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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cademic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 classes 
in deciduous tooth morphology practice. Under the course name dental morphology, 
a total of 60 dental students took face-to-face classes while 55 pre-dental students took 
non-face-to-face classes. Students were required to submit their practical assignments 
after 5 weeks of practical classes. To evaluate the academic effectiveness of non-face-
to-face classes, practical assignments were scored by an evaluator and compared 
with face-to-face classes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nd the chi-squar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actical score in face-to-face classes was 77.43 ± 5.97 and the 
practical score in non-face-to-face classes was 76.04 ± 5.8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ademic effectiveness of face-to-face classes compared to non-face-
to-face classes in deciduous tooth morphology practice (p > 0.05). This study suggests 
that non-face-to-face classes on introductory practice such as the dental morphology 
course can provide comparable quality to the education taught in traditional face-to-
face classes.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22;49(3):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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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

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1]. 현재까지 COVID-19 확진자는 

5억 5천만 명이며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 1.14% 이며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은 매우 상

이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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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비말에 의한 전파이며 대부분 감

염자와 밀접 접촉하여 발생한다[3]. 이에 감염 전파 억제를 목

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하에 개인 간의 접촉을 제한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

은 곳은 대면 위주로 운영되던 교육체계이다[4-7]. 

COVID-19 확산세로 교육기관들은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

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전면 대체 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

로는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

업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또

한 녹화 강의의 경우 반복 수강이 가능하고 동영상을 멈추고 필

기할 수 있어 강의 이해도가 높아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마지

막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이동시간, 비용

이 절약되어 경제적이다[8-14]. 

반면에 비대면 수업의 단점은 학습에 대한 의지 및 자기 통제 

능력이 요구되고 네트워크나 접속 상태가 끊기는 경우가 발생

해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학습 환

경으로 인해 팀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며 도구의 제한으로 실습

수업이 불가하다[8,10,14,15]. 

치의학 교육기관은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

어져 있다[16,17]. COVID-19 이후 대부분 교육환경이 비대면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론수업과 달리 실습 및 임상 관련 수

업은 임상적 술기 함양 부족, 교육자와의 의사소통 부족, 전체

적 과제량 감소 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8,9,14]. 그럼에도 

COVID-19의 장기화 및 신종 변이로 인해 모든 형태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활발히 개발되는 중이다. 동시에 그에 대한 타당성

에 대한 검증이 여러 연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 몇몇 연구들은 비대면 실습수업에 정성적인 평가를 주로 했

다[17-19].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대면과 비대

면으로 진행된 유치의 치아형태학 실습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하여 비대면 수업의 학습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KNUDH-2021-05-03-00).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이라는 교과명

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강의를 실시하였다. 대

면 수업은 본교 치과대학 본과 1학년 60명, 비대면 수업은 본교 

예과 2학년 55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 방법 

이번 실습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예과 2학년과 본과 1

학년이 동시에 유치 치아형태학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다. 

COVID-19 보건 정책으로 인해 예과생은 비대면으로 본과생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장소 및 강의 형식을 제외한 모든 수업 과정이 두 학년에게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실습수업 전 1회의 이론 수업이 시행되

었다. 이후 4회의 실습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수업은 2시간이 

소요되었다. 4회의 실습수업은 하악 제2유구치, 상악 제2유구

치, 하악 제1유구치, 상악 제1유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진행에 따라 대면 수업은 I군으로, 비대면 수업은 II군으로 분

류하였다. I군은 강의실에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지도자와 함

께 대면으로 실습에 참여하였으며 II군은 원격 강의 소프트웨

어(WEBEX, Cisco, San Jose, CA, USA)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Fig. 1).

Fig. 1. Flow diagram for practice clas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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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업 전 소아청소년치과학 실습서(대한소아치과학회 편

저, 대한나래출판사), 조각 전 석고 모형, 최종 석고 모형, 최종 

치아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도해한 단계별 삼차원적 치

아 모델(3 Dimensional Tooth Model, 3D TM), 카빙 나이프 

및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같은 소모품이 I군 및 II군에서 동일

하게 준비되었다. 3D TM은 총 7단계로 제작되었으며 치아마

다 초기 박스 블록에서부터 완성 모습까지를 포함하게 하였으

며 배율 조절 및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학습자

들은 3D TM 중 원하는 단계를 선택하여 볼 수 있었다(Fig. 2). 

동등한 수업 환경을 위해 II군 참여자에게도 모든 재료를 개별

적으로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3D TM은 수업 전 학습 관리 시

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earning X Student, 

Xinics, Seoul, Korea)을 통해 II군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였

다. 이후 모든 학생들에게 휴대폰 응용 프로그램(Smartphone 

Application, DWG FastView, Gstartsoft, Beijing, China) 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게 한 후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I군은 강의실에서 지도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3D TM을 이용

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II군은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실

습하는 석고 모형을 비추게 함으로써 지도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I군과 동일하게 수업 중 3D TM을 활용하도록 하

였다(Fig. 3).

3. 평가 항목

실습 후 평가는 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아청소년치과학 

실습서 기준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치아는 협면, 설면, 인접

면, 교합면, 성실/숙련도 측면에서 평가되었다(Fig. 4)[20]. 협

면, 설면, 인접면, 교합면, 숙련도에 대한 평가는 치아 형태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협면, 설면, 인접면에 대해서 교두

의 형태, 변연의 형태, 치은연 등이 평가되었고 교합면에 대해

서는 전체적인 형태, 교두, 와의 특징적인 해부학적 모습이 평

가되었다. 성실/숙련도 항목에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성

Fig. 2. Step-by-step model for the practice teeth: (A) - (G).

A B C

D E F G

Fig. 3. Situation wh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A) Face-to-face class, (B) Non-
face-to-face clas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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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항목을 제외한 숙련도 항목만 평가되었다. I군은 각 실습수

업 직후 모형 제출을 통해 평가되었고 II군은 모든 실습 종료 

후 참가자들의 과제를 일괄적으로 걷어 평가되었다. 평가는 1

명의 평가자에 의해 이뤄졌다. 관찰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

기 위해 사전에 30개의 치아 모형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모형의 특정 면을 두 번 평가한 후 급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값을 구하였다. 

4. 통계 처리

평가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SPSS 26.0.0 (IBM Corpo-

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Shapiro-wilk을 통한 정규성 검사에서 정규성을 만

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p < 0.05). I군과 II군의 평균 성적

을 통한 학업성취도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

하였으며 성적을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추가적으로 chi-

square 검정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2개의 군이 학년이 달랐던 

점에서 지식수준에 의해 실습 성적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Spearman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필기 성적과 실습 성적의 상관관계 및 성

별, 연령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실습 성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성적

1. 측정의 신뢰성 평가

관찰자에 대한 신뢰도인 ICC 값이 0.90 (p < 0.05)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분포

 전체 대상자는 115명이며 I군 60명, II군 55명이었으나 결석 

등의 이유로 II군에서 2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113명으로 분석

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I군에서의 남녀 비율은 여자가 

37명(62%)으로 많았으며 남자는 23명(38%)이었다. II군에서

Fig. 4.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mandible 1st deciduous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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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38명(72%)으로 많았으며 여자는 15명

(28%)이었다. I군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4.5세였으며 II군 대

상자의 평균나이는 21.9세였다(Table 1).

3. 학업성취도 비교 

1차 평가에서 I군과 II군의 학업성취도는 각각 77.82 ± 7.73

과 75.60 ± 8.20, 2차 평가에서는 76.43 ± 8.33 과 76.01 ± 

7.61, 3차 평가에서는 77.60 ± 8.37 과 74.83 ± 8.71, 4차 평

가에서는 77.89 ± 6.53 과 77.52 ± 7.76 으로 모든 차수에서 

I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1차-4차를 합산한 최종 평가에서 I군은 77.43 ± 5.97, II군

은 76.04 ± 5.83으로 I군에서 평균 1.4점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p > 0.05).

I군과 II군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 시 1차 평가에서 인접면에

서 각각 82.55 ± 9.80과 74.51 ± 10.65, 교합면에서 75.13 ± 

11.00과 79.35 ± 10.00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차 평가

에서는 설면에서 78.59 ± 10.32, 74.75 ± 10.38 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3차 평가에서는 설면에서 76.67 ± 11.93, 70.37 

± 12.86, 인접면에서 83.00 ± 11.72, 75.06 ± 12.43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4차 평가에서는 설면에서 83.89 ± 9.01, 

79.43 ± 11.2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p < 0.05).

성적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10점 단위로 A - E 등급으로 분류

한 뒤 I군과 II군에서의 성적 분포에 차이를 chi-square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4번의 실습 동안 두 군 간의 성적 분포에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Table 3. Scores of Group I and Group II according to the face of each tooth

Buccal Lingual Interproximal Occlusal Proficiency

1st

Group Ⅰ 80.49 ± 10.47 79.84 ± 10.24 82.55 ± 9.80 75.13 ± 11.00 71.11 ± 1.26
Group Ⅱ 77.92 ± 8.32 77.07 ± 9.16 74.51 ± 10.65 79.35 ± 10.00 69.14 ± 13.24

р 0.151 0.140 < 0.0001 0.014 0.516

2nd

Group Ⅰ 77.46 ± 12.01 78.59 ± 10.32 77.29 ± 8.45 80.99 ± 10.42 67.83 ± 11.36

Group Ⅱ 77.00 ± 8.64 74.75 ± 10.38 78.54 ± 7.09 81.13 ± 10.01 68.68 ± 10.00

р 0.879 0.046 0.414 0.953 0.503

3rd

Group Ⅰ 76.83 ± 11.42 76.67 ± 11.93 83.00 ± 11.72 83.17 ± 7.64 68.33 ± 10.06

Group Ⅱ 78.15 ± 12.14 70.37 ± 12.86 75.06 ± 12.43 81.67 ± 6.36 68.89 ± 10.03

р 0.439 0.005 < 0.0001 0.337 0.813

4th

Group Ⅰ 82.04 ± 9.39 83.89 ± 9.01 76.11 ± 9.87 75.08 ± 6.86 72.33 ± 9.80

Group Ⅱ 78.81 ± 9.22 79.43 ± 11.29 79.63 ± 10.06 77.51 ± 10.96 72.22 ± 9.84
р 0.050 0.015 0.059 0.142 0.952

p value from the Mann–Whitney U te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Group Ⅰ
(n = 60)

Group Ⅱ
(n = 53)

Gender
Female (%) 23 (62%) 15 (28%)
Male (%) 37 (38%) 38 (72%)

Average ages 24.5 21.9

Table 2. Final scores of Group Ⅰ and Group Ⅱ

Group Ⅰ Group Ⅱ р
1st 77.82 ± 7.73 75.60 ± 8.20 0.188
2nd 76.43 ± 8.33 76.01 ± 7.61 0.818

3rd 77.60 ± 8.37 74.83 ± 8.71 0.140

4th 77.89 ± 6.53 77.52 ± 7.76 0.625
Final 77.43 ± 5.97 76.04 ± 5.83 0.380

p value from th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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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성취도와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비교

필기성적, 성별, 나이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들 요인이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총괄 및 고찰

COVID-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시대에 치과대학 교

육 관계자 및 학생의 보호를 위해 대면 수업을 대신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21,22]. 최근에는 이

론 수업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실습을 진행한 노력들이 존재

했다. Kang[23]은 외과적 봉합 실습을 비대면으로 교육한 결

과를 보고한 바 있었다. 봉합에 관련된 실습 키트를 참여 학생

에게 전달한 뒤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실습을 진행한 후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실질적 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Shiau와 Oh[24]은 치석 제거술 같은 기구가 간편한 실습

의 비대면 교육을 보고하였다. 화상 카메라를 통해 지도자의 개

별적 피드백이 가능하였고 세분화된 평가지를 통해 성적 평가

를 시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된 COVID-19로 인한 비

대면 수업의 요구도 증가 및 다가올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위한 

비대면 수업의 필요성 증가를 고려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치의

학 과목에서 대면과 비대면 실습수업의 학업성취도를 정량적

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유치 치아형태학 과목은 비교적 실습

도구가 간단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임상적으로 관련

성이 높아 교과과정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받는 수업이다

[10,25]. 치아형태학은 치의학 교육에서 기본적이고 비교적 쉽

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라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과대학에

서 임상 관련 실습 과목 중 첫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나 유

중절치, 유측절치 및 유견치의 외형은 계승 영구치와 유사하나 

유구치에서는 교합상이 상대적으로 좁고 협설면은 영구치에 

비해 대체로 편평하지만 치경 융선이 영구치보다 잘 발달되어 

있는 등 유치에서만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 본교에서는 영

구치보다 먼저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치아형태학

Table 4. Distribution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by grades 

Grade Group Ⅰ
n (%)

Group Ⅱ
n (%) χ2 р

1st

A 2 (3.3) 0 (0.0)

4.29 0.368

B 27 (45.0) 22 (40.7)

C 21 (35.0) 17 (31.5)

D 10 (16.7) 14 (25.9)

E 0 (0.0) 1 (1.9)

2nd

A 3 (5.0) 0 (0.0)

5.21 0.157

B 16 (26.7) 20 (38.5)

C 27 (45.0) 17 (32.7)

D 14 (23.3) 15 (28.8)

E 0 (0.0) 0 (0.0)

3rd

A 4 (6.7) 3 (5.6)

7.35 0.061

B 24 (40.0) 15 (27.8)

C 23 (38.3) 16 (29.6)

D 9 (15.0) 20 (37.0)

E 0 (0.0) 0 (0.0)

4th

A 2 (3.3) 1 (1.9)

1.49 0.686
B 24 (40.0) 18 (33.3)

C 27 (45.0) 25 (46.3)

D 7 (11.7) 10 (18.5)
E 0 (0.0) 0 (0.0)

p value from the chi-square test.
χ2 = Chi-square valu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aper-written test score, gender, age, and practical score 

Test score Gender Age
Correlation p Correlation p Correlation p

1st  .029 .757  .074 .433  .155 .099
2nd  .082 .391  .184 .052  .165 .081

3rd  .038 .690  .171 .069  .181 .055
4th  .080 .400  .152 .105  .106 .264

p value from the Spearman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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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은 공간 지각력이 낮아 치아의 융선, 함

몰, 방향 등 입체적인 모습을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26]. 이번 연구에서는 치아 형태

를 3D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매체를 제공

하고자 하였으며 소아청소년치과학 실습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세부 항목이 평가되어 교육자들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피드백

이 다를 수 있는 점을 보완하였다[17]. 

이 연구에서 얻어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학업성취

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면 수업은 77.43 ± 5.97점, 비대면 수

업은 76.04 ± 5.8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전 의료정보학, 의학 분야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학

습효과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슷한 보고가 있었다

[27,28]. 선행연구에서는 비대면 학습자의 안정화를 근거로 들

었다. 인터넷 및 IT 관련 매체에 익숙한 현시대 학습자들은 수

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탈되는 것이 없었으며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12,29,30]. 부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 효율 향

상을 위해 제공된 3D 교육 자료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이전 연구에서 치아형태학 학습 과정에서 3D 형태를 가

지고 단계별로 제시되는 학습 과정은 입체적인 학습 도구 및 시

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효

과적인 것이 확인되었다[31]. 또 다른 연구에서는 3D 학습 도

구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형태의 치아 구조를 3D로 360도 방향

에서 조작하며 단계별 조각 과정을 반복할 수 있고 교수자의 수

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시각적으로 더 나은 학습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26]. 교육 매체로 3D 자료를 이용

한 Reymus 등[32], Jorquera 등[33]의 연구에서는 3D 자료가 

이전의 교과서, 사진 등의 수동적인 교육법을 대체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미래의 교육 방법이라 하였다. 3D 외에도 Iwanaga 

등[34]의 연구에서 소프트웨어로 전자현미경을 구현하는 것

과 같은 발전된 학습 매체를 이용한 경우 학생들의 이해도 향

상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4,35].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된 주변 환경이 

기여했다 사료되어진다. 예를 들어 국토 전역에 깔려 있는 초고

속 인터넷망으로 인한 실시간 피드백,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결 상황 관리 및 Q&A, 학습 상태 확인, 과제 제출 등을 가능

하게 하는 교육에 최적화된 인프라, IT 기기의 보급 등이 있겠

다. 이러한 학습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차질 없이 준비

되었다. 

세부 항목에서의 결과에서는 1차에서 인접면과 교합면, 2차

에서 설면, 3차에서 설면과 인접면, 4차에서 설면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접면과 설면에서 다수의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는데 이 두면은 교합면, 협면에 비해 해부학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다소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에

서 해부학적 형태를 구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업 시의 피드백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는 피

드백은 수업 과정 중에 필요하며 학습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36] 현 연구의 내용과 부합된 결론을 가진다. 비

대면의 장점으로 일대일 피드백이 가능하고 내성적인 학생들

에게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추후에 원활

한 피드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32]. 

두 수업방식 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해 큰 차이가 없었다

는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에서의 비대면 수업, 

3D 학습 매체의 이용은 추후 교육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법을 전

통적인 대면 수업과 비교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된 외

상 치아를 이용해 레진강선고정을 실습해 보는 등 IT를 이용한 

교육이 연구되고 있었다. 그 외에 소규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놀이를 통한 능동적 학습법,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등 코

로나 시대로 인해 교육 수단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가 게재되었

다[35,37-3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의 요구 및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IT를 이용한 비대면 수업방

식이 전통적 수업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형태 및 교육 자료를 추가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치의학 전공 학생

들의 교육에 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와 같은 정성적 분석이 함께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한 본교 1개 대학에서의 실습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코호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실습 성

적을 통해 비대면 실습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치과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소 실습재료가 복잡한 수업을 대표하기

엔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은 다른 임상 실습과 차이가 있으며 평

가지가 주관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더 세밀한 평가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학년이 달라 동등한 비교

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치과대학 본과 1학년까지의 

교과과정에 치과 관련 임상 과목이 없었고 Table 5 에서처럼 

연령, 성별, 필기고사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실습 성적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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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각각 무작위로 선출된 인구집단으로 

사료되었기에 두 군 간의 비교가 가능했다. 

추후에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의 부가적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관해 추가적 연구 및 여러 과목에서의 IT를 이용한 

교육 방법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치의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 치아

형태학 실습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비교함으로써 비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 

방식에 대한 차이는 학습 효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 연구는 유치 치아형태학 같은 도구가 간단한 실습에서 비

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 매체, 교육 

전달 방식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간다면 치의학 교육에 유용한 도구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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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 대유행 시기에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을 통한 비대
면 수업의 학습 효과

손혜지ㆍ김종성ㆍ김기민ㆍ김현정ㆍ남순현ㆍ이제식 

경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이 연구는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치 치아형태학이라는 과목명으로 60명의 본과 1학년 학생들은 대면으로 실습수업을 받

고 55명의 예과 2학년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실습수업을 받았다. 5주간의 실습수업 후 학생

들은 실습 과제를 제출했다. 비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명의 평가자가 실

습 과제를 채점했고 Mann-Whitney U 검정 및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대면 수업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면 수업에서 실습 점수는 77.43 ± 5.97였고 비대면 수업에서 실

습 점수는 76.04 ± 5.83이었다. 유치 치아형태학 실습에서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비대면 

수업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 0.05). 이번 연구로 치아형태학 같은 비교적 

실습 도구가 간단한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

를 얻었다.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22;49(3):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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