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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모델링(Layers of Modeling)을 통한 실습역량 증진

교수․학습법

신구대학교 치기공과

박혜숙

치기공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보철 및 교정 치과기공물 제작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목은 기능적인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능력과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교수 1인이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습을 진행해 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였다.

시각적 효과에 익숙해져 있는 신세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학습이 가능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실습교육과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혼합한 단계적 모델링(Layers of Modeling)의 교수․학습모형을 시도하였다. 실습과정을 설명하는 동

영상을 실습 일 주일 전에 e-클래스에 올려 예습하고 오도록 하고, 수업시간 교수자가 직접 실습과정을 시연하였다. 또한

전 주의 실기성적에 따라 실습실 내 학생들의 좌석배정을 하여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짝지어 앉게 하여

개별실습 단계에서 동료지도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자주 제공

되도록 하였다. 수업 중에는 실습지침서에 실습결과물에 대한 자가평가를 하여 교수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수업 후에는

동영상에서의 실습결과물과 비교, 분석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교수․학습모형은 학습자간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에 있어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교수․학습법, 단계적 모델링, 동료지도법

1)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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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다.

치기공과 1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합면 해부학실

습 교과목은 치아 교합면의 기능적인 형태를 재현하

는 과목으로 1학년 1학기의 치아형태학실습 교과목

을 기초로 하여 실습이 실시되고 2, 3학년에 개설된

고정성국부의치기공학실습 등의 임상보철전공과목과

접목되는 기초 전공과목이다.

개인차가 있는 다수의 학생의 실기수업을 한명의

교수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실습 강의를 맡고있

는 교수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문제이다. 이러

한 실기실습과목에서 가장 큰 관건은 많은 학생을 정

해진 시간에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은 지속적인 지도가 학생 개개인에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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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1. 환경분석

1) 교과목 특성

교합면 해부학실습 교과목은 하악운동이 치아 교

합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하악운동을 모방한

교합기를 취급하는 방법을 익혀 보철물과 교정장치

제작의 기초를 습득하는 과목1)으로 1학년 학생들이 2

학기에 수강한다. 이 과목은 보철 기공물을 만드는 방

법을 배우는 총의치 기공학 이론 및 실습, 고정성 국

부의치 이론 및 실습, 가철성 국부의치 이론 및 실습,

치과도재 기공학 이론 및 실습과 교정 기공물 제작

방법을 배우는 교정 기공학의 기초가 될뿐 아니라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2) 학습자 특성

1학년 학생들은 정원내, 정원외 모집인원을 합하여

90명으로 45명씩 두 반으로 나누어 있다. 2학기가 되

면 중도 탈락자나 휴학생 발생으로 한 반에 40명 정

도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혼합되어 있으며 내신위주로 선발한 수

시 모집생의 증가로 해마다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있

다.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능동적이지 못해서

단계를 건너뛰는 시도를 하면 학생 스스로 찾아서 보

완하기 보다는 포기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또한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자신감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Felder와 Soloman2)은 학습양식 차이에 따른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시각적 학습자들과 언어적 학

습자들을 비교할 때 시각적 학습자들은 그림, 도표,

플로차트, 타임라인, 필름 그리고 시범을 볼 때 가장

잘 기억하며, 언어적 학습자들은 단어(구두 또는 구술

설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데 모든 사람들은 정

보가 시각과 동시에 언어적으로 제시될 때 더 많은

것을 학습하며 대다수가 시각적 학습자들이라고 하

였다. 본인이 치기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학

기에 실시한 학습유형 자가진단지 조사에서도 7번문

항(a번 응답자-55.5%, b번 응답자-44.5%), 11번 문항

(a번 응답자-63.7%, b번 응답자-36.3%), 15번 문항(a

번 응답자-51.3%, b번 응답자-48.7%), 19번 문항(a번

응답자-68.2%, b번 응답자-31.8%), 23번 문항(a번 응

답자-61.4%, b번 응답자-38.6%), 27번 문항(a번 응답

자-53.1%, b번 응답자-46.9%), 31번 문항(a번 응답자

-57.6%, b번 응답자-42.4%), 35번 문항(a번 응답자

-54.9%, b번 응답자-45.1%), 39번 문항(a번 응답자

-83.2%, b번 응답자-16.8%)의 결과(Fig. 1,2,3,4,5,6,

7,8,9)를 보여 시각적 학습자들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습 교과서를 읽고 와서 실습에

임하게 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2009년에는 교

수자의 음성으로 실습과정을 설명하고 선배 학생이

실습과정을 시연하는 동영상을 실습하기 일주일 전

에 e-클래스에 올려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반복하여

예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조사항목 ‘7. 나는 새로운 정보를 (a) 그림, 도표, 그

래픽 혹은 지도에서 얻는 게 좋다. (b) 글이나 말로

된 언어적 정보에서 얻는 게 좋다.’

Fig. 2. 조사항목 ‘11. 나는 많은 그림과 차트가 있는 책에서

(a) 그림과 차트를 자세하게 살피는 편이다. (b) 글

자로 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Fig. 3. 조사항목 ‘15. 나는 (a) 칠판에 도표를 많이 그리는

(b)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선생님이 좋다.’

Fig. 4. 조사항목 ‘19. 나는 (a) 본 것 (b) 들은 것을 가장 잘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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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조사항목 ‘23. 나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길잡이를 찾

고자 할 때, (a) 지도가 좋다. (b) 글로 쓰인 지시문

이 좋다.’

Fig. 6. 조사항목 ‘27. 강의에서 도표나 스케치를 보면서 배

웠을 때, 나는 (a) 그림을 주로 기억하는 편이다.

(b) 강사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편이다.’

Fig. 7. 조사항목 ‘31. 누군가 나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을

때, 나는 (a) 차트 혹은 그래픽을 사용해 보여주는 것

을 선호한다. (b) 결과를 요약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Fig. 8. 조사항목 ‘35. 나는 파티(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a) 사람들의 생김새를 기억하는 편이다. (b) 사

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는 편이다.’

Fig. 9. 조사항목 ‘39. 재미를 위해, 나는 (a) 텔레비전을 보

는 편이다. (b) 책을 읽는 편이다.’

3) 산업체 특성

현재 치과기공계에서는 갓 졸업한 치과기공사를

키우는데 드는 기간을 없앨 수 있게 졸업 직후 임상

에 곧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학교에서 해 주

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치과기공의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합면 해부학실습과 같이 다른 전공과목과의 연관

성이 뚜렷한 기본과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요구하

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론적 배경

1) 모델링(Modeling)

모델링(modeling) 또는 관찰학습이란 사회학습 상

황에서 모델을 통하여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나 행동

을 시각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관찰자들이 그 행동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학습과정이다
3)
.

모델화된 활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기회는, 관찰자

들이 그 기술과 관련된 필수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그

들이 알고 있는 것을 조직화하고 타당화하며 놓치고

있는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준다4). 따

라서 모델링은 실제 연습 전의 초기학습단계에서 새

로운 학습과제의 개념을 전달함에 있어서 설명과 언

어적 지시와 더불어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전

략이다
5)
. 모델의 성, 연령, 교육수준, 기능수준 등, 사

회 경제적 수준이 관찰자와 유사한 경우에는 자기효

능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수행 역시 성공 가능

성이 높아지고, 유사성 모델을 관찰하는 것은 특히 그

들이 친숙하지 못한 과제를 만났을 때나 자신의 능력

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자기효능감과 수행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6)
. 따라서 고학년 선배학생이

실습과정을 행하는 일차 모델링의 동영상을 먼저 보

여주고 수업 시간에 전문가인 교수자가 실습과정을

시연하는 이차 모델링의 단계적 모델링 교수․학습

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2) 인지적 도제학습법(Cognitive Apprenticeship)

도제식 학습법은 초보자가 관찰, 모방, 훈련을 통해

서 한 분야의 전문인에게서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능

을 전수받는 것이며, 인지적 도제학습법은 전통적 도

제법의 장점들을 실생활에 최대한 인지적 작용을 통

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더불어 특정한 사회집단

에 참여하여 실제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 자아성찰하

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학습방법이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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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도제적 접근은 전문가가 과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자가 과제수행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및 전략 활용에 대한 이해를 하게되는 모

델링(modeling), 학습자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면서

코칭(coaching)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안내적

학습기회가 주어져 과제수행을 보조하는 비계설정

(scaffolding)을 주요 교수방법으로 포함한다
8)
. 본 교

수․학습법에서는 동영상 활용과 수업시간 교수자의

직접 시연을 통한 모델링, 학습자의 직접 실습에서 실

습과정 각 단계마다 교수자에게 검사받는 코칭, 실습

단계를 통과하기위해 동료로부터 도움받는 비계설정

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는 교수자가 시범해보

인 전 실습과정을 학습자가 수행한 후에 자신의 실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분석하는 반성적 사고(reflection)

의 기회를 준다9). 본 교수․학습법에서는 수업 중에

는 실습지침서에 실습결과물에 대한 자가평가를 하

여 교수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수업 후에는 동영상

에서 선배 학생이 수행한 실습결과물과 비교 분석하

여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Fig. 10). 이와

같이 인지적 도제학습법을 통해 ‘도제(apprentice)'에

서 숙달되어 ’기능인(journeyman)'의 과정을 지나 새

‘전문가(expert)'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에 역점을 두

고 있다.

3) 동료 지도법(Peer Tutoring)

동료 지도법이란 교수자 역할을 비전문가인 학생

이 담당하는 것으로 같은 집단 내에서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교육적 도움을 마련해 주고 함께 학습하는 교

수․학습 과정으로 1:1 학습 상황을 제공하는 개별화

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0)
. 이 교수

법의 이점으로는 첫째, 학습자 역할을 하는 동료 학습

자(tutee)는 교수자 역할을 하는 동료 지도자(tutor)로

Fig. 10. 인지적 도제학습법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

작용

부터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시연을 다시 보거나

중간에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감 있

고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둘째, 동료

지도자는 동료 학습자를 가르치면서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며,

성취감, 자아존중감과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교수자는 수업 진행 속도를 보다 융

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며, 개별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11)
.

송선희
12)

의 연구에서 사전 인지 능력이 높은 아동과

짝이 되었던 낮은 인지 수준의 학생들이 동료 지도법

을 통해 가장 큰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였으며, 동일

수준과 짝이 되었된 학생들도 개별 학습 집단에 비하

여 유의미한 학업 성취 향상을 가져왔다.

실기교육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습이란

기능을 일정 수준까지 숙달하도록 하고 일에 대한 올

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육체적, 정신적 학습활동을 의

미한다
13)
. 실기교육에서 수업은 방법과 이유만을 배

우는데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 즉 능력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 능력 중심 교육에서는 직무를 잘 수

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판단력, 가치관 등의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성

과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생의 수행능

력 정도는 절대 평가 방법으로 평가된다
10)
.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해야하는 교수

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모

형으로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차를 고려한 개별지

도는 물론 개개 학생에게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기 어

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을 전

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책임과 함

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

적이며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

식하여 동료 지도법을 실기교육에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 주의 실기성적을 최저 2점에서 최고 5점까

지 주고 2점 받은 학생과 5점 받은 학생을 우선적으

로 짝이 되어 옆에 앉도록 하고, 그 다음은 3점 받은

학생과 5점 받은 학생을 짝이 되어 옆에 앉도록 하고,

나머지 3점 받은 학생과 4점 받은 학생을 옆에 짝지

어 앉도록 실습실 내 학생들의 좌석배정을 하여 동료

지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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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

2008년까지 실시한 본 교과목의 실습수업은 학생

에게 실습 교과서를 미리 읽어오게 하는 준비단계

(preparation step),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파워 포인트

를 이용하여 실습 목표 및 과정을 설명하는 제시단계

(presentation step), 교수자가 직접 실기 시연을 보이

고 나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직접 실습하는 실습단계

(application step), 교수자가 학생의 실습 결과물을

평가하는 평가단계(evaluation step)로 진행되었다

(Fig. 11).

2.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

2009년 새로 실시한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

다(Fig. 12).

Fig. 11.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

준비단계에서 교수자는 해당과목의 e-클래스 자료

실에 매주 실습과정을 일주일 전에 미리 동영상으로

올려 학생들이 미리 보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다. 기존에는 실습 교과서를 미리 보고 오도록 하였으

나 입체적인 과정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무

리가 있고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과정을 담기에도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리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실습

과정을 예습할 수 있고 해당 주의 실습이 끝난 후에

도 반복해서 그 실습과정을 복습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실습 당일에는 교수자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여 실기교육을 전수받는 오프라인 수업의 장

점을 복합한 수업방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

들의 지난주 실기성적을 토대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

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짝지어 앉게 좌석을 배정한다.

이러한 2인 1조의 조편성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상위

인 학생에게는 동료 지도자(tutor)의 자격을 부여하고

동료 지도자(tutor)의 임무를 숙지시킨다. 만일 자신

이 가르친 학생인 동료 학습자(tutee)가 실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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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

무사히 마치고, 수행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하게 되면

동료 교수자에게 보상점수가 부여됨을 알려주어 동

기를 유발한다.

제시단계에서 교수자가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그 주의 실습과

정을 설명한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학생들에게 다양

한 표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

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촉진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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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단계에서 교수자가 실기과정을 직접 시연하여,

동영상으로 실습과정을 예습한 학생들이 교수자의 수

업시간 직접 시연을 통해 반복 학습이 되도록 한다.

그 후 각 학생은 2인 1조로 실습하며 각자의 실습결과

물을 제작하고 실습과정의 각 단계마다 교수자에게

검사받는다.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이 실습 단계를 통

과하지 못하면 동료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하고 학업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동료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학습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취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도 있다. 학업 성취 수준이 부진한

학생도 동료의 지도를 받아 학습목표를 성취하게 되

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수하게 된다.

평가단계에서 수행기준을 토대로 실습결과물에 대

한 평가를 먼저 수업 시간에 학생 자신이 실습지침서

에 표시하고 교수자에게 일대일 개별점검을 받는다.

교수자는 학생의 자가평가에 대해 오류를 시정해주

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총평 칸에 기록하고, 실습결

과목명 교합면 해부학실습 교수명 박혜숙 연구실 국제관412-1호

과목코드 12314 E-mail hspark@shingu.ac.kr 전화 031-740-1575

학과 치기공과 학년 1 반 A반(39명)

이수구분 전공선택 학점 2 실습 4시간

교과목 개요
하악골의 운동을 모방한 교합기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하악운동이 교합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악

구강계의 기능적 교합면을 형성하고, 치아형태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치열안의 기능적인 형태로 재구성한다.

학습 목표
상하악 모형을 제작하여 교합기에 부착하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하악운동에 따른 전치부 운동로 기록법을

습득하며, 콘 테크닉을 응용하여 상하악 구치부의 해부학적, 기능적 교합면을 형성하는 방법을 숙달한다.

주요평가

내용

매 실습시간마다 실습지침서의 수행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실습결과물을 평가하고 이를 교수자가 접검

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적한다.

교수학습

방법

1. 강의형태 및 수업방식 : 교수자가 일주일 전에 그 주 실습과정의 동영상을 e-클래스에 올려 학생들이 한

주간 실습과정을 예습하고 오도록 하며 매 실습시간마다 교수자가 멀티미디어 실습강의를 하고 실습시연

을 한 후 학생들이 직접 개별 실습하도록 지도한다.

2. 활용 기자재 및 재료 : 멀티미디어 시스템(빔 프로젝터, 컴퓨터), 교합기, 석고, 상하악 모형 몰드, 진동기,

러버보울, 스파출라, 매스실린더, 트랜스퍼 지그, 석고, 저울, 왁스, 자가중합레진, 레진 스파출라, 종이컵,

랩지, 고무줄, 바셀린, 스포이드, 교합지, 핸드피스, 덴처바, 마스크, 인레이 칼라 왁스, PKT조각도, 알코올

램프, 연필, 칼, 붓

평가방법 실습평가 70%, 실기시험 10%, 출석 20%

교재 및

참고자료

교재 : 교합면 해부학 실습 지침서, 박혜숙, 2009

참고자료 : 1. 교합학개론, 이영은 외 공저, 지성출판사, 2006

2. 악관절장애와 교합, 정성창 외 공역, 군자출판사, 2002

3. 교합학, 조영환, 군자출판사, 2001

Table 1. 실습계획서

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시행한다. 이러한 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자신의 실습 수행에 대해서 질적으로 관찰

하고 이에 따른 판단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할 수 있다. 교수자의 평가를 받은 학생은 실습결

과물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수업 종료 후 지난

주에 올려진 동영상에서의 실습 결과물과 스스로 비

교, 분석한다. 실습 당일 날 실습지침서 및 실습결과

물을 교수자에게 제출하며 교수자는 모든 학생의 성

적을 작성하여 다음 실습시간의 좌석 배정에 참고로

한다.

Ⅳ. 교수・학습 방법 적용 실천 내용

1. 실습 계획서

수업 첫 주에 실습계획서를 배부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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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별 강의내용

수업 첫 주에 15주간 실습내용을 소개하면서 단계

별 모델링(Layers of Modeling)에 대하여 설명한다

(Table 2).

3. 수업 지도안

2주차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여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 과정을 보여준다(Table 3).

Ⅴ. 기대 효과

교수자 1인이 다양한 개인차가 있는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동시에 학습을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는 각각

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인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

가 힘들다. 그렇다고 교수자가 특정 수준에 맞춰 수업

을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소홀하

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학습결손

이 누적되어 결국 학습자가 흥미를 잃게 되는 악순환

을 초래하게 된다15). 따라서 학습자간 학업성취도 격

주 강의내용 수업방법 및 평가

1 실습 소개 및 진행안내, 상하악 모형 제작 실습계획서 배부,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2 교합기에 상악치아모형 부착하기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3 교합기에 하악치아모형 부착하기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4 레진으로 전치부 운동로 만들기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5 콘 테크닉의 기본술식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6 콘 테크닉으로 상악제1대구치 해부학적 교합면 형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7 콘 테크닉으로 상악제1대구치 해부학적 교합면 완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8 콘 테크닉으로 하악제1대구치 해부학적 교합면 형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9 콘 테크닉으로 하악제1대구치 해부학적 교합면 완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0 콘 테크닉으로 상악제1소구치 기능적 교합면 형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1 콘 테크닉으로 상악제1대구치 기능적 교합면 형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2 콘 테크닉으로 상악제1대구치 기능적 교합면 완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3 콘 테크닉으로 하악제1대구치 기능적 교합면 형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4 콘 테크닉으로 하악제1대구치 기능적 교합면 완성 멀티미디어강의, 시연 후 개별실습 및 평가

15 실기시험 콘 테크닉으로 대구치 교합면 형성 능력 평가

Table 2. 주별 강의내용

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학습이 가능한 동영

상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과 직접 실기교육의 오프라

인을 혼합한 단계적 모델링(Layers of Modeling), 자

리 배정으로 동료지도법(peer tutoring) 적용, 실습 결

과물의 자가평가와 동영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자

기 성찰(reflection)의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학생들의 강의 수강설문 분석

기존 학습법을 적용한 2008년과 본 교수․학습 모

형을 적용한 2009년에 본 교과목의 수업을 마치고 학

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4, Fig. 14,15,16,17,18,19).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라는 설

문항목에 대해 약간 긍정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비율은 2008년 80.4%, 2009년 83.9%로 높은 비율

을 보였다(Fig. 14).

‘2. 열의와 성의 있는 강의가 되었다.’라는 설문항목

에 대해 약간 긍정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비

율은 2008년 74.3%, 2009년 88.6%로 개발한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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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교합기에 상악치아모형 부착하기 학습시간 4시간(200분)

학습목표

1. 교합기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교합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교합기에 상악치아모형을 부착하는 순서와 방법을 올바르게 열거할 수 있다.
3. 트랜스퍼 지그를 교합기에 장착하여 상악치아모형을 석고로 부착할 수 있다.

수업단계 시간
수업활동

수업매체 및 유의점
교수자 학습자

수업 시작전
준비

1. 당일 실습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e-클래스에
일주일 전에 올리기

2. 강의실 입장, 좌석배정 공지 및 실습재료 배
분

3. 지난 주 회수한 실습지침서와 실습결과물을
학습자에게 반환

4. 수업환경 및 기자재 작동 확인

1. 당일 실습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e-클래스에서
미리 보고 오기

2. 좌석배정 확인 및 실습재료(트랜스퍼 지그, 석
고, 저울) 받기

3. 실습지침서와 지난주 실습결과물(상하악치아
모형) 받기

4. 교합기, 러버보울, 스파출라, 매스실린더, 준비

동영상

수업
시작(도입)

30분

1. 출석 부르기
2. 금주의 학습목표와 실습과정 설명
3. 전주의 수업 내용 및 다음 주의 수업 내용과
의 연관성에 대한 소개

1. 인사 및 출석에 대답하기
2. 경청 및 관찰
3. 수업 진행에 관해 의문사항 질문하기

1.실습지침서
2. ppt
3. 교합기, 상악치아모형,

러버보울, 스파출라,
매스실린더, 트랜스퍼
지그, 석고, 저울, 물

수업
전개(실습)

80분

1. 실습과정 직접 시연
2. 교수자는 학습자가 다음 순서에 따라 실습하

도록 지도하고 각 단계마다 검사한다.
1) 교합기를 중심위로 맞춰놓는다.
2) 마운팅플레이트와 교합기에 바셀린을 바른

다.
3) 트랜스퍼 지그를 교합기에 장착한다.
4) 치아자국부위에 상악치아모형을 올려놓는

다.
5) 석고를 개서 마운팅 플레이트와

상악치아모형 위에 올려 놓는다.
6) 교합기의 상부구조를 내리고 인사이절 핀이
바닥에 닿았음을 확인한다.

7) 빠져나온 여분의 석고들을 정리하여 굳기
전에 표면을 매끈히 다듬는다.

8) 교합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
석고의 팽창을 방지한다.

1. 경청 및 관찰
2. 2인 1조로 실습하며 각자의 실습결과물을 제

작한다.
3. 학습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습하고 실습과

정의 각 단계마다 교수자에게 검사받는다.
1) 교합기를 중심위로 맞춰놓는다.
2) 마운팅플레이트와 교합기에 바셀린을 바른다.
3) 트랜스퍼 지그를 교합기에 장착한다.
4) 치아자국부위에 상악치아모형을 올려놓는다.
5) 석고를 개서 마운팅 플레이트와 상악치아모형

위에 올려 놓는다.
6) 교합기의 상부구조를 내리고 인사이절 핀이
바닥에 닿았음을 확인한다.

7) 빠져나온 여분의 석고들을 정리하여 굳기 전
에 표면을 매끈히 다듬는다.

8) 교합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 석고의
팽창을 방지한다.

교합기, 상악치아모형, 러
버보울, 스파출라, 매스실
린더, 트랜스퍼 지그, 석
고, 저울, 물

수업
전개(평가)

80분

다음과 같은 수행기준에 따라 실습결과물을 평
가한다. 1) 교합기 양쪽의 과두부위 나사를
잠궈서 맞춰놓았는가?

2) 마운팅플레이트와 교합기에 이물질이 없음
을 확인하고 바셀린을 발랐는가?

3) 트랜스퍼 지그가 경사지지 않고 상하 좌우
중앙에 위치하도록 장착하였는가?

4) 상악치아모형과 치아자국 사이에 공간이 없
도록 상악치아모형을 올려놓았는가?

5) 석고의 혼합시간과 혼수비는 제조회사의 지
시대로 정확하게 맞춰 올려 놓았는가?

6) 교합기의 인사이절 핀이 치아의 정중선과
일치하면서 바닥에 닿았는가?

7) 교합기에 석고가 묻어있지 않게 석고를 제
거하고 다듬었는가?

8) 석고 팽창을 방지하여 경화 후 인사이절 핀
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하였는가?

1. 실습지침서의 수행기준에 따라 자신의 실습결
과물을 평가한다.

2. 교수자에게 실습결과물과 자가평가를 보여주
어 점검받고 오류에 대해 수정 보완 사항을
지적받고 총평가(Fig. 13)를 받는다.

3. 실습결과물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다음 실습시간 전까지 동영상에서 선배학생
이 만든 실습 결과물과 비교, 분석한다.

4. 평가 내용에 관해 의문사항을 질문한다.

실습결과물, 실습지침서,
디지털 카메라

수업 마무리 10분
1. 금주의 실습 내용 정리 및 요약
2. 다음 주 실습 내용 안내

1. 교수자의 정리내용 숙지
2. 금주의 학습목표 달성여부 점검
3. 다음 주 실습 내용 숙지

1. ppt
2. 실습결과물
3. 실습지침서

수업 이후
1. 학습자 실습지침서와 실습결과물 회수
2. 필요시 학습자와 대면상담

1. 학습자 실습지침서와 실습결과물 교수자에게
제출
2. 개인별 의문사항 질의

1. 실습결과물
2. 실습지침서

Table 3. 2주차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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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실습지침서에 평가 기록

설문 내용 연도
긍정

(%)

약간

긍정

(%)

보통

(%)

약간

부정

(%)

부정

(%)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
2008 56.3 24.1 19.6 0 0

2009 63.2 20.7 16.1 0 0

2. 열의와 성의있는 강의가 되었다
2008 60.1 14.2 23.2 2.5 0

2009 71.4 17.2 11.4 0 0

3. 수업은 전공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2008 65.0 13.8 16.3 4.9 0

2009 67.6 12.3 17.5 2.6 0

4.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
2008 54.9 28.0 17.1 0 0

2009 69.3 13.3 17.4 0 0

5. 이 과목을 보람있게 공부하였다.
2008 58.5 20.4 19.9 1.2 0

2009 65.7 14.0 20.3 0 0

6.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
2008 67.3 13.4 14.4 4.9 0

2009 80.5 15.2 4.3 0 0

총계 100%

Table 4. 강의 수강설문 분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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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설문항목 ‘1.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다.’

Fig. 15. 설문항목 ‘2. 열의와 성의 있는 강의가 되었다.’

Fig. 16. 설문항목 ‘3. 수업은 전공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습 모형을 적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

다(Fig. 15).

‘3. 수업은 전공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설

문항목에 대해 약간 긍정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비율은 2008년 78.8%, 2009년 79.9%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Fig. 16).

‘4.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라는 설문항목에 대해 긍

정으로 답변한 학생비율은 2008년 54.9%, 2009년

69.3%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Fig. 17).

‘5. 이 과목을 보람 있게 공부하였다.’라는 설문항목

Fig. 17. 설문항목 ‘4. 수업 방법에 만족한다.’

Fig. 18. 설문항목 ‘5. 이 과목을 보람 있게 공부하였다.’

Fig. 19. 설문항목 ‘6.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였다.’

에 대해 약간 긍정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비

율은 2008년 78.9%, 2009년 79.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Fig. 18).

‘6. 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라는

설문항목에 대해 약간 긍정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변

한 학생비율은 2008년 80.7%, 2009년 95.7%로, 개발

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연도에서 더 높은 비율

을 보여주었다(Fig. 19).

즉,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보여준 평가 결과는 본 교

수․학습 모형의 적용으로 학생들의 본 교과목 수업

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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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와 실습평가 점수분포 비교

2008년도의 실습평가 점수분포와 개발한 교수․학

습모형을 적용한 2009년도의 실습평가 점수분포를

비교하였다(Table 5, Fig. 20).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의 성적분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취기준을 80점으로 보았을 때 80점

이상의 학생들이 2008년도에서는 40명으로 전체 학

생 중 50.6%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9년도에서는

63명으로 전체 학생 중 약 79.7%의 비율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성적을 획득했음을 보여주었

다.

즉, 학생들의 점수분포가 보여준 객관적 평가로부

터 본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점수 학생 수 2008년 학생수(명) 2009년 학생수(명)

60-64 4 2

65-69 7 3

70-74 12 7

75-79 16 8

80-84 20 24

85-89 11 20

90-94 6 10

95-100 3 5

총계 79 79

Table 5. 2008년도와 2009년도 실습평가 점수분포 비교

Fig. 20. 2008년도와 2009년도 실습평가 점수분포 비교

Ⅵ. 결론 및 제언

유능한 치과기공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이 학생들의 능력과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

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 형태와 학

습 전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기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교수자의

주요 임무
16)

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교수 방법으로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각적 효과에 익숙해져 있는 신세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학습이 가능한 동영

상을 활용한 온라인 실습교육과 오프라인 실습교육

을 혼합한 단계적 모델링(Layers of Modeling)의 교

수․학습모형을 시도하였다. 기능적 영역이 강조되고

있는 실기교육에서 개인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확인

하고 실습해 보는 개별실습의 단계에서 동료지도법

을 적용하여 동료 지도자에게는 실습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동료학습자에게는 자

연스럽게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자주 제공

되어 동료 지도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많은 학습 기회

가 주어지도록 하였다. 수업 시간에 실습지침서에 실

습결과물에 대한 자가평가를 하여 교수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수업 후에는 동영상에서 선배 학생이 수

행한 실습결과물과 비교 분석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

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교수․학습모형은

학습자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에 있어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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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eaching Method of Improving Practice Capacity by means of Layers of Modeling

Hye Sook Park, D.D.S.,M.S.D.,Ph.D.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of Shingu College

Let me introduce a teaching method to improve practice capacity in dental laboratary work. I applied theories of layers

of modeling and reflection constituting cognitive apprenticeship and peer tutoring to my class. At internet uploading a

file showing a practice procedure a week before the class of a course, I let students preview it. During the class I

demonstrated the practice procedure in front of students. A superior student and an inferior student paired according to

the previous practice grade and a feedback between a peer tutor and a peer tutee was activated. Late in the class, a

student self-evaluated his own practice result and had a check of a professor. Finally he compared his own practice result

with that in the file uploaded at internet and reflected. This teaching method led to improvement in students'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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