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치과위생사의 종합적 사고를 함양

하고 환자 및 대상자의 전신과 구강건강에 대한 문제요인을 판단 

및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된다[1, 

2]. 따라서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은 4학기 또는 6학기로 많은 학점

과 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3-6].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 중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은 계획된 

학습설계를 통해 학습자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7],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동을 통해 치과진료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이다[8]. 

또한 최근에는 팀 기반 학습과 더불어 성찰일지 등의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자기성찰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9]. 이에 최근에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서 성찰일지를 의료인에게 필요한 자기성찰과 문제해

결역량 등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10]. 이처럼 성찰

일지 작성은 자기평가와 자기반성을 동반하며, 학습자로서 배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전문가로서의 의식 변화를 도모하여, 전문

가적 행동으로의 변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방

법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이에 김과 이[12]는 임부간호교육의 팀 

기반 학습효과를 성찰일지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성찰일지 작성 

그룹에서 팀 기반 학습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박과 

홍은[13]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후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성찰일지가 근거 기반의 

간호수행, 팀워크, 의사소통 등 간호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임

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에서 성찰일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10, 14], 아직까지 치위생 교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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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기반 학습에서 성찰일지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과 

김[7]은 팀 학습에서 성찰일지 작성이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향후 치위생 전공영역의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팀 기반 학습 대신 정 등[15]은 

치위생과 일개 교과목 PBL 학습에서 성찰일지의 효과를 보고하였

는데, 성찰일지를 많이 작성한 학습자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나 성찰일지를 자주 쓰도록 학습자에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박 등[16]은 임상치위생학 PBL 

학습에서 성찰일지의 작성은 학습자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학습자 간 협력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팀 기반 학습에서 팀원들과의 학습활동과 상호작용은 학습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때 자신의 학습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의 촉진과정인 성찰일지를 질적 분석함으로써 팀 기반 학습

을 통한 학습효과와 성찰일지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을 수강한 S대학

교 치위생학과 2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 수업 운영과

정 내에서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15주차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2. 연구방법

1) 팀 기반 학습활동

본 연구는 일개 4년제 대학 치위생학과 2학년 학생들이 전반적

인 치위생 관리과정을 이해하고, 치위생 관리과정 중 전문가적 사정

(Assessment)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임상치위생

학 및 실습I’ 교과목 내에서 진행되었다. 팀 기반 학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팀 기반 학습과 강의식 수업을 병행하였을 때 더 

좋은 학습 결과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강의식 수업과 팀 기반 학습 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17]. 

주차 별 강의주제에 따라 15주에 걸쳐 이론 및 실습수업을 진행하

였으며, 주차 별 운영계획에 따라 2번의 팀 기반 활동(Team-based 

learning)을 진행하였다. 팀 기반 활동은 이론 수업 후 해당 주차의 

이론적 개념과 술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별 1개씩 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팀 기반 활동 시 선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과 GRAT(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문항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학습한 개념을 

응용하여 팀별 주제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술기 중심의 

동영상 제작과 학습자료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팀별 발표는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될 때 진행하였다. 학생들 간 질의응답과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뤄졌고, 개발된 팀 활동 평가지를 이용하여 팀 간 평가 

및 교수자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성찰일지 작성

성찰일지는 성찰일지를 교수전략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과 심리측정학을 적용한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이 선행연구 고찰[9, 18]을 통해 개발하였다. ‘학습이

해도’ 12문항, ‘팀 기반 활동 수업 준비’에 대한 4문항, ‘팀 기반 활동 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3문항, 그리고 ‘팀 기반 활동 시 수집한 정보’들

에 대한 4문항, 마지막으로 ‘팀 기반 활동 후 소감’에 대한 3문항이 

포함되었다. ‘학습이해도’의 경우 역량 달성 정도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팀 기반 활동 수업 준비’, ‘팀 기반 

활동 시 문제해결 방법’, ‘팀 기반 활동 시 수집한 정보’ 문항의 경우 

성찰 내용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 성찰일지 작성 방법,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성찰일지 작성이 전체 평가의 5% 이내에서 

반영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받았다. 성찰일지는 A4 2장 분량으로 팀 

기반 학습활동이 완료된 15주차에 각자의 학습 경험에 대하여 자유

롭고 솔직하게 작성하였으며,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3. 자료분석

1) 통계분석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 교과목

을 수강한 46명을 대상으로 성찰일지 작성을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학습이해도 설문결과 분석은 SPSS(IBM Corp. Released 2017.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 Version 25.0. Armonk, NY: IBM 

Co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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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분석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내 학습 경험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

론 방법[19]은 자료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팀 기반 수업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팀 기반 활동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중심적 현상,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팀 기반 학습활동 시의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성찰일지의 

내용분석은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반 교육을 이수한 1명과 

질적 연구물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명이 각각 성찰일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내용과 해당 코드를 분류하

고, 분석하는 과정을 연구자 간 확인하고 공유하였다.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간 다른 코드가 도출된 경우 각각 원자료를 다시 

검토한 후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코드를 제외하였고, 합의된 

경우 최종적으로 코드를 산출하였다. 이후 성찰일지 내 현상, 범주, 

개념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후, 줄 단위 분석을 통해 범주화

를 진행하였으며, 중심이 되는 현상과 다른 범주 간의 연결을 통해 

관계를 분석하여 하나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찰일지 내 중심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범주를 선택한 후 중심현상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팀 기반 학습활동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팀 기반 활동을 통한 학습이해도

팀 기반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이해하고 있다’와 ‘이해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91.3%로 나타

나 높은 학습이해도를 보였다. 주차별 학습이해도의 경우 ‘매우 이해

했다’와 ‘이해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감염관리 95.7%, 술자 포지션 

67.4%, 유니트체어 사용법 82.6%, 생징후 측정 76.1%, 구강내⋅외

검사 56.5%, 구강검사 60.9%, 불소처치 89.5%, 치면착색 71.7%, 구강

관리용품의 이해 89.1%, 치주낭측정기 적용 71.8%, 탐침 적용 60.9%

로 나타나 주차별에 따른 모든 학습 주제에서 높은 학습이해도를 

보였다<Table 1>.

2. 근거이론 기반의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팀 기반 학습

활동 성찰일지의 질적 분석

1) 인과적 조건: 팀 기반 활동 시 어려움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정보 활용

능력의 부족,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 팀원 간 협력의 부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팀들의 영상 자료를 보면서 나도 조금 더 테마있게 영상을 

편집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학생 25)

“조원들에게 더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학생 27)

Contents
N(%)

M±SD
Very high High Moderate Low Very low

Overall comprehension 27(58.7) 15(32.6)  2( 4.3) 2(4.3) - 4.46±0.78

Infection control 24(52.2) 20(43.5)  2( 4.3) - - 4.48±0.59

Chair position 16(34.8) 15(32.6) 13(28.3) 2(4.3) - 3.98±0.91

Unit chair 23(50.0) 15(32.6)  8(17.4) - - 4.33±0.76

Vital sign 13(28.3) 22(47.8) 11(23.9) - - 4.04±0.73

Intraoral and extraoral examination 10(21.7) 16(34.8) 17(37.0) 3(6.5) - 3.72±0.89

Oral examination 12(26.1) 16(34.8) 16(34.8) 1(2.2) - 3.87±0.84

Fluorides treatment 27(58.7) 16(34.8)  3( 6.5) - - 4.52±0.63

Disclosing solution 14(30.4) 19(41.3) 11(23.9) 2(4.3) - 3.98±0.86

Oral care products 25(54.3) 16(34.8)  5(10.9) - - 4.43±0.69

Probe  9(19.6) 24(52.2) 11(23.9) 2(4.3) 3.87±0.78

Explorer 12(26.1) 16(34.8) 15(32.6) 3(6.5) 3.80±0.91

* Data analysed using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Table 1> Level of understang through team-based learning (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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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율이 어려웠고,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 4)

2) 맥락적 조건: 팀 기반 학습활동 시 이해하지 못한 정보의 

발생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활동 시 치위생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와 비판적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한 정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팀 기반 학습활동 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응답하였다.

“실습에 집중하다보니 그 외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놓친 느낌이 

있습니다.” (학생 15)

“전부 이해했다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스스

로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26)

3) 중심 현상: 임상치위생역량에 대한 필요성 인식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업적 자기평가와 효능감

의 인식, 팀워크의 중요성, 상호실습을 통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함으로써 임상치위생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상치위생학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었고, 앞으로 임상에서

의 역할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학생 14)

“학기가 지나면서 임상과 관련된 학습량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치과위생사의 미래 모습을 경험한 것 같고, 

잘 해낸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학생 46)

“임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을 조금이나

마 스스로 익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 32)

4) 중재적 조건: 팀 기반 학습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을 통해 자원⋅정보⋅활용능력의 향상, 실제 

경험에 따른 학습이해도 향상, 팀원 간 소통 및 협력 증진을 경험하

여 팀 기반 학습이 임상치위생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실습을 통해 직접 해보니 이해도 잘되고 즐거웠습니다.” 

(학생 33)

“올바른 칫솔질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신 논문에서 찾아보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 30)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팀원과 함께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로 피드백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학생 39)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임상치위생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학생들은 더 나아가 지식의 확장 및 자원⋅정보⋅활용능력의 습득, 

비판적 사고의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및 팀워크가 임상치위생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활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생 30)

“내가 수집한 정보와 발생한 문제가 관련있는지 확인하고, 정보

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45)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미래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적용해 완만

Sub-category Category Paradium

Management ability of resources information(13) Difficulty(29) Difficulty in team-based learining

Interactive communication(11)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5)

Clarity of theoretical learning(22) Low understanding(50) Low understanding in team-based learining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28)

Self-efficacy(23) Necessity(63) Recognizing the need for dental hygiene process ability

Teamwork(33)

Regulatory communication through interactive practice(7)

Management ability of resources information(29) Positive experience(60) Positive experience through team-based learning

Learning comprehension through experience(21)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eam member(10)

Extension of literature and management ability of resources information(34) Improvement(103)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process ability

Critical thinking(14)

Self-directed learning(21)

Teamwork(34)

<Table 2> Category of effective learning through team-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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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17)

“팀워크를 통해 조원 모두가 열심히 했고, 나중에 임상에 나갔

을 때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11)

3. 팀 기반 학습 활동 성찰일지 질적 분석을 통한 임상

치위생역량 패러다임 모형 개발

성찰일지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 수업 시의 

팀 기반 학습 활동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였다<Figure 1>.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 활동을 통한 수업 과정 

내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한 정보들로 인해 임상치위생

역량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임상치위생역량에 대한 욕구

가 중심현상으로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팀 기반 학습활동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이 임상치위생역량 습득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 내 어려운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정보들은 존재하지만 개인적 학습과 상호 팀워크 등의 노력을 통해 

팀 기반 학습을 통한 임상치위생역량의 함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성찰일지의 질적 분석으로 도출된 패러다임을 

통하여 팀 기반 학습 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 요인들을 확인 및 고려하여야 하며, 팀 기반 활동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효과적으로 팀 기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수법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Ⅳ. 고찰

대상자에게 최적의 치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구강건강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해야 하고,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 방법을 맞춤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은 단순 암기보다는 학생 스스

로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법이 요구된다[20]. 팀 기반 학습은 팀이 주체가 된 협동학습 

모형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다[21]. 이와 더불어, 성찰일

지는 학생들의 성찰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성찰 과정에서 습득한 

이론과 술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내면화하고, 자기반성을 통하여 

학습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의 촉진과정인 성찰일지를 질적 분석함으로써 팀 기반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와 성찰일지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패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해석된 학생들의 성찰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정보⋅활용능력, 상호 의사소통, 그리고 팀원 간 

협력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자원⋅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하다

고 인식한 학생들에게서 자신의 결과물을 타인과 비교하며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강의식 학습은 교수자의 일방향적인 지식 제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간 정보 공유나 소통이 제한적이다. 

팀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 간 정보의 소통, 논의를 통한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2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성찰일지의 

이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어려움으로 나타난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팀원 간 협력 부족’의 경우, 처음 수행해보는 

팀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COVID-19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소통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치위생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들은 학생들

이 ‘팀 기반 활동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 교과목은 치위생관리 이론에 대해 본격적으

로 학습하는 교과목으로써, 치위생 관리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과 

Intervening conditions

Positive experience through team-based learning

Causal conditions Phenomen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Consequences

Difficulty in team- 

based learining

Recognizing the need for 

dental hygiene process ability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process ability

Recognizing of dental 

hygiene process ability

Contextual conditions

Low understanding in team-based learining

<Figure 1> Paradium model of dental hygiene process through team-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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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들을 학습하게 된다. 치위생 이론을 접한 학생들은 이론을 완벽

하게 이해하는 것과 치위생관리를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성찰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오히려 학습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팀 기반 활동 과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인식하는 성찰 과정을 통하여 향후 진행될 치위생 관리과정 

학습에 있어서 자신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팀 기반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상호 ‘팀원 간 협력의 부족함’은 상호협력

을 통한 학습이 이론을 이해하고 술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었고, 치위생 이론 이해도 부족은 

치위생 전공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켜 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생들은 팀 기반 모듈을 

통해 구강보건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외부 학술자료와 

치위생 이론에 대한 최신 지견들을 활용하여 이론을 습득하는 

경험들이 팀 기반 활동 중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고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하여 성취

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렇게 팀 기반 학습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성찰하는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치위생역량 함양

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임상치위생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탐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위 성찰 내용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팀 기반 활동과 성찰일지 

작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효과를 보였다. 첫 번째, 팀 기반 

활동과 성찰일지 작성은 치위생관리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

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통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팀 

기반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부족했던 점, 인상적이었던 경험

들을 성찰하면서 임상치위생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도출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역량들이 팀 기반 학습을 통해 향상되었

다고 인식하였다. 성찰은 과거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어려웠거나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에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23]. 성찰일지 작성은 학생들이 팀 기반 활동 

과정 중 개선해야 할 부분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을 인식하

게 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에서 학습해야 할 역량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팀 기반 활동과 성찰일지 작성은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높이고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Jeno는 팀 기반 학습이 

학생들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습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습성과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고

[24], Ramnanan과 Pound는 팀 기반 학습의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방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제공

한다고 하였다[25]. 본 연구에서도 팀 기반 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 향상 

효과를 보였고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습 동기

를 자각하고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팀 기반 활동과 성찰일지 작성은 치위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워주었다. 

실제로 일부 간호계에서는 고급 간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성찰일

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6]. 미국 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찰일지

를 작성하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켰고,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훈련이 계속될수록 개선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3]. 이 연구에

서는 치의학의 다양한 분야에 성찰일지를 적용하는 것이 임상 시뮬레

이션, 근거 기반 기술, 의료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치위생학계도 마찬가지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목뿐

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해 

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팀 기반 활동과 성찰일지 작성은 조직 활동에 대한 책임감

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학생들은 팀 모듈 활동을 

통하여 임상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역할 분담하여 활동을 

수행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현장에서 대상자의 구강건강 증진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료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와 협력하

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팀 기반 학습과 성찰일지 작성은 학생들

로 하여금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향상시켜 치과 

현장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교수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이해도는 4.46±0.78로 

높은 학습이해도를 보였다<Table 1>. 팀 기반 활동이 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팀 기반 활동이 학습의 흥미를 높여주고 학습 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27], 학습 효과는 학생들이 

평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팀 기반 활동에 관한 단일집단 사후설계(One group post test design) 

하에 수행된 연구로서, 활동 전후의 학습 이해도 차이를 평가하기

엔 다소 주관적이나 성찰일지에서 도출된 근거들을 통해 팀 기반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탐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으로는 학습 이해도가 단일집단 사후

설계(One group post test design)로 평가된 점에서 향후 대조군과 

학습 사전 평가를 고려하여 팀 기반 학습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찰일지 작성과정에서 학생들이 문항

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단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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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으로 인하여 질적 분석 과정에서 제외된 코딩들이 존재하였다. 

Epp은 학생들의 성찰일지 작성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개선되기 때문에 학부 기간동안 꾸준히 작성함으로써 성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8]. 이는 다음 임상치위

생학 및 실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팀 기반 활동을 수행하고 성찰일지

를 작성해보도록 함으로써 성찰 능력을 길러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는 적은 표본 수로 인해 본 연구에서 분석된 팀 기반 학습 및 성찰일지의 

학습효과를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엔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팀 기반 학습 활동 횟수를 2회로 

한정하여 운영하였다. Kim은 팀 기반 학습의 횟수가 4-6회 진행 시에 

더욱 학습 효과가 커진다고 하였다[29]. 향후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에

서의 적절한 팀 기반 활동 횟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팀 기반 활동 시, 교수자가 제출한 

성찰일지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근거 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향후 다양한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팀 기반 학습 프로세스 개발과 함께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성찰을 도출하게 하고 학습성

장에 기여하였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성찰일지 

작성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근거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교육에서 팀 기반 학습의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한 촉진과정으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질적 분석

함으로써 팀 기반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와 성찰일지의 교육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치위생학과 2학년 46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팀 기반 학습설계를 통한 임상치위생학 팀 학습활동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이해도는 4.46±0.78로 높은 학습이

해도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 임상치위생학 팀 기반 학습을 통한 성찰일지 작성은 팀 

기반 학습활동의 효과를 촉진시키고 학습자의 학습 욕구와 

학습 동기, 학습이해도, 책임감 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팀 기반 활동을 통한 성찰일지 내용을 질적 분석함으로써 

임상치위생학 팀 기반 학습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성찰일지 작성의 교육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목에서 팀 기반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성찰과정을 체계적인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최초의 연구이며, 팀 기반 학습과 성찰일지 

활용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결과들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 기반 

학습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성찰 능력과 팀 기반 학습효

과의 지속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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