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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별 수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의 기회 폭이 증가하였다. 이과와 문과의 계열성을 떠나 수학, 영어 등의 기본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 그동안 배우지 않은 전공 교과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치위생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가장 기본 전공과목인 치위생학개론 수업 전 구강에 관련된 지식을 다 각도에 따라 분석하여 이를 기초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함께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키워드: 구강보건(oral health), 동기유발(motivation), 기초지식(basic knowledge)

I. Introduction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

로 급감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구조조

정 평가를 대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치열하게 

더 성적이 좋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수 및 직원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이 총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2, 3년제의 대학들은 4년제 대학교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의 특성과 적성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들의 권유로 학교와 과가 

정해서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르는 문제는 입학하

자마자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가 보여 지고, 수업 중반을 넘어서 부터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학습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맞춰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 즉, 

맞춤 교육 및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 역량을 과학적 

분석하여 개인 학생별 필요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 방법들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 

프로그램 또한 대학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건계열인 치위생과는 3년제이며, 3학년 2학기에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신청을 하며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졸업학점이 되어야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기에 학업능

력평가는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치위생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공교과목 수업 전에 

구강보건 관련된 기초 지식을 평가함에 따라 얼마나 많은 구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 또한 구강관련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자

의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교수자가 학습 동기유발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Materials and method

연구대상은 경기도 00여자대학교 치위생과에 입학한 신입생 170명

을 대상으로 첫 수업 1주차에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다음 결과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자체 

제작하였으며,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치과위생사의 

지식정도 10문항 5단계로 파악하고 수업 전 학습목표를 NCS 수행 

준거에 따라 5문항을 하였다. 문항의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s a=0.849이었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232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연구대상자의 고등학교

연구 대상자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졸업은 80명으로 47.1%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은 85명으로 50.0%이며, 기타 졸업 고등학교는 

5명으로 2.9%로 나타났다.

Variable N %

Academic high school 80 47.1

Specialized high school 85 50.0

Other high school 5 2.9

Total 170 100.0

Table 1. High school of study subject

2. 구강보건 지식과 수행 결과

구강보건 지식 총 평균은 3.03±0.61로 나타났고, 수행 총 평균은 

2.82±0.61로 나타났다.

Variable M ± SD t p

Knowledge 3.03 ± 0.61 64.381 0.000

Behavior 2.82 ± 0.61 59.867 0.000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3. 업무파악 및 구강상태 결과

치과위생사 업무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66명(38.8%)이며, 

알지 못한다는 104명(61.2%)이었다. 본인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는 

54명(31.8%), 건강하지 않다는 116명(68.2%)로 나타났다.

Fig. 1. Task identification and oral status results

신입생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학을 

했으며 또한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학생들의 분포수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 관련 지식은 10문항, 수행준거는 5문항의 

평균 결과를 보더라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전공에 대한 흥미와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연구

가 추후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IV. Conclusions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이 보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직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학습을 유도해야 하겠다. 학습자

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교수자 및 학습자 또한 학교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더 절실히 필요함에 있어 많은 고민과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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