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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학 교과목 완 학습을 한 개인별 취약단원 진단  

보완 교수․학습 방법

신구 학 치기공과 

박 혜 숙

  치기공과의 1학년에 개설된 교합학 개론은 치과기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2,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보철  

교정 치과기공에 련된 임상 공과목의 기 가 될 뿐 아니라 수직․수평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과

목의 어느 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치과기공 련 과목의 일정 부분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자는 교육평가에 C-언어 컴퓨터 로그램을 설계하여 학생마다의 취약단원을 진단해서 알려주고 그 부분을 집  

반복 학습하도록 하여 완 학습을 구 하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 다.

  각 단원의 세부항목에서 출제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채 한 후, 개발한 C-언어 컴퓨터 로그램에 각 학생의 틀린 문항

을 입력하여 문항의 출처단원이 나타나면 이것을 각각 출력하여 학생에게 나 어 다. 학생은 그 부분을 스스로 학습해서 

다음 주 수업시간에 워포인트로 발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틀린 문제가 많으면 학습량이 많아지고, 극단 으로 틀린 

문제가 없으면 과제물도 없으므로 형성평가 비를 철 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 결국 시험 다음 주 수업시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과제물을 발표하게 되어 거의 모든 문항에 해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 완 학습이 되도록 한다. 한 학생들

이 많이 틀리는 단원을 교수자도 알게 되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해의 수업에서 그 단원에 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과목에서 자신의 취약 단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곳을 해결하지 않은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공교과목간의 수직․수평 연계성이 강해서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학업성취가 요구

되는 교과목에 본 교수․학습 모형을 선별 으로 용하면 평균 인 학생이 완 학습에 도달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교합학, 교수․학습법, C-언어 컴퓨터 로그램

1)Ⅰ. 연구의 필요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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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치기

공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보철  교정 치과기

공물 제작 방법을 습득하기 한 과목은 체로 고차

인 사고를 요한다기 보다는 기능이나 개념의 이해

와 암기를 바탕으로 실질  용을 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치과기공사는 치기공과를 졸업한 후 국

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취업이 가능

한 직업이므로 평균 인 학생이 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치기공과의 1학년에 개설된 교합학 개론은 치과기

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2,3학년에서 배우

게 되는 보철  교정 치과기공에 련된 임상 공과

목의 기 가 될 뿐 아니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과목의 어느 단원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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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치과기공 련 과목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자는 교육평가에 C-언어 컴퓨터 로그램

을 설계하여 학생마다의 취약단원을 진단해서 알려

주고 그 부분을 집  반복 학습하도록 하여 완 학습
1)
을 구 하는 교수․학습법을 개발하 다(Fig. 1.).

Ⅱ. 연구 내용 

1. 환경분석

1) 교과목 특성

  교합학개론은 악골운동이 치아 교합면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 악골운동을 모방한 교

합기를 취 하는 방법을 익  치과 기공의 분야인 보

철물과 교정장치 제작의 기 를 습득하는 과목2)으로 

1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수강한다. 이 과목은 보철 기

공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총의치 기공학 이론  

실습(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

학기 수강), 고정성 국부의치 이론  실습(1학년 2학

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수강), 가

철성 국부의치 이론  실습(2학년 1학기, 2학년 2학

기, 3학년 1학기 수강), 치과도재 기공학 이론  실습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수강)과 교정 

기공물 제작 방법을 배우는 교정 기공학(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수강)의 기 가 될뿐 아니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Fig. 2.).

2) 학습자 특성

  1학년 학생들은 정원내, 정원외 모집인원을 합하여 

90명으로 45명씩 두 반으로 나 어 있다.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혼합되어 있으며 내신

Fig. 1. 연구의 필요성  목

주로 선발한 수시 모집생의 증가로 해마다 학력수

이 하되고 있다. 학습에 한 학생들의 태도는 지

속 이지 못해서 수업 후 시험을 치루더라도 틀린 문

제에 한 보완학습은 스스로 안 하는 경향이다.

3) 산업체 특성

  긴 근로시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3년제 이상의 

학을 졸업한 치과기공사가 응을 잘 못해서 이직률

이 높으므로 치과기공계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한 재 치과기공계에서는 갓 졸업한 치과기공사를 

키우는데 드는 기간을 없앨 수 있게 졸업 직후 임상

에 곧 투입할 수 있는 완 한 교육을 학교에서 해 주

기를 바라고 있다. 한 빠르게 변하는 치과기공의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교합학과 같이 

다른 공과목과의 계열성이 뚜렷한 기본과목에 

한 철 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론  배경

1) Carroll의 학습모형

  Carroll 학습모형3)의 가장 기본 인 제는 한 학습

자에게 주어진 한 과제에서 학습의 정도는 그 학습자

가 그 과제의 학습을 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량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시간을 그 학습에 실제로 사용하

느냐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학습에 

사용한 시간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같을 때 학습의 

정도는 100%가 되어 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학습의 정도= f (
학습에 사용한 시간학습에 필요한 시간 )

Fig. 2. 교합학과 타과목과의 연계성



교합학 교과목 완 학습을 한 개인별 취약단원 진단  보완 교수․학습 방법

  3

  Carroll
3)
은 자신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해 성, 

수업 이해력, 학습 지속력을 개인차 변인으로 수업의 

질과 학습기회를 수업변인으로 보고 이 5개의 요인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학습 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결

정하는 요인은 학습 지속력과 학습 기회라 하 다. 5

개의 요인을 학습의 정도 함수식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의 정도   적성수업이해력수업의 질
학습기회 학습의지속력 

  이 함수에 따르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이고 학

습시간을 늘리면 완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즉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인 수업의 질

과 수업 이해력을 높이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일 

수 있으며, 학습기회를 충분히 주어 학습에 사용한 시

간을 늘리면 완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2) Bloom의 완 학습 이론

  통  수업에서는 교사가 가르친 것을 모든 학생

들이 완 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생만이 완

히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약간만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정상 분포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완 학습이론1)은 부분의 학생(90%

이상)은 그들이 배우는 것을 완 히 학습할 수 있고 

어떤 조건하에서 그들이 완 히 학습하도록 할 수 있

는 수단을 찾는 것이 수업의 과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Bloom4)은 먼  실  학습과제를 수업목표로 하

여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의 특성에는 학습을 시

작하기  특성학습과제의 학습에 하여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의 수 , 기능  능력의 

인지  투입행동과 학습을 시작할 때 특정학습과제

에 하여 가지고 있는 의욕, 흥미, 심의 정도 는 

자기능력에 한 인식 등의 정의  투입특성이 있으

며 이것들이 독립변인이 되고 수업의 질과 련하여 

학습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러한 

세가지 주요변인이 학교수업에서 성 편차의 약 90%

를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학습과정에서 이 주요변인

들이 히 고려된다면 학교학습의 효율성은 향상

될 수 있으며 성 의 편차는 소멸 에 근할 수 있

으리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Bloom4)에 의한 완 학습을 한 수업모형(Fig. 3. 

참조)은 수업  단계, 수업단계, 종합평가인 수업 후 

Fig. 3. 완 학습 모형도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수업  단계는 선행학습이 

제되는 경우 이 선행학습에서의 학습결손의 진단  

그 치료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업단계과정은 한 

단원의 수업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순환되며 형성  

평가
5)
를 활용한다. 수업이 진행 에 있을 때 혹은 한 

단원을 마쳤을 때마다 형성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

에서 발견된 학생들의 곤란 이나 오류를 수정 혹은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류의 수정은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를 강조한다. 학기말과 같은 

시기가 되면 그 동안의 학습을 총결산하기 한 종합

 평가가 실시된다. 이 종합  평가는 학생들의 성

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동안의 학습내용을 총

망라한 것이어야 하며 수업목 의 달성을 기 으로 

하는 기  평가이어야 한다. Bloom
4)
이 제안한 

완 학습모형의 특징은 학습자의 능력에 한 계속

인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결함을 확인하고 교정․

보충  확인을 계속 으로 해주는 피드백 과정이 필

요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성에 한 개별화된 

로그램 학습6)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 완 학습 략이 가져올 수 있

는 결과에 해서 Bloom4)은 두 가지를 지 하고 있

다. 첫 번째는 부분의 학생이 높은 성 을 낼 수 있

게 된다는 것으로 완 학습 략의 일차  목 이며, 

다음으로는 학생의 정의  성장을 들고 있다. 즉 높은 

성취에 한 학습자 자신의 만족과 외부로부터의 인

정은 학습의 흥미 증진, 다음 학습을 한 강한 동기 

유발, 자아 개념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이것은 완 학습에 따라오는 결과이지만 교육의 

요한 목표들이라는데 한 특별한 의의가 있다.



박혜숙

4

3) 개별 처방식 수업모형(IPI: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R. Glaser와 J.O.Bolvin7) 등이 주장한 개별처방식 

수업은 근본 으로 수업을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용시키려는 형 인 개별화 수업의 모형으로 모든 

학습자에게 공통 학습목표가 행동 인 목표로 설정

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특정

한 수 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가 정해진다. 이 

수업 모형에서는 체학습을 단원별로 진단→처방→

평가로 구성하여 첫째, 학습자가 그 단원에서 어떠한 

행동목표에 해서 어느 만큼이나 알고 있는가를 진

단하고 둘째, 그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알맞은  

수 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셋째, 학생이 주어진 자

료를 개별 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넷째, 학습자가 개

별  공부를 끝내면 그 단원에서의 제반 교수 학습목

표에 한 완 성취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 수업과

정에서 교수자와 학생의 역할은 통 인 수업과는 

다르게 되는데 교수자는 단순한 수업의 진행자가 아

니라 진단과 처방을 하는 행동 공학자로서, 학생은 수

업에 있어서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에 한 능

동 이고 자율 인 경 자가 되어 자신의 학습에 책

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 수업모형을 개하기 해

서는 학습자 개개인을 한 교수․학습자료가 있어

야하며 한 이 체제에서는 학습자 요구의 검증, 진

상황의 찰, 로그램의 수정과 개선을 한 검사를 

매우 강화하고 있으므로 결과 으로 교수자에게 지

워지는 업무의 부담이 크다. 

Fig. 4. 연구의 개  내용

  완 학습이론을 실제로 용한 사례로는 수학과목

에 용한 이 등8)의 연구, 과학과목에 용한 구9)의 

연구, 외국어 과목에 용한 백10)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완 학습 는 개별화 수업이 학교

학습의 장에 유용한 개인차 축소  학력 향상의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Huggett와 Stinett
11)

가 효과 인 수업활동을 해 25

명 내외의 학  규모가 정임을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와 같은 다인수 학 에서는 이상 인 완 학습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완 학습 는 개별화 학습에 어

느정도 근한 실 인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Fig. 4.). 

Ⅲ. 연구 방법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Fig. 5. 참조)에서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공과목이므로 선행학습이 

되어있는 학생은 없다고 생각하여 Bloom4)의 완 학

습모형에서의 수업  단계는 생략한다. 한 한 단원

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를 하여야하나 교수자 한명

이 45명의 학생을 채 →처방하여야 하는 교육공학 

환경의 한계로 수업 진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 

두 번의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각 단원의 세부항목에

서 출제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채 한 후, 개발한 

C-언어 컴퓨터 로그램에 각 학생의 틀린 문항을 입

력하여 문항의 출처단원이 나타나면 이것을 각각 출

력하여 학생에게 나 어 다. 학생은 그 부분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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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의 흐름도

로 학습해서 다음 주 수업시간에 워포인트로 발표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틀린 문제가 많으면 학습량

이 많아지고, 극단 으로 틀린 문제가 없으면 과제물

도 없으므로 형성평가 비를 철 히 할 수 있는 동

기를 유발한다. 결국 시험 다음 주 수업시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과제물을 발표하게 되어 거의 모든 문

항에 해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 완 학습이 되도록 

한다. 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단원을 교수도 알게 

되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해의 수업에서 그 단

원에 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한 학기 

수업 종결 후 수업 내용  범 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한번 더 복습할 기회를 부여한다.

1. 형성평가 문항  각 문항의 출처단원

  세부단원에서 학습목표에 따라 형성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학기의 반부 수업 후 1차 형성평가를, 학

기의 후반부 수업 후 2차 형성평가를 실시하 다(Fig. 

6. 참조).

2. 틀린문항에서 출처단원을 불러오는 C-언어 컴퓨

터 로그램

  형성평가 후 각 학생의 틀린문항을 C-언어 컴퓨터 

로그램에 입력하여 출처단원을 불러오도록 하 다

(Fig. 7. 참조). 이 로그램은 많은 로그래  언어 

에서도, 가장 효율 이고 사용하기 좋으면서 기

로 사용되는 C언어12)로 제작하 다. 컴 일러는 로

그램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VC++6.0을 사용하

다.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 로그래 의 기본 구성 방법은 3단계 과정에 의

해 작성된다.

/* 로그램 구성*/  ← 주석문

main()    ← 로그램 시작

{   ← 시작 표시

  선언부;

  입력부;  ← 로그램 작성

  처리부;

  출력부;

}   ← 로그램 종료

  첫째, main()함수를 선언하고, 다음에는 C 로그램

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인 "{"( 로그램의 시작을 

의미함)를 쓴다.

  두 번째, 로그램 작성. 선언, 입력, 처리, 출력부분

으로 세분화된다.

  세 번째, 로그램의 종료를 뜻하는 "}"사용한다.

 

  C언어 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과 같이 그림으

로 나타 낼 수 있다. C언어 로그램은 사용자가 사용

할 변수들을 선언하고, 이 선언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화하거나 는 로그램 실행 에 키보드로부

터 입력을 받는다. 입력을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

리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의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부분에서 

출력하게 된다.

  한, C언어는 로그래머를 하여 많은 함수를 

제공한다. 따라서 로그램을 작성할 때 표  함수들

이나 미리 정의된 매크로 들을 이용하기 해서 이들

을 포함하고 있는 헤더 일(header file)을 “include”

문을 이용하여 포함시켜아 한다. 

  [틀린 문항을 입력받아 출처 단원을 불러오는 컴퓨

터 로그램]에서는 맨 첫 에 stdio.h라는 헤더 일

을 "include"함으로써 C 로그램의 입출력정보와 매

크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하 다.

  그 다음, 에서 설명한 C 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맞게 main()함수 내에 로그램13)을 작성하 다. 

main()함수 내에서 학생의 이름과 틀린 문항의 번호

를 변수로 선언하여, 로그램 실행 시 로그램의 사

용자로부터 scanf()라는 함수를 이용해 키보드로 입

력받을 수 있게 하 다. 제어문인 if-else문을 사용하

여 틀린 문제의 번호를 입력받을 때 마다 각각의 문

제에 해당되는 출처단원을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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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들의 답에 해당되는 번호를 답안지에 쓰시오. (객 식 1.- 8. )

1.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에서 상악 제1 구치의 원심설측교두가 하는 부 는? ←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

1) 하악 제1 구치의 원심와            2) 하악 제2 구치의 근심와

3) 하악 제1 구치와 하악 제2 구치 사이의 치간공극(embrasure)

4) 하악 제1 구치의 심와            5) 하악 제1 구치의 근심와

2.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I에서 하악 제2소구치의 측교두가 하는 부 는? ←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I

1) 상악 제2소구치의 근심변연융선       2) 상악 제2소구치의 원심변연융선

3) 상악 제2소구치의 근심와             4) 상악 제2소구치의 원심와

4) 상악 제2소구치의 심구

3.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  교두  와 유형(cusp to fossa pattern)에서 상악 제2 구치의 심와에 하

는 부 는? ←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  교두  와 유형(cusp to fossa pattern)

1) 하악 제2 구치의 근심 측교두       2) 하악 제2 구치의 원심 측교두

3) 하악 제2 구치의 근심변연융선       4) 하악 제2 구치의 근심설측교두

5) 하악 제2 구치의 원심설측교두

4. 양측성 균형교합에 한 설명  옳은 것은? ← 양측성 균형교합

1) 측방운동시 작업측의 상악설측교두와 하악 측교두가 한다.

2) 측방운동시 균형측의 상악 측교두는 하악 측교두와 균일하게 한다.

3) 심  교합에서 모든 치와 구치는 균일하게 한다.

4) 방 에서 상악6 치의 단은 하악 방 8개 치아의 단과 한다.

5) 모든 교두의 치는 교두  와(cusp to fossa) 계로 한다.

5. 편측성 균형교합에 한 설명  틀린 것은? ← 편측성 균형교합

1) 측방운동시 균형측의 치아는 하지 않는다.

2) 방 에서 모든 구치는 치와 함께 동시에 균형 이 이루어진다.

3) 상악 제1 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양측성 균형교합에서보다도 더 원심쪽에 치시킨다.

4) cusp to marginal ridge 계와 cusp to fossa 계가 병존하여 나타난다.

5) PMS의 개념이다.

6. 작계의 해부학  구조에 한 설명  옳은 것은? ← 작계의 해부학  구조

1) 하악과두의 경부에는 내측익돌근이 부착되어있다.

2) 외측익돌근이 원 을 뒤로 당긴다.

3) 원 과 하악와 사이의 공간을 하 강이라 한다.

4) 좌측 측방운동시 좌측의 측두근이 수축한다.

5) 좌측 측방운동시 좌측의 내측익돌근과 외측익돌근이 수축한다.

7. 치아의 경사에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치아의 근원심경사와 순설측경사

1) 면에서 보았을 때 상하악 치는 약간 근심으로 경사져 있다.

2) 면에서 보았을 때 상악 구치는 측으로 경사져 있다.

3) 면에서 보았을 때 하악 구치는 설측으로 경사져 있다.

4)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하악 치는 순측으로 경사져 있다.

5)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하악 구치는 약간 원심으로 경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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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악골 운동에 한 설명  틀린 것은? ← 하악골 운동의 기본운동과 기능운동

1) 번운동은 약 20-25mm까지 개구하는 단순개폐운동이다.

2) 하악두와 원 이 결 의 후방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운동을 활주운동이라 한다.

3) 하악골이 회 축을 심으로 회 (rotation)하는 운동은 하 강에서 일어난다.

4) 하악골의 방운동시 양측 과두의 활주운동이 일어난다.

5) 하악골의 측방운동시 작업측 과두의 활주운동 방향은 내하방이다.

* 다음 문제들의 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답안지의 해당칸에 쓰시오.(9.-20.)

9. 구강의 기능(function)이란 작, 연하, sucking, 발음, 호흡을 말하며, (     )이란 이갈이(bruxism)와 악습 (habits)을 

말한다. ← 구강의 기능(function)

10. 상악 치가 하악 치를 덮고 있을 때 상악 치의 단과 하악 치의 단간의 수평  거리 계를 (           ) 이라 

한다. ← 수평피개교합과 수직피개교합

11. 하악골 운동의 3개의 기 축은 수평축, 수직축, (      )이다. ← 하악골 운동의 3개의 기 축

12. 하악골의 측방운동시 작업측으로 하악골과 과두의 총체 인 이를 Bennett movement 라고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의 

side shift 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측방운동의 기에, 즉 작업측 과두가 회 하고 균형측 과두가 작업측 과두를 

선회하기 에 일어나는 것을 (    ) side shift 라고한다. ← Bennett movement 의 두 가지의 side shift

13.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비기능교두(shear cusp) 치에서 상악 소구

치의 측교두는 하악 치아 사이의 (     )에 치한다. ←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비기능교두(shear cusp) 치

14. 심 (Centric Relation)에서 하악골의 과두는 결 의 후면을 향한 (       ) 치에서 원 의 간 에 긴 하

게 한다. ←  심 (Centric Relation)의 개념

15. 치아가 최 교두감합 (MICP)에 있고 하악과두가 하악와에서 심 (Centric Relation)에 있을 때의 교합을 (    )이

라하고 point centric과 동의어이다. ← 심 교합

16. CR과 CO 사이의 작고 편평한 역 즉 (         )이란 교합 고경이 같은 intercuspal contact area로서 0.2-0.4 mm의 

치아 범 이다. 즉, 하악이 사면의 간섭(incline interference)을 받지않고 치부에서 일정한 교합고경에서 심  

는 심 의 조  방에서 폐구할 수 있는 수평방향의 자유도를 말한다. ← long centric 는 freedom in centric

17.-18. 하악의 상악에 한 수직 계는 두 가지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데 첫째가 근육에 의해서이고 둘째가 치아에 의해

서이다. 즉 곧바른 자세에서 편안하게 하악의 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성 치인 (17.          )와 치아가 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교합고경(vertical dimension of occlusion)으로 나  수가있다. 이 두가지의 고경(vertical 

dimension) 사이에는 무치악자의 경우 2-4 mm의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를 (18.                )라고한다. ← 생리  

안정 , 자유로 간격

19. (            ) 이란 상악구치의 교두를 하악구치의 심와와 시킴으로써 교합력이 하악 치조정에 가깝게 작용됨으

로써 교합력을 심화 는 설측화시키는 것 즉 상악에는 해부학  치아를 배열하고 하악에는 교두각을 20도 정도로 

낮추며 변형된 치아를 이용하여 상악설측교두만으로 양측성 균형교합을 얻는 것이다. ← 설측균형교합

20. 교합하는 치아를 설 으로 볼 때 생기는 세   A,B,C contact에서 A,B,C 가 모두 될 때 치아장축의 심 

방향으로 힘이 달되나 B 이 상실될 경우 A와 C 이 하악치아를 (  )측으로 이동시킨다. ← 교합하는 치아를 설

으로 볼 때 생기는 세   A,B,C contact

* 주 식 서술형(21.-22.)

21. cusp-marginal ridge occlusion과 cusp-fossa occlusion을 비교하시오. ←  cusp-marginal ridge occlusion과 

cusp-fossa occlusion의 비교

22. 상호보호교합(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의 요구조건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 상호보호교합(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의 요구조건

Fig. 6. 형성평가 문항  각 문항의 출처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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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tdio.h>

void main(void)
{

char name[10];
int num;

printf("이름:");
scanf("%s",&name);
printf("\n");

while(1){

printf("틀린 문제:");
scanf("%d",&num);

if(num == 1)
printf("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 \n\n");

else if(num == 2)
printf("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에서 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Type II \n\n");

else if(num == 3)
printf(" 합치에 한 기능교두의 치 계  교두  와 유형(cusp to fossa pattern) \n\n");else if(num == 4)
printf("양측성 균형교합\n\n");

else if(num == 5)
printf("편측성 균형교합\n\n");

else if(num == 6)
printf(" 작계의 해부학  구조 \n\n"); 

else if(num == 7)
printf("치아의 근원심경사와 순설측경사\n\n"); 

else if(num == 8)
printf("하악골 운동의 기본운동과 기능운동 \n\n"); 

else if(num == 9)
printf("구강의 기능(function) \n\n"); 

else if(num == 10)
printf("수평피개교합과 수직피개교합 \n\n"); 

else if(num == 11)
printf("하악골 운동의 3개의 기 축 \n\n"); 

else if(num == 12)
printf(" Bennett movement 의 두 가지의 side shift \n\n"); 

else if(num == 13)
printf("교두  교합면 치간 공극 유형(cusp to occlusal embrasure pattern)의 비기능교두(shear cusp) 치 \n\n"); 

else if(num == 14)
printf(" 심 (Centric Relation)의 개념\n\n"); 

else if(num == 15)
printf(" 심 교합\n\n"); 

else if(num == 16)
printf("long centric 는 freedom in centric\n\n");

else if(num == 17)
printf("생리  안정 \n\n"); 

else if(num == 18)
printf("자유로 간격\n\n"); 

else if(num == 19)
printf("설측균형교합\n\n"); 

else if(num == 20)
printf("교합하는 치아를 설 으로 볼 때 생기는 세   A,B,C contact \n\n");

else if(num == 21)
printf("cusp-marginal ridge occlusion과 cusp-fossa occlusion의 비교 \n\n");

else if(num == 22)
printf("상호보호교합(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의 요구조건 \n\n"); 

else if(num == 0)
break;

}
}

Fig. 7. 틀린문항에서 출처단원을 불러오는 C-언어 컴퓨터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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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력하 고, 학생마다 틀린 문항의 수가 다를 것

이기 때문에 반복문인 while문과 제어문인 다  

if-else문을 히 사용하여, 틀린 문제의 출처단원

을 모두 출력하게 하 다. 더 이상 입력할 틀린 문제

가 없을 때에는 틀린 문제의 번호를 “0”으로 입력받

게 하여 체 인 로그램이 종료되게 하 다. 

3. 각 학생이 받은 본인이 취약한 단원에 따른 과제

물 주제 기록부

 

  형성평가 후 각 학생의 채 결과를 C-언어 컴퓨터 

로그램에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별 취약 단원

에 따른 과제물 주제 기록부를 출력하여 각 학생에게 

배부하 다(Fig. 8. 참조).

과목명 교합학 개론 교수명 박혜숙 연구실 복지 209호

과목코드 12204 E-mail hspark@shingu.ac.kr 화 031-740-1575

학과 치기공과 학년 1 반 A반(45명)

이수구분 공선택 학 2 이론 2시간

교과목 개요

하악운동이 교합면 형성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여 악구강계의 기능  교합면을 형성하고, 치아형태의 해부

학 인 형태를 치열안의 기능 인 형태로 재구성하고, 하악골의 운동을 모방한 교합기의 종류와 원리를 이

해하고 교합기 사용방법을 익힌다. 

학습 목표

악골운동이 치아 교합면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 악골운동을 모방한 교합기를 취 하는 방법

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교합에 한 개념, 하악골 운동, 심교합상태에서 교두의 치, 교합이론, 악골운동

과 교합형태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악한다. 이상 인 교합 계를 이루기 한 조건들은 무엇이며 그러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서 교합면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알기 한 과정으로 안궁과 교합기 조

방법  교합장치 제작법을 익힌다.

주요평가

내용

1차 형성평가 1주부터 5주까지의 강의내용을 객 식  주 식 필기고사로 평가 

2차 형성평가 8주부터 12주까지의 강의내용을 객 식  주 식 필기고사로 평가 

종합 평가 1주부터 12주까지의 강의내용을 객 식  주 식 필기고사로 평가 

과제물
형성평가 직후 틀린문항에 해 부여되는 개별 과제물 주제에 따라 다음주까지 보고서 작성 

 워포인트 제작하여 발표

교수학습

방법

1. 강의형태  수업방식 : 교수자의 이론강의와 학생들의 발표

2. 활용 기자재  재료 : 멀티미디어 시스템(빔 로젝터, 컴퓨터), 두개골, 교합기, 안궁, protrusive record

와 lateral check bite, 덴티폼(치아모형), CR record, 교합안정장치

평가방법 1,2차 형성평가 40%,  종합평가 30%,  과제물 10%,  출석 20%

교재  

참고자료

교재 : 교합학개론, 이 은 외 공 , 지성출 사, 2006

참고자료 :1. 악 장애와 교합, 정성창 외 공역, 군자출 사, 2002

         2. 교합학, 조 환, 군자출 사, 2001

Table 1. 강의계획서

Fig. 8. 각 학생이 받은 본인이 취약한 단원에 따른 과제물 

주제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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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수・학습 방법 용 실천 내용

1. 강의 계획서

  수업 첫 주에 Table 1.과 같은 강의계획서를 배부

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 

2. 주별 강의내용

  수업 첫 주에 Table 2. 와 같은 15주간 강의내용을 

소개하면서 형성평가와 과제물 부과에 하여 설명

한다.

3. 수업 지도안

  1주차, 7주차, 11주차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여 용

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 과정을 보여 다. 

주 강의내용 수업방법  평가

1 강의 소개  진행안내, 교합의 개념 강의계획서 배부, 멀티미디어강의

2 하악 , 하악운동 결정인자 멀티미디어강의

3 하악한계운동, 하악 방  측방운동 멀티미디어강의

4 심교합상태에서 교두 치 멀티미디어강의

5 교합의 형태와 상호보호교합 멀티미디어강의

6 1차 형성평가
객 식과 주 식을 혼합한 필기고사, 채 후 학생각자에게 틀린문항

에 한 과제물 주제가 힌 출력물 배부

7 학생들의 과제물 발표 모든학생들이 각자의 과제물을 워포인트로 발표하고 과제물 제출

8 교합면형태에 향을 미치는 수직인자 멀티미디어강의

9 교합면형태에 향을 미치는 수평인자 멀티미디어강의

10 안궁의 의미, 종류, 구조  참조 멀티미디어강의

11 교합기의 의미, 종류, 구조  조 멀티미디어강의

12 교합장치  교합치료 멀티미디어강의

13 2차 형성평가
객 식과 주 식을 혼합한 필기고사, 채 후 학생각자에게 틀린문항

에 한 과제물 주제가 힌 출력물 배부

14 학생들의 과제물 발표 모든학생들이 각자의 과제물을 워포인트로 발표하고 과제물 제출

15 종합평가 1주부터 12주까지의 강의내용을 객 식  주 식 필기고사로 평가 

Table. 2. 주별 강의내용

1) 1주차 수업지도안

  한 학기 수업의 목표와 체 인 과정, 형성평가  

과제물 부과방법에 한 교수자의 설명으로 구성된

다(Table 3. 참조).

Fig. 9. 교수자 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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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강의 소개  진행안내, 교합의 개념 학습시간 2시간(100분)

학습목표

1. 한 학기 수업의 체 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2. 과제물 부과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3. 교합의 기본개념을 악할 수 있다.

4. 작계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5. 작계의 해부학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6. 교합의 안정성을 정의할 수 있다.

수업단계 시간
수업활동

수업매체  유의
교수자 학습자

수업 시작 10분

1. 강의실 입장  수업자료 검

2. 수업환경  기자재 작동 확인

3. 수업 분 기 조성

4. 수업계획서 배부

1. 착석

2. 노트와 필기구 비

3. 강의계획서 받아서 보기

강의계획서

수업 시작

(도입)
30분

1. 인사, 본인 소개  출석 부르기

2. 한 학기 수업의 체 인 목표  과

정을 설명

3. 교과목 내용  다른 과목과의 연 성

에 한 소개 

4. 1차  2차 형성평가후 부과되는 과제

물과 발표에 한 안내

1. 인사  출석에 답하기

2. 경청

3. 수업 진행에 해 의문사항 

질문하기 

1. 강의계획서

2. ppt

수업 개

(강의)
20분

1. 교합의 개념 단원에 한 학습목표 설

명 :

1) 교합의 기본개념을 악할 수 있

다.

2) 작계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3) 작계의 해부학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4) 교합의 안정성을 정의할 수 있다.

2. 교합의 기본개념 설명

1. 경청

2. 학습목표를 노트에 기록하기

3. 강의 내용에 해 의문사항 

질문하기

1. ppt

2. 두개골

3. dentiform (치아모형)

휴식 5분

수업 개

(강의)
40분

1. 작계의 종류를 도해하고 설명

2. 치아, 악골, 작근  악 의 구조

와 기능을 설명

3. 해부학  조화, 기능  조화로 교합 안

정성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

1. 경청

2. 강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

기

3. 강의 내용에 해 의문사항 

질문하기

워포인트로 강의하는 

동안 두개골과 덴티폼

을 돌려보게하여 졸음 

방지

수업 마무리 10분
1. 강의 내용 정리  요약

2. 다음 주 수업 내용 안내

1. 교수의 정리내용 숙지

2. 주의 학습목표 달성여부 

검

1. ppt

2. 두개골

3. dentiform(치아모형)

수업 이후 10분 필요시 학습자와 면상담 개인별 의문사항 질의

Table 3. 1주차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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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주차 수업지도안

  1차 형성평가 후 학생 개인별로 부과된 취약단원에 

따른 과제물을 스스로 보완학습한 것에 한 학생들

의 발표로 구성된다(Table 4. 참조). 

학습주제 학생들의 과제물 발표 학습시간 2시간(100분)

학습목표

1. 1차 형성평가 이 까지의 단원  자신의 취약단원을 알고 복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효과 으로 발표할 수 있다.

3. 동료학습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수업단계 시간
수업활동

수업매체  유의
교수자 학습자

수업 시작 10분

1. 강의실 입장 

2. 수업환경 정리  멀티미디어 기

자재 작동 확인

3. 발표자 순서  내용 정해주기

1. 자신의 발표 순서와 내용을 확

인

2. 비한 CD 는 USB의 작동을 

확인

수업 

시작(도입)
5분

1. 1차 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과제물 부과  발표의 취지 설명

3. 시간 계상 1인당 2분간의 발표시

간이 주어지므로 정해  내용만 

골라서 발표하도록 공지

2. 출력해온 과제물 체와 발표한 

워포인트는 수업종료후 제출하

도록 지시 

자신의 발표순서와 ppt 발표자료

를 검 

발표자 순서  내용 지

정 유인물

수업 

개(발표)
45분

1.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의 

출처단원부터 발표하도록 순서를 

지정

2. 다수의 학생들이 틀린 문항에 

한 보충설명

1. 발표자가 발표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발표내용을 본인이 

수행한 과제와 비교  연

하면서 경청

2. 의문사항 질문하기

1. 학생들이 비한 ppt

2. 발표시 자료출처 명기

휴식 5분

수업 

개(발표)
45분

1. 발표자가 동료학습자의 질문에 

답 못하면 보충 설명

2. 발표자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지 해서 시정

1. 발표자가 발표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발표내용을 본인이 

수행한 과제와 비교  연

하면서 경청

2. 의문사항 질문하기

1. 학생들이 비한 ppt

2. 발표시 자료출처 명기

수업 마무리 5분
1. 발표 내용 정리  요약

2. 다음 주 수업 내용 안내

1. 교수의 정리내용 숙지

2. 다음 주 수업 내용 숙지

 ppt

수업 이후 10분
학생들이 출력해온 과제물과 발표한 

워포인트자료 회수

학생들이 출력해온 과제물과 발

표한 워포인트 자료 제출

Table 4. 7주차 수업지도안

3) 11주차 수업지도안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Fig. 5. 참조)의 2차 형성

평가 의 제 2단계 수업으로서 교합기에 한 교수

자의 강의로 구성된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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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교합기의 의미, 종류, 구조  조 학습시간 2시간(100분)

학습목표

1. 교합기의 사용목 을 이해할 수 있다.

2. 교합기의 구조를 악할 수 있다.

3. 교합기를 분류할 수 있다.

4. 교합기의 조 방법을 습득한다.

수업단계 시간
수업활동

수업매체  유의
교수자 학습자

수업 시작 10분

1. 강의실 입장  수업자료 검

2. 수업환경  기자재 작동 확인

3. 수업 분 기 조성

1. 착석

2. 노트와 필기구 비

수업 시작

(도입)
10분

1. 출석 부르기

2. 주의 학습목표 설명 :

1) 교합기의 사용목 을 이해할 수 

있다.

2) 교합기의 구조를 악할 수 있다.

3) 교합기를 분류할 수 있다.

4) 교합기의 조 방법을 습득한다.

1. 출석에 답하기

2. 경청

3. 학습목표를 노트에 기록하기

1. ppt

2. 교합기

수업 개

(강의)
40분

1. 교합기의 사용목 과 구조를 설명 : 

교합기와 두개골을 직  보여주면

서 설명하고 돌려보도록함 

2. 교합기에 모형부착 방법을 설명 : 다

른 종류의 교합기에 각기 상악모형

과 하악모형 부착방법을 그림과 사

진으로 설명 

1. 경청

2. 교합기를 직  보면서 ppt의 

그림과 비교

3. 강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기

4. 강의 내용에 해 의문사항 질

문하기

1. ppt

2. 두개골

3. 교합기

휴식 5분

수업 개

(강의)
40분

1. 교합기를 생체구조와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 ppt의 그림과 사진으로 

설명

2. 교합기를 조 유무에 따라 분류

3. Arcon교합기와 Nonarcon교합기 비

교

4. 교합기 과로를 조 하는 방법을 설

명 : Check bite를 물려서 시연 

1. 경청

2. 강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기

3. 강의 내용에 해 의문사항 질

문하기

1. ppt

2. 교합기

3. protrusive record와 

lateral check bite를 

학생들에게 돌려보

도록 함.

수업 마무리 10분
1. 강의 내용 정리  요약

2. 다음 주 수업 내용 안내

1. 교수의 정리내용 숙지

2. 주의 학습목표 확인

3. 다음 주 수업 내용 숙지

1. ppt

2. 두개골

3. 교합기

4. protrusive record와 

lateral check bite

수업 이후 10분 필요시 학습자와 면상담 개인별 의문사항 질의

Table 5. 11주차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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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학생의 발표 모습

Fig. 11. 교합기에 모형부착하는 모습

연도 정(%) 약간 정(%) 보통(%) 약간부정(%) 부정(%)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
2006 77 16 7 0 0

2007 79 14 7 0 0

2. 열의와 성의있는 강의가 되었다
2006 75 18 7 0 0

2007 83 11 6 0 0

3. 과제물은 공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2006 60 15 25 0 0

2007 81 14 5 0 0

4. 수업참여가 극 으로 유도되었다.
2006 65 10 25 0 0

2007 81 11 8 0 0

5.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
2006 62 10 27 1 0

2007 80 14 6 0 0

6. 이 과목을 보람있게 공부하 다.
2006 63 11 25 1 0

2007 81 10 9 0 0

7.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다.
2006 80 15 5 0 0

2007 81 14 5 0 0

총  계 100%

Table 6. 강의 수강설문 분석통계

Ⅴ. 실천 효과

  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과목에서 자신의 취약 단

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곳을 해

결하지 않은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

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취약 

부분을 교수가 짚어주어 학생 스스로 그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부분의 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해서는 학생 스스로 학습한 것을 수

업시간에 발표하고 교수가 다시 보충 설명해주어 그 

부분을 인지하고 복습하는 효과가 있게된다. 학생입

장에서는 두 번의 형성평가 성 이 차후 개별 으로 

받게될 과제물의 양을 결정하므로 그 과목에 한 학

습 의욕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과제

물 주제 기록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과목에 한 

학생의 개별  특징을 알게되어 학생을 악하고 지

도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수의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교수가 인지하게 되어 다음 

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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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강의 수강설문 분석

 

  2006년과 본 교수․학습 모형을 용한 2007년에 

본 교과목의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 다.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라는 설

문항목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한 

학생비율은 2006년, 2007년 모두 93%로 높은 비율을 

보 다.

  ‘2. 열의와 성의 있는 강의가 되었다.’라는 설문항목

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한 학생비

율은 2006년 93%, 2007년 94%로 비슷한 비율을 보

다.

  ‘3. 과제물은 공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설문항목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

한 학생비율은 2006년 75%, 2007년 95%로, 개발한 교

수․학습 모형을 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

여주어 과제물 부과 방식이 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12. 설문항목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

Fig. 13. 설문항목 ‘2. 열의와 성의 있는 강의가 되었다.’

 ‘4. 수업참여가 극 으로 유도되었다.’라는 설문항

목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한 학생

비율은 2006년 75%, 2007년 92%로, 개발한 교수․학

습 모형을 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완 학습 결과 따라오는 학습의 흥미 증진, 학습을 

한 강한 동기 유발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 다. 

Fig. 14. 설문항목 ‘3. 과제물은 공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

었다.’

Fig. 15. 설문항목 ‘4. 수업참여가 극 으로 유도되었다.’

Fig. 16. 설문항목 ‘5.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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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설문항목 ‘6. 이 과목을 보람 있게 공부하 다.’

Fig. 18. 설문항목 ‘7.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다.’

 수      학생 수 2006년 학생수(명) 2007년 학생수(명)

60-64 4 2

65-69 8 4

70-74 15 6

75-79 18 8

80-84 21 28

85-89 12 24

90-94 8 10

95-100 4 8

총계 90 90

Table 7. 2006년도 학기말고사와 2007년도 종합평가 수

분포 비교

Fig. 19. 2006년도 학기말고사와 2007년도 종합평가 수

분포 비교

  ‘5.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라는 설문항목에 해 약

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한 학생비율은 2006

년 72%, 2007년 94%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완 학습 모

형에 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6. 이 과목을 보람 있게 공부하 다.’라는 설문항목

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한 학생비

율은 2006년 74%, 2007년 91%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학

생의 자아개념 향상으로 정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완 학습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7.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다.’라는 

설문항목에 해 약간 정 이상의 정 으로 답변

한 학생비율은 2006년, 2007년 모두 95%로 높은 비율

을 보 다.

  즉, 학생들의 설문내용이 보여  주  평가는 본 

교수․학습 모형의 용을 통해 완 학습에 따라오

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2. 년도와 종합평가 수분포 비교 

  2006년도의 학기말고사 수분포와 개발한 교수․

학습모형을 용한 2007년도의 종합평가 수분포를 

비교하 다(Table 7, Fig. 19. 참조). Fig. 19.에서 2006

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의 성 분포 곡선이 우측으

로 이동한 것은 완 학습의 성취도 분포1)를 보여주고 

있다. 성취기 을 80 으로 보았을 때 80  이상의 학

생들이 2006년도에서는 45명으로 체 학생  50%

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7년도에서는 70명으로 

체 학생  약 78%의 비율을 차지하여 부분의 학생

이 높은 성 을 획득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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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학생들의 수분포가 보여  객  평가로부

터 본 교수․학습 모형의 용을 통해 완 학습에 따

라오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제언

1. 결론

  치기공 련 다른 공과목들과 수직 ․수평  

연계성이 있는 교합학 과목에 완 학습 이론을 도입

한 것은 Tyler14)가 제시한 교육내용의 효과 인 수직

  수평  조직에 따른 것이다. 평가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매우 요한 차로, 기본 으로 평가 과

정이란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이나 학습 지도를 통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일이다.15) 평가

의 결과는 교육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 투입되어

야 한다. 따라서 두 번의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개별 인 취약단원을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하여 학

습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다음 학습을 한 강한 동기 

유발이 되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아개념이 향

상되어 부분의 학생이 평균 이상의 성 을 낼 수 

있었다. 한 평가는 학생의 학습능력에 한 평가 뿐 

아니라 교수자의 강의능력에 한 평가도 병행하므

로 추후에 정답률이 낮은 문항에 한 단원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언 

  형성평가 문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취약단원을 진

단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은 각 문항의 난이도를 고

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비교  쉬운 문제는 그 단원에 

한 충분한 학습이 없어도 맞힐 수 있고 까다로운 

문제는 그 단원에 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있어도 

틀릴 수 있다 . 한 객 식 문제의 경우 잘 모르고도 

맞힐 확률이 있으므로 이 경우 그 학생의 취약단원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결국 한 문항개발을 해서 소단원의 세

부목표까지 악하고 치 하게 비하는 숙련된 교

수자의 존재가 제되어야 한다.

  한 모든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 해서 컴퓨터 

로그램에 개인별 틀린 문항을 입력하는 것은 교수자

에게 큰 시간  부담이 된다.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개인별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뜨는 시험을 치르고 나면 채 과, 틀린 문항에 해 

부과되는 과제물의 주제의 출력까지 그 자리에서 해

결할 수 있는 교육공학의 환경16)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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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Teaching Method of Detecting and Improving Individual Weakpoints 

in the Course of Occlusion

Hye-Sook Park, D.D.S.,M.S.D.,Ph.D.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hingu University

  I'd like to introduce a teaching method to improve learning efficiency. Most students are likely to ignore what they 

don't understand in the class of a course. The subject of Occlusion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prosthodontic and 

orthodontic subjects. It is necessary to let students know and review what they don't understand among parts of a 

chapter in the course of Occlusion. Therefore I look over the examination papers after every examination and input the 

problems that each student didn't solve into the C-language computer program and print the list of the contents that 

each student must study particularly. I give the lists to students and let them review and present their own weak parts 

of a chapter in the course of Occlusion in the next class. This teaching method leads to improvement in learning and 

is helpful to students as well as lecturers.

Key words: Occlusion, Teaching method, C-language computer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