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86 dental hygiene students in for 
colleges Jellabukdo from March to June, 2016. The study instrument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The instrument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adapted from Yoon and consisted of intellectual 
zeal/curiosity, prudence, self-confidence, systemicity, intellectual impartiality, sound skepticism, and objectivity. Each question was 
measured by Likert 5 point scale. Cronbach’s alpha was  0.73 in the study. The instrument for self-efficacy was adapted from Kim 
and consisted of self-efficacy 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choice using Likert 5 point scale. Cronbach’s 
alpha was 0.73 in the study.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details of each area showed a strong correlation. The strongest 
positive correlation in passion was 0.721 for curios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verall(p<0.01).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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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8)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대상자

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는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며, 자기 만족감과 성찰력이 부족한 

치과위생사에게는 역할 수행에 있어 한계성이 들어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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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기술과 자기효능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1]. 비판적 

사고란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의

미하며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5]. 자기 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2].

먼저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평가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3],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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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위생사 업무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상자의 ‘문제’

와 ‘원인’의 관계를 진술하고,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의 계

획에 앞서 비판적 사고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4]. 미국

의 치과 의료계에서도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

작했는데[5], 미국의 치의학 교육평가원에서 제정한 신규 

치과위생사의 역량 기술서에서 “치과위생사는 전이적 기술 

즉 의사소통,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은 치위생 교육에 

대한 학생의 역량 증진에 관심을 두는 교육으로 치위생 전

공 대학생들에게는 앞으로 구강건강 전문가로서 좀 더 신중

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로 자신의 사고능력을 확장시키기 위

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은 주어진 다양한 상황

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

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치위생 전공 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매개체

이며, 건강행위의 시작 및 지속에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보

여주는 척도이다[3].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교

생활 적응도가 높아지며, 학업,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학업성적도 향상되어 조직 사회화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 현대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다양

한 역할요구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치과위

생사에게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

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 한다면 교육의 핵심이 

되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양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치위생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

향과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비판적 사고 증진을 위한 치위생 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치위생(학)과 

4개교를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의 연구목적과 작성방법을 설

명하 고 연구참여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550부의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86부(회수율

88.0%)를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문항(전공만족도, 학업성

적), 비판적 사고 성향 26문항, 자기 효능감 24문항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윤[9]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

한 회의성, 객관성 등의 7개 하위 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0.73이었다. 각 

요인별로는 지적열정/호기심 0.85, 신중성 0.72, 자신감 

0.72, 체계성 0.77, 지적공정성 0.75, 건전한 회의성 0.65, 

객관성 0.67로 산출되었다.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10]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자신감 역, 자기조

절 역, 과제난이도 선호 역 의 3개 하위 역으로 구성

하 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 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연구도구의 Cronbach's 

a 계수는 0.73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자신감 0.78, 자기 

효능감 0.69, 과제 난이도 선호 0.73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대상자의 학과성적

과 전공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

기 효능감의 차이의 분석은 분산분석을 이용한 평균치 차이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 다. 비판

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 다.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관련 

요인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1.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 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 수준

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체평균

은 3.30점이었으며, 하부 요인으로 지적열정/호기심 요인은 

3.20점, 신중성 3.08점, 자신감 3.32점, 체계성 2.88점, 지적

공정성 3.63점, 건전한 회의성 3.44점, 객관성 3.50점이었으

며, 자기 효능감 전체평균은 3.19점이었으며, 자기효능 자신

감 3.15점, 자기조절 효능감 3.23점, 과제 난이도 선호 3.19

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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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
Mean 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6 3.30 0.36

  Intellectual zeal/curiosity 5 3.20 0.63

  Prudence 4 3.08 0.46

  Self-confidence 3 3.32 0.62

  Systemicity 3 2.88 0.67

  Intellectual impartiality 4 3.63 0.57

  Sound skepticism 4 3.44 0.55

  Objectivity 3 3.50 0.56

Self efficacy 23 3.19 0.26

  Self-efficacy confidence 7 3.15 0.55

  Self-regulation efficacy 11 3.23 0.39

  Task difficulty choice  5 3.19 0.35

Table 1. Conten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efficacy

2. 전공 만족도 및 학과 성적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전공 만족도 및 학과 성적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의 지적열정/호기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업 성적이 3.5 

이상일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의 지적열정/호기심과 자신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 p<0.05)<Table 2>.

3. 전공 만족도 및 학과 성적에 따른 자기 효능감 

전공 만족도 및 학과 성적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공 만족도는 전공

을 만족할수록 자기 효능감의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

도 선호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p<0.05). 학과 성적은 성적이 높을수

록 자기효능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4.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 각각의 세부 역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비판적 사고 성향

과 각 세부 역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으며, 그 중 지적열정/호기심과 전체적인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다. 자기 효

Classifica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zeal/curiosity Prudence Self-confidence Systemicity

N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4 3.32±0.63b 4.545 3.08±0.46 0.731 3.40±0.65 1.930 2.89±0.72 0.924

Average 300 3.16±0.61ab (0.011) 3.07±0.47 (0.482)　 3.28±0.60 (0.146) 2.86±0.64 (0.398)　
Dissatisfaction 32 3.05±0.73a 　 3.17±0.46 　 3.30±0.64 　 3.02±0.71 　

Academic 
year

4.0 or higher 54 3.20±0.61ab 3.678 3.07±0.50 0.318 3.44±0.64a 4.861 2.84±0.71 0.109

3.5 to less 
than 4.0

158 3.32±0.63b (0.012) 3.11±0.43 (0.813) 3.44±0.56a (0.002) 2.89±0.72 (0.955)

3.0 to less 
than 3.5

228 3.17±0.61ab 3.06±0.46 3.24±0.60a 2.88±0.63

Less than 3.0 46 2.99±0.69a 3.09±0.56 3.17±0.79a 2.86±0.65

Classification 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impartiality Sound skepticism Objectivity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4 3.70±0.60 2.283 3.47±0.59 0.454 3.55±0.56 1.580

Average 300 3.59±0.54 (0.103)　 3.44±0.51 (0.635)　 3.47±0.56 (0.207)　
Dissatisfaction 32 3.69±0.61 　 3.36±0.73 　 3.57±0.59 　

Academic 
year

4.0 or higher 54 3.63±0.46 0.044 3.50±0.54 1.024 3.57±0.56 0.385

3.5 to less than 4.0 158 3.64±0.57 (0.988) 3.49±0.53 (0.382) 3.50±0.55 (0.764)

3.0 to less than 3.5 228 3.62±0.58 3.42±0.52 3.50±0.57

Less than 3.0 46 3.63±0.63 3.37±0.75 3.45±0.6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é multiple comparison(p<0.01, p<0.05)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the major satisfaction by academic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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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세부 역별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 으며, 그 중 과제 난이도 선호가 자지 효능감에 가

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

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5.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적 사고 성향 전체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자기 

효능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를 독립변

수로 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회귀모형을 분석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5.474, 

p<0.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9% 다. 자기조절 효능감

(β=0.582)이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impartiality Sound skepticism Objectivity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ean±SD
F

(p-value*)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4 3.10±0.60 1.095 3.32±0.43a 5.752 3.26±0.39a 4.243
Average 300 3.18±0.53 (0.335)　 3.19±0.38a (0.003) 3.17±0.32a (0.015)
Dissatisfaction 32 3.13±0.55 　 3.18±0.41a 3.13±0.37a

Academic 
year

4.0 or higher 54 3.18±0.56b 4.427 3.35±0.41 0.511 3.24±0.32 1.470
3.5 to less than 4.0 158 3.17±0.54ab (0.004) 3.26±0.41 (0.675) 3.19±0.36 (0.222)
3.0 to less than 3.5 228 3.16±0.55ab 3.20±0.38 3.19±0.35
Less than 3.0 46 3.10±0.60a 3.10±0.37 3.16±0.36

*by t-test or one- 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é multiple comparison(p<0.01, p<0.05) 

Table 3. Self efficacy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year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 1

x2 0.247** 1

x3 0.480** 0.249** 1

x4 0.412** 0.128** 0 .437** 1

x5 0.246** 0.235** 0.232** 0.129** 1

x6 0.303** 0.279** 0.235** 0.071 0.291** 1

x7 0.370** 0.146** 0.421** 0.251** 0.412** 0.391** 1

x8 0.721** 0.483** 0.719** 0.595** 0.571** 0.569** 0.684** 1

x9 -0.139** 0.173** -0.178** -0.139** -0.028 0.216** -0.080 -0.060 1

x10 0.402** 0.097* 0.504** 0.414** 0.330** 0.210** 0.432** 0.564 -0.234** 1

x11 0.188** 0.034 0.208** 0.131** 0.147** 0.156** 0.139 0.235 0.089 0.402** 1

x12 0.188** 0.185** 0.221** 0.169** 0.211** 0.325** 0.222** 0.345 0.619** 0.516** 0.703** 1

*p<0.05, *p<0.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x1: Intellectual zeal/curiosity, x2: Prudence, x3: Self-confidence, x4: Systemicity, x5: Intellectual impartiality, x6: Sound skepticism, x7: Objectivity 
x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x9: Self-efficacy confidence, x10: Self-regulation efficacy, x11: Task difficulty choice, x12: Self efficacy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efficacy

Classification B SE β t p-value*

Self-efficacy confidence 0.050 0.025 0.076 1.927 0.049
Self-regulation efficacy 0.530 0.035 0.582 15.112 <0.001
Task difficulty choice  0.425 0.054 0.019 1.254 0.012

R2=0.569   Adjusted R2=0.564, F=115.474(p<0.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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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 효능감 전체를 종속변수로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지적

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

의성, 객관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6>. 회귀모

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0.372, p<0.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1% 다. 독립

변수 중 건전한 회의성(β=0.268), 지적 공정성(β=0.099), 체

계성(β=0.097)이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

기 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시절 동

안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이었고, 각 하위 역별 

평균은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인 

지적 공정성이 가장 높았고, 주의 깊게 탐구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계성이 가장 낮았다. 치위생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황 등[11]의 연구에서는 3.46점, 김 등[12]의 연

구에서는 3.20점이었으며, 자기 효능감은 3.19점이었으며, 

간호 대학생을 연구한 박 등[8]의 연구에서는 3.40점과 박 

등[13]의 연구에서는 3.78점으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자

기 효능감이 낮은 수준이었다.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치위

생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 보다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하여 자기 

효능감과 논리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전공 만족도와 학과 성적에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

과 자기 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13]의 간호

대학생의 연구에서는 학업관련특성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

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와 송

[14]은 구강보건행동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구강보건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등[1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체

로 학제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제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어 우리나

라 치위생 교육이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

고 있고 치과위생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 효

능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임상실습 및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각 세부 역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김과 

김[1]의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 등[16]의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

실무에서 복잡한 대상자 간호 문제와 성향을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력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 으며, 또한 자기효능

감은 간호학생이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원동력이 되어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

으로 제시된 바 있다[1].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도 치위생 임

상실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향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조

절 효능감이 가장 향력이 높았다. 또한 건전한 회의성, 지

적 공정성, 체계성이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1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에 44.6%를 설명하 으

며,  윤 등[18]은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

어 전문직업인을 배양하는 대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함께 증진되었

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교육 및 간

Classification B SE β t p-value*

Intellectual zeal/curiosity 0.003 0.021 0.099 2.197 0.618
Prudence 0.059 0.019 0.102 2.294 0.175
Self-confidence 0.040 0.021 0.093 1.913 0.056
Systemicity 0.038 0.018 0.097 0.097 0.039
Intellectual impartiality 0.046 0.021 0.099 2.207 0.028
Sound skepticism 0.128 0.022 0.268 5.967 0.001
Objectivity 0.020 0.018 0.112 2.419 0.218

R2=0.381   Adjusted R2=0.371, F=20.372(p<0.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factors of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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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교육에서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 다.  

미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 교육측면에서도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본 연구를 근거로, 치위생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변

화 가능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 효능감 향상을 고려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시킴으로써 치위생 전공 대

학생의 현장중심 수행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

력, 인문학, 논리학 등의 과목 수강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문제중심학습법 적용 등이 비판적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인관계 교육과 지도, 동기향상 프로그램 등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질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의 증가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치과

위생사로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위생 교육도 시대

에 발맞추어 학생 개개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현장중심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치

위생 대상자 관리에 자질을 함양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임의편의

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으나,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치위생(학)과의 비판

적 사고성향과 자기 효능감 등의 포괄적인 요인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며, 치위생 교육의 장

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치위생 교육이 주입식 교육

에서 벗어나 학생이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복

잡한 치위생대상자의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

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과 자기 효능감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중재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치위생(학)과 4개교를 

편의추출하여 연구동의서를 첨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전체평균은 3.30점이었으

며, 자기 효능감 전체평균은 3.19점이었다.

2.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각 세부 역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 지적열정/호

기심과 전체적인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 가장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다. 자기 효능감 세부 역별 관계에 있

어서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다.

3.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련요인에서 자기 효능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 효능감에 관련요인에서 건전한 회의성, 지적 공

정성, 체계성이 자기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비판적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 간의 연

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지닌 치과위생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

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며, 대학에서도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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