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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confirm that classes through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process are effective in 

changing the meta-cognitive level,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study involved 111 fourth-yea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of a university located within Busan metropolitan 

city, who attended a practice course in the dental hygiene process from May to November 2019.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a questionnaire three time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ours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5.0 for 

Windows.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Results: The metacognitive level score was 4.75 points before, 4.89 points during, and 5.24 points after the practice in the clinical dental 

hygiene process (p < 0.001). The critical thinking score was 3.44 points before, 3.62 points during, and 3.70 points after the practice (p < 0.001). 

The problem-solving ability score was 3.64 points before, 3.69 points during, and 3.92 points after the practice (p < 0.01).

Conclusions: Learning through the clinical dental hygiene process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changing meta-cognitive level, critical 

thinking and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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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 의료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구강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가이며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1]. 최근 치과 임상에서는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치위생과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거나 활용되고 있어 치과 임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2].

치위생과정은 근거중심의 전문가 치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위생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계획, 치위생수행 

및 치위생평가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표준화한 임상치위생 업무

의 수행방식이다. 치과위생사는 치위생과정에 근거하여 포괄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구강건강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

적인 임상치위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3]. 이러한 치위생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은 치과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수업에 적용할 때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

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과 문제해결의 중요한 변인

으로 교육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메타인지가 있다.

메타인지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인지과

정을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관되어진 인지적인 대상이나 자료와 관련지어 이들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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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것이다. 학생이 가지는 사고의 내용과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한다[4]. 즉,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내용, 상태를 이해하고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및 수정을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통하여 학생은 능동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습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식 구조 속으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5]. 이러한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학생들이 의사결정과 행동

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기 조절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시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혹은 사용하는 개인적인 성향 및 습관을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 한다[6]. 이러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습

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치과 임상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7].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환자의 문제와 원인의 관계를 진술하고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환자의 진료와 관리에 있어서 문제해

결능력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적인 치위생 서비스 

제공에는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이 필요하다[9].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가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적합

한 사고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Taylor[10]는 임상현장 실무에서의 핵심은 문제해결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귀납적, 연역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임상 추론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지적 전략을 습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제해결과정이 주요요인이라 

하였다.

치위생과정은 대상자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함으로 이러한 능력을 

더욱 요구한다. 그 동안 치위생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치위생과정을 적용하여 관리기록부를 분석하거나[2][11], 치주

상태 및 구강건강증진행위 비교[12], 치위생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구강건강지식, 인식 및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13], 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적용된 치위생계획의 영향요인[14]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위

생과정의 학습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치위생과정을 

대학에서 지도하는 교수자는 실제로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치위생과정을 통한 

수업이 치위생전공 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의 변화와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확인하고자 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S 대학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치

위생과정 수업 전, 중,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총 111부

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개 대학에서 개설

한 임상치위생학 이론과 실습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학생들은 임상치위생 업무범위 내 과정을 포괄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구강건강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치위생과정을 접목하

여 체계적인 임상치위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3회의 반복측정분산분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표본수를 정하기 

위해 Effect size 0.25,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1-β) 0.8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6명으로 계산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할 

때 37명은 적절한 표본 수라 할 수 있다. 참여 동의를 받은 각 

37부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3번의 반복측정분석을 

통해 총 111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S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1041449- 

201904-HR-003)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메타인지수준

메타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MSLQ(mo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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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34 91.9

Male 3 8.1

Grade

Good 6 16.2

Usually 18 48.6

Not good at 13 35.1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Satisfaction 24 64.9

Usually 11 29.7

Not satisfied 2 5.4

Total 3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7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15]를 기본으로 하여 메타

인지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박과 우[1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인에게 사용이 허락된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절대로 그렇다’ 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0.91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자들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

는 개인적 성향, 습관을 묻는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은 윤[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로 총 27개의 

문항 중 4, 14번 2개의 문항이 역문항이었다. 점수범위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내적일치도

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0.885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측정은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개발된 생

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 능력 측정도구[18]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인식(5문항), 정보수집(5문항), 

분석능력(5문항), 확산적 사고(5문항), 의사결정(5문항), 기획력

(5문항), 실행과 모험감수(5문항), 평가(5문항), 피드백(5문항)과 

같은 9개 하위영역의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매우 드물게 한다’ 1점에서 ‘매우 자주 한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점수범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0.68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25.0 ver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시점별 치위생과정 실습에 

따른 종속변수인 메타인지 수준, 비판적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은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1.9%, 남성은 8.1%로 나타났고, 성적은 중 48.6%, 

하 35.1%, 상 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습과정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64.9%, 보통이다 29.7%, 만족하지 않는다 5.4% 순으

로 나타났다.

2. 임상치위생과정 실습이 메타인지 수준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치위생과정 실습이 메타인지 수준에 미치는 변화는 

치위생과정 실습 전 메타인지 수준은 4.75점, 중 4.89점, 후 

5.24점으로 메타인지 수준 정도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2>.

3. 임상치위생과정 실습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임상치위생과정 실습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변화는 치위생과정 실습 전 비판적 사고 성향 수준은 3.44점, 

중 3.62점, 후 3.70점으로 비판적사고 성향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3>.

4. 임상치위생과정 실습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변화

시점별 치위생과정 실습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변화는 

치위생과정 실습 전 문제해결능력은 3.64점, 중 3.69점, 후 3.92점

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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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N=37)

During (Week 4)

(N=37)

After (Week 6)

(N=37) F p

M±SD M±SD M±SD

Meta-cognitive level

4.75±0.15 4.89±0.13 5.24±0.13

15.12 p<0.001
md=0.13, p=0.197 md=0.36, p<0.001

md=0.49, p<0.001

md=mean difference

<Table 2> Changes in meta-cognitive levels of clinical dental hygiene process

Before

(N=37)

During (Week 4)

(N=37)

After (Week 6)

(N=37) F p

M±SD M±SD M±SD

Critical thinking

3.44±0.72 3.62±0.70 3.70±0.64

12.49 p<0.001
md=0.17, p=0.005 md=0.08, p=0.093

md=0.25, p<0.001

md=mean difference

<Table 3> Changes in critical thinking of clinical dental hygiene process

Before

(N=37)

During (Week 4)

(N=37)

After (Week 6)

(N=37) F p

M±SD M±SD M±SD

Problem Solving Ability

3.64±0.07 3.69±0.08 3.92±0.09

6.98 p<0.001
md=0.01, p=0.898 md=0.28, p=0.004

md=0.28, p=0.012

md=mean difference

<Table 4> Changes i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clinical dental hygiene process

5. 치위생 전공만족도와 치위생과정 학습 만족도의 변화

임상치위생과정 수업을 통한 전, 중, 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와 학습만족도가 높은 상향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습활동과 실습과정이 매우 활발한 시점인 

중 정도에서 치위생과정 실습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공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1>.

Ⅳ. 고찰 및 결론

치위생과정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문제에 대하

여 치과위생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는 치위생업

무의 도구라고 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게는 양질의 치위생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다[19].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변화를 통해 지식위주의 교과목을 나열하는 교육으로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직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어렵다[20].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과위생사의 포괄적인 치위생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과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위생과정을 위한 진단, 계획,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치위생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은 치과현장에서 치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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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dental hygiene major satisfaction and dental hygiene process satisfaction

사가 해야 할 다양한 업무들을 미리 학습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적용하게 되며 이 때 고도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사용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임상치위생과정을 학습하는 중 시점별 학생들의 

메타인지수준, 비판적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을 조사하였고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메타는 about(~에 대하여)의 그리

스어 표현으로 자신의 인지과정에 관한 인지능력을 말한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혹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아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공부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22]. 치위생과

정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과 경험이 메타인지를 통해 치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는 학습자나 

교수자 역시 궁금한 것이다. 우리는 학습한 내용을 지필시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필시험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의 결과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시점별 임상치위생과정이 메타인지 수준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정 실습 전 메타인지 수준은 4.75점, 실습 

중 4.89점, 실습 후 5.24점으로 나타나 치위생과정이 메타인지 

수준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습 시간이 누적되고 실습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인지 수준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치위생과정은 대상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 후 평가한다.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시 학습목표를 학생 스스로 

계획할 수 있고, 자신의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전략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 성취도가 높다[23]. 

본 연구에서도 학습 전, 중, 후에서 전반적으로 학습만족도가 

높은 상향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었고, 학습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점인 중 정도에서 치위생과정 실습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메타인지 수준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

며 정보를 해결할 때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24]. 이러한 치위생과정은 메타인지 수준과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과목이라 볼 수 

있다. 시점별 임상치위생과정이 비판적사고 성향에 미치는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정 실습 전 3.44점, 중 3.62점, 후 3.70점

으로 나타났다(p<0.001). 비판적사고 성향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장 등[25]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갖게 될 수 있으며, 임상경험을 통해 최선의 대안

을 찾는 임상수행능력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환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통합시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관련

되는 사고의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대 학생인 경우 임상 실습 중에 겪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어[26] 학생 본인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된

다. 시점별 임상치위생과정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정 실습 전 문제해결능력은 3.64점, 중 

3.69점, 후 3.92점으로 나타났다(p<0.01). 학습시간이 늘어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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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이 세운 치위생진단과 계획 및 수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치위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승되고 있었고, 실제

로 그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치위생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Figure 1>. 이 등[27]

은 치과위생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향상하는 것이 직무 수행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교육과정 접근법 개발과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체계적인 임상치위생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점별 

메타인지수준,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전, 중, 

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치위생과정은 메타

인지 수준을 상승하게 하여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역시 치위생과정을 

통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치위생과정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메타

인지 수준,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수립과 치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을 확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메타수준에 따른 다양한 학습결과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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