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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which

enables learners to make portfolio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through practice,

on an oral prophylaxis practice course in an attempt to stir up the spontaneous learning of learners, their learn-

ing interest and problem-solving skills.

Methods : The selected dental hygiene students engaged in cooperative learning in oral prophylaxis practice III

class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ir sophomore year by utilizing portfolio that was prepared by altering an

inclusive dental hygiene practice model. They completed all the 15-week practice course, and then their portfolio

was evaluated. They were divided into eight nonequivalent groups whose members were all different in academic

standing, and their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checked before and after the instruction

was provided.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lass was investigated after the instruction was provided.

Results : 1. There were significant gaps to 0.36±0.07 in the charge of learning strategies after they engaged in

cooperative learning(p<0.01). There were the broadest differences in cognitive strategies to 3.61, followed by

metacognitive strategies to 3.19,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the subfactors(p<0.01).

2.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the charge of self-efficancy to 0.13±0.06 after they engaged in cooperative

learning(p<0.01). There were the widest differences in self-regulating efficancy to 3.49, followed by confidence to

3.03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to 2.97,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the subfactors(p<0.01).

3. When their satisfaction level was analyzed after engaging in cooperative learning, there were significant gaps to

3.94 i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all of the lectures(p<0.01).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lecture to 4.20, with ensuring academic achievement to 4.13 and with cooperative learning to 3.48 (p<0.01). 

Conclusions :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ndicated that cooperative learning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lass satisfaction of the learners,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lay

교신저자 : 박인숙 우) 540-743 전남 순천시 덕월동 224-9번지 청암대학교 치위생과

전화 : 061-740-7381, 010-5074-6304   Fax : 061-740-7418   E-mail : ppp8814@hanmail.net

접수일-22001111년년 1122월월 2299일일 수정일-22001122년년 22월월 1144일일 게재확정일-22001122년년 22월월 2200일일



성인을위한사회교육이학교교육에비하여중요시되지

못하고 부진한 가운데 21세기를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의경우세계화, 정보화로인한열린교육구축의필요성은

그어느때보다도고조되고있으며이는현행추진중에있

는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 사회적인 변화는 대학에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 의사소

통능력을갖춘학생들을요구하고있고직업현장에서는직

장내구성원들간의팀워크와협동을강조하고있다.

이에 맞춰 대학에서의 교육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

조하면서학생들에게구조화된역할을제공하는교수학습

전략인협동학습을여러학문에서적용하고있다.

협동학습이란전통적인소집단학습의단점을해결하고

학습자 간에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보

상과 협동기술을 강조한 학습법이며2),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및신뢰를기반으로인간적인학습환경을조성하고,

학생들의인지적인발달은물론정의적, 사회적발달을동

시에기를수있다3). 또한 협동학습은학생들의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비판적인 사고력, 창

의성과 같은 고차원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구성

주의접근의 교수법이며4) 동료 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관계, 자아 존중감,

학습태도, 사회성과같은학생들의정의적인발달에도효

과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협동학습은인간중심교

육과정에서추구하고있는학생들의자아실현을구현하는

데적합한교수방법이라할수있다. 특히교수학습영역의

구성주의적접근은교육현장에서협동학습모형, 포트폴리

오등을도입하게되었다. 포트폴리오는구성주의적학습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장

기간에걸친학생의학습과성장을타당하게평가할수있

는방법을제공하며자기반성을통하여실제적학습을가

능하게한다5). 그동안우리나라의교육현장에서활용해온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수행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학생

들의과제수행에대한정보를장기적으로수집한것으로,

성취를파악하는도구로그리고역동적인수업전략으로서

가치가인정되는평가방법으로활용되어왔으며6), 반성적

사고를높이는도구로그가치를인정받고수업을변화시

킬수있는도구가되고있다7). 협동학습은공동의학습목

표를달성하기위하여서로다른학습능력을가진학생들

이 소집단 내에서 서로 도와가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는 수업방식으로8)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

이이루어져왔으며, 학업성취나문제해결등과같은인지

적 영역에 많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얻을수있어9) 협동학습모형에서의포트폴리오활용은

더욱더긍정적인시너지효과를발휘할것으로사료된다.   

치위생학 교육의 방향은 치과위생사로서 임상 활동 현

장의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을목표로하고있다10). 최근치위생교육현황역시

산업체니즈에맞춰다양한치과의료상황에적절히대처

할수있는임상실무형치과위생사를배출하기위한교육

과정이운영되고있고전통적수업현장과는달리학습자

가주체가되는다양한교수법들이적용되고있으며앞으

로도계속적인새로운교수법이적용되어야할것으로사

료된다. 이에저자는주체적이고자발적인학습을통해학

습에대한흥미유발은물론이고사고력과문제해결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습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포트폴

리오로완성시키는협동학습을치면세마실습과목에적용

하여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학습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수업만족도에어떠한긍정적효과가있는지교육적효

과를분석하여연구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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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대상 및 기간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C’대학 2학년 47명을 대

상으로 협동학습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학습자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

능의 발달로 높은 사고력과 임상실무 대처 능력을 발전

시키기위해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치위생과 2학년 2학기치면세마실습Ⅲ교과목시간을

활용하여통합치위생실습모형11)을 변형한포트폴리오를

적용한 협동학습으로 진행되었다. 총 15주 과정의 모든

실습 과정과 수행 내용을 포토폴리오로 완성하여 제출

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학생은 성적분포가 고루 구성된

이질집단으로 8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수업 전후로 학습

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고 15주 과정의

협동학습종료후수업만족도에대해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전략

Mckeachie 등12)이 개발한‘학습에대한동기형성적

전략 질문지(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

ing Questionnaire ; MSLQ)’에 기초하여 김13)이 개

발한‘학습전략 질문지’를 이14)가 수정 보완한 34문항

의질문지를사용하였다. 

학습전략검사는인지전략 12문항, 메타인지전략 12문

항, 자원관리전략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14)의

보고에서는 Cronbach’s Alpha 인지전략 0.74, 메타

인지전략 0.72, 자원관리전략 0.58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Cronbach’s Alpha 0.76으로나타났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과 박15)의 학업

적자기효능감검사를사용하였다. 김과박15)은‘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

고 개념화 하였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자신감(8문항), 과

제난이도(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10문항)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과 박15)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0.88로나타났다.

2.3.3. 수업만족도

협동학습을 적용한 치면세마실습 수업의 수업만족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 등11)이 이용한 도

구를수정보완한총 12문항으로조사내용은교수학습에

관한 강의만족도 관련 4문항, 협동학습 관련 4문항, 학

업성취에 관한 자기평가 관련 4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

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3이었

으며학업수준을나누기위한학업성취점수는총 100점

으로 출석 10점, 조별 포트폴리오 점수 40점, 개별 지필

고사 30점, 튜터 점수 20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기말

교과목 평균성적 84점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은 상위집

단으로평균이하는하위집단으로구분하였다. 

2.3.4. 수업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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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동학습수업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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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통계분석

수집된자료는SPSS 통계분석프로그램18.0을이용하

여분석하였으며실험자전, 후의향상도를측정하였다.

1) 학업수준별 학습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를알아보기위해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으로분석하였다. 

2) 학습수준별 학습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량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 방

법 중 일반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

Univariate ; GLM)분석을하였다.

3) 협동학습의 수업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t-test)으로분석하였다.  

3.1. 학습전후 학습전략의 차이

협동학습 적용 후 학습자의 학습전략 차이를 분석하

였다. <표 1>과 같이 학습전후로 학습전략 변화량 0.36

±0.0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학습

후하위요인인지전략 3.61점, 메타인지전략 3.48점, 자

원관리전략 3.19점 순으로 학습전후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1).

3.2. 학습전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협동학습 적용 후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학습전후로 학업

적자기효능감변화량 0.13±0.06점으로유의한차이를

보였으며(p<0.01), 학습 후 하위요인 자기조절효능감

3.49점, 자신감 3.03점, 과제난이도 선호 2.97점 순으

로 학습전후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3.3. 집단(학업수준)별 학습전후 학습전략 변

화량

협동학습에 의한 학습전후 학습수준별 학습전략에 변

화를보기 위해반복측정에의한분산분석방법 중 일반

선형모델(General Linea Model, Univariate;GLM)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과

같이 주효과-학습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효

과-학습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1),

상호작용효과-학습전후와 학습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습전후 학습전략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

다(p<0.01).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집단 모두 학

습전후로의 학습전략에 변화량이 인정되어 포트폴리오

를 적용한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학습전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효과적이라할수있다. 

3.4. 집단(학업수준)별 학습전후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변화량

협동학습에 의한 학습전후 학습수준별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

석 방법 중 GLM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 그림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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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전후학습전략의차이 M±S.D.

구 분 전 후 p

인지전략 3.18±0.64 3.61±0.66 .001**

메타인지전략 3.07±0.30 3.48±0.62 .000**

자원관리전략 2.95±0.28 3.19±0.32 .000**

학습전략 3.08±0.32 3.44±0.39 .000**

학습전략검사의하위요인별문항구성( * : 역채점문항)    

1) 인지전략 : 1, 4, 7, 10, 13, 16, 18, 21, 24, 27, 30, 33(12문항)

2) 메타인지전략 : 2, 5, 8, 11, 14, 17, 19, 22, 25*, 28, 31*, 34*(12문항)

3) 자원관리전략 : 3*, 6, 9, 12*, 15*, 20, 23, 26*, 29, 32(10문항)

**p<0.01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주효과-학습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효과-학습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

되었으며(p<0.01), 상호작용효과-학습전후와 학습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습전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는유의한차이가인정되었다(p<0.01). 또한 <그림 3>과

같이 두 집단 모두 학습전후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변화량이 인정되어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협동학습이 학

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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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전후학업적자기효능감차이 M±S.D.

구 분 전 후 p

자기조절효능감 3.09±0.29 3.49±0.36 .000**

과제난이도 선호 2.82±0.26 2.97±0.29 .001**

자신감 2.80±0.51 3.03±0.42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2.98±0.19 3.11±0.25 .001**

학업적자기효능감척도의하위요인별문항구성( * : 역채점문항)

1) 자기조절효능감 : 2, 3, 5, 6, 9, 16, 19, 22, 24, 26(10문항)

2) 과제난이도선호 : 1, 4, 8*, 11, 12*, 14, 17*, 20*, 23, 27(10문항)

3) 자신감 : 7*, 10*, 13*, 15*, 18*, 21*, 25*, 28*(8문항)

**p<0.01

표 3. 집단별학습전후학습전략변화량

Source SS Df Ms f p

학습집단 .507 1 .507 3.341 .074

오차 6.822 45 .152

학습전후 구형성 가정 3.114 1 3.114 32.395 .000**

전후 * 집단 구형성 가정 .016 1 .016 .164 .688

오차(전후) 구형성 가정 4.326 45 .096

**p<0.01

그림 2. 집단별학습전후학습전략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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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업만족도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협동학습 수업 후의 수업만족도

를 조사하였다. <표 5>와 같이 전반적인 수업만족도는

3.94점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01), 강의만족

도 4.20점, 학업성취만족도 4.13점, 협동학습만족도

3.48점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가

장시급한문제는산업체가요구하는‘교육목표’를달성

하는 하는 것이다16). 산업체의 요구는 복잡 다양한 임상

상황에 맞춰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요구하

며 상황대처 능력, 실무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치위생학의 교육방향은 문제해결 능

력을 함양하는 교육 방향이 절실히 필요하고 단순 교과

목에 국한된 이론과 실습보다는 교과목의 연계와 임상

상황이 연계된 통합 치위생과정이 교육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면세마실습, 치과방사선학 실

습, 예방치과학 실습, 구강보건교육학 실습, 임상전단계

실습을 모두 연계하여 통합실습모형11)을 변형 적용하고

모든 실습 진행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완성시켜 진행하

는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협동학습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적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시행되었다. 

협동학습적용 후 학습자의 학습전략은 학습전후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요인 인지전략, 메타인지전

략, 자원관리전략 순으로 학습전후 높은 차이를 보였다.

김과 박15)의 연구에서도 협동학습의 성격을 띤 스터디

그룹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는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향상에 효과적이

라는17, 18) 결과와도 일치를 보였다. 학습전략이란 학습

자가 학습상황에 대한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인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양식과 사고체계로서 새로

운 정보와 기술을 획득, 저장, 유용화하기 위한 활동이

나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14). 학습전략 유형에는 시

연, 정교화, 조직화의 인지전략과 계획, 조정, 조절하는

메타인지전략 그리고 시간과 공부환경 관리, 노력관리,

타인의 조력을 포함하는 자원관리전략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연구결과 협동학습을 적용할 때 학습자

의 학습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새로운 교수 학습

전략에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학업수준별로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습전후 변화량이 상위그룹에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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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별학습전후학업적자기효능감변화량

Source SS Df Ms f p

학습집단 .004 1 .004 .066 .798

오차 2.831 45 .063

학습전후 구형성 가정 .410 1 .410 11.914 .001**

전후 * 집단 구형성 가정 .131 1 .131 3.806 .057

오차(전후) 구형성 가정 1.549 45 .034

**p<0.01

표 5. 수업만족도 (N=47) 

구 분 M±S.D. p

강의만족도 4.20±0.42 .000**

협동학습만족도 3.48±0.59 .000**

학업성취만족도 4.13±0.48 .000**

수업만족도 3.94±0.36 .000**

**p<0.01



를 보여 박 등11)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

라서 학업수준별로 적합한 교수법을 찾아 다양한 접근

과 시도로 학습자의 학습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좋을것이라사료되었다.

협동학습적용후학습자의학업적자기효능감은학습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요인 자기조절효능

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학습전후 긍정적인

변화를보였다. 김과박15)과허19) 연구에서도협동학습의

성격을띤스터디그룹과문제중심학습을적용한협동학

습그룹에서학업적자기효능감의긍정적인효과가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수

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

신의능력에대한판단으로하위요인중자기조절효능감

에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이란 자

기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

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 할 수 있다15). 자기효능감에 대

한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고과정에

대한 자기조절, 동기, 정서적, 생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하였으며20) 학습자는학습내용에대한토론과

정에나타나는인지적갈등이평형화를깨뜨리고이것이

학습자의내적인지적재구성을일으킴으로써발달이촉

진된다고 하였다21). 따라서 조별 토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협동학습수업에서학습자의내적인지적촉진으로

인한자기효능감도높아진결과로볼수있겠다. 또한상

위그룹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변화량이 좀 더 큰 변

화를 보여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협

동학습이 상위그룹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긍정

적으로변화시키는데더효과적이라할수있고이는박

등11)의 연구에서도 부분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 임2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도 관

련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스트레스

적응방법을사용할수있도록학습환경과교수자의학습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긍정적인정서반응을나타내고다시높은효능감

을갖게하는긍정적인순환으로작용함으로학습자들에

게는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갖게 해야 함을 강조하

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협동학습 등 다양한 학습법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학생의 성격선호 지표 관계

연구23)에서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학업적효능감 수준이

높다고조사되어협동학습팀구성에있어서도학생의성

격선호지표를조사하고팀을구성하는것도바람직한것

으로 사료되었다.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협동학습은 강의

법에 대한 만족도와 협동학습 수업의 만족도, 협동학습

으로인한학업성취만족도모두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특히 강의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김24)의 연구에서도 협동학습 적용 시에 사전성취

도와의사소통성향에따라학습자의수업만족도가높아

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과

강25)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이 학업성취 향상에도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학

업성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긍정적이며 좀 더 명확한 효과를

검토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라고사료되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협동학습은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에서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수 있는 팀 활동의자발성과자율성의장점과모

든 실습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완성하여 과제물로 제출함

으로써 전반적인 실습과정의 이해도와 술기 향상이 긍

정적인작용을한결과라사료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내적 향상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교수자의 꾸준한 자기개발과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고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분석하기 위한 대조군이 없어 실

험군의 전후 성적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되었고, 한 대학

의 치위생과학생들로구성되어있어본 연구 결과가일

반적인 치위생과 협동학습의 결과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협동학습을 치위생학 전공 실습과

목의 한 과목에만적용시켜타 교과목에적용했을때 동

일 결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특히 연구기간에

있어 다 학기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관찰로 학기별 적용

시에 따른 협동학습에 대한 만족도, 학습전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

료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치위생학 전공자의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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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다양한치과의료상황에맞춰문제해결능력

을향상시키고임상실무형치과위생사를배출하기위한

교육과정운영으로실습과정에서배운지식과기능을포

트폴리오로 완성시키는 협동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C’대학 2학년 47명을 대상

으로 치면세마실습Ⅲ 과목에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학습

자의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에 미치

는영향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협동학습적용후학습전후로학습전략변화량0.36

±0.07점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p<0.01), 학

습 후 하위요인 인지전략 3.61점, 메타인지전략

3.48점, 자원관리전략 3.19점순으로하위요인모두

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1).

2. 협동학습 적용 후 학습전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화량 0.13±0.06점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p<0.01), 학습 후 하위요인 자기조절효능감 3.49

점, 자신감 3.03점, 과제난이도 선호 2.97점 순으

로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3. 협동학습 수업 후 전반적인 수업만족도는 3.94점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01), 강의 만족

도 4.20점, 학업성취만족도 4.13점, 협동학습만족

도 3.48점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협동학습수업은학습자

의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치위생

전공영역의 새로운 교수법 적용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

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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