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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ent evaluations of team-based learning
(TBL) and student achievement evaluations during TBL.
Methods: Questionnaires that evaluated medical student perception and self-assessment of the TBL experience included 38 
questions on the TBL process. Also, we used scores from the TBL session to investigat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proper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were, the more focused students were on team  
learning.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period for preliminary assignme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team members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new knowledge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when they had the experience 
of feedback, they understood the instruction topics through team learning better. With regard to peer evaluation, the students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studied more sincerely and honestly. By experiencing the TBL process, every team showed
a high significance in the 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score compared with the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score,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 TBL and expectation levels about capacity strengthening increased as well.
Conclusion: TBL is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nd has positive impacts on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n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ption of TBL is expected to provide medical educators with suggestions on planning
teaching strategies for effective TB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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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사실과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여,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경험과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성과를 달성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다양

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1].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의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의사자격시험 및 의과

대학 인증평가 등 제도적 장치로까지 확대되어 의학교육의 

현장은 학생들이 추후 의사가 되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실제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평적 사고역량의 함양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하 다[2]. 

  하지만 비평적 사고역량은 전통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과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하

여 성장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내용과 관련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 을 때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향상되

고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

를 통하여 일반화된 사실이다[3]. 이런 이유로 대부분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강의 중심으로 운 되었던 의

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해 나아가

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준비된 연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팀 바탕학습(team based learning, 

TBL)의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 수업에 TBL을 도입하고 있는 의과대

학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4,5]. 특히 TBL이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적용, 종

합하는 성숙된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

고역량의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의 결과들은[6] 의학교육

에서 TBL이 긍정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으리란 가능성을 높

이 시사해 준다.  

  하지만 TBL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 의과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학습성과(outcome)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TBL 운 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TBL을 운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의과대학에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작업을 수행하 다.

  첫째, 교육환경의 적절성과 팀 학습 집중도 사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팀 학습, 동료평가 단계와 관련된 요소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TBL에서의 평가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넷째, 학생들의 만족도와 기대 수준을 파악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의학과 2학년에 개설

되었던 정신과학 수업 중 행동치료 TBL을 수강하 던 학생

(2008년 119명, 2009년 104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자기평

가 문항이 포함된 수업평가 결과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에 활용하 다.

2. 조사도구 및 분석 방법

  1) 수업평가

  수업평가 설문지는 소집단 협력학습, 팀 학습, 문제바탕학

습, 동료평가 등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 논문에서 추출한 평가 

항목을 TBL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뒤, TBL 단계별로 항목

화하여 사용하 다. 자기평가를 포함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

한 수업평가 설문지는 5점 척도와 자유기술로 응답하도록 하

다. 사용한 수업평가지의 내용타당도는 의학교육전문가 2

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확보하 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0.85(2008), 0.95(2009), 회수율은 98.3% 

(2008), 94.2%(2009) 다. 또한 TBL 수업을 마친 뒤 담당 교

수자 1인과 지원 조교 2인, 연구자 1인이 참여한 평가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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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 between Appropriacy of Physical Environment of Educational Space and Level of Attention in Team Learning

 Items
Year=2008 (n=117)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Year=2009 (n=98)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for year
Percent responding, n (%)

Mean SD
Percent responding, n (%)

Mean SD
Negative Neutral Positive Negative Neutral Positive t p

Appropriacy of physical 
environment of 
educational space 

43
(36.8)

38
(32.5)

36
(30.8)

2.92 0.99
0.63

(<0.001)

3
(3.1)

19
(19.4)

76
(77.6)

4.09 0.81
0.66

(<0.001)

-9.49 <0.001

Level of attention in 
team learning

49
(41.9)

50
(42.7)

18
(15.4)

2.57 0.99
9

(9.2)
19

(19.4)
70

(71.4)
3.92 0.96 -10.04 <0.001

Response were given a 5-point scale, in which 1="strongly disagree" and 5="strongly agree".
SD: Standard deviation.

해 운 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 뒤 교육환경과 팀 

학습 집중도 사이의 관계는  Spearman 상관분석과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 으며, TBL 단계별 관련 요소들 사이의 관

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 다. TBL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기대 수준은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

차를 구하 다.

  2) 학업성취도

  TBL의 평가 항목은 개인준비도확인시험(Individual Readi-

ness Assurance Test, IRAT), 그룹준비도확인시험(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 그룹적용학습활동

(Group Application Exercises, GAE), 동료평가로 구성되었

으며, TBL 최종성적은 IRAT(25점)+[GRAT(25점)+GAE 

(25점)×동료평가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동료평가는 

총점(팀원수×10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2명에게는 최고

점과 최저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한 뒤, 나머지 점수를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 으며, 합산한 점수

를 100%로 환산한 뒤 GRAT과 GAE를 더한 점수에 곱하여 

최종 팀 점수를 산출하 다.

  학업성취도 결과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평가 항목

별 상관관계를 구하 으며,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학업성

취도 향상 수준을 분석하 다.

  이상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Cary, USA)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 으며 유의수준은 0.05

로 양측검정을 실시하 다.

결과

1. 교육환경과 토론집중도 사이의 상관관계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팀 

활동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수업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에 개설되었던 행동치료 TBL은 담당 교수, 교육

내용, 진행방법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업장소만 일반 실습실

에서 TBL 실습실로 변경되었다. 

  분석 결과, 2008학년도 TBL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조직

학 실습실의 환경이 “긴 직사각형 테이블 구조 기 때문에 팀

원들의 응집이 어려웠으며 토론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평가

하 다. 특히 “교수자 위치가 실습실 앞 강단에 고정되어 있고 

AV 시스템 등 기자재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던 

뒤에 배치된 팀의 경우 전체 팀이 참여하는 토론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효율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여 산만한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 다.

  반면 2009학년도 TBL에 참여한 학생들은 TBL 실습실의 

환경을 “학생 개별 PC 및 AV 시스템, 발표 학생 위치 추적 

카메라 등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교수자 테이

블을 중앙으로 하여 팀별 원형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

기 때문에 팀 내 토론은 물론 전체 팀이 참여하는 토론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 다. 특히 “원형 테이블 구조가 

팀원들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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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eam Based Learning Performance Factor Correlation Analysis

Data factor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Year=2008 Year=2009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a)

Quantity of preliminary assignments -0.0935 0.3322**
Difficulty level of preliminary assignments -0.0661 0.4340**
Distribution period of preliminary assignments  0.4000** 0.3124**

Level of team learningb)

Level of interacting & communicating with team members  0.3089** 0.3832**
Level of participation in group discussion  0.2974** 0.3662**
Experience of acquiring new knowledge from team members  0.3999** 0.6138**
Experience constructive feedback process between team members  0.3976** 0.5650**

Level of response attitude in peer evaluationc)     
Perception of need of reflect final grades  0.2548** 0.2118*

Response were given a 5-point scale, in which 1="strongly disagree" and 5="strongly agree".
a)The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was confirmed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 "I worked self-directed learning faithfully.", b)The level
of team learning was confirmed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 "The class themes were sufficiently understood through the team activities.",
c)The level of responses attitude in peer evalu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e following question: "Did you respond frankly and sincerely
to the question that were asked in peer evaluation?".
**p<0.01, *p<0.05.

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공간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팀 활동

에의 집중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교육환경 만족도

(2008, 2.92±0.99 vs. 2009, 4.09±0.81)와 팀 활동 집중도

(2008, 2.57±0.99 vs. 2009, 3.92±0.96)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될수록 학생들이 팀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Table 1).

2. TBL 단계별 관련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TBL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학습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 팀 학습, 동료평가와 관련된 수업평가 결과 사

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Table 2).

  첫째, 자기주도학습 수준은 사전과제 배포시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과제를 충분히 예습

해 오지 못했던 학생들은 “타 과목 시험일에 근접해 있거나 

수업일 대비 배포가 촉박하여 시간이 충분치 않아 예습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 다. 

  둘째, 팀 활동을 통한 학습주제 이해 수준은 팀원들의 참여

도, 의사소통 수준, 동료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팀 

내 토론을 정리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경험의 

유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의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이 중심이

었던 기존의 교육 방식과 비교하 을 때 팀원들과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한 동료학습은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

게 해 주어 수업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신

의 의견을 근거에 바탕하여 전달하는 경험이 인상 깊었으며, 

팀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주제를 바라볼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등이 가장 많았다. 

  셋째, 동료평가 결과가 성적에 반 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

장인 학생일수록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고 

있었다. 동료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

으로는 “팀 활동을 함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같은 팀에 속해 있던 팀원이 가장 정확하고 형평

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아직 국외에 비하여 토론 문화 형성

이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개

인의 기여도를 측정하여야만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무임승차 

없이 적극적인 팀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전 교수자가 동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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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eam Based Learning Evaluation Factor Correlation Analysis

 Data factorsa) Year=2008 Year=2009
r p r p

IRAT vs. TBL total 0.62355 <0.0001 0.62849 <0.0001
GRAT vs. TBL total 0.33581   0.0002 0.37174   0.0001
GAE vs. TBL total 0.43826 <0.0001 0.40927 <0.0001
IRAT vs. GRAT 0.02398   0.7966 0.19637   0.0457
IRAT vs. Peer evaluation 0.38320 <0.0001 0.22154   0.0238
Total total vs. Peer evaluation 0.69347 <0.0001 0.62139 <0.0001

IRAT: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 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GAE: Group application exercises, TBL total: IRAT+[(GRAT
+GAE) ×Weights of peer evaluation].
a)Data from individual students' scores on the IRAT, GRAT, GAE, Total total, and peer evaluation compared by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n=119 (2008), 104 (2009) for all data sets.

Table 3.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of Team Based Learning

Year N
IRAT Score GRAT Score diff. GRAT-IRATa)

Low High Mean SD Mean SD Mean SD t value p-value
2008 119 0 18.3 11.38 3.50 24.13 2.80 12.75 4.34 31.94 0.0007
2009 104 6.7 20.0 15.00  2.93 23.34 1.57  8.34 3.04 27.98 <0.0001

IRAT: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 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N: Number of students, SD: Standard deviation.
a)Result from paired t-test.

Fig. 1. Students' Satisfactions of Team Based Learning Session

는 것은 전문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중의 하나이며, 

TBL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

문에 동료평가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는 의견

과 함께 동료평가 점수의 성적 반  필요성을 역설하 다.

3. 학업성취도

  TBL에 참여하 던 모든 팀이 IRAT 점수(2008, 11.38± 

3.50; 2009, 15.00±2.93)에 비하여 GRAT 점수(2008, 24.13 

±2.80; 2009, 23.34±1.5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TBL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Table 3). 

  또한 평가 항목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IRAT ․ GRAT ․
GAE와 TBL total 점수, IRAT ․ TBL total 점수와 동료평가 

점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평가 요소

들로 최종 성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Table 4).

4. 학생 인식 및 기대 수준

  학생들은 TBL이 기초이론과 임상의 연계가 중요한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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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ents' Expections of Reinforcement of the Competence by Team Based Learning

학 수업에 적절한 교육방법(2008, 3.77±0.91; 2009, 3.59± 

1.08)으로, 일반 주입식 강의와 비교하 을 때 수업목표에 도

달해 가는 과정이 만족스러웠고(2008, 3.81±0.72; 2009, 

3.78±0.78),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큼 가치 있는 경험(2008, 

3.91±0.84; 2009, 3.66±0.93)이었다고 평가하 다(Fig. 1). 

또한 학생들은 TBL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협조적인 의

사소통 능력의 향상(2008, 4.06±0.61; 2009, 3.96±0.84), 긍

정적인 구성원 의식의 함양(2008, 4.08±0.70; 2009, 3.81± 

0.85),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의 신장(2008, 3.73±0.82; 2009, 

3.63±0.96), 실제적 지식의 습득(2008, 3.72±0.81; 2009, 

3.60±0.94), 학업성취도의 향상(2008, 3.70±0.86; 2009, 

3.58±1.00)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 다(Fig. 2).

고찰

  일반적으로 수업집단의 크기는 대집단(n>40), 중집단

(n=20~40), 소집단(n<2~20), 개인(n=1)으로 구분되며, 각각

에 적합한 교수법을 적용하 을 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7]. 특히 의과대학과 같이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식의 전달을 중요시 하는 풍토에서는 강의

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와 같은 지

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급격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새

로운 의학 지식의 끊임없는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필요한 의학 정보를 모두 가르치고, 학생들이 전달되

는 모든 사실 정보를 암기, 기억하는 방식의 교육은 현실적으

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과학기술의 발달

은 교육여건의 변화[8]도 함께 가져다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 정보는 인터넷, 참고서, 이러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오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습득해 

온 지식을 실제 적용, 응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비

평적 사고역량의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평적 사고역량의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TBL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뒤, 그 경험을 바탕으

로 효과적인 TBL 운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과대학에

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 다.

1. 효과적인 TBL 운영 방안

  효과적으로 TBL을 운 하기 위해서는 첫째, 팀 학습에 적

합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학

습동기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교수자가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진행했던 TBL이었음에도 일반 조직학 

실습실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15.4%만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

었다고 응답한 반면, TBL 실습실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71.4%가 토론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육환경

이 팀 학습의 수준에 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업을 

담당하 던 교수자 역시 일반 조직학 실습실에서 진행하 던 

TBL에서는 팀원들이 서로에게 집중하여 팀의 학습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 등의 방법을 통해 단편적으로 지식

의 맞고 틀림만을 확인하고 팀 학습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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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 다고 평가하 다. 특히 

TBL의 경우 팀 내에서 진행되는 토론뿐만 아니라 팀 간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형 테이블 구조로 팀의 

응집력을 높여 줌과 동시에 충분한 AV 시스템 등을 확보하고 

교수자가 팀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팀 간 토론 

역시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TBL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

절한 사전과제를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사전과제를 충

분히 숙지하지 않고 TBL 수업에 임한다면 무임승차, 부정행

위 등으로 팀 내 갈등이 유발되어 응집력 형성을 방해하고 팀 

학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6]. 특히 사전과제 배포시

기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향을 주므로, 사전과

제의 분량과 난이도는 물론 전체 교육과정의 일정을 고려하

여 학생들이 충분히 예습하고 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격적으로 TBL이 진행되면서 교수자는 팀원 모두

가 협조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업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어야 한다. 

또한 팀 활동 중 동료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토론을 종

합·정리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시켜 주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학업성취는 물론 

자기 효능감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9].

  넷째, TBL은 지식의 전달과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TBL의 중심인 팀 학습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양한 평가 방법 중에서

도 특히 동료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도구 중 하나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팀 수행 결과에 대

한 개인의 기여도 측정이 학습 과정은 물론 동료에게 몰입하

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며, 개인의 학습 책무성과 팀의 응집력

에 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 형성 및 전문성 발달에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4,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평가는 여전히 학

생들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변별력 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

여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동료들을 평가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

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11,12,13]. 하

지만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동료평가 결과가 교수평가, 지

필시험 결과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4,15], 본 연구에서도 동료평가 점수와 IRAT, TBL 최종성

적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동료

평가 점수가 성적에 반 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 학생은 

16.1%에 그친 반면 78.5%의 학생이 동료평가에 솔직하고 성

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 향후 동료평가가 공식적인 평가 도

구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동료평가의 결과가 성적에 반 되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보다 솔

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에 교수자는 동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며, TBL의 중요한 과

정임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동료평가에 임해야 하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

가자 훈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

으로 동료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2. 의학교육에서의 기대 효과

  지금까지 논의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TBL을 운 한

다면 의과대학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TBL이 기존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16], 본 연구에서도 참여한 모든 팀이 IRAT 점수의 평균에 

비하여 GRAT 점수가 더 높아졌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 향상이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이 아닌 TBL 과정 중에 이

루어진 것이며, TBL을 통해 학생 간의 성적 편차가 줄고, 과

목 낙제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TBL을 

통해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0,17].

  둘째,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진다. 학생들은 TBL이 

일반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큼 가치 있

는 경험이었으며, 기초와 임상의 연계가 필수적인 의과대학

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 다.

  또한 학업성취도 향상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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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 Cho[18]의 조사에 따

르면 교수자들 역시 TBL을 통하여 의사소통 및 협동적인 상

호작용 능력의 향상 및 적극적인 구성원 인식 도모, 자기주도

적 학습 능력의 신장, 실제적 지식의 습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물론 단발적인 TBL 

경험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주체

인 학생과 교수 모두 TBL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TBL 교수법이 의과대학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TBL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학업성취도

와 학생들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TBL을 운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실제 TBL의 진행단계인 자기

주도학습, 팀 학습, 동료평가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TBL 운 을 계획하여 도입한다면 

TBL은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팀 학습을 실현시

킬 수 있음은 물론 학업성취도 향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어 비평적 사고능력의 함양이란 의학교육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 주어 

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일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평가 및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객관적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TBL 교수법

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학생들의 인식,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

점을 두어 기술하 기 때문에 학습성과 외에 기대되는 효과

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향후 TBL 과정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TBL 단

계에 따른 구체적인 운  지침을 마련하고, 학습성과 외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심

화되어 TBL이 의학교육 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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