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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assessment of small-group presentations by medical
student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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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medical students’ assessments on peers’ group
presentations, instructors’ assessments of those presentations, and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s in other assignments and
tests.
Methods: A total of 101 first-year students from a medical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s
in a 4-week long integrated curriculum were analyzed. Student’s final grades were comprised of the following education criteria:
two written tests (60%), 15 group reports (25%), one individual report (7%), and four group presentations (15%). We compared
scores of the group presentation assessed by the peers and the two instructors. Furthermore, we compared peers’ assessment
scores with each component of the evaluation criteria.
Result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on for the assessments between peers and instructors (r=0.775,
p<0.001). Peer assessment scores also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scores for the group assignments (r=0.777, p<0.001), final grades
on the curriculum (r=0.345, p<0.001), and scores for individual assignments (r=0.334, p<0.001); however,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peer-assessed group presentation scores and the two written test scores.
Conclusion: Peer assessments may be a reliable and valid method for evaluating medical students’ performances in an integrated
curriculum, especially if the assessments are used to academic processes, such as presentations, with explicit evaluation and
judgment criteria. Peer assessments on group presentations might assess different learning domains compared to written tests
that primarily evaluate limited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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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과대학에서 문제바탕학습이나 일개 과목의 실습에서

서론

부분적으로 동료평가를 적용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5,7,8],
동료평가의 신뢰도를 평가하거나 다른 학습성취도 평가법 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행능력을 가

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었다. 또 임상실습 후에 감독

지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부터 받는 총평이나 표준화 환자가 학생의 업무수행

임상교육자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능력을 총평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은 의학교육에서 유용하게

평가하는 선다형 시험, 진찰 및 의사소통 기술을 주로 평가하

사용되고 있으나[1] 동료평가에서 총평 점수를 이용한 평가

는 표준화 환자 평가법 등이 흔히 사용된다[1]. 의사의 전문적

의 유용성은 별로 연구되지 않았다.

인 수행능력은 의학적 지식, 환자 진료, 직업전문성, 의사소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을 대상

및 대인관계기술, 임상에 근거를 둔 학습 및 개선활동, 업무

으로 시행한 <임상표현과 병태생리> 통합과정에서 소그룹 활

체계 중심의 진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1], 의과

동 결과물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와 다양한 학습성취도 평가의

대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도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첫째, 소

대인관계 및 인간적인 자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동료나

그룹 활동 결과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동료평가는 교수평가와

환자 등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360도 평가가 대

비교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지 확인하고, 둘째, 발표에 대한

인관계 및 인간적인 자질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

동료평가에서 총평 점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의

져 있다[1,2]. 이 중 동료평가(peer assessment)는 학습자가

총점과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셋째, 발표에 대한 학생들

비슷한 상태에 있는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이나 수행의 수준,

의 동료평가가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다

가치, 질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3],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화하

른 평가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며 학습자들이 소그룹 학습에 이바지하도록 독려하여 효과적
인 구성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4].
의사로서 동료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필수적인

연구 대상 및 방법

역량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직관적으로 동료의 성취
도를 평가하는 데 저항이 크며 의과대학생들이 동료평가에
대한 수련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1. 연구 대상

에서 시행된 동료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

본 연구는 2013년 1학기에 개설된 <임상표현과 병태생리>

감 때문에 변별력 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거나, 객관적인

통합과정에 참가한 의학과 1학년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기준이 아닌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동료들을 평가하는

주간 진행된 통합과정은 미리 정해진 15개의 임상표현을 다루

등 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록 계획되었고 매일 한 개의 임상표현에 대해 준비-적용-

[5,6].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팀별 발표와 같은 특정

굳히기 과정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었다(Fig. 1). 준비과정에서

활동에 제한한 동료평가를 시행하되 미리 정형화된 평가 기

학생들은 6~7명으로 구성된 15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자율 토

준을 제시하고 이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도움

의를 하면서 주어진 임상표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지도를 작

을 주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습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하였다. 적용과정에서는 비디오로 제시된 증례를 시청한 뒤

외국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로 제공

해당 임상표현의 정의, 원인, 발병기전 및 병태생리에 대한 강

한 동료평가는 학습자들에게 유익하고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의를 들었다. 이후 조별로 증례를 요약하고 임상표현의 병태

피드백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동료평가 결과는 최종 학

생리를 설명하는 개념지도를 작성하는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업성취도나 감독교육자의 평가를 잘 예측하며 시간이 경과하

무작위로 선정된 2개 조가 학습결과를 발표하고 교수 및 다른

여 학년이 바뀌어도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1]. 국내에서는

조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각 발표가 끝나면 발표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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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외 :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Fig. 1. Daily Process of Three Phases of Learning and Peer Evaluation in the Curriculum

외의 모든 학생과 담당 교수 2인이 미리 배포한 평가지를 이용

1회당 3.75%의 발표 점수를 합산하여 조별로 동일한 발표 점

하여 발표 결과를 평가하였다. 굳히기과정에서는 같은 임상표

수를 받았다. 증례 요약 및 개념지도를 평가하는 평가지는 증

현에 대한 다른 증례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별

례 요약, 발표자의 이해도, 개념지도에 대한 평가, 발표 준비

토의를 하면서 증례 요약 및 개념지도를 수정 보완하는 자율

및 시간 엄수, 토의 유도 등을 묻는 Likert식 4점 척도 문항

학습을 시행한 뒤 무작위로 선정된 2개 조가 이를 발표하였고,

8개와 조별 발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총평 문항 1개(5점

발표에 대한 평가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Appendix 1). 사용한 평가지의 신뢰

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도(Cronbach α 계수)는 0.84였다. 통합과정의 첫 2주간은
평가지의 평가 문항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에 개인별 컴퓨터를

1) 학습성취도 평가

이용하여 평가 점수를 입력하였고, 강의실 사정 때문에 개인

통합과정의 학습성취도 평가는 의학적 지식 및 임상추론

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마지막 2주간은 개인별로 부여

능력을 평가하는 지필시험(2회, 각 30%), 임상 정보를 요약하

받은 키패드에 평가 점수를 입력하였다.

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개인별 보고서(7%),

평가지의 9개 평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3.75%에

전문적인 자질, 대인관계, 팀워크 등의 태도를 반영하는 조별

대한 상대 점수로 환산한 뒤, 발표하는 조 외의 모든 학생이

보고서(25%)와 조별 발표 점수(15%)를 합산하고 결석이나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학생들이 평가한 조별 발표에 대한 동

지각을 한 경우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각

료평가 점수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담당교수들은 같은 평

조의 구성원은 조별 보고서와 조별 발표 결과에 따라 동일한

가지를 이용하여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학생들이 평가

점수를 받았다.

한 발표평가 점수와 교수들이 평가한 발표평가 점수의 평균

2) 발표 평가

을 최종 조별 발표 점수로 부여하였다. 통합과정 기간 동안 15

각 조는 통합과정 기간 동안 4회 발표하였고 조별 발표의

개 팀이 4회씩 발표를 하였고 발표하는 조는 평가에서 제외하

점수는 전체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의 15%를 반영하였으므로,

였으므로 학생들은 총 56회의 동료평가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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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균 10.18이었고, 최댓값 11.27, 최솟값 9.75로 범위는 1.51이

평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구하였으므로 한 항목

었다. 두 교수들이 평가한 발표 점수는 평균 10.74였고, 최댓

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Pear-

값 12.20, 최솟값 9.46으로 범위는 2.74였다. 상관분석 결과

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조별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와 교수평

조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점수와 교수 평가의 상관계

가 점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발표에 대한 평가 점수의 총

수는 0.7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점과 발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1개 문항과의 연관성을

동료평가 중에서 학생들이 조별 발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조별 발표에

는 총평 점수의 평균은 13.38이었고, 최댓값 15.00, 최솟값

대한 동료평가 점수와 통합과정의 다른 학습성취도 결과 사

12.55로 범위는 2.45였다. 이 문항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 점

이의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수는 평균 13.78이었고, 최댓값 15.34, 최솟값 12.39, 범위는

통계 분석에는 MedCalc version 12.7.2 (MedCalc Soft-

2.95였다. 상관분석 결과, 동료평가 중 총평 점수는 조별 발표

ware, Mariakerke, Belgium)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5를

에 대한 평가 점수의 총점과 상관계수 0.984의 유의한 상관관

기준으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계를 보였고, 교수들의 총평 점수와도 상관계수 0.637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평가 점수의 총점 및 총평 점
수를 이용한 동료평가에서 최댓값을 받은 조는 교수평가에서

결과

도 최댓값을 받았다. 평가 점수의 총점을 이용한 동료평가에
서 최솟값을 받은 조는 학생들의 총평 점수와 교수평가에서
도 최솟값을 받았지만, 평가 점수의 총점을 이용한 교수평가

1. 조별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에서는 최솟값을 받지 않았다(Table 1).

총 4회에 걸친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학생들이 평가한 조별 발표에 대한 평가 점수의 총점은 평
Table 1. Summed Scores and Global Assessment with One-Item Question for Group-Presentations in an Integrated Course of Medical Students
Gro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Mean±SD
Possible highest score

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students
10.01
10.42
10.37
10.20
10.09
10.01
10.26
9.94
9.94
10.33
11.27
9.95
10.07
10.14
9.75
10.18±0.35
15.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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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instructors
10.56
11.44
11.22
11.35
11.26
10.25
10.76
10.78
9.46
10.86
12.20
10.68
9.84
10.44
10.05
10.74±0.70
15.0

Global assessment by
students
13.15
13.65
13.69
13.54
13.36
13.13
13.60
12.81
12.94
13.67
15.00
13.02
13.17
13.40
12.55
13.38±0.56
20.0

Global assessment by
instructors
13.59
15.18
13.95
14.45
14.67
13.30
13.16
14.11
12.39
13.74
15.34
14.26
12.91
13.10
12.49
13.78±0.9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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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of Summed Scores and Global Assessment with One-Item Question for Group-Presentations between Peers and Instructors

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students
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instructors
Global assessment by
students
Global assessment by
instructors

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students
(n=15)
Correlation
p-value
coefficients
1

Summed score for
presentation by
instructors (n=15)
Correlation
p-value
coefficients
0.775
0.001

Global assessment by
students (n=15)
Correlation
coefficients
0.984

1

0.784

p-value
<0.001
0.001

1

Global assessment by
instructors (n=15)
Correlation
coefficients
0.644

p-value

0.917

<0.001

0.637

0.011

0.010

1

The unit of this analysis was each group and the analysis used the final summed scores for each group from total 60 presentations.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er Assessment Scores of the Group-Presentation and Other Components of Assessment

Group
presentation
Group
assignment
Individual
assignment
First written
examination
Second written
examination
Final grade

Group presentation

Group assignment

Individual assign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1

0.777

<0.001

1

First written
examina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Second written
examina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Final grade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0.334

0.001

0.168

0.092

0.189

0.059

0.345

<0.001

0.360

<0.001

0.221

0.026

0.243

0.014

0.402

<0.001

0.365

<0.001

0.369

<0.001

0.574

<0.001

0.762

<0.001

0.904

<0.001

0.911

<0.001

1

1

1

1

The unit of this analysis was each student (n=101).

2.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와 다른 학습성취도의 연
관성
이 통합과정의 학습성취도는 2회의 지필시험, 조별 보고서,

한편 학습성취도 총점은 2회의 지필시험과 가장 높은 상관
성을 보였지만(r=0.904, r=0.911),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를
비롯한 조별 보고서(r=0.402, p<0.001), 개인별 보고서

(r=0.574, p<0.001)와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개인별 보고서, 조별 발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상관분
석 결과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점수는 조별 보고서 점수와 연관
성이 높았고(r=0.777, p<0.001), 총점(r=0.345, p<0.001), 개

고찰

인별 보고서(r=0.334, p<0.001)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반면에 2회의 지필시험은 조별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점수

본 연구 결과, 의과대학 1학년이 참여한 일개 통합과정에서

와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그룹 토의학습 활동 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동료평가 결

(Table 3).

과는 교수들의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발

35

Sunmi Yoo, et al : Peer assessment on small group presentations

표에 대한 동료평가는 2회의 지필고사 결과와는 상관관계가

료평가 결과가 총평 점수의 평가 결과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

높지 않았지만, 통합과정 성적, 개인과제물, 조별 과제물 평가

던 점(r=0.984)을 감안하여 총평 점수만으로 동료평가를 한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발표에 대한 학생들

다면 과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평가의 정확도도 유지할 수

의 동료평가는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로 생각되며, 의학적 지

있을 것이다.

식 및 임상추론능력 등에 관한 개인적인 인지능력 혹은 암기

외국의 연구에서 동료평가는 전통적으로 학생 평가에 사용

능력 등만을 평가할 수 있는 지필 고사와는 달리, 전문지식과

되었던 지필고사 결과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데 비해

이를 적절하게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수행

[12,13], 임상수행능력 평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3,14]. 이는 지필고사가 개인의 지식과 인지능력을 주로 평

의과대학에서 동료평가를 학생의 학습성취도 평가에 이용

가하는 데 비해 동료평가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팀 프로세스

하려면 동료평가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동료평가의

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팀바탕학습에서 동료평가를 적용한

정확도를 평가하는 간편한 방법은 교수들의 평가 결과와 비

국내 연구에서도 동료평가 점수는 팀바탕학습 점수와 유의미

교하여 상관관계를 보는 것인데 외국의 연구에서는 일정한

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료평가의 결과가 성적에 반영되어야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1학년에서 이루어

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이

진 소그룹 증례중심 교육에서 동료평가는 교수들의 평가와

들이 좀 더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는 경향이 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생들은 동료평가에 대해 호의적

었다[8]. 본 연구에서도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는 2회에 걸친

이었다[9]. 그러나 problem-based learning tutorial에서 여

지필고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조별 보고

러 차례에 걸쳐 시행한 동료평가 점수는 같이 시행한 교수평

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인별 보고서나 총점과도 유

가에 비해 계속 높은 경향을 유지하였으며 동료평가와 자기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동료

평가의 상관계수(r=0.806)에 비해 동료평가와 교수평가의 상

평가는 전통적인 지필고사로 평가할 수 없는 학습 과정에 대

관계수(r=0.456)가 더 낮았다는 연구도 있다[10]. 동료평가의

한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확도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와 교수평가의 상

는 발표에 대한 결과물만 평가하였지만 팀 수행 결과에 대한

관관계는 0.14~0.99로 매우 이질적이나 평균 상관계수는

개인의 기여도는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외에도 개인의 학습

0.69로 동료평가는 전반적으로 교수평가와 일치하였다. 특히

책무성, 팀의 응집력 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대인 관계 능력

임상 술기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평가하는 경우(평균 상관

이나 전문성 발달에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앞으

계수 0.54)보다 학문적인 성과물(에세이, 과제물 등; 평균 상

로 발표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

관계수 0.75)이나 학문적인 과정(구두 발표, 팀 학습 과정에

요하다.

참여도 등; 평균 상관계수 0.83)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발표 평가에 사용한 평가서는 증례 요약, 발표

가 더 높았다. 평가 도구 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

자의 이해도, 스키마에 대한 평가, 발표 준비 및 시간 엄수,

로 제시한 경우(평균 상관계수 0.53) 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토의 유도 등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 평가 항목은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거나(평균 상관계수 0.85) 구

학습자가 발표를 통하여 성취해야 할 분야를 제시한 것으로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평균 상

일종의 평가 준거(criterion)가 된다.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관계수 0.72) 상관계수가 높았다[11]. 본 연구는 학문적인 과

(content validity),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 준거

정을 평가하는 구두 발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

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등을 구하지 않은

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동료평가와 교수평가의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동료평가에서 사용된 도구가 이

상관계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60회

러한 psychometric assessment를 거치지 않아 정확도나 신

의 동료평가 결과를 학습성취도 평가에 반영하여 점수를 계

뢰도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은 다른 메타분석에서도 지적

산하는 과정이 복잡하였는데 9개 문항을 이용한 학생들의 동

되었다[15]. 그러나 평가지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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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로 높았고, 통합과정을 시행하는 15일간 평가지의 신뢰

도 및 그 실용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

도를 일별로 구해 보았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뢰도 계

된다.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0.74에서 0.91로 향상)

(Appendix 2), 학생들의 동료평가 능력도 경험 축적에 따라
서 향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이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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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외 :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

Appendix 1. The Assessment Form to Evaluate Students’ Group-Presentation
ࢳඝ:



ହঃඝ෮:

ඌԧୀ ࣌:

নࡣ:

ଲඌԧছۀ߇ंଲ݅ଡࢳඝ۩ැ߇ंଲઘݵ՚ۀھੵੰ࣪ճֻէրࠜࢳඝୀ݅՚ੵߙச׆Փۗۍ. ޭݗছඌী 
ࢳඝୀ݅՚قھ۶ଵࢱୡঃଡ࣊ࠤճࢳඝ۩ැছඌԧැசਖਏૈ. ߇ंଭ୨ճ୨คඌԧԧࢳඝୀ݅՚அଠ݁ࢽଲ 
ܥՓۗۍ.
ۗଣࡦ݃ාࡧ۩ැ߇ंଭଭերԧୋԧג○ඝਏࠜැசਖਏૈ. Ԩාࡧ۩ැيଲঃඝਏࠜՋي৫ୀॷଲඝਏࠜ 
ੲۗۍܧ.
࠻ 
ֻߐੴۗ

ֻߐੴۗ

ֻߐۗ

࠻ֻߐۗ

1. ஹߢছෂ૬୨࣪ࠜ૬ઊডࡣ઼ۗ.

1

2

3

4

2. ࢳඝୀ݅ଠැۥହঃඝ෮۩ැଲැճ଼ۗ.

1

2

3

4

3. ࢳඝୀ݅ଲ୪ਏਆ೬ࠬۀହঃࢂ୪ැէଡւߛਐଡฃ઼ۗ.

1

2

3

4

4. ହঃඝ෮ୡۚր౿߹ࠜ୪ਏ઼ۗ.

1

2

3

4

5. ாࢂୡୣ՚ۢճഠଭࠜକ઼ܑۗ.

1

2

3

4

6. ࢳඝࠜনଭ଼՚ஜण઼ۗ.

1

2

3

4

7. ࢳඝਏԩଡ୨คํವۗ.

1

2

3

4

8. ଲࢳඝࠜധැۀي۩ๅࢠԧஹԧ઼ۗ.

1

2

3

4

ாࢂ

☞ ୢ఼ୡଞߦଲࢳඝࠜඌԧැசਖਏૈ.
1
Inadequate

2

3

4

5

Passable

Good

Outstanding/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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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e Reliability Indices (Cronbach α) of the Assessment Form to Evaluate Students’ Group-Presentation on Daily Basis

40

Day

No.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ssments per day

Cronbach α

1

369

0.739

2

351

0.806

3

357

0.754

4

364

0.789

5

359

0.838

6

357

0.799

7

368

0.804

8

290

0.815

9

264

0.839

10

256

0.847

11

252

0.887

12

284

0.879

13

264

0.892

14

261

0.902

15

24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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