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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팀 기반학습에서
동료평가, 학습 성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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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rected Learning
of a Team-Based Learning in College Nursing Students

In-Hee Choi1), Yu-Jeong Kim2)

요약
본 연구는 팀 기반학습에서 동료평가와 학습 성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은 일개 간호대학생 117명이었으며,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동료평가 점수는 학습 성과 점수
(r=.042, p<.001),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점수(r=.254, p=.006), 개인준비도 점수(r=.199, p=.032)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동료평가 점수는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요인 중 개방성(r=.322, p<.001), 자
아개념(r=.276, p=.003), 내재동기(r=.221, p=.016), 자율성(r=.187, p=.044)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또한,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요인 중 ‘개방성’이었다. 즉, 개
방성이 높은 학생들이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동료평가, 학습성과, 자기주도학습, 팀기반 학습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peer assessment and program outcome, self-directed learning
skill in a team-based learning. The subjects were 117 nursing students from one college. The data was
analyzed in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program. Peer assessment score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scores of the program outcome(r=.042,
p<.001), scores of SDLR(r=.254, p=.006) and scores of individual readiness(r=.199, p=.032). Peer assessment
scores also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openness(r=.322, p<.001), self-concept(r=.276, p=.003), 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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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r=.221, p=.016) and autonomy(r=.187, p=.044) in order among the SDLR factors. That is, it
showed that students who had an open attitude received good evaluations from their peers.
Keywords : peer assessment, program outcome, self-directed learning, team-based learning
1.

서론

최근 간호학계에서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따라 능력을 갖춘 간호인이 육성되도록 간호교육
인증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교육의 직접적인 목표로서 프로그램을 이
수한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한다[1]. 이러한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 달성
을 위하여 전통적인 강의법에서 주가 되는 단순한 수용적 교수 학습보다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
적이고 능동적인 교수 학습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2][3].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의는 학습자에게 특별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수용적 학
습으로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암기식의 교수학습 방법이다[3][4]. 그러므로 강의
중심 학습방법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하지 못하고, 고차원적인
사고 촉진 활동에 적절하지 않다[3]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들의 학습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협동학습
즉 소규모 그룹 활동이나 짝 활동 등이 필요하다[5][6].
팀 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학습의 전 과정을 이끌어 가는
협동학습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급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등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7]. 또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어 상호 작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2].
하지만 팀 기반 학습의 그룹 공동과제 수행 중 소수의 팀 구성원은 무임 승차자로 게으름을 부려
부당하고 불공평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8].
동료평가(peer assessment)는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방지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차별적 점수를 줌으로써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9], 수업에 대한 학
습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6][10]. 즉, 동료평가는 전문가나 교수자에 의해 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던 방식과 달리 동료가 평가자가 되어 상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에 가
치를 부여하는 것으로[11], 동료평가 결과는 최종 학습 성과나 교육자의 평가를 예측할 수 있고,
교수자의 평가보다 상호작용적 측면을 평가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였다[12][13].
그러나 동료를 평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성실하거나 변별력 없는 평정을 하게 되
고, 동료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전반적인 인상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경향
이 있다[14][15].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이 각각 다르고,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과 경쟁자
라는 인식으로 자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16].
반면 동료평가 방법은 학생들이 서로의 점수를 매기고 수업을 돕는 방법[5]으로써, 여러 명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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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직접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삼자인 교수자가 혼자 평가하는 것보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
지며, 평가 과정에서 재학습의 효과가 있다[17]는 장점이 있어 동료평가에 대한 양분된 견해를 가
지고 있다.
동료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의학[14][15][18][19], 간호학[20], 치위생학[21], 체육학[22], 경영학
[23]의 교육 분야에서 동료평가의 의의[18]와 효과성 연구[20], 인식 분석[13], 평가의 활용[14] 및

평가문항 개발 연구[6] 등이 있었다. 특히, 동료평가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팀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가 높을수록 팀 내 동료평가 점수가 높다고 하였고
[19][21], 자기 학습을 주도하는 학습자는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인다고 하였다[7]. 최근 간호학계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른 소그룹 협동학습을 다수 적용하고 있고 학습성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5],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및 동료평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학기 동안 팀 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을 운영한 후, 학습자
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동료평가와 학습 성과 및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
고,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특성이 동료평가의 중요한 요소인지 파악함으로써 동료평가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2.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수업과 관련된 동료평가를 시행한 후 동료평가결과, 학습 성과 및 자기 주도 학습
준비도 점수와의 관계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TBL 수업에 참여한 간호학과 3학년 117명으로, 남학생 14명(12%), 여학
생 103명(88%)이었으며, 전체 학생의 평균나이는 23.21세였다. 전체 연구 대상을 4개 분반으로 반

∼

별 5개 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조 구성원은 5 6명이었다.
TBL 수업은 반별로 총 6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TBL 수업절차[10]에 따라 1단계 사전 자가 학습
(Preparation), 2단계 준비도 확인(Readiness assurance), 3단계 학습 내용 적용(Application of
course concepts)으로 진행하였으며[Fig. 1], 마지막 수업 종료 후 동료평가와 자기 주도 학습준비

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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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 기반 학습 단계
[Fig. 1] Steps of Team-based learning
2.3

연구도구

2.3.1

개인 준비도 확인시험(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

TBL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준비도 확인시험(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

과 그룹 준비도 확인시험(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 두 가지로 나눈다. 본 연구에
서는 개인준비도 확인시험(IRAT)을 시행하였고, IRAT은 매 TBL 수업마다 측정한 개인준비도 확인
시험(IRAT) 성적을 10점 만점 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다.
2.3.2

동료평가(Peer

Assessment)

동료평가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동료
평가 점수는 ‘본인을 제외한 조 인원수

× 10'을 총점으로 하고, 평균 1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도

록 하였다. 점수는 평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중 두 명에게 각각 최고점수 13점, 최하점수 7
점을 주도록 하였고,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준 팀원에게는 반드시 그 이유를 기술하게 하여 피드
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3.3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S 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상태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Guglielmino[24]가 개발하고 현정숙
[25]이 일부 수정한 후 박윤영[2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개방성 5문항, 자아개념 6문항, 내재적 동기 6문항, 자율성 5문항, 창의성 3문항, 문
제해결력 2문항, 자기평가 4문항으로 7개 요인, 총 31개 문항의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였
다. 1) 개방성이란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항상 학습하려는 태도로, ‘나는 학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심
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습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 ‘나는 학습에 주어지는 비판을 받아들인다.’의 문항이었다. 2)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견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학습에 주어지는 비판을 받아들인
다.’, ‘나는 나의 학습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는 평생학습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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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이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습경험을 계획하는데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읽고 이해하는 나의 능력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지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의 문항이었다. 3) 내재적 동기는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성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
람을 존경한다.’, ‘나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좋아한다.’,
‘나는 학습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체계적인 학습탐색과 질문을 좋아한다.’, ‘나

는 학습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의 문항이었다. 4) 자율성이란 학습에 주도적이고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학습시간을 조직할 수 있다.’, ‘나는 학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학습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새로운 학습을 혼자서 계획하여 시작하고 실행

할 수 있다.’의 문항이었다. 5) 창의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과정을 거
쳐 기존의 것과 다른 아이디어나 형태, 관계양식 및 해결 방안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나는 기존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
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
생하는 위험을 감수한다.’의 문항이었다. 6) 문제해결력이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이전의 경험
을 토대로 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으로, ‘나는 주어진 학습문제를 해결하는데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이 탄탄하다.’의 문항이었다. 7)
자기평가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평가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학
습방법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나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학습하려는 의지
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나는 나의 학
습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학습 진도를 스스로 평가할 있는 능력이 있다.’의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67
2.3.4

학습 성과(Program

∼ .930으로 평균 .874였다.

Outcome)

학습 성과란 학습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의 학습 성과는 정기시험으로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를 합한 점수로 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측면

동료평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장소에서 각각 평가하여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평가결과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불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동료평가 결
과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여 평가자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해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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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0.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동료평가, 개인준비도, 학습 성과, 자기 주도 학습준
비도 점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 학습준비
도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3.1

연구결과

동료평가, 학습 성과, 개인준비도, 자기 주도 학습능력의 상관관계

동료평가, 학습 성과, 개인준비도,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료평가 점
수는 정기시험 점수(r=.402, p<.001),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점수(r=.254, p=.006), 개인준비도 점수
(r=.199, p=.032)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준비도 점수는 정기시험점수(r=.438,
p<.001), 동료평가(r=.199, p=.032)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점수는

동료평가(r=.254, p=.006), 정기시험점수(r=.242, p=.009)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
[표 1]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PA
IRAT

(n=117)

PA

IRAT

SDLR

PO

r(p)

r(p)

r(p)

r(p)

1

.199(.032)

.254(.006)

.402(<.001)

1

.137(.140)

.438(<.001)

1

.242(.009)

SDLR
PO

1

PA=Peer Assessment, 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SDLR=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O=Program Outcome

3.2

동료평가, 학습 성과, 개인준비도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요인과의 관계

동료평가는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요인 중 개방성(r=.322, p<.001), 자아개념(r=.276, p=.003), 내
재동기(r=.221, p=.016), 자율성(r=.187, p=.044)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 성과는 자아
개념(r=.294, p=.001), 문제해결(r=.236, p=.010)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개인준비도 점
수는 개방성(r=.096, p=.031)과 자아개념(r=.190, p=.041)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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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주도 학습요인과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SDLR) Factors and Variables

(n=117)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SDLR) Factors
Self
concept

Intrintic
Motivation

Autonomy

Problem
Solving

Creativity

Self
Assessment

Variables

Opnness
r(p)

r(p)

r(p)

r(p)

r(p)

r(p)

r(p)

PA

.322(<.001)

.276(.003)

.221(.016)

.187(.044)

.155(.095)

.066(.479)

.070(.456)

PO

.124(.182)

.294(.001)

.175(.059)

.168(.071)

.162(.081)

.236(.010)

.122(.191)

IRAT

.096(.031)

.190(.041)

.133(.153)

.105(.259)

.151(.104)

.094(.311)

-.005(.957)

PA=Peer Assessment, PO=Program Outcome, 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3.3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요인

대상자의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7개 요인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0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동료평가 점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 요인변수는
개방성(F=13.292, p<.000)이었고, 9.6%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개방성이 높을수록 동료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동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ffecting Peer Assessment

(n=117)

Variables

R2

Adjusted R2

β

t

p

Openness

.104

.096

.322

3.646

<.001

F=13.292(p<.001)

논의

4.

본 연구는 팀 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을 시행하고 동료평가와 대상자의 학습 성과,
개인준비도 및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평가방법으로써 동료평가의
적용을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최근 학습자 교육방법은 단계별 수준별 학습 진행과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자기 주도적이고 능
동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개별적 평가 이외에 팀 단
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바탕학습, 팀 기반학습 등의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다[6].
협동학습은 소집단 학습자가 명확하게 제시된 공동과제에 대해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27], 학업 성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5 HSST

233

Relationship among Peer Assessment and Program Outcome,
Self-Directed Learning of a Team-Based Learning in College Nursing Students

취와 사회성 발달, 자긍심의 향상 등 학습의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또한, 헙동학
습인 팀 기반학습으로 학생들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수용하여 긍정적인 학습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7], 학업성취도
점수는 강의식 학습 집단보다 팀 기반학습 집단에서 2.9점 높게 나타나 학습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7].
동료평가는 교수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보다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매우 강화된 것[13]으로 동
료들의 시각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학습태도를 개선할 수 있고, 학습능력을 향
상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 동료평가는 학습성과(r=.402, p<.000), 자기 주도 학습준비도(r=.254,
p=.006), 개인준비도(r=.199, p=.032)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학습 성과가 높은

경우 동료들과의 협동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높은 동료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개인준비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r=.438, p<.001), 이것
은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TBL 수업을 한 후 동료평가와 개인준비도(IRAT)와 TBL 성적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p<.001)을 보인 조아라[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발표토의 수업을 운영한 연구[18]에서는 동료평가와 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

∼

∼

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r=.168 .189, p=092, .059), 동료평가 점수와 기말시험 점수 간에 낮은
상관 정도(r=.152)를 보여주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 연구결과[21]도 있었다. 이는 학업 성과 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도구도 다양하여 일치된 결과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동료평가를 위
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료평가는 개인 준비도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r=.199, p=.032)가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동료평가 점수도 높다는 것으로, 동료들은 전문지식으로 적절히
소통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동료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연구
[18]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은 동료평가(r=.254, p=.006)와 학습 성과(r=.242, p=.009)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학습 성
과가 높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집단의 성과를 높이고,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19,21]는 타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리더십 수업 연구[19]에
서는 집단 내 동료평가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 교육학 수업연구[21]에서도 동료평가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r=.304, p<.05)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팀에 기반을 둔 협동학습에 학습자로서 자기 주

도적인 학습능력으로 개인적인 준비가 적절할 때 학습 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
수자만이 평가자가 되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학습자의 활동이 요구되는 팀 학습활동에서 동료
평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및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18]이다.
동료평가 점수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중 개방성(r=.322, p<.001), 자아개념(r=.276, p=.003), 내재
동기(r=.221, p=.016), 자율성(r=.187, p=.044)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동료평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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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개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292, p<.000), 9.6%의 설명력이 있었다. 동료평가 점수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 하위 요인 분석 연구[19]에서도 ‘도전에 대한 개방성’은 동료평가의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하였고(β=.361, p=.015),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TBL 수업 연구[21]에서도 ‘도전
에 대한 개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5.038, p=.009)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
다.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학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열린 태도를 가
진 동료들에게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한다[25]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평가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동료 학습자들 사이에 서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28], 팀원들
이 서로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또한, 학습자들의 부정확한
피드백으로 인해 피평가자 학습자들 간에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고, 동료평가자 피드백에 대한 불
신을 일으킨다고 하였다[30]. 그러나 이러한 동료평가는 동료평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동료들과는 상호협동보다 경쟁해야 할 대상자로 봐야 하는 경향이 많아 공정하고 객
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동료평가에 대한 훈련이나 과정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
도 있었다[15]. 본 연구에서 동료평가와 학습 성과와의 관계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은 동료에 대한 평가기회가 있을 때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 참여 평가방법으로서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동료평가는 학습 성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 및 개인준비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동료평가와 학습 성과 및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팀 기반학습에서 동료평가
는 학습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자는 학습에 대해 높은 관심과 자기 학습에 대한 확신, 애
정, 열정을 가지고, 전 학습 과정에 주도권을 갖는 개방성이 있는 동료에게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동료평가는 학습자 중심 자기 주도 교수-학습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
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동료평가 시 모두 같은 점수를 주어서 객관적 평정이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조별로 한 사람씩은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에 강제적 배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각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동료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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