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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와 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

지 주 역시에 있는 S 학교에 재학 인 치 생학과 114명 상으로 시행하 다. 메타인지의 체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 3.36 이 보통/불만족 3.16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숙달 근목표의 체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이 3.38

이 보통/불만족 3.14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자율 교육풍토의 체 평균은 3.08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 3.17 이 보통/불만족 2.98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창의·인성의 체

평균은 3.37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이 3.47 이 보통/불만족 3.26 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생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타인지와 숙달 근목표로, 메타인지와 숙달 근

목표 수가 높을수록 창의·인성이 높게 나타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 어 : 메타인지, 학생, 숙달 근목표, 인성, 자율 교육풍토, 창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From 14 May 2018 to 1 June 2018, 114 dental hygienists were enrolled at S University in 

Gwangju. The overall average of meta-cognition was 3.2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the major 3.36. The overall average of the mastery approach goals was 3.2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satisfaction by 3.38. The overall average of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was 3.08. According to the study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major majors 3.17. The overall average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was 3.3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the majors. The factors affect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of college students 

were meta cognition and mastery approach goal. Metacognition and mastery approach goal score showed higher 

creativity and personality. 

Key Words : Meta cognition, University students, Mastery approach goal,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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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인성(人性)이란 인지 , 정의 , 행동 차원을포 하

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격, 인간성, 성품, 인간의 본성 등

의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

양을 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1].

창의성은 기존 창의 사고능력 심의 교육에서 벗어

나 인성교육과 연계해야하는 요소로 논의됨에따라 미래

사회를 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구체 인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 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해 창의성

과 인성을 길러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인 창의․인

성교육이 추진되었다[2].

창의성과 인성은 교육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새

로운 융복합 시 를 맞이하는 오늘날에 지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한 배려와 력, 소통과공감, 정직과책

임, 창조 도 과 열정 등을 손꼽고 있다[3].

교육부[4]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향상하

기 한 모든 교육들이 인성교육과 련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창의 문제 해결

능력에 한 것을 목포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듯

학교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우

리나라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이르 으며, 창의와

인성 제고를 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 할 경우

실질 으로 이를 고려한 학습의 조건이 마련된 한

학습 환경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5].

그동안 이루어진 창의·인성교육 련연구는 국어, 가

정, 과학, 도덕, 미술, 수학, 사회, 역사, 체육, 한문 등의

교육에서 연계한 창의·인성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성을 확

인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에

한 등교사와 등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들은 창

의·인성교육에 한교사의인식, 창의·인성 교육모형개

발, 창의·인성 교육방법과평가방법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한,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들

은 비유아교사를 한 창의·인성 교육 로그램의 효과

성에 한 연구이었으며, 창의와 인성교육에 한 심

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창의·인성교육에 한 요성이 인식에 따라 다양한

에서 개념과 특징, 교육모형의 용에 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나 이는 주로 유아, , 고등교육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고등교육 학생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

렵다. 입시 주의 교육에서 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새

로운 인간 계 형성과 학 생활을 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7].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 해야 하

는지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8]. 이러한 어려움

은 학생활에 소극 인 태도와 공만족도에 한 낮은

학업 성취를 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도에 학업을 그

만 두는 상황이 발생되며 졸업 후 직장생활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9].

학생의 시기는 성인기와 청소년기의 간단계이며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사회 진출하기 한

비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학을 졸업하면 부분

사회로 나아가 직업인으로서 사회발 에 이바지하고 새

로운 가정을 형성하기도 하며, 그 과정속에서 인성이 형

성되고 발달되는데 다양한 향을 주게 될 것이다[10].

, 고등학교시기에 학입시 주로 하는 수동 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문화

, 사회 환경에 노출되면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응하기 쉽지 않다[11]. 따라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생

들이 학생활을 잘 응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극복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12]이 필요하여 이

에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주 역시에 있는 S 학교에 재학생 인 치 생학

과 학생들 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6월 1일

까지 시행하 다.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

한 학생에게 서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여 수거하

는 형식으로 하 다. 작성이 미흡한 설문지인 12부를 제

외한 114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 다.

2.2 연 도

설문지 구성은 Lim의 논문[13]를 바탕으로 일반 인

특성 4문항(학년, 본인생활 만족도, 학생활 만족도,

공 만족도), 메타인지 6문항, 숙달 근목표 9문항, 자율

교육풍토 6문항, 창의·인성 련 48문항이었다. 본인생활

만족도, 학생활 만족도, 공 만족도는 5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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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로 조사하 으며, 불만족 응답자수가 어 매우

만족과 만족을 결합하고, 보통,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결합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 다. 메타인지, 숙달 근목

표, 자율 교육풍토, 창의·인성 련 문항도 5 리커트

(Likert)척도로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의 신

뢰도 Cronbach α는 0.868, 숙달 근목표의 Cronbach α는

0.913, 자율 교육풍토의 Cronbach α는 0.690, 창의·인성

련 문항의 Cronbach α는 0.962로 나타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 이었다.

2.3 료처리

통계 로그램인 SPSS window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유의수 은 0.05이었다. 분석은 일반 특성

을 분석하기 한 빈도분석을 시행하 다. 일반 특성

에 따른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풍토, 창의,

인성을 분석하기 하여 ANOVA을 시행하 으며,

Scheffe test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시행하 다. 메타인

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풍토, 창의, 인성의 상 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시행하 다.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친 요인을알아보기

하여 일반 특성,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

풍토를 독립변수, 창의, 인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3. 사결과  

3.1  특 에  타 지  숙달 근목

 만 도

Table1과 같이 일반 특성 1학년이 29.8%로 가장

많았고, 3학년 19.3%로 가장 었다. 본인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57.0%로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이

43.0%, 학생활 만족도는만족이라고 응답이 48.2%, 보

통/불만족이라고 응답이 51.8%, 공 만족도는 만족이라

고 응답이 21.9%,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이 78.1%이었

다.

메타인지의 체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

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라고 응답이 3.35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55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1), 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36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있

었다(p<0.05).

숙달 근목표의 체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연

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생활 만족도는 만

족이라고 응답이 3.54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불만족이

라고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공 만족도

도 만족이라고 응답이 3.38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1. Satisfaction of meta-cognition and mastery 

approach goa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0.05,


p<0.01.

3.2  특 에    창

·  만 도

Table 2와 같이 자율 교육풍토의 체 평균은 3.08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인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3.17 으로 나타났

으며 보통/불만족이라는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30 ,

Variable N(%)
Meta cognition

Mastery

Approach Goal

M±SD p M±SD p

Grade

1st 34(29.8)
3.24

±0.52
0.394

3.36

±0.52
0.130

2nd 30(26.3)
3.20

±0.37

3.14

±0.45

3rd 22(19.3)
3.20

±0.51

3.13

±0.48

4th 28(24.6)
3.39

±0.54

3.36

±0.54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65(57.0)
3.35

±0.47

0.024


3.33

±0.57
0.092

Normal /

unsatisfactory
49(43.0)

3.14

±0.48

3.17

±0.39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55(48.2)
3.55

±0.47

0.001


3.54

±0.51

0.002



Normal /

unsatisfactory
59(51.8)

3.17

±0.46

3.18

±0.48

majors

satisfaction

satisfaction 25(21.9)
3.36

±0.50

0.032


3.38

±0.59

0.013



Normal /

unsatisfactory
89(78.1)

3.16

±0.46

3.14

±0.38

Total
3.26

±0.49

3.26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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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17 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창의·인성의 체 평균은 3.37 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생활 만족도는 이라

고 응답이 3.45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불만족이라고 응

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59 , 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

답이 3.47 으로 높게 나타났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Table 2.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and 

creativity personality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0.05,


p<0.01.

3.3 치 생학과 학생들  창  에 한 

련

Table 3과 같이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시행한

결과,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풍토 요인 모

두 창의·인성과 유의미하게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mastery approach goal,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creativity, 

persona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p<0.001.

3.4 치 생학과 학생들  창  에 향  

미치는 

Table 4과 같이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시행한 결과, 모형에

한 합도는 F값이 95.640, 유의확률은 0.000(p<0.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창의·인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메타인지와 숙달 근목표로, 메타인지

와 숙달 근목표 수가 높을수록 창의, 인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62.6%이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p<0.01,


p<0.001.

4. 논

요즘 사회는 타인과 다양한 시 의 변화에 더불어 살

아가는데 있어 인성과 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메타인

지와 같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14]. 본 연구는 치 생

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

일반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창의·인

Variable
Meta

cognition

Mastery

Approach

Goal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

creativity,

personality

Metacognition 1

Mastery

Approach

Goal
0.759

 1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
0.434


0.474



creativity

personality 0.773


0.710


0.370
 1

Variable B SE β t p

Metacognition 0.466 0.075 0.551 6.238 0.000


Mastery

Approach Goal
0.237 0.072 0.291 3.295 0.001



F= 95.640 Adjusted R

= 0.626

Variable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

Creativity-

personality

M±SD p M±SD p

Grade

1st
3.10

±0.42
0.058

3.41

±0.54
0.655

2nd
3.17

±0.33

3.31

±0.27

3rd
2.89

±0.38

3.33

±0.39

4th
3.08

±0.32

3.42

±0.40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3.17

±0.37 0.001
 3.45

±0.42 0.017


Normal/

unatisfactory

2.94

±0.35

3.26

±0.38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3.30

±0.35 0.001
 3.59

±0.45 0.002


Normal/

unatisfactory

3.01

±0.36

3.30

±0.38

majors

satisfaction

satisfaction
3.17

±0.42 0.008
 3.47

±0.43 0.007


Normal/

unatisfactory

2.98

±0.30

3.26

±0.37

Total
3.08

±0.38

3.37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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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연구결과, 치 생학과 학생들의 메타인지의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라고 응답이 3.55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36 으로 나

타났으며 보통/불만족이라고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숙달 근목표의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학생

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54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

만족도도 만족이라고 응답이 3.38 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메타인지와 숙달 근목표에서

학생활의 만족도가 만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등[15] 연구결과에서 보여 학습목표성향과 수행 근목

표성향이 높을수록, 메타인지인식검사에서 더 높은 향상

을 보여 결과를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있으며, 메

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학습 성취도와 높은 문

제해결능력을 보이고 있다[15]. 비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과정을 지속 으로

검하고 검토하는 메타인지 활용이 필요한것으로 생각된

다.

창의·인성의 평균은 3.37 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45 으로 나타나났으며

보통/불만족이라고 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59 , 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이 3.47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활의 응도와 만족도에 한 연

구에서 학생활의 응정도는 공에 한만족도와

련이 있으며[16],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한 상 분석을

시행한 결과,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풍토

요인 모두 창의·인성과 유의미하게 양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주제 8가지를 보면

, 효도, 정직, 책임, 존 , 배려, 소통, 동으로 이 내

용이 토 가 되는 인성교육인증제 교원연수를 강화하

고 있다[18,19].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습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치는 메타인지는 성취목표성향과같은 학

생들의 개인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20]. 한,

공만족도에 따른 인성 수 에 한 연구[21]에서 학생들

의 셀 리더십과 창의 인성이 신행동과 학업만족에

향을 주는 모형을 제시하는데 창의·인성은 신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만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

타인지와 숙달 근목표로, 메타인지와 숙달 근목표

수가 높을수록 창의·인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

명력은 62.6%이었다. 이에 학에서는 학생들을 한 인

성교육 로그램 개발 운 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메타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설계를 통해 수업

에 임하는 학습자가 성취목표성향을 검하고 이를 수업

에 용함으로써학습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 역시의 일부에만 연구하 기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따르므로 다양한 지역과 포 인 연구가 확 되

어야 할 것이다. 한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포 인 다양한

학문간 융합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주 역시에 있는 S 학교에 재학 인 치

생학과 학생들 상으로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메타인지의 체 평균은 3.26 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

3.36 이 보통/불만족 3.16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 숙달 근목표의 체 평균은 3.26 으

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의 만족이 3.38 이 보통/불만족 3.14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 자율 교육풍토의 체 평균은 3.08 으로 나타났

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 만족도

의 만족 3.17 이 보통/불만족 2.98 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창의·인성의 체 평균은 3.37

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면, 공 만족도의 만족이 3.47 이 보통/불만족

3.26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치 생학과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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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메타인지, 숙달 근목표, 자율 교육풍토

요인 모두 창의·인성과 유의미하게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의 창의·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타

인지와 숙달 근목표로, 메타인지와 숙달 근목표

수가 높을수록 창의·인성이 높게 나타나 주요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창의·인성을 높이기 해 학에서

는 교수설계에 있어서 메타인지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수법 개발과 숙달 근목표를 향상시킬 수있는 별활

동수업 등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수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치

생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 문제해결능력, 의사

소통능력 등 포 인 다양한 학문간 융합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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