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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반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한 A 자동차 기업의

학습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 영 민1)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용한 A 자동차의 교육과정 개발 사례를 제시하

는 것이었다. 팀 기반 학습모형의 주요 원리와 장점들을 활용하여 현장학습 리더를 양성하

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의 주요 단계는 선행학습 단계, 본 학습 단계,

사후학습과 평가 단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학습의 경우, 이러닝을 수강하도록 하고

선행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소집을 통한 집합식 교육의 경우, 개인 및 팀별 평가를 진행하

였고 개념을 적용한 현장 문제해결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과정을 운영한 결과, 사전-사후

개인별 이해도는 10점정도 증가하여(100점 만점) 이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와 현업 도움 정도에 관한 인식조사도 4.8점 이상(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과정 개발을 통해 조직의 성과 제고와 개인의 역량 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사내 비

공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 A 자동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와 보상체계

를 마련하면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학습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핵심 되는 말 : 팀 기반 학습모형, 학습 리더, 비공식 교육

--------------------------------------------------------------------

I. 서 론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은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조직 혹은 개인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식, 경험, 스킬을 축적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현업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 능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전문성(expertise)에 주목을 하고 있다(오헌석, 김정아, 2007). 이러한 전문성은 제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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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문화콘텐츠, 교육 등과 같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분

야에서도 주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개발 전략들에는 현업의 지식과 스킬을 갖춘 경력

자를 채용하는 것, 기업의 사업방향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업 생존에 대한 책임질 경

영자를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승계계획을 운영하는 것, 기업에 신규 채용된 인력들

에 대해 회사의 비전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경력관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현장의 제조 생산인력에 대해 각종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것, 노련하게

숙련된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퇴직 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축적된 전문성을 기존 인력

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이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있다(노용진, 정원호, 2006).

기업에서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방법들이 시도

되었다. 비공식적 방법들로는 현장학습(On-the-Job Training: OJT)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현

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구성원들에게 전이하는 방법, 동료 멘토링이나 관리자 코칭

을 통해 해당 당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조직학습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조직

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학습조직화 등이 있다(이경묵, 윤현중, 2007). 공식적인 방

법들로는 소수의 관리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액션러닝, 조직과 개인의 직무역량에 터한 혁신형 이러닝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사례 시나

리오 문제를 통해 경영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례 시

나리오 기반 탐구학습 등이 있다.

최근 들어 공식적 방법의 한 유형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

로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이 주목을 받고 있다(이영민, 전도근, 2009;

Michaelsen, Knight, & Fink, 2004). 팀 기반 학습2)은 현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면서 구성원들의 협업을 도출하는 문제해결 상생형 리더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고, 독

립적인 과제 수행과 협력적 과제 수행을 통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다른 구

성원들과 공유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Owens, 2006). 또한 사전지식을 점검하

고 이를 실제 현업에서 응용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형정, 이영민, 2008).

기업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팀 기반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또한 팀 기반 학습을 통해 전문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본

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표 중심의 기업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이 기업이라는 조직의 대내 외 역량과 성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

는 팀 기반 학습은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의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Fink,

2004). 경영환경과 산업현장에서는 개인의 탁월한 수행능력 외에도 협업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똑똑한 천재와 같은 인재 한 명이 수천, 수만 명의 종업원의 생사를 책임지던 환경

에서 상호작용, 분업,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의 협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Owens, 2006).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팀을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 지향과

성과를 강조하는 전략이 기업의 생존전략과도 밀접하게 직결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팀 기반

2) 팀 기반 학습의 원어는 team learning과 team-based learning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team 

learning은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team-based learning은 일시적 

혹은 한시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반으로 그 차이를 엄격

하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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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주목하는 것이다(노용진, 채창균, 2009). 팀 내부의 경쟁과 차별화보다는 상호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경영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의 전략적 수단으로 팀 기반 학습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이라

는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유기체적인 활동과 협력이 성과배가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팀 기반 학습이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4).

또한 기업 인적자원개발의 주된 활동인 교육방향과 방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팀 기반

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기업의 교육 패턴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능력이 발휘되는 현장에서 숙달되고 숙련된 지식과 스

킬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교육 활동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율

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이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성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배

양할 수 있는 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팀 기반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팀 기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팀 기반 학습을 기업

의 현장에 적용한 사례는 대단히 적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팀 기반 학

습 적용 사례로 A 자동차사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제시함으로써

기업교육에서 팀 기반 학습의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팀 기반 학습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외 기업에서 팀

기반 학습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다양한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팀 기반 학습모형의 특징 및 구성요소

1. 팀 기반 학습모형의 특징

팀 기반 학습에서는 팀이란 속성을 토대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팀

(team)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특정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의존적 혹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집

단이라고 볼 수 있다(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 Volpe, 1995). 팀의 구성요소

는 아래 <표 Ⅱ-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 기간, 목표, 역할, 과업수행방식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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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특징 의미

대상 2명 이상, 통상 4~7명

협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는 2명의 팀원으로 구

성되며, 최대 7명을 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기간
과업 달성을 위해 특정하게 정

해진 기간

특정한 기간을 통해 과업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

고 그 가치를 산출하게 됨

목표
문제 상황 속에서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향점

팀에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경쟁하는 

문제 상황 (경영환경) 속에서 설정하게 됨

역할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역할 할당
팀 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게 역할과 임무

가 부여되고 있음

과업 

수행방식

상호의존적 혹은 독립적 협력

과 보상

과업은 팀 내부에서도 협업을 통해, 혹은 개인적으로 

분업화되고 독립적인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보상이 달라짐

<표 Ⅱ-1> 팀 기반 학습에서 팀의 구성요소와 특징

팀 기반 학습은 이러한 팀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문제 속에서 개인의 선행학습과 팀 구

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교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팀 기반 학습과 유사하게 팀을 기초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는 문제

중심 학습, 액션러닝(action learning), 협동학습, 탐구학습 등이 있다. 팀 기반 학습방법과

각 학습방법과 모형들은 개발 배경 및 목적, 활용 대상, 교수전략, 평가방법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중 학교와 기업현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 중심 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일반적으로 문제중심학습에서는 문제제시, 자율학습, 협력학습, 학습정리/평가 형태로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특히 문제제시 단계에서는 가설/해결안(ideas),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facts), 더 알아야 할 것(learning issues)을 기술하고, 학습정리/평가 단계에서

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고,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며, 과제 수행 시 보다 적절

한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성찰 저널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반해 팀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학습내용과 관련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학습여부를 개인별 평가와

팀별평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개념의 이해를 보다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개념과 사례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주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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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반 학습 (TBL) 문제 중심 학습 (PBL)

배경
‧ 경영대학의 전공, 대형 강좌에서 시작

‧ 개별화/자기주도/개념중심/문제해결 강조

‧ 의과대학 임상실습을 위해 시작되어 타 분

야로 확산

‧ 학습자 중심/구성주의/협동학습/ 상호주도/

토론 강조

개념적 

정의

‧ 개인의 선행학습과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

을 통해 개인과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교수전략

‧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공동

으로 문제해결방안 논의 후 개별학습과 협

동학습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는 학습방

법 및 학습환경

주요 

학습

활동

1) 학습목표, 학습환경, 학습자 특성,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사전계획 단계

2) 학습자료 검토, 읽기자료 숙독, 참고자료 

검색통합,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선행학

습 단계

3) 수업준비, 개인별 점검, 팀별 점검, 개념 

및 개요 정리, 팀별 이의제기, 피드백 활

동을 위한 준비도 확인 단계

4) 실제 상황(문제)의 제시, 최적화된 “정

답” 및 정답의 정당성 열거, 동료평가 

실시, 팀 기반 학습의 효과를 정리하는 

개념 적용 문제해결 단계

1) 소개하고 그룹 규칙을 정하는 수업전개 

초기 활동 단계

2) 문제 제시 및 내재화, 최종 과제물에 대

한 소개, 역할분담 등 문제 제시의 단계

3) 가설/해결안(ideas),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들(facts), 더 알아야 할 것(learning 

issues) 등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단계

4) 자기주도학습의 수행

5)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적용 및 문

제해결 계획을 반추하는 단계

6) 문제의 해결안 구안 및 작성

7) 교수자에 의한 해결안 요약 및 종합정리 

단계

8) 성찰저널 작성, 자기평가, 동료평가 단계

평가

방법

‧ 개인점검, 팀별 점검 등 개념 지식 평가

‧ 응용문제 해결을 통한 고차원적사고 평가

‧ 개인, 동료, 팀별 평가

‧ 메타인지 등 고차원적 사고평가

‧ 과정 중심 평가, 질적 평가방법 중시

‧ 개인별, 그룹별 동료 평가

교수,

학생

‧ 교수는 강의의 설계자, 운영자, 평가자

‧ 학생은 자기주도적 지식 창조자

‧ 교수는 코치로서 역할, 튜터의 지원 강조

‧ 학생은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역할

<표 Ⅱ-2> 팀 기반 학습모형과 문제 중심 학습모형의 차이

팀 기반 학습에서 문제(problem)란 실제 경영환경과 산업생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복잡한 과제를 의미한다. 팀의 구성원들은 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혹은

사례, 시나리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팀과 조직의 성과 산출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자 기회가 된다. 문제는 팀과 조직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

한 상태 간의 차이(gap)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 조직 내에서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이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지된, 비인지된 상황도 포함한다(Michaelsen, Knight, &

Fink, 2004).

개인의 선행학습이란 중요 개념에 대한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사전지식에 관한 개인 책임

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팀 기반 학습에서는 선행학습 단계를 설정하여, 팀 구성원 개개인이

수준에 맞는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난 후에, 집합식으로 모여 사전지식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개인의 선행학습 단계는 사전지식 평가, 이러닝

선행학습, 연수 전 강의식 집단학습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의 선행학습은 팀

기반 학습이 다른 형태의 학습방법과 차별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팀 구성원 상호작용은 팀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사전지식 공유, 비판적인 토론이 가능

하도록 설계가 된 방법이자 팀 기반 학습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이다. 결국 조직이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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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문제상황의 공유를 통해 가능한데, 협력

과 경쟁의 원칙이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개인과 팀의 성과는 개인

과 팀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 도모하는 방법으로 팀 기반 학습의 주요 특

징을 제시한 것이다(Cragin, 2004). 기업교육의 방법이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 위주로

산출물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과정 차원에서도 다시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 설계를 통해 팀 기반 학습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팀 기반 학습은 구조화된 교수전략으로 사전에 적절하게 설계된 과정에 따라 활용

하는 방법이다. 개인에게 학습기회를 무제한 제공하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함으

로써 개인의 역량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고, 교육 담당자는 팀 기반

학습의 시작과 종료과정을 기업 현실에 맞도록 설계하고 조정함으로써, 팀 기반 학습이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화된 전략으로서의 팀 기

반 학습은 경영상황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

단으로 팀 기반 학습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팀 기반 학습모형의 구성요소

팀 기반 학습 모형은 크게 사전계획 단계(before class), 선행학습 단계(preparation), 준비

도 확인 단계(readiness assurance), 개념 적용 문제해결 단계(application)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이영민, 전도근, 2009). 첫째, 사전계획 단계(Before Class)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팀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이미 개설

된 강좌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점수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1.1) 학습목표 수립하기, 1.2)

학습환경 분석하기, 1.3) 학습자 특성 분석하기, 1.4) 교과내용 구성하기, 1.5) 학습자료 개발

하기, 1.6) 점수체계 설계하기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계획 단계 중 학습목표 수립

하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목표에 부합하고 지원하도록 학습목표를 수립하는 것이고, 학습

환경 분석하기에서는 현재 기업교육환경에서 팀 기반 학습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 특성 분석하기 단계에서는 팀 기반 학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업종사자들의

사전 지식, 스킬, 태도, 경험 등을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게

된다. 교과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시간과 방법을 고려하여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학습자료 개발하기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형태로 팀 기반 학습

을 실시할 때 필요한 교육 기자재와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며, 점수체계 설계하기 단계에서

는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인사고과나 성과보상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방

법과 점수배점 등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사전계획 단계는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용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획과 자료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행학습 단계(Preparation Process)는 팀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수가 제

시한 학습자료 가이드에 따라 학생이 교과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숙독하는 과정으로

서, 2.1) 학습자료 검토하기, 2.2) 읽기자료 숙독하기, 2.3) 참고자료 검색하고 통합하기, 2.4)

주요 개념 정리하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료 검토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오프라

인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읽기자료 숙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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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준비도 확인 단계에서 실제 평가 받게 될 내용들에 대해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숙독하

게 된다. 아울러 참고자료 검색하고 통합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료에 대한 부가자료 학습이

며, 주요 개념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숙독 단계를 통해 파악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함으로

써 준비도 확인을 미리 점검하게 된다.

셋째, 준비도 확인 단계(Readiness Assurance Process)는 수업을 준비하고 개인별로 선행

학습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팀별로 다시 재검토하며 교수의 개념 및 개요 정리와 팀별 이의

제기에 따른 피드백을 전개하는 과정으로서, 3.1) 수업 준비하기, 3.2) 개인별 평가, 3.3) 팀

별 평가, 3.4) 팀별 이의제기, 3.5) 피드백 활동, 3.6) 개념 및 개요 정리 하위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수업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사전 준비를 파악하고, 개인별 혹은 팀별로 준

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개인별 혹은 팀별 평가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중

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팀별 이의제기와 피드백 활

동을 통해 개념들에 대한 정리와 이해를 강화하게 된다.

넷째, 개념 적용 문제해결 단계(Application & Evaluation Process)는 실제 상황에서 나타

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학습한 개념들을 적용하며 동료 평

가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제수행 노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4.1) 실제 상황(문제)

의 제시, 4.2) 최적화된 정답 및 정답의 정당성 열거, 4.3) 동료평가 실시, 4.4) 팀 기반 학습

의 효과 정리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도 확인 단계를 통해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

하게 되면, 개념 적용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정리한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된다. 실

제 문제 상황을 통해 가장 최적의 정답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단계별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정리함으로써 평가결과를 통해

성과를 정리하게 된다.

Ⅲ. A 자동차사의 교육과정 개발 사례

1. 모형의 도입과 적용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딘 편이고, 중국 경

제 역시 조정기에 돌입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성장세를 지속하던 세계 자동차 판매시장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며 판

매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차종의 판매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수

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형차 판매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자동차 판매를 주도

하던 신흥시장들의 판매가 감소하고 고유가의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박태주, 2009).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우, 수입차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중저가의 수입차

들이 대거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고수익의 SUV와 대형차의 판매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고유가로 인한 경

제 성장의 둔화와 국내 외 판매 부진, 제조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수입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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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악화 상황 속에서 A 자동차사에서는 위기의식을 공유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

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되었다(최홍봉, 2009).

또한 기존의 A 자동차의 생산과정은 팀을 중심으로 협업을 정확하게 실시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팀워크와 팀 구성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

어 왔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는 성과 배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자동차사와는 차별

화된 조직문화로 구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A 자동차사의 기존 교육과

정은 전형적인 학교교육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새로운 학습내용을 숙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교육의 만족도와 현장 적용성이 낮다는 지적

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벤트성, 암기 중심의 교육과정은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문제해결 및 생산성 제고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문제, 조직경쟁력 강화, 새로운 교육방법의 적용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하여 A 자동차사에서는 본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A 자동차사에서는 현재의 경영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팀 기반 학습에 기반한 과정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

정이고, 팀 기반 학습 원리에 기초한 교육과정 체계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Ⅲ-1]은 현

재 A 자동차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절차이다. 대부분의 기업들과 마

찬가지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교육을 기획하고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을

선정하여 일정을 공지한 후에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 자동차사의 경우, 실습 위

주의 과정들이 많으므로 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Ⅲ-1] 기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절차

2. 교육과정 운영안 개발

팀 기반 학습모형을 토대로 A 자동사차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

하여 교육모형 운영안을 개발하였다. 팀 기반 학습모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서 기존에 A자동차사에서 활용하는 과정 기획과 개발, 운영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팀

기반 학습모형의 적절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

술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다. A자동차 인재개발원에서는 2009년 5월 초

팀 기반 학습모형 과정개발 TF를 조직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팀 기반 학습모

형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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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에 걸쳐 외부 전문가는 팀 기반 학습모형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A자동차 상

황에 맞는 과정개발을 위한 조언을 하였고, TF에 참여한 과정개발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팀 기반 학습모형에 적합한 과정의 주제, 대상, 필요성을 검토하

여 요구분석과 과정기획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과 기획을 토대로 팀 기반 학습모형을 보완

하는 형태의 요소들이 반영되었는데, 첫째, 교재 중심의 선행학습보다는 현장 기술직들의 경

험과 실습에 적합하도록 이러닝을 통한 선행학습을 추가하게 되었다. 둘째, 학습내용을 수행

하면서 결과를 제시 발표하는 데 필요한 기초역량인 PPT 제작·발표기술을 추가하였고, 팀

워크 향상을 위한 팀 빌딩을 추가하였다. 셋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이의 확산을

위한 학습 커뮤니티 구축도 고려하게 되었다.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는 팀 기반 학습 모형을 토대로 ‘현장학습 리더양성’을 위한 과정

을 개발하였고 9월부터 대상자들을 선발하여 4차례에 걸쳐 과정을 운영하도록 기획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설명서 제

공과 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과정 선택에 따라 교육 준비를 하고, 서비스센터별로 학습팀을

구성하며, 오프라인 교재학습과 이러닝 세미나 과정 수강 등과 같은 사전 학습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전준비 과정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기술교육생들의 사전지식 수

준을 통제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닝 세미나 과정은 인재개

발원 강의 전담교수가 엔진, 전기, 섀시고장과 관련된 기본개념들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과정

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총 10시간 분량으로 학습내용을 동영상으로 전달하도록 기획하였다.

과정 과정(학습) 목표 주요 내용

학습 준비도 
확인

‧ 개인 평가와 팀 평가를 통한 학습준
비도 점검 및 교정 학습

‧ 입소 후 개인평가 및 팀 평가 실시

팀워크 훈련
‧ 팀 기반 학습을 위한 리더와 트레이

너 간의 팀워크 형성
‧ 전국 학습공동체 멤버들과의 화합

‧ sing along
‧ 간단한 게임, 숫자 게임
‧ 팀 빌딩(미로 찾기, 흑적 게임)

현장 정비정보
분석내용 발표

‧ 현장 정비정보 분석을 통한 주요현황 
파악

‧ 다발생 R/O 분석내용 발표
‧ 정비통신, 사례 분석내용 발표

팀 기반 
문제해결
실습-Ⅰ
(엔진) ‧ 팀 기반 고장진단 문제해결  

‧ 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질 현장학습 
모델 실습

‧ 리더와 트레이너의 집중 연구
‧ 발표자료 제작 후 발표

(전산교육과 연계)

‧ 공연비 피드백 제어 학습
‧ 고장진단: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 파

손(NF)

팀 기반 
문제해결

실습-Ⅱ(전기)

‧ 공조시스템/버튼시동시스템 학습
‧ 고장진단: 공조시스템/버튼시동시스

템 고장수리

팀 기반 
문제해결

실습-Ⅲ(섀시)

‧ 자동변속기 시스템 학습
‧ 고장진단: 자동변속기 변속불량과 

충격 고장수리

팀빌딩 
프로그램

‧ DOMINO 게임을 이용한 팀워크 강화 ‧ DOMINO 게임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학습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
‧ 자발적 학습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 발표자료 제작 후 발표

‧ 센터 별 학습공동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발표

<표 Ⅲ-1> 현장학습 리더양성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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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에 집합식으로 지역별로 모여 4차례에 걸쳐 과정이 진행하도록 기획하였다. 과정

운영은 팀 기반 학습모형에 따라 기본절차를 추진하되,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차와 시

간을 일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평가, 팀 평가, 이의제기와 같은 학습

준비도 확인 단계를 진행하고, 문제풀이와 같은 교정학습을 진행하도록 기획하였다. 개념 적

용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팀워크를 형성하고 발표를 위해 필요한 PPT 기본 기술을 학습하

도록 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토대로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진

행하고 학습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교육성과 조사 단계에서는 팀 기반 학습의 교육효과 부분과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용하

여 개발한 과제에 대한 만족도와 현업적용 가능성 정도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도

록 계획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과정과 모형은 현재 팀 기반 학습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를 일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형의 과정과 성과에 따른 효과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그림 Ⅲ-2] A 자동차 교육과정 운영안

3. 모형의 적용

팀 기반 학습모형을 활용한 교육과정은 현장학습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먼저 전국 23개 A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종사하고 있

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와 상용정비팀의 사내강사들로 리더를 지정하고, 센터별로

우수 정비사인 trainer를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으로 학습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

습자 팀을 구성하였다. 즉, 서비스센터 내에 3-4명으로 학습팀을 구축하였는데, 현장학습 리

더들은 이러한 서비스센터의 trainer와 학습자 팀을 조력할 사내강사들이다. 이들은 현장에

서 자발적인 학습팀과 학습조직이 구축되도록 전국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

력들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한 이유는 지식과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팀 기반 학습의 장점을 극대화한 학습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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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센터에서 1명씩 총 23명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해 참여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2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선행학습 단계에서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선정하여 제공한 오프라인 교재와 이러닝 학습을 10시간 미리 학습

을 한 후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프라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자가 학습형태로 주어

져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닝 학습은 최소 10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후 3박 4일의 일정으로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1일차에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인점검과 팀별점검으로 이루어진 선행학습 점검 확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

리 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팀별 과제 발표 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의 PPT 발표

제시 방법도 학습하도록 교육하였다.

2일차에는 선행학습에 대한 정리 발표 및 팀별과제에 대비하여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후 3일차에는 선행학습을 토대로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현장형 문제해결 적용 단계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념적용 문제해결 단계에서

는 엔진 고장, 전기고장, 섀시고장별로 팀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

다. 마지막 4일차에는 각 센터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팀 기반의 학습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계획을 작성토록 하였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팀 중심의

학습조직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전사적인 학습문화 형성과 현장학습의 중요성

을 반영한 서비스센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Ⅲ-3] 교육과정 운영 절차

앞서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학습 리더들은 팀 기반 학습 운영안에 제시

된 바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유형의 교육성과를 조사하였다. 1번째

조사유형은 지식 위주의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면, 2번째 조사유형은 개인의 학습

재참여와 지속적인 학습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이고, 3번째 조사유형은 과정을 통해 학습

한 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경영성과와 연관되는 정도를 기대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1번째 유형의 조사에서는 선행학습 내용에 대해 개인별로 사전 이해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서 정비기술 부분에 대한 객관식 평가와 정비기술 부분에 대한 주관식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행학습에 대한 개인별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73.5점을 획득하였다. 교육 종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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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개인별로 다시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현장학습 리더양성

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사후평가에서는 82.7점을 획득하여 학습이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번째 조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서 교육내용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각 학습자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수합하게 되었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만족도는 평균 4.8점으로 나타났다(교육전반: 4.8점, 팀워크 형성: 4.8점, 전산교육: 4.9점, 팀

기반 고장 진단: 4.8점).

3번째 조사는 현업 도움정도 평가로서, 현 업무에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교육 후 현장 학습공동체, 학습조직 구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

지를 개인별로 평가하는 조사가 된다.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현업 도움정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4.9점으로 나타났다(교육전반: 4.8점, 팀워크 형성: 4.9점, 전산교육: 4.9점, 팀 기반 고장

진단: 4.9점). 이를 통해 학습리더 양성을 위한 A 자동차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

가결과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교육과정을 통해 나타난 만족도가 평균적

으로 4.2-4.5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A 자동차사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 교육

과정은 팀 기반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현장학습 리더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했고, 그 개발과정과 운영성과에 대한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A 자동차

사에서는 이러한 팀 기반 학습모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

다. 또한 팀 기반 학습모형을 교육체계 내에 적절히 반영하여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

색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교육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조직의 학습문화 정착과 내실화를 통한 확산이 필요하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운영 및 개발과정의 발전적인 대안들을 보다 많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본 사례에서 활용한 팀 기반 학습모형은 팀 기반 학습 초기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학습, 수업준비, 개인점검 팀별점검, 이의제기 및 피드백, 응용문제 해결, 학습정리를 하나

의 학습활동으로 간주하여 매 시간마다 기본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팀 기반

학습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한 채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모형 개발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팀 기반 학습모형의 일반적인 학습활동을 변형하여 3시간 기준 강의를 중심으로 처

음 1시간 30분 세션에서는 강의만 하고 두 번째 1시간 30분 세션에서는 팀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하거나 팀 기반 학습 모형의 학습활동을 격주 차시별로 나눠서 홀수(짝수) 차시는 강의를

진행하고 짝수(홀수) 차시에는 팀 기반 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 팀 기반 학습 모형을 강

의 내용에 따라 모듈별로 적용하여 복수의 차시(2차시 이상)에 강의나 팀 기반 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평가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팀

기반 학습모형의 효과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때, 선행학습의 단계로 이

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닝 선행학습과정을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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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집합식으로 연수원에 모여 평가를 실시하고, 과락 점수를 맞는 대상자들의 교육기회를 제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혹은 우편통신과 같은 교육방법을 통해 연수원 입소 전에 교육이수

를 촉진하고, 연수원에 모여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

다. 또한 대상자 측면에서는 현장의 생산인력 외에도 관리 인력들의 참여도 효과적일 것이고, 승

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들을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에는 각 기업에서 팀 기반 학습모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그 사례들을 공유하

는 방식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팀 기반 학습모형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방법론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azzak & Timmins, 2008).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은 이러한 새

로운 교육방법 적용을 통해 경영성과 향상과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이경묵, 윤현중, 2007). 다만 팀 기반 학습모형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다

성과 중심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성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결과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학습효과 지표를 적용하여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면, 기업의 성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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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Program for the Learning Leaders Using Team-Based

Learning Model in A Motor Company

Lee, Young-Mi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ign and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the

learning leaders, using the team-based learning model in a motor company. Main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team-based learning had been applied in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program for learning leaders who had been coordinating learning

communities across each workplace in the company. The program consists of the first

step in which employees should study before participating the workshop, the second step

in which they are required to do activities, and the third step in which they do the

follow-up activities. Especially, the second step was composed of technical education

using real world case study and preparation exams by each person and teams. The

program will make contributions in supporting learning activities and facilitating the

learning culture of the company in terms of productivities and workforce competencies.

Key words : Team-based learning model, Learning leader, Informal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