의 개념기술과 5개의 주제 군이 도출되었

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군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해 매

진함, 자기주도 인 학습태도가 형성됨, 공동의 지식창

조자가 됨, 활동 인 수업시간, 무의미한 동료평가로 확

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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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들의 학습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개발 용, 자

원의 개발 등과 련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Table 2. Theme cluster

Theme cluster
Concept 

description
Meaning description

Dedication to 

Best Results

Doing one’s best 

to fulfill one’s 

role

Increased burden

Improved responsibility 

Self-led 

learning 

attitudes are 

formed

Preparing the 

class with the 

pre-learning

Becoming motivated

Improved readiness for classes

Founding one’s own way of 

learning.

Getting a future-oriented learning 

attitude

Forming 

confidence 

through 

pre-learning

Improving learning skills by 

repeated learning 

Sharing the pre-learning with 

each other

Improved comprehension through 

pre-learning

Becoming a 

communal 

knowledge 

creator

Solving 

problems 

through 

interaction with 

friends

Conflicting opinions

Feeling insufficient to form a 

clear opinion

Resentment of a friend

Coordination of opinions

Becoming a 

mentor to each 

other

Improved comprehension with a 

friend's explanation

Remembering learning better by 

improving understanding

Naturally filling each other's 

lack knowledge

Working 

together to 

resolve issues

Knowing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Proactive problem solving with 

whole team discussion

Active class 

time

intimacy formed
Improved familiarity

Having a sense of belonging

A lively class

Improving a concentration 

through discussion

Interesting class time

Faculty's immediate feedback

Meaningless 

peer evaluation

peer evaluation 

with familiarity 
An evaluation by af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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