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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교육에서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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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Project-Based Learning on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Education
Sang-Hee Yoo, Soo-Myoung Bae, Bo-Mi Shin, and Sun-Jung Sh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education, by verifying its effect after applying project-based learning
in improving the practical and social skills of learners. A 15-week project-based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course was held for 27 senior
students, who took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wenty-seven students were composed of 4 teams. Each team selected a target group for four workplaces for adult workers to apply the oral health
promotion project. The project was then planned and conducted based on a survey on the health problems confronting each group, and an
evaluation was carried out after 4 weeks.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comparing confidence in problem solving ability, project value, teamwork
competency, and community dental hygienist competence before and after course, the improvement in project value and teamwork competence
sco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ll four areas showed positive results. After analyzing the project actuality, learning outcomes, and project
satisfaction after course results, the actuality of the project was 19.30 points, the learning achievement was 45.19 points, and the satisfaction was
19.19 points, demonstrating that the aim of achieving actual performance competence and a learning performance exceeding expectations was
accomplished. After conducting an interview survey with 8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ey had learned social skills involving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nfidence, and teamwork competence such as cooperation, role responsibility, creative think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Community dental hygienists should be able to acquire learner-level practical skills and social skills in the community dental hygiene and practical
courses, according to their competencies and job nee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ject‐based systematic learning module to enable the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to operate as a subject closely related to fields in other dental hygiene departments.
Key Words: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Dental hygiene, Education, Project-based learning

서 론
치위생학 교육에서의 역량(competency)은 치과위생사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
인 문제인식과 문제해결능력, 근거중심의 의사결정 및 태도
를 포함한 직업적 가치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
된다1). 지역사회와 건강증진 영역에서의 치과위생사는 ‘지

역사회의 구강건강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련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
치과위생사의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
업계획 수립, 수행, 평가는 치과위생사가 실제 보건 의료기
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로 제시된다2).
지역사회 건강증진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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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영역의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식 수업으로 운
3,4)
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소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진행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업무 중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므
로 학교가 원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역량을 달성하는 데
5)
한계가 있다 . 미국 몇몇 대학의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
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집단의 구강문제 파악, 계획, 수행, 평가까지
치과위생사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최근 교수학습에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구성주의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건
계열 분야의 교육에서도 문제중심학습, 팀 기반학습, 액션
러닝,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등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수행능력,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6-11)
다양한 구성주의 교수-학습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 따
라서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차별화된 교수-학습법이
요구되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중 프로젝트 학습은 팀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복잡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최종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세부 주제에 대한 기획,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수행, 평가,
토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직무 현장에서
유용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협동심, 문
12)
제해결능력 등의 사회적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다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치위생학 실습 교과목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지역사회
치위생학 실습 교과목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학
습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도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을 수강
한 G대학교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
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27명
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치과위생사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및 팀워크 역량달성에 대한 수업 효과에 대한 양적평
가는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업 효과 평가에 대
한 해석을 위해 동료평가 결과에 따라 각 조(총 4조)에서 최
고점과 최저점을 받은 대상자를 1명씩 선정하여 총 8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료평가의 경
우 총 4가지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동료평가의 최고점 학
생은 프로젝트 수업의 기여도가 높고 적극성이 높았던 대상
자로 분류되었으며, 다소 적극성이 떨어진 대상자는 최하점
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각 조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받은
대상자가 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달성하는 문제해결능력
및 팀워크 역량에 대한 결과 해석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강릉원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GWNUIRB-R2017-10)의 심의 결과 연구방법 상 ‘생명윤
리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과를 받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프로젝트
기반의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프로
젝트 학습은 6∼7명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을 교수 1인이 총
괄적으로 담당하여 15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15주간의 수
업은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와 보건소 견학을 진행한 후, 4개의 프로젝트 학습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국가 보건통계자료 활용 및 요구도
설문지 작성을 통한 기초현황조사 과정을 통해 강릉시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곳의 사업장에 대한 목표 집단을 선정
하였다. 각 조별 해당 집단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
전 설문조사 및 근로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목표, 구강건강증진 전
략과 평가방법을 설정하여 사업을 기획한 후 8주차에 중간
발표를 통해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수정·보완된
기획서를 바탕으로 4주간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발표를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매주 프로
젝트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습 전·
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가
치, 팀워크 역량, 지역사회치과위생사 역량수준을 측정하였
고, 학습 후 프로젝트의 실제성, 학습 성과,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프로젝트 실제성이란 현장의 전문가들이 수행
하는 업무와 유사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
실제적 속성을 가진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
13)
적 인식으로 정의한다 .
설문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
13)
어 Lee 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문제해결능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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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olving Inventory, PSI), 프로젝트의 가치 문항
(Self-and Task-Perception Questionnaire, STPQ), 팀워크
역량 문항(대학생 팀워크 역량검사), 프로젝트 실제성 문항
(과제실제성), 학습성과 문항(KEC 2005 학습성과), ‘만족
도’에 대해 본 연구의 피조사자를 고려하여 문항을 재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에 대한
1)

문항은 Bae 등 이 개발한 문항을 측정 도구로 선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11문항(예, 나는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제해결 방안에 관련해 내
린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프로젝트 가치 7문항(예, 프로젝
트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팀워크 역량 23문항(예, 대화를 통해 팀원들과 나
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흥미롭다), 프로젝
트 실제성 5문항(예,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가도 우리와 유사
한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학습성과 12문항(예,
사업기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
었습니까),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 7문항(지역사회 기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근거중심의 전략내용을 기반으로 체
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만족도 5문항(예, 본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기대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습성과가 이루
어졌다)으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은
13)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Lee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별 신뢰도 계수는 문제해결능력의 Cronbach’s α=0.88,
프로젝트 가치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가치의 Cronbach’s α=
0.88, 달성가치의 Cronbach’s α=0.70, 효용가치의 Cronbach’s
α=0.86, 팀워크 역량의 하위요인 중 목표실행능력의 Cronbach’s α=0.89, 과업조정능력의 Cronbach’s α=0.81, 의사
소통능력의 Cronbach’s α=0.80, 리더십의 Cronbach’s
α=0.85. 프로젝트 실제성의 Cronbach’s α=0.90, 학습성과
의 Cronbach’s α=0.92, 만족도의 Cronbach’s α=0.87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문제해결능력
의 Cronbach’s α=0.72, 프로젝트 가치의 Cronbach’s α=
0.68, 팀워크 역량의 Cronbach’s α=0.85. 프로젝트 실제성
의 Cronbach’s α=0.45, 학습성과의 Cronbach’s α=0.72, 만

족도의 Cronbach’s α=0.65,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의
Cronbach’s α=0.86으로 나타났다.
면접 조사는 수업의 효과 평가를 질적인 방법으로 실시하
고자 수업의 장점, 단점, 개선점, 지역사회치과위생사의 역
할 이해, 업무 수행 적용가능성을 질문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 팀워크 역량, 프로젝트의 가치 문항 중
수업 전·후 점수 변화가 가장 큰 대표 문항 또는 점수가 감소
한 문항 1∼2개를 선정하여 대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이유
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동료평가 최상위자와
최하위자의 응답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총 8명의 응답 내용
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검토하여 중복된 내용을 제
외한 후, 역량이 향상 및 감소된 이유,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K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프로젝트의 실제성, 학습 성과, 만족도는 기술통계를 시
행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만
족되어, 수업 전·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프로젝트
가치, 팀워크 역량,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 평가
1) 수업 전· 후 비교: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프로젝트 가치, 팀워크 역량,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프로젝트 가치, 팀워크 역
량,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에 대하여 수업 전, 후 비교 결
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55점 만점)은 수업 전

Table 1. Comparison before and after Learning: Confidence in Problem Solving Ability, Project Value, Teamwork Competency,
Community Dental Hygienist Competence (n=27)

Division
Confidence in problem solving ability
Project value
Teamwork competency
Community dental hygienist competence

Perfect score
55
35
115
70

Values are presented as n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as analysis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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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35.74±3.70
25.11±3.17
79.63±7.69
38.26±7.35

After
39.59±3.41
26.41±2.75
84.07±8.34
46.26±7.17

p-value
0.001
0.181
0.07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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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점, 수업 후 39.59점으로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p=0.001). 프로젝트
가치(35점 만점)는 수업 전 25.11점, 수업 후 26.41점으로
나타났으며(p=0.181), 팀워크 역량(115점 만점)은 수업 전
79.63점, 수업 후 84.07점으로 나타났다(p=0.070). 지역사
회 치과위생사 역량(70점 만점)은 수업 전 38.26점에서
46.26점(p=0.001)으로 향상되었다(Table 1).
2) 수업 후 평가: 프로젝트의 실제성, 학습성과, 만족도
수업 후 프로젝트의 실제성, 학습 성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실제성은 19.30점(25점 만점), 학습성과는
45.19점(60점 만점), 만족도는 19.19점(25점 만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면담 조사
각 조별 2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연구
자는 면접 대상자에게 총 10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면접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문장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
복된 응답을 제외한 후, 문항 별 역량이 향상 및 감소된 이
유, 장점, 단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다. ‘프로젝트 기반의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교과목을 학습한 후, 지역사회 치과
위생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수행으로 현실
적으로 느껴졌으며 지역사회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됨’으로 요약되었으며, ‘프로젝트 기반의 지역
사회치위생학 실습 교과목 학습 후, 지역사회에서의 실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응답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보고,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해봄으로써 자신감이 생기며 추후 배운 대
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음’으로 요약되었다. ‘지역사회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실제성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현장과 연계된 수
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해봄으로써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여 응용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성인 집단에 대한 특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음’으로 나타났
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문항 중 수업 전·후 점수 변
화가 가장 큰 두 개의 대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
력이 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은 ‘문제
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원 간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사고 확장을 가질 수 있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능력이 왜 향
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은 ‘직접 현장 방문
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팀원 간의 의견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능력이 향상
되었음’으로 응답하였다. 프로젝트 가치 인식 문항 중 수업
전·후 점수 변화가 크게 나타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프로젝트를 위해 들이는 노력이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에 대한 문항은 ‘친구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프로젝트를 직접 해봄으로써 교육할 수
있는 기술, 실무적인 능력,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
자신감,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음’으로 나
타났으며, 반대로 프로젝트 가치 인식 문항 중 수업 전에 비
해 수업 후 점수가 감소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프로젝
트를 통한 학습은 졸업 후 하고자 하는 업무에 유용할 것이
라는 인식이 왜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
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 분야로 취직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역량 문항 중
점수가 감소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팀원들 간에 갈등
이 생겨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왜 감소하
였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은 ‘프로젝트를 하는 과
정에서 팀원 간의 의견조율 어려움이 있었음’으로 나타났으
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는
‘타인에 대한 의견 존중 및 경청,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원활
한 의견 공유에 대한 필요성, 화법 변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워크 역량 문항 중 수업 전·후 점수 변화가
가장 큰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별 팀원들이 각자의 역
할을 잘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역량은 학습 전 보통 이
하라고 인식하였는데, 학습 후 보통 이상으로 변화된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은 ‘각자가 맡은

Table 2. Evaluation after Learning: Actuality of the Project, Learning Achievement, Satisfaction (n=27)

Division
Actuality of the project
Learning achievement
Satisfaction

Perfect score
25
60
25

Minimum
14
33
12

Maximum
23
52
23

After learning
19.30±2.27
45.19±4.13
19.19±2.40

Values are presented as n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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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상호 간의 피드백 때문’이었으며, 마
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에 대한 질문 결과 ‘현장 연
계를 통한 실제적 경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자신감 향상, 팀
원 간의 토론을 통한 다양한 사고능력 확장 및 의사소통 능
력 향상, 팀원 간의 협동심 학습,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응답하였다(Table 3).

고 찰
최근 구성주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학습자 중

Table 3. Summary of the Interview Content

Q1.
Q2.

Q3.

Q4.

Q5.

Q6.

Items
Understand the role of community
dental hygienists
Practice of actual community dental
hygienists
Reason for understanding the community field and show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which you
believe is worth its value
Reasons for improved ability to find
creative and effective ways to
solve problems

Reasons for the improved ability to
solve many of the problems you
face
Why do you think it's worth the
effort you make for the project?

Q7.

Reasons for the decrease in perception that it will be useful for the job
you want to do after graduation
Q8.
The reason why the team's ability to
solve problems has been reduced
even when there is conflict among
the team members, and the solution
Q8-1. The reason why the team's ability to
solve problems has been reduced
even when there is conflict among
the team members, and the solution

Q9.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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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why individual team members are better able to lead their roles
Benefit of project class

Summary of interview content
∙ It was possible to visit the site in person, and feel realistic by conducting a class s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health center.
∙ We think that we could not apply it if we only took the lessons in theory. We think that
we can collect our own data and analyze it, and we can feel confident by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the project.
∙ We could understand the environment of the subjects through direct site visit and we
could apply it to other projects by planning, executing and evaluating the project to the
target group so that we c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subjects So we
think the project will help understand the site and it's worth it.
∙ We were able to gather various opinions through continuous conversation among team
members, and there was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we did not think through the
feedback of professor during class, and we were able to find creative and effective
ways to improve through the process of encountering new problems and solving them
each time we visit the site.
∙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was improved because the team members shared their
thoughts about the problems encountered during the course of the field visit.
∙ Through discussions with team members, we were able to share ideas and perspectives
of other friends and opportunities to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 By directly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project, the skills and practical
skills that can be taught can be improved greatly, and the creativity of new ideas can be
improved.
∙ The project has improved our confiden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e were able
to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the subjects.
∙ Most students think that they will be employed in the clinical field after graduation and
th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is class are not useful because the clinical and
community areas are different.
∙ In the process of doing the project, it was difficult to coordinate opinions because it was
different from what we thought was important for each team member.
∙ When conflicts occurred, they tended to back off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be in
conflict.
∙ Ability to respect and listen to others' opinions and ability to compromise to draw
consensus is needed.
∙ Conflicts arise because team members do not communicate smoothly, but they should
be able to share their opinions.
∙ Most team members tend to speak negatively without a good reason when raising a
problem, and to coordinate their opinions, it is likely that they need to be able to explain
justified reasons for what they are claiming and the need to speak softly is required.
∙ Because they shared responsibility and what they did for their roles and gave feedback
to each other.
∙ The professor gave continuous feedback and was able to carry out the project
efficiently.
∙ It is possible to have practical experience through field connection as well as
theoretical lectures,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practice well. And leading learning
enhances self-confidence and achieves more than expected.
∙ Discussions with team members helped expand the thinking skills and learn about
teamwork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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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교과목의 특성상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학습자 주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들의 실무적인 역량 및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프로젝
트 학습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여 지역사회 치위생
학 및 실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업 전·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프로젝트 가
치, 팀워크 역량,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에 대하여 비교
한 결과. 프로젝트의 가치 인식, 팀워크 역량의 점수의 향상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
신감,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역량을 포함하여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면접 조사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
듯이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 간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 및 현
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
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해결능
력, 교육자의 역량, 창의적 사고력, 책임감, 실무능력, 자신
감, 의사소통능력을 배울 수 있어서 가치가 있으나,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임상과 지역사회 영역은 다를 것이라는 이
질적 사고로 인해 업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 치위생(학)과의 학생들은 대부분 임상과 지역
사회 영역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행 대상
자가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것만 다른 것이지 두 영역 모두
14)
기본적인 ‘치위생관리’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으며 , 학습
자들이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학
습 모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팀 워크 역량은 역
할 분담에 대한 책임감, 피드백과 같은 특성에 대한 부분은
향상되었으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팀원 간의
마찰로 인해 의견 조율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할 시, 타인에 대한 의견존중 및
경청, 타협, 화법과 같은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팀
빌딩 시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내용은 프
12,15)
로젝트 기반 수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 같이
프
로젝트 기반의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
회에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실무적인 능력 등을 길러
줄 수 있는 하나의 학습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수업 후 프로젝트의 실제성 및 학습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실제성은 19.3점, 학습성과는 45.2점으로 실질적
인 실무 능력과 긍정적인 학습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면담 조사의 결과에서도 실제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현장감

을 느낄 수 있었고 실무적인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론으로만 수업을 들었더라면, 지역사회 치과위
생사의 역할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고 직접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성
의 특성을 지닌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이 현장의 실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이라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에 대한 역량, 사회적 기술,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기대수
준 이상의 학습성과,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 증가여부, 추천
의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미래의 직업과 관련
한 유용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영역에 대
한 현실을 나타내는 결과로 생각되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적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
소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 체계는 업무 중에 지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
과 일부 학교에서 교과목 담당자가 비전공자이거나 해당 과
목이 없어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의 한
5)
계점에 따라 , 학습자들의 전문가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지역사회 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목표와 학습 모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는 제한점이 있으나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목표 집단의 현황
을 파악하고, 요구도 조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
업을 기획, 수행, 평가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실
무 능력과 사회적 기술 향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의
미 있다고 생각되며, 면접 조사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학습
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타 치위생
(학)과에서도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이 현장과 밀접한 교
과목으로 운영되어 양질의 지역사회 치과위생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의 체계적인 학습목표 및 학습모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G대학교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수업을 수강
한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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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학습 내용에 적용하기 위해 목표 집단에 대한 현황
조사, 사업 기획, 수행, 평가, 중간 및 결과 발표로 구성된 프
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후 문제해결능
력에 대한 자신감, 프로젝트 가치, 팀워크 역량, 지역사회 치
과위생사 역량에 대한 비교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
신감은 수업 전 35.74점, 수업 후 39.59점(p=0.001), 프로젝
트 가치는 수업 전 25.11점, 수업 후 26.41점(p=0.181), 팀워
크 역량은 수업 전 79.63점, 수업 후 84.07점(p=0.070), 지역
사회치과위생사 역량은 수업 전 38.26점에서 수업 후 46.26점
(p=0.001)으로 향상되었다. 수업 후 프로젝트의 실제성, 학습
성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실제성은 19.30점,
학습성과는 45.19점, 만족도는 19.19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
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수업 효과성의 질적 평가를 위해
각 팀별 동료평가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받은 학생 2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면접자
모두 학습자가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써 지역사회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추
후 배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 및 자신감,
협동심과 같은 팀 워크 역량, 역할에 대한 책임감, 창의적인
사고력, 의사사통 등의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기반의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 교과목
은 학습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
여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장과 밀접한 경
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프로젝트 학습법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타 치위
생(학)과에서도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이 현장과 밀접한
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의 체계적인 학
습모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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