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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blem-based learning package that can be applied to dental hygiene and subjects,
and to apply the developed package to learning to check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Methods: In order to develop a problem-oriented learning packag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for clinical hygiene subjects was 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 problem-based learning (PBL) package was developed based on its effectiveness and necessity.
Results: As such, after learning the literacy-oriented learning package, the participants had a tendenc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ubject learning
time and to think more critically, and it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nclusions: Based on this study, it will grow as a dental hygienist with specialized competency by improving problem solving ability, thinking
ability, and social ability through indirect experiences in various clinical trials that cannot be solved by clinical practice alone.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learning effect of learners, 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packages for each dental hygiene area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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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서 관련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해
주는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2].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대 시대에는 단순한 암기와 지식의 습득을 교육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다. 반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습득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을 기반
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1].
교육의 목적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능력은 기본지식에 문제 해결력, 창의력, 정보 활용능력, 의사소
통 능력, 협동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으로 집약될 수 있고[3],
이런 다양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학습방
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치위생(학)과 교육영역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치과진료
협조자, 예방치과 처치가, 임상가, 연구자, 구강보건교육자, 치과
코디네이터로 분류하고 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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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4]. 또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공영역에서 치위생학적 지식과 업무의 체계적 접근[5]과 치과
위생사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Ⅱ. 연구방법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를 양성할 수 있는 틀인 사정, 판단, 계획,
수행, 평가과정의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에
기반으로 하는 교육 통합 구축을 언급하였다[6]. 치위생(학)과
임상 관련 교과목 통합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7]에서
3⋅4년제의 학제의 구분 없이 표준화된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
이 필요하며, 모든 임상교과목을 통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 역할 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역량기반
치위생학 교육 평가체계의 개발[8]에서는 기초치위생 또는
임상치위생학과 같이 교과 영역별로 동일한 역량을 목표로
한다. 관련된 지식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지식의 실무 적용,
지식의 확장, 문제해결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팀 기반 교육,
증례중심학습(Case-Based Learning), 세미나, 현장실습, 문제중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등의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 역량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하기 위한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 문제중심학습(PBL) 학습패키지 개발, 튜터 스킬
개발 등 다양한 문제중심학습(PBL)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
으며, 교과와 관련된 상황을 수집하여 문제중심학습(PBL) 전문
가와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을 담당하는
치위생(학)과 교수 및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치과위생사의 자문을
거쳐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개발 후 적용을 위해 치위생학과
3학년 두개의 반에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적용하였다.
적용 전과 후에는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중심학습(PBL) 방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Figur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는 국내 치위생학 교과목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론 및 실제

2. 연구절차

상황과 상호 연결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방

1) 연구 승인 및 윤리적 고려

법 중 하나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도입을
제시하였다[8][9][10].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 및 의사소통능력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치위생 교육기관에서
강조하는 능력이기도 하다[11].
치위생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새롭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위생학 교육에서 역량(Competency)은 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까지 포함하는 것[12]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합교육과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학습으로의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학습 진행의 중심이 되어 실제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기
관과 임상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임상에서 필요한 역량을 달성하
기 위한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이있는 문제중심학습(PBL) 운영방법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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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 적용
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였
다. 연구에 대한 승인을 위해 OO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DIRB-201902-HR-E-02)의 승인을 받았다.
2) 교과목 설계
치위생학과 전공 수업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교과목인 임상치
위생학을 선정하였다. 학습 대상자가 3학년인 임상치위생학 교
과목은 1,2학년 전학기에 운영된 선수과목들에서 학습한 기초과
목을 바탕으로 치위생학 고유의 세부 전공을 구축하기 위해
제시된 통합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위생관리의 적용 등에 관해 표준 핵심역
량 및 세부역량을 제시하고 임상에서 필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13]. 따라서 이전
학기 선수과목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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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design

치위생학 교과목은 운영되어야 하며 임상에서의 실제 사례를

3월 3학년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업

패키지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문제중심학습(PBL) 방법 적용이

진행방식을 설명하고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적용과정은 총 35명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2개의 분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은 4~5명씩,
4팀으로 총 8팀이 참여하였다. 진행 과정은 <Figure 2>에서

3)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 개발 및 적용
문제중심학습(PBL)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치위생

확인할 수 있다.

(학)과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개발

4) 평가도구

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헌 고찰을 통해

(1) 문제해결능력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효과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접근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이미 알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개발하였

고 있는 지식을 확인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가설을

다. 패키지의 개발을 위해 제주한라대학교의 한라⋅뉴캐슬 PBL

개발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요구를 하도록

교육연구원(Halla / Newcastle PBL Cental)[14]에서 운영하는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11].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

연수프로그램인 ‘PBL Tutor Skill 개발’과 ‘PBL 학습교재 개발’

한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 이 등[15]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과정을 참여하여 패키지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문제 인식, 정보수집, 분석능

년 2월에 패키지를 완성하였다.

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등에 관한 43문항으로 되어있다.

개발한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치위생학과 전공수업에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있는 D 대학교의 치위생

본 도구를 연구 대상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계수 . 886이었다.

학과에 의뢰하여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에 적용하였다. 2019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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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캐나다 심리학자인 앨버트 밴듀라(Albert
Bandura)가 제시한 개념이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17].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이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판단으로 그 사람이 이를 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 것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때는 개개인
은 그들의 기술과 이러한 기술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들의
역량들을 평가한다. 본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평가한
도구는 김과 박[18]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계수 . 789이었다.

Ⅲ. 연구결과
1.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학습자의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효과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문제해결능력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문제해결능력 비교에서
문제 명료화 영역의 문제 인식에서 학습 후 능력이 학습 전보다
<Figure 2> Problem-Based Learning Application Stage

높았고, 원인분석 영역의 분석능력에서 학습 전보다 학습 후
능력이 높았으며, 대안개발능력의 확산적 사고와 의사결정에서
모두 학습 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2)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수행평가능력에서 평가, 피드백 모두 학습 전보다 학습 후 능력이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학습자가 학습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문제해결 능력

활동을 자율적 통제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계획하고, 학습

전체 영역이 학습 전보다 학습 후 높게 나타났다(p<0.05).

활동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학습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즉,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
인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방식의 학습 과정으로
학습 내용보다 탐색 과정이나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한 도구로 한국교육개발원
이 등[15]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는 학습 욕구 진단, 학습 복잡성 설명,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
활습 활동의 지속성 등에 관한 45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계수 .
840이었다.

2.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분석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문제중심학습(PBL) 중심 학습 전⋅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교에서 학습 계획 영역의 학습 욕구진단
에서 학습 후 능력이 학습 전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5), 학습
을 위한 자원 파악에도 학습 전보다 학습 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p<0.005).
학습실행 영역에서 학습 전략의 선택 요소에서 학습 전보다
학습 후의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5), 학습평가영역에서
자기성찰적 요소가 학습 전 능력보다 학습 후 능력이 높게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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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blem-solving skills before and after problem-based learning (PBL)
Division

Sub-area

Sub-factor

Clarify the problem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roblem Solving
Planning / Execution
Performance evaluation

Unit: Mea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t

p*

Problem recognition

17.00

18.20

-2.233

.032

Information collection

17.08

17.17

-.152

.880

Analysis ability

16.31

18.17

-2.213

.034

Diffuse thinking

15.45

17.57

-3.463

.010

Decision

17.94

19.20

-2.246

.031

Planning power

17.14

18.09

-1.408

.168

Run and take risks

15.68

16.80

-1.963

.058

evaluation

15.91

18.06

-3.972

.001

10.40

14.85

-9.244

.001

144.34

152.97

-2.363

.024

feedback

Total
*by t-test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fore and after problem-based learning (PBL)
Division

Sub-area
Learning pla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execution

Learning evaluation

Sub-factor

Unit: Mea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t

p

Diagnosis of learning needs

30.46

33.06

-2.591

.014

Setting learning goals

15.29

18.00

-1.506

.141

Identify resources for learning

6.31

7.25

-3.551

.001

Basic self-management skills

16.60

17.51

-1.572

.125

Selection of learning strategies

16.74

18.17

-2.272

.030

Continuity of learning practice

15.22

15.26

-.057

.955

Attribution to results

15.02

15.91

-1.775

.085

Self-reflection

12.54

14.51

-3.161

.003

138.46

146.40

-2.414

.021

Total
*by t-test

<Table 3> Academic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problem-based learning (PBL)

Unit: Mean

Division

Before learning

After learning

t

p

Academic Self-Efficacy

78.83

82.31

-1.562

.127

*by t-test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05).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전체
영역에서 학습 전보다 학습 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p<0.05).

3.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4.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
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분석결과는

문제해결 능력이 학습 전보다 후 높게 나타날수록 자기 주도적

<Table 3>과 같다. 문제중심학습(PBL) 전⋅후 학업적 자기효능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를

감 비교에서 학습 전보다 학습 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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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problem-based learning (PBL)
Division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790(.000)**

1

Academic Self-Efficacy

.644(.000)**

.514(.002)**

1

*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p<0.005

**

Ⅳ. 고찰 및 결론

바람직하다. 개인의 자가평가와 학습자에 의한 그룹평가는 기존
의 문제중심학습 관련 연구와 달리 튜터가 평가할 수 없는 과정에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첫째, 치위
생학 교육은 치과위생사로서 직무에 필요한 임상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술기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PBL)이 필요
하다. 둘째, 학습자가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하게 될 실제 상황을
증례로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치위생(학)과 학습자에게
임상 상황과 더욱더 유사한 상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수정 작성하고 모든 상황에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임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촉진 도구가
여러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한 과목을 기준으로 할 때 학습자에게 제공된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자율학습 및 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여
시수는 5시수의 수업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패키지 적용과정
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치위생과 2학년, 치위생학과 3학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본 연구에서 기존의 교과목에서 문제중
심학습(PBL)이 적용되다 보니 주 1회에 패키지 1개가 적용되었
으나 학습자의 학습방식에 대한 적응과 문제해결 의지를 유지
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2주에 패키지 1개 적용할 때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이때 학습자의 그룹 과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패키지 진행계획은 토론과 발표시간이 겹치지 않게 융통성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첫째, 그룹의 규모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규모
인 5~6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미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그룹
내 의사소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 규모는 그룹 간 다양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튜터 인원
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를 평가하
는 방식은 그룹 간 활동, 그룹 내 활동을 포함하여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정 및 결과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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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이므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대로 치위생(학)과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개발하고 적용 전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 후 패키지를
적용 후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
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제중심학습(PBL) 학습 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효과가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
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임상치위생학
수업시간에 대상자들은 문제중심학습(PBL)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되었으며,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임상치위생학 통합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정과 패키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을 이용한 치위생(학)과
전공 수업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문제중심학습(PBL) 패키지를
개발⋅평가⋅수정⋅적용 후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
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평가하였다. 문제중심학습
(PBL)을 치위생(학)과 교과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써는
치위생(학)과의 모든 교과목에 일반화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다양한 치위생 영역에서 패키지를 개발하여
교과목별 특성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를 토대로 치위생(학)과의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
도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치위생 영역별 다양한 학습 내용이
갖추어져야 하며 학년 및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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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문제중심학습(PBL)을

8. Bae SM, Shin SJ, Jung WK, Jang JH: Development of

이용한 패키지 적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

competency-based evaluation system for dental hygiene

개발과 패키지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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