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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평생교육 체제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은 직무

수행에유용한기능을갖춘 전문직업인 을양‘ ’

성하는 일이다 전문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와.

목적을 충족시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학습자들을 산업

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교육훈련시키기 위해․
서는 의식을 개혁해야 하고 교육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1) 최.

근 평생학습 사회가 강조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서 널리 강조되고 있는 교수 학습 이론은 구성-

주의이며2) 구성주의적 관점은 교수전략 영역,

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

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동하였다3).

전통적으로 치위생학과 수업에 사용되어온

강의식 및 교사 중심의 교수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학습 전체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이

다 그러나 교수 중심의 수동적 접근법이며 학.

생들보다는 교사 위주이고 배움보다는 가르침

위주여서 전문인으로서 새로운 원리 기술 등,

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4) 치위생학 교육의 방향은.

치과위생사로서 임상 활동 현장의 실무에 필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함

을 목표로 하고 있다5) 현행 치위생학과의 교.

육과정은 치과위생사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시

험 준비 위주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육과정과

실질적 수업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론 위주의 강의가 지배적이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며6),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안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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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 개발과 도입에 관한 연-

구는 더더욱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학의 의료 교육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분석 및 활용능력 문제,

해결능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실무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

다3)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향상이

필요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자발적,

인 학습활동과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의사소

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7). Bruner8)는

학습동기를 학습의 경향성 또는 학습하고자 하

는 의지로 정의하고 최9)는 학습자의 초기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목표

의 성취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한 학습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력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

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28)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중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교수법들은 PBL,

등의 협동학습 모형이다TBL, CBL 28) 협동학.

습은 팀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학습 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고 학습자들이 스스

로 학습하려는 동기부여를 위한 적합한 학습법

이다 연구자는 현 전문대학 학생들의 질적 수.

준을 논하기보다 기존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에

게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했던 교수법에서 탈피

하여 학습자가 자기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학

습 의욕을 고취시키며 자기 학습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동기 향상

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 팀기반학습

을 선택하였다 팀기반학습은 리더쉽 개발 및.

팀 스킬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

의 기본 구조를 팀으로 보고 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써 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개념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협동학습이라 할 수 있다10) 또한 팀.

기반학습은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충분한

사전 학습과 소규모 팀의 토론 활동을 통해 대

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사례를 해결

함으로써 고등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효과적

인 학습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팀기반학습을 치위생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목에 적용하고 강의식학습과 비교하

여 팀기반학습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및 자기

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치위생 교육에서 팀기반학습 적용 효과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및방법2.

연구대상2.1.

본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전라남도 소재 'C'

대학 치위생과 학년도 학년 학생 명을2007 1 32

실험집단으로 하였으며 학년도 학년 학, 2006 1

생 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28 .

전원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임상실습 경험은,

전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동일 교육과정으

로 운영되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 29)

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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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2.2.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2007 8 30 2007 12

월 일까지 실험집단은 팀기반학습이 진행되었6

고 비교집단은 년 월 일부터 년, 2006 8 28 2006

월 일까지 강의식학습이 진행되었다 실험12 8 .

집단의 팀기반학습은 진행은 주 동안 그림15 1

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학습 전과

후에 학습동기를 측정하였고 학습 후 자기주도

학습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증적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는, Keller11)의 "The Course

를 박Interest Survey" 12)이 번안한 학습동기

측정 검사지를 재인용하였고 전혀 아니‘

다 점 아니다 점 보통이다’ 1 , ‘ ’ 2 , ‘ ’ 3

점 그렇다 점 매우그렇다, ‘ ’4 , ‘ ’ 점의5

식 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Likert 5

습동기가 좋음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은 주.

의력 문항 관련성 문항 자신감 문항8 , 9 , 8 ,

만족감 문항으로 전체 학습동기 설문6 문항

의 신뢰도는 였다Cronbach's 0.92⍺ .

둘째 자기주도 학습력 검사는, Guglielmino13)

가 개발하여 유14)가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검사지를 재인용하였고 매우‘

그렇다 점 대체로 그렇다’5 , ‘ ’ 점 그4 , ‘

저 그렇다 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 ‘ ’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식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은 학습에 대한.

애착 문항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문항8 , 8 ,

도전에 대한 개방성 문항 학습에 대한 호기8 ,

심 문항 자기 이해 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4 , 2 ,

수용 문항으로 전체 자기주도 학습력 설문2

문항의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0.88⍺ .

셋째 두 집단의 연구측정 시기가 달라 두 집단,

이 동일 집단임을 입증하기 위한 집단간 동

질성검사는 학년 학기 전체 평균성적을 사1 1

전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학습태도.

와 학습동기 설문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 집단임을(p>.05)

입증할 수 있었다 표( 1).

통계분석2.3.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SPSS WIN 14.0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 학습력을 알아보기 위해 동t-test,

일 집단의 학습 전 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paired t-test .

집단별 학습 전 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

방법 중 일반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

로 분석하였다Univariate; GLM) .

연구성적3.

집단별학습동기의차이3.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습동기에 대해 살

펴본 결과 표 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2

학습 전 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집단·

모두 학습동기 하위 개념인 주의력 관련성 자, ,

신감 만족감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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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팀기반학습 진행절차1.

학습목표제시
(사전학습)

도입(Opening)

[10분] 

개인 테스트(IRAT)
[15분]

소그룹 토론

팀 테스트(GRAT)
[20분]

자기주도학습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이질적 집단구성

Review(Key Learning)

나눔의 시간
[15분]

정리(Closing)
[10분]

평 가
[5분]

반복학습강화

튜터 평가전체 토론
[25분]

표 집단간 동질성 검증1.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값t p
(M±SD) (M±SD)

사전 학업성취도 83.5±4.20 82.9±5.23 0.49 .628

학습태도

전체 3.73±0.38 3.57±0.32 1.79 .079

자아개념 3.72±0.40 3.54±0.49 1.59 .117

공부태도 3.86±0.46 3.67±0.38 1.76 .084

학습습관 3.58±0.41 3.48±0.45 0.92 .359

학습동기

전체 3.34±0.53 3.45±0.25 -0.98 .334

주의력 3.43±0.53 3.42±0.35 0.01 .989

관련성 3.54±0.64 3.66±0.45 -0.83 .410

자신감 3.14±0.45 3.23±0.30 -0.94 .350

만족감 3.22±0.60 3.45±0.35 -1.72 .091

점척도 집단간 동질성 검증자료는 연구t-test, 5 , 29)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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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습동기가 학습 전·

후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분석을 실GLM

시한 결과 표 과 같이 주효과 학습집단간에3 -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효과 학습 전후에, - ․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상호작용효과 학, -

습집단과 학습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

었다 또한 그림 와 같이 집단간 학습 전 후. , 2 ·

학습동기 변화량이 달라 팀기반학습이 강의식

학습보다 학습동기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

석되었다.

표 집단별 학습 전후 학습동기의 차이 점척도2. (5 , mean±SD)․

구 분
실험집단

값t
비교집단

값t
전 후 전 후

학습동기

전체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3.34±0.53

3.43±0.53

3.54±0.64

3.14±0.45

3.22±0.60

4.26±0.34

4.45±0.46

4.42±0.40

3.81±0.30

4.38±0.40

9.26***

9.47***

7.60***

8.43***

8.76***

3.45±0.25

3.42±0.35

3.66±0.45

3.23±0.30

3.45±0.35

3.57±0.32

3.59±0.38

3.80±0.44

3.33±0.34

3.51±0.42

2.02

1.84

1.28

1.36

0.72

paired t-test, ***p<.001

표 집단별 학습 전후 학습동기의 변화3. ․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값F 유의도

학습집단

오차

학습 전후․
전후 집단*

오차 전후( )

구형성 가정

구형성 가정

구형성 가정

2.597

10.481

8.052

4.710

6.234

1

58

1

1

58

14.369

74.909

43.816

14.369

74.909

43.816

.000

.000

.000

GLM(General Linear Model, Univariate)

그림 집단별 학습 전후 학습동기의 변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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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학습전 후학습동기3.2. ·

하위개념변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학습동기를 구성

하는 하위개념이 학습 전·후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와 같이 주의력 관련성 자신4 , ,

감 만족감 모두 주효과 학습집단간에 유의한, -

차이가 있었고 자아개념과 공부태도는 주효과,

- 학습 전 후에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상· ,

호작용효과 -학습집단과 학습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자기주도학습력의차이3.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자기주도 학습5 .

력 하위개념에서 학습에 대한 애착 도전에 대,

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학습에 대한, ,

책임수용 개념만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실험집단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개,

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집단별 자.

기주도 학습력 평균은 실험집단 점 비교3.61 ,

집단 점으로 실험집단에서 자기주도 학습3.40 ,

력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표 집단별 학습 전 후 학습동기4. ·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값F 유의도

주의력 학습집단 5.536 1 5.536 23.696 .000

오차 13.550 58 .234

학습 전후․ 구형성 가정 10.698 1 10.698 68.474 .000

전후 집단* 구형성 가정 5.493 1 5.493 35.157 .000

오차 전후( ) 구형성 가정 9.062 58 .156

관련성 학습집단 1.826 1 1.826 6.161 .000

오차 17.192 58 .296

학습 전후․ 구형성 가정 7.789 1 7.789 39.937 .000

전후 집단* 구형성 가정 4.040 1 4.040 20.718 .000

오차 전후( ) 구형성 가정 11.311 58 .195

자신감 학습집단 1.120 1 1.120 6.604 .013

오차 9.835 58 .170

학습 전후․ 구형성 가정 4.377 1 4.377 51.191 .000

전후 집단* 구형성 가정 2.496 1 2.496 29.188 .000

오차 전후( ) 구형성 가정 4.959 58 .085

만족감 학습집단 3.064 1 3.064 14.109 .000

오차 12.597 58 .217

학습 전후․ 구형성 가정 11.050 1 11.050 54.974 .000

전후 집단* 구형성 가정 8.799 1 8.799 43.776 .000

오차 전후( ) 구형성 가정 11.658 58 .201

GLM(General Linear Model, Un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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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및고안4.

오늘날의 지방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입학자원의 성적저하와 성

적편차 급격함 학습의 흥미를 잃어 스스로 해,

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

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는 학습동기 향상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는 자기주도 학습력을 향상시키고자 팀기반학

습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여 치위생 교

육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학.

습동기란 학습자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문적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학업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다15) 팀기반학습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학습 전후 학습․
동기의 긍정적 변화량은 팀기반학습 후 점4.26

증가량( : 강의식학습 후 점 증가량0.92), 3.57 (

: 으로 팀기반학습 적용 집단이 좀 더 나0.12)

은 변화량을 보였으며 주효과 학습집단간에, -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효과 학습 전후에, -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은 학습 전 후로 학습동기 하위개념인·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모든 영역에서, , ,

증가하였고 특히 만족감 영역이 가장 높게 증,

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강의식.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동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학습동기 변,

화가 높게 조사되어 팀기반학습이 긍정적인 학

습동기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황. 16)의 연구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후 학습동기를 측정한 결과 문제중심학습

집단이 점 강의식학습 집단이 점으로90.6 , 81.3

문제중심학습이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여 적용 교수 학습법의 차-

이는 있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는 교수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사료된다 학.

습동기는 이론ARCS 11)에 근거하여 측정하였고

등Bohlin 17)은 성인 학습자의 동기요구를 결정

하기 위한 기초로서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학습동기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 ,

개념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강의계획

표 집단별 자기주도 학습력의 차이 점척도5. (5 , mean±SD)

구 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값t p

자기주도

학습력

전 체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61±0.24

3.74±0.41

3.52±0.37

3.41±0.30

3.77±0.54

3.75±0.62

3.84±0.59

3.40±0.37

3.41±0.42

3.48±0.58

3.19±0.32

3.44±0.53

3.70±0.63

3.45±0.75

2.67

3.10

0.29

2.74

2.41

0.33

2.30

.010
*

.003**

.770

.008**

.019*

.742

.025
*

paired t-test,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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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고 강의를 진행할 때에 있어 가장 다루

기 힘든 요건 중의 하나이다 주어진 수업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고 학습

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학습자들이 학습을 위,

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

력을 하는지 그리고 얻어진 학업성취에 얼마나

기쁨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학습 동기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고 학생들의 동기 또는 가

치가 기대와 함께 학습과제에 투입할 주의와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8) 최. 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는 전체적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학업의 전반적 자아요,

인은 학습동기와 함께 상호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 19)은

학생들의 성적 변인에 의한 자신감과 흥미 관,

심이 다르게 나타나면 성적이 좋은 학생을 위

주로 하는 학교 교육 현실에서 하위성적 학생

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지적 호기심을 이

끌어 내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팀기반학습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

다 사전에 제시된 학습목표에 따라 스스로 학.

습을 하며 학습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정보를 입수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경험하고 팀 토론을 하면서 타인과,

의 정보교류와 학습한 내용을 추론하고 토론하

면서 학습에 대해 지루함을 이겨내고 협동학습

에서의 흥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즉. ,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느끼며 학

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

험들을 팀기반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한 다 할 수 있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협

동학습 모형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팀기반학습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학습에 대한 애착 도전,

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학습에, ,

대한 책임수용 개념만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팀기반학습에서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

용 개념이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3.84

고 강의식학습은 자기이해 개념이 점으로3.70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집단별 자기주.

도 학습력 평균은 실험집단 점 비교집단3.61 ,

점으로 팀기반학습 집단에서 자기주도 학3.40 ,

습력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주도적 학.

습력이란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욕“

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습에 필, ,

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 ,

전략을 선택 시행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20) 자기주도적 학습력.

은 성인교육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

이다 연구에서 실시되었던 팀기반학습은 문제.

중심학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과 주인의식

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자기주도

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최. 21)는 협동학

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력의 향상을 기대하

며 협동학습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학습에 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웹기반 문제중심학습에서

도 전통적 교사중심 수업에 비하여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23) 팀기반학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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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제시된 학습목표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직접 필요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

에 대한 애착과 탐구 능력이 계발됨으로써 자

기주도적 학습력이 항상 되었다고 판단되며,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습활동을 수행함으로

써 긍정적인 학습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한. 22)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력은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별

또는 학년을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현. 24)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수업모형 제시에서 학

습자의 활동을 안내 촉진하며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교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팀기반학습은 최소한의 이론 강의와 팀 토론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튜터의 역할에 관.

해 구체적으로 규명해 놓은 연구는 매우 미흡

하므로 튜터의 역할 규명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팀 러닝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팀 러닝에서 일어나는 과

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했다27) 가르치.

는 교수자가 학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습

자들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면 결국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가 일반

적인 치위생학과 팀기반학습의 결과라고 일반

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 대학 학생들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되었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

조사 시점이 달라 동일 시점에서 조사한 연구

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후속연구에서

는 동일 시점에서 측정 결과를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결론5.

치위생 교육에서 팀기반학습을 치면세마 이

론교과목에 적용시키고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

위생학 교육의 교수 학습법을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대학. ‘C’ 2007

학년도 학년 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1 32 2006

학년도 학년 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학습1 28

전 후에 학습동기를 설문조사하고 학습 후에,

자기주도 학습력을 조사하여 패키SPSS 14.0

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실험집단은 팀기반학습 후 비교집단보다 학1.

습동기 점수가 향상되었고(p<.001), GLM

분석결과 집단별 학습동기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개념인 주의력 관련, ,

성 자신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5).

실험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자기주도 학습력2.

이 높게 나타났으며 팀기반학습이(p<.05),

강의식학습보다 자기주도 학습력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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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팀

기반학습이 강의식학습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 학습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

키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치위생 교과.

목에 맞는 교수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수 학습 모형개발을 통한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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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o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In-Suk Park·Dong-Kie Kim1

Dept. of Dental Hygiene, Suncheon Cheongam College University
1Dept. preven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Key word : dental hygiene education,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Team-Based Learning(TBL)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team-based learning to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oretical oral prophylaxis class, one of required courses geared toward ac-

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on preventive public health, as oral prophylaxis was

counted among major duties of dental hygienists. It's ultimately meant to compare the ef-

fects of team- based learning and expository instruction o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of learners in order to discuss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in dental hygiene education.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0 dental hygiene students at C college. Out of

them, 32 students who were freshmen as of 2007 were group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28 students who were freshmen as of 2006 were selected as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engaged in team-based learning from August 30 to December

6, 2007, and the control group took expository lessons from August 28 to December 8,

2006. Their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were evalu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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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test, paired t-test and GLM analysis.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scored better in learning motivation than the control group af-

ter they were engaged in team-based learning (p<.001). According to GLM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group gap in learning motivation, and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in its subfactors involving attention, relevance and

confidence(p<.05).

2. The experimental group excelled the control group at self-directed learning capa-

bilities(p<.05), and the team-based learning had a better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than the expository instruction.

Conclusions :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team-based learning was more effective

than the expository instruction at boosting the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of the students. Therefore revised teaching methods should be pre-

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e courses, and the develop-

ment of new instructional models and educational programs is requi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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