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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learning on th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of learn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50 sophomores enrolled in cooperative learning for 12-week period from March to June, 2014.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the subjects. The instruments were 16 questions of learning attitude, 32 questions of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12 questions of satisfaction with instruction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84 in the previous 
study and 0.78 in this study. Self-directed learning was modified by Yoo and Cheong. Cronbach’s alpha of self-directed learning was 
0.86 in this study. Academic achievement was assessed by before and after the cooperative learning class. Cronbach’s alpha was 0.95 
in this study. Their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 cooperative learning,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instru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assessed by the written examination. 
Results: The score of learning attitude increased from 2.89 in the pretest to 3.38 in the posttest.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the students 
increased from 2.98 in the pretest to 3.48 in the posttes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also increased from 82.0 in the pretest 
to 85.2 in the posttest. The satisfaction with instruction was 4.24 of Likert 5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instruction, cooperative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cooperative learning program linked to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ntinuousl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aching methods for the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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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 교육이 실시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있다. 2002년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신설로 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교육

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현장실무에 필

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산업체 요구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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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무형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1).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인력 공단은 산업현

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

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하고 직업교

육훈련과 자격체제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적자원개발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하고자 하고 있다2). 따라서 대학 교육도 능력단

위 설계기준에 맞게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

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졸업과 동시에 직무수행이 가

능하며 명확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길3)의 연구에 따

르면 교수법의 비중은 70.8%가 설명하며 판서, 58.8%가 교

재부연설명을 하는 전통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수업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로 학습자의 개인차, 수

준차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4)는 대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해 수업시간의 비율과 수업중 집중률을 높

이는 데 교수와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 최

근 진료 현장은 다양한 임상상황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해결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게 최근 치위생 교

육에서도 임상실무형 교육과정운영으로 기존의 전통수업 방

식에 탈피해 다양한 임상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력을 높이

고 교과의 통합운영, 교수법의 전환 등 실질적인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수법 중 협동학습은 전통수업의 단

점을 해결하고 학습자간에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기술을 강조한 학습법이며 학습자가 단편적인 지

식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같은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이다5). 이는 동료간의 상호협동을 바

탕으로 자아 존중감, 학습태도 등 정의적인 발달에도 효과

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

가 되어 진행됨으로 학습태도와 자기주도학습력을 기르는데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박과 김1), 박과 송6), 김7)은 치

위생 교육에 협동학습 적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윤8)은 대학에서 협동학습적용으로 수업에 대한 

불안함을 줄이고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향상을 비롯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보이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학습태도는 개별

학습과 협동학습이 결합된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효과를 보

이며9), 학습에 흥미를 잃을 때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벗어나

지 못한다. 협동학습은 이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학의 

의료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 분석 및 활용능력, 문제

해결능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실무 중심의 

학습법이다5).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적극 활

용하여 팀수업과 팀교차 수업 모형을 만들어 AⅡ 교과목에 

적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태

도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학업성취 향상

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C'대학 2학년 50명을 대상으

로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팀원내의 상호작용과 팀 간의 교차

수업으로 학습자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체적인 학업성취향상

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팀 수업, 팀 간 교차학습의 협동학습

의 진행절차는 <Fig. 1>과 같다.

 

Fig. 1. Cooperative learning design

2. 연구방법

전라남도 ‘C’ 대학 3년제 치위생과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 AⅡ 교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박과 

김1)의 모형을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추가 변형 보완하여 협

동학습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총 12주 동안 팀 수업으로 진

행되었다. 팀 구성은 직전학기 전체성적과 AⅠ교과목 성적

을 기준으로 상위 2명, 중위 2명, 하위 1명으로 성적분포가 

고루 구성된 10개 이질집단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학

습전후로 학습태도 및 자기주도학습력을 조사하였고, 학습 

종료 후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학습 진행 

절차는 문제해결 기법 교수지도, 개인별 이해, 그룹별 토의

를 통한 팀별 이해, 팀 간 교차학습 및 팀프로젝트 수행과 

평가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다<Fig. 2>.

Academic achievement Score N(%)
Total 50(100.0)
High 90 ≤ 20( 40.0)
Medium 80-89 19( 38.0)
Low ≤ 79 11( 22.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 연구도구

3.1.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업적 습관, 신념, 동기를 포함하

는 학습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황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지를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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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am learning design

지의 내적신뢰도는 황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78이었다.

설문의 구성은 학습태도 하위영역의 ‘나는 수업 시간이 

즐겁다’ 등 자아개념 5문항, ‘나는 수업 중 토론 시간에 열

심히 참여한다’ 등 공부태도 6문항, ‘나는 다른 학생보다 이 

과목의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등 학습습관 5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

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3.2. 자기주도학습력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 준비

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검사를 위해 유와 정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검사지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6 이었다. 

설문의 구성은 자기주도학습력 하위영역의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배우고자 한다’ 등 학습에 대한 애착 8문항, 

‘나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

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등 학습자로의 자기확신 8문항, ‘나

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구태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

력하지 않는다’ 등 도전에 대한 개방성 8문항, ‘나는 매사에 

많은 호기심을 가진다’ 등 학습에 대한 호기심 4문항, ‘나는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 할 수 있다’ 등 자

기이해 2문항, ‘나는 나의 학습내용⋅학습방법 등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기를 원한다’ 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2문

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역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3.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사전, 사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사전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 AⅠ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90점 

이상 상위집단, 80점 이상 90점 미만 중위집단, 80점 미만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사후 학업성취도는 15주 동안 A

Ⅰ교과목과 심화 연계된 AⅡ 교과목에 협동학습을 적용하

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중간, 기말고사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와 타당

도는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현재 치위생과 교수로 재직중인 

내부교수 2인, 외부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

하였다. 

3.4. 수업만족도

협동학습을 적용한 AⅡ 교과목 수업의 학습자 수업만족

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과 송6)이 이용한 도

구를 연구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수업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등 교수학습에 관한 강의만족도 관련 

4문항, ‘팁원간에 협동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등 

협동학습 관련 4문항, ‘학습한 내용은 임상에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등 학업성취에 관한 자기평가 관련 4문항으

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5였다. 

3.5.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SPSS Ver.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로 분석하였다.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학습 전, 후 학습태도와 자기주도학습력, 학업성취

향상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학습전후 학습태도와 자기주도학습력 미치는 주효과

와 상호작용을 분석을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 방법 

중 일반선형모델(GLM: General Linear Model, Univariate)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만족도는 t-검정(t-test)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1. 학습전후 학습태도의 차이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전후로 학습태도의 향상

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학습전후로 학습태도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학습태도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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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p-value*

Self concept 2.87±0.57 3.26±0.54  0.004

Study attitude 2.95±0.58 3.27±0.48  0.010

Study habits 2.85±0.42 3.61±0.43 <0.001

Learning attitude  2.89±0.38 3.38±0.29 <0.001
*by paired t-test, a five-point scale
 Learning attitude component items
  1) Self-concept: 1, 2, 3, 4, 5(5 question)
  2) Study attitude : 6, 7, 8, 9, 14, 15(6 question)
  3) Study habits : 10, 11, 12, 13, 16(5 question)

Table 2. Differences in learning attitude between before and after cooperative learning Unit : Mean±SD

Source N SS DF MS F p-value*

Learning group 50 1.080  2 0.540  8.735  0.001

Error 2.906 47 0.062

Before & after learning Sphericity 
hypothesis

8.012  1 8.012 87.352 <0.001

Before & after learning*group Sphericity 
hypothesis

3.350  2 1.675 18.260 <0.001

Error
(Before & after)

Sphericity 
hypothesis

4.311 47 0.092   

*by GLM, a five-point scale

Table 3. Each group’s differences in learning attitude between before and after cooperative learning

Classificatio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p-value*

Learning attachment 3.04±0.66 3.45±0.44  0.001

Self-conviction as a learner 3.09±0.56 3.40±0.46  0.005

Openness toward challenge 3.01±0.78 3.47±0.32 <0.001

Learning curiosity 2.96±0.67 3.56±0.47 <0.001

Self-understanding 3.01±0.63 3.49±0.47 <0.001

Assuming learning responsibility 2.78±0.74 3.53±0.48 <0.001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2.98±0.47 3.48±0.20 <0.001
*by paired t-test, a five-point scale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component items
   1) learning attachment : 1, 3, 8, 12, 14, 25, 26, 27(8 question)
   2) self-conviction as a learner : 5, 9, 13, 17, 21, 22, 31, 32(8 question)
   3) openness toward challenge : 2, 4, 10, 15, 23, 24, 28, 30(8 question)
   4) learning curiosity : 16, 18, 19, 20(4 question)
   5) self-understanding : 7, 11(2 question)
   6) assuming learning responsibility : 6, 29(2 question)

Table 4.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between before and after cooperative learning Unit : Mean±SD

하위개념 자아개념, 공부태도, 학습습관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따라서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학습태

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석된다.  

2. 학습집단별 학습전후 학습태도 변화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태도의 변화 즉, 협동학

습의 효과를 통계학적으로 비교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주효과 ‘학습집단 간’ 과 ‘학습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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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 SS  DF MS F  p-value*

Learning group 50 1.227 2 0.614 5.158   0.009

Error 5.592 47 0.119

Before & after learning Sphericity 
hypothesis

6.577 1 6.577 55.689 <0.001

Before & after learning* 

group
Sphericity 
hypothesis

0.736 2 0.368 3.115   0.054

Error
(Before & after)

Sphericity 
hypothesis

5.551 47 0.118   

*by GLM, a five-point scale

Table 5. Each group's changes i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after cooperative learning 

Classification 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p-value*

High group 20 90.8±1.03 93.2±3.50 <0.001

Midium group 19 82.4±1.98 84.4±2.94 <0.001

Low group 11 65.4±6.59 72.0±6.89 <0.001

Total 50 82.0±10.1 85.2±9.02 <0.001
*by paired t-test, a five-point scale

Table 6. Changes in academic achievement of each group Unit : Mean±SD

고(p<0.01, p<0.001), 학습집단 간 즉,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p<0.001). 

따라서 집단별 학습전후로 학습태도의 향상을 보이는 것으

로 해석되며, 세 집단 모두 학습전후로의 학습태도의 변화

를 보여 팀 내, 팀별 교차학습을 적용한 협동학습이 학습자

의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3. 학습전후 자기주도학습력의 차이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전후로 자기주도학습력

의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학습전후로 자

기주도학습력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하위

개념 학습에 대한애착, 학습자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

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p<0.001). 따라

서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킨다고 해석된다. 

4. 학습집단별 학습전후 자기주도학습력의 변화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태도의 변화 즉, 협동학

습의 효과를 통계학적으로 비교한 <Table 5>와 같이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p>0.05), 주효과 ‘학습집단 간’ 과 ‘학습전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p<0.001). 따라서 학습집단별 학습전

후로 자기주도학습력의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 

집단 모두 학습전후로 자기주도학습력의 변화를 보여 팀내, 

팀간 교차학습을 적용한 협동학습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력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5. 학습전후 학업성취도 향상도

협동학습 경험 후 학업수준별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를 분석하였다. <Table 6>에서와 같이 전체 학습 전 82.0

점, 학습 후 85.2점으로 학습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집단별 향상도는 하위집단이 학습 전 65.4점, 학

습 후 72.0점으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고, 상위집단, 중

위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6. 학습집단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수업만족도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협동학습에 대한 수업 만족

도를 조사하였다. <Table 7>과 같이 강의만족도와 협동학

습만족도, 학업성취만족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p<0.001), 강의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고, 학습집단별 수업만족도는 상위집단, 하위집

단, 중위집단 순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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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Lecture 

satisfaction
Cooperative 

learning satisfaction
Achievement 
satisfaction 

Total class 
 satisfaction

p-value*

High group 20 4.28±0.58 4.06±0.58 4.13±0.50 4.40±0.52 <0.001

Medium group 19 4.42±0.54 4.07±0.65 4.25±0.67 4.11±0.63 <0.001

Low group 11 4.59±0.32 4.25±0.69 4.34±0.52 4.22±0.57 <0.001

Total 50 4.24±0.49 <0.001
*by t-test, a five-point scale

Table 7. Each group's satisfaction with the instruction by academic achievement Unit : Mean±SD

총괄 및 고안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교육 제도, 조직, 운영시스템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 교육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가 배출

한 졸업생을 고용해준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요구를 배려하

지 않았다. 오로지 교육 생산자인 학교 경영자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먼저 사고하고 행동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의 교과과정에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은 거의 없고, 교육방법도 자기주도적학습 방법이 

아닌 교수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12).

이에 저자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갖고 학습의욕을 높이며, 더불어 학업성

취도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수법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박과 김13)의 연구를 기초로 여러 연구1, 6, 15, 16)를 

통해 협동학습의 장점과 긍극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의 장점인 팀 내의 학습 공유, 팀 간의 

교차학습을 통해 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중, 하위권 학습자

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며 상위권학습자에게는 더 높은 고

차원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학업수준별 고른 학업성취향상을 

보고자 연구되었다. 즉, 전통수업의 단점을 해결하고 학습자

간에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학업성취도의 긍정적

인 향상 효과를 분석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전

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

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학습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개인차와 

격차를 줄이고자 팀수업과 팀교차 수업 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학습수준 집단별 학습전후 학습태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학습전 

2.89점, 학습후 3.38점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학습태도 하위개

념인 자아개념, 공부태도, 학습습관 모두에서 향상됨을 보였고,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 세 집단 모두 학습전후로의 학습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박과 김13)의 연구에서도 일반강의식 

집단의 학습태도 3.48점에 비해 팀기반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학습태도 점수가 3.58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김14)의 연구에서도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했을 때 학습전후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협동학습의 효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습태도는 학습자의 학업적 

습관, 신념, 동기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집단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습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중, 

상위권학습자의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수렴 할 수 있으며 팀끼

리의 경쟁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학습자는 개별 학습태도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공동체 수업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특성, 학습집단 구성, 외부적인 환경, 

학습과제 수준, 리더십, 과제발표부담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진단되고 관리될 때 보다 활발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일어 날 수 있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17) 

교수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습준비와 학습자의 교류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학습전략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태도를 변화시키는 내, 

외부의 환경요인이나 수준별 과제 제시 등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태도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전후로 자기주도학습력

의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전 2.98점, 학습후 3.48점으

로 향상되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력 하위개념인 학습에 대

한애착, 학습자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모두에서 향

상됨을 보여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석되었다. 이는 박과 김15)의 연구에서 

일반강의식 집단의 자기주도학습력은 3.40점에 비해 팀기반 

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자기주도학습력 점수가 3.6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고, 김7) 또한 일반강의식 

보다 협동학습 적용 전후 자기주도학습력이 향상됨을 보고

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18)은 내적동기가 

높은 사람은 학습활동을 자기 스스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주도학습력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정 등19) 또한 자기주

도학습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목

표를 설정하고 학습전략을 사용하므로 협동학습모형에서 자

기주도학습력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업운영에 

적절한 패키지 개발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

라서 협동학습 적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학습수준별 학습전략, 학습패기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는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주

기 위한 조력자인 교수자의 의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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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 경험 후 학업수준별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를 분석결과 학습전 82.0점, 학습 후 85.2점으로 향상되었

고 하위집단이 학습 전 65.4점, 학습 후 72.22점으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 이는 박과 김13)의 팀기반학습 집단

의 학업성취도 86.4점, 일반 강의식집단 83.5점으로 조사된 

것과 유사하며, 문제중심학습적용에서 학습자의 포괄적인 

지식습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4)는 보고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협동적인 학습전략의 

구조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의소소통이 정직하고 개방

적이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구성원간의 

매우 심층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고 학습자간에 개방적인 학

습풍토조성이 문제해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해결 능

력을 신장시켜준다고 하였다20). 현재 치과임상상황은 다양

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장 실무형, 문제해결력이 높은 

치과위생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 등21)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가고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시험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문항형태는 문제해결력과 종합적인 사고능력으로

의 변경이 65.4%, 국가시험과목 또한 문제 해결형 문제 강

화로 45.4%로 보고하였다. 현대 흐름에 맞는 글러벌 시대

에 맞춰 대학교육의 방향도 국제화된 교육의 변화와 산업체

의 요구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변화하여야 하며, 치위생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활동현장의 요구를 감안하여 학습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학습법 적용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꼭 학업성취에만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어 건강한 삶의 질의 성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협동학습에 대한 수업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업만족도는 4.24점으로 강의만족

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학습집단별 수업만족

도는 상위집단, 하위집단, 중위집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박과 송6)의 협동학습 후 전반적인 수업만족도가 3.94점, 

강의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유사하며, 박 등16)의 

연구에서도 통합치위생 실습모형 적용 시 하위집단 학습자

의 수업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설계는 교수목적, 

교수내용, 학습자특성, 수업방법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학습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22). 본 연구에서

도 기존 협동수업의 적용을 통해 협동학습의 장점과 수업만

족도를 확인이고 수업설계를 함에 있어 팀 내의 반복학습의 

경험을 늘리고 팀 간의 교차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수준이 

낮은 집단의 반복학습 회차를 늘려주었다. 또한 팀 내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낮은 학습자의 멘토로 팀의 성과향상

을 위한 협동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한 긍적적인 학습결과로 

사료된다. 정 등23)에 따르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행동

요인에 지식, 기능, 행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 

유머감각, 명료성, 전문성으로 조사되었다. 팀 활동에 있어 

교수의 행동은 명료한 지식전달 이후 활발한 팀 활동을 위

한 조력자로서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

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황과 이24)의 보고에서와 같이 학습자 특성에 맞는 질

문행동, 학습자가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 등

은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촉진요소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협동학습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

해 단일 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표본수가 작고 일개 실습

교과목에 적용하여 다수의 치위생학 교육에 일반화 하는데

는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조건을 갖춘 타 대학 학생과

의 비교연구와 다양한 임상과목으로 확장한 후속연구를 통

해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학

업성취도 향상 측정을 동일교과목이 아닌 연계된 심화과정 

교과목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향상도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속연구에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으로 구분하여 학습법 적용 연구를 하는 것이 정확한 연구 

결과 제시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었다. 이러한 연구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치위생학 전공자의 학습태도와 자

기주도학습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

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의 긍정적 교육효과를 기반으로 

팀원내의 상호작용과 팀 간의 교차수업으로 학습자간의 격

차를 줄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력과 학

습태도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3년제 치위생과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전후로 학습태도의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전 2.89점, 학습후 3.38점

으로 향상됨을 보였고(p<0.001), 학습태도 조사의 하

위개념 자아개념, 공부태도, 학습습관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습전후로 자기주도학습

력의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전 2.98점, 학습후 

3.48점으로 향상됨을 보였고(p<0.001), 하위개념 학

습에 대한애착, 학습자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

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

임수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전 

82.0점, 학습 후 85.2점으로 학습전후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p<0.001), 집단별 향상도는 하위집단, 상위

집단, 중위집단 순으로 나타났다(p<0.001).

4. 협동학습 경험 후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는 4, 24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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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만족도, 협동학습만족도, 학업 성취만족도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01), 학습

집단별 수업만족도는 상위집단, 하위집단, 중위집단 순으

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 강의식수업의 장점은 

적극 살리고 치위생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협동학

습적용 연구와 학습모형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은 교수자들

이 시도해 주길 바라며, 치위생전공영역의 새로운 교수법 

적용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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