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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elf-rating creativity factors as well as past, present and future major competencies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below shows the analysis results.
Methods: As a random sampling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8 to November 29, 2019 for students of
dental hygiene at some universities in Gyeonggi-do and Gangwon-do, and a total of 266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Out of all the self-rating creativity factors, the domain of knowledge showed the highest score, 3.49, and out of all the major competencies,
future competency showed the highest score, 3.66. When analyzing cor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competencie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ose who had religions showe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present competency and overall major
competency than those who had no religion. When analyzing high school curriculum selecti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ose who majored
in natural sciences or other academic fields showe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future competency and overall major competency
than those who majored in liberal arts. The highest pure correlation was seen in the domains of accuracy and flexibility(r=.814) and in present
competency and future competency(r=.684) out of all the major competencies. Besides, it was found that as overall major competency became
higher, the flexibility factor(r=.358) became higher as well among all the creativity factors. When examining factors that had influence on
creativity, this study discovered past competency, future competency and overall major competency.
Conclusions: In conclusion, dental hygiene students, who develop themselves as health-specialized workers, should be provided with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ir major competencies for high-quality jobs. Especially when their creativity-based major competencies become
enhance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have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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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면서[2], 많은 대학들은 미래 사회를 주도
하는 핵심 역량인 창의성을 배양하는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21세기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필요로하는 인재는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재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창의적 융합 인재이다[1].
창의성이 미래사회를 영위할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라는 학계의 논의가 왕성해짐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수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한국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가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창의성 및 인성 교육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적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였다[3].
창의성은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 동안에도 지속적
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4],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고 표현되는
역량이다[5]. 따라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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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동안 창의성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창의성 연구의 경우, 유아 및 청소년 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며[6,7,8] 성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9]. 이와 같은 중요성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창의성에 관한 교육과 관련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10].
박[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과 연구의 미비함
및 창의성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였으며, 이는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인식의 문제가 두 현상의 근원에 깔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창의성 교육이 대학생 시기에
중단해야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 시기에 창의성 교육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창의적 능력의 가치와 이를 어떻게
삶과 직업에 적용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기[12]
이기에 창의성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 또한
이 부분을 체감하고 있고, 창의성 함양 부족을 대학교육의 가장

1. 연구대상
H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AN01201911-HR-034-02)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대학의 치위생학
과 학과장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직접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재학생 중 1학년인 경우는 아직
치위생학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학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의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 수준으로 산출하여 252명이 도출된 결과에 탈락율 20%를
반영하여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 중 결측값이 있는
설문을 제외한 총 266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의성 교육의 강화라는

2. 연구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13].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박과 강[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문항은 총 54문항

받고 있다.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 타 전공보다 취업

으로 일반적 특성 5문항, 창의성 관련요인 46문항(지식 6문항,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전문 의료 인력으로

상상력 7문항, 독창성 7문항, 민감성 6문항, 유창성 6문항,

성장하여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

융통성 7문항, 정교성 7문항), 전공역량 관련 3문항(과거(학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전공만족도), 미래(전공기반으로 둔 비전 각오)역량 각

전공역량은 전공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OECD 역량 개념에서 보면, 여기에는 지식과 인지적 및 실천적

하였다. 창의성 조사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798

기술은 물론이고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및

이였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는 지식 Cronbach's α=0.752, 상상력

행동적 요소들을 성공리에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

Cronbach's α=0.811, 독창성 Cronbach's α=0.896, 민감성

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맥락에서의 요구를 충족할

Cronbach's α=0.796, 유창성 Cronbach's α=0.752, 융통성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사회적 범주뿐만 아니라 개인적

Cronbach's α=0.841, 정교성 Cronbach's α=0.737로 나타났다.

범주도 포함된다[14].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전공 역량을 획득하

창의성 능력은 실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동원되어

는 일은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일로 볼 수 있다[15].
따라서, 인재 육성의 핵심 키워드인 창의성, 그리고 전문 의료
기술이 요구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 역량 사이의 관계를

야 하는 발견능력으로써 관련된 요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4].
지식

: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
적 정보의 소유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

상상력 : 현상의 감추어진 내부를 형상화 하는 능력

서는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창의성이 주로 어떠한 요인으로부

민감성 : 사실, 현상, 개념, 아이디어 등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터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공 역량에 미치는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54

차이를 감지하는 발견 능력
독창성 :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기만의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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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 짧은 시간 동안에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보였으며, 종교유무는 없는 경우가 69.9%로 있는 경우 30.1%보
다 높았다.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로는 문과 46.6%, 이과 47.7%,

융통성 : 다양한 각도로 현상을 파악함으로서 포괄적이고 전체
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기타(특성화, 검정고시 등) 5.6% 순이였으며, 학습스타일은 저녁
형이 95.5%로 아침형 4.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교성 :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듬어서 세련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

아이디어로 가꾸는 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 인식 분석결과는

3. 통계 분석

<Table 2>와 같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3.0 통계

일반적 특성 관련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년에 있어서는 3학년인 경우 모든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보고형

창의성 영역에서 약간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창의성 요인 인식과 전공역량의 인식차이는 t-test와 one-way

계열이 이과인 경우(상상력 영역제외), 학습스타일은 저녁형인

ANOVA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경우(상상력 영역제외)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있는 경우 사후검정으로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창의성 요인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지식영역으로 3.49점으로

다중비교를 하였다.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과 전공역량별 상관

나타났고, 민감성 3.27점, 융통성 3.22점, 정교성 3.19점, 유창성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3.05점, 상상력 3.04점, 독창성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전공역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 전공역량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역량 인식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2학년인 경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종교유무에 있어

Ⅲ. 연구결과

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현재역량, 전체 전공역량에 있어 종교
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1. 일반적 특성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년 41.4%, 3학년 40.2%, 4학년 18.4%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N

%

Grade

2
3
4

110
107
49

41.4
40.2
18.4

Religion

Yes
No

80
186

30.1
69.9

4. 자기보고형 창의성과 전공역량과의 상관성

High school affiliation

Liberal arts
Natual sciences
Other

124
127
15

46.6
47.7
5.6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과 전공역량별 상관관계를 피어슨

Morning type
Evening type

12
254

4.5
95.5

266

100.0

Learning style
Total

Division

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스타일에 있어서는 과거역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저녁형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고등학교 계열에 있어서는 미래역량과 전체 전공역량의 경우
문과계열보다 이과와 기타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미래역량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역량 3.50점, 전제
전공역량 3.43점, 과거역량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내의 하위요인 간에는 최소 r=.2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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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gnition of self-rating creativity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rade

High school
affiliation

Learning Style

Imagination

Originality

Sensitivity

Fluency

Flexibility

Elaboration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otal

3.49±0.47

3.04±0.56

2.99±0.64

3.27±0.51

3.05±0.55

3.22±0.51

3.19±0.52

3.18±0.46

2
3
4

3.52±0.45
3.48±0.51
3.45±0.44

3.00±0.53
3.07±0.63
3.06±0.49

2.96±0.61
2.99±0.71
3.05±0.52

3.24±0.51
3.29±0.55
3.29±0.43

3.04±0.51
3.08±0.64
3.01±0.43

3.21±0.50
3.25±0.54
3.13±0.43

3.17±0.50
3.20±0.57
3.18±0.47

3.16±0.43
3.19±0.52
3.17±0.36

0.442
(0.643)

0.431
(0.650)

0.304
(0.738)

0.305
(0.738)

0.298
(0.742)

0.892
(0.411)

0.100
(0.904)

0.125
(0.883)

3.54±0.49
3.47±0.46

3.12±0.59
3.01±0.55

3.06±0.73
2.96±0.59

3.34±0.54
3.24±0.50

3.06±0.62
3.04±0.52

3.26±0.51
3.19±0.50

3.24±0.55
3.16±0.51

3.23±0.50
3.15±0.44

1.036
(0.301)

1.466
(0.144)

1.226
(0.221)

1.555
(0.121)

0.174
(0.862)

0.998
(0.319)

1.129
(0.260)

1.280
(0.202)

3.47±0.52
3.52±0.42
3.40±0.42

3.01±0.58
3.06±0.57
3.09±0.39

2.98±0.65
3.00±0.65
2.93±0.52

3.23±0.52
3.31±0.51
3.25±0.44

3.03±0.57
3.08±0.56
2.89±0.39

3.17±0.51
3.26±0.51
3.15±0.43

3.13±0.55
3.25±0.51
3.10±0.40

3.15±0.47
3.21±0.45
3.11±0.34

F
(p-value)

0.698
(0.499)

0.266
(0.767)

0.089
(0.915)

0.663
(0.516)

0.879
(0.417)

1.072
(0.344)

1.779
(0.171)

0.737
(0.480)

Morning
Evening

3.29±0.50
3.50±0.47

3.09±0.38
3.04±0.57

2.85±0.50
2.99±0.64

3.20±0.37
3.27±0.52

2.91±0.30
3.05±0.56

3.19±0.38
3.22±0.51

3.08±0.24
3.19±0.53

3.09±0.28
3.18±0.46

t
(p-value)

-1.532
(0.127)

0.321
(0.748)

-0.746
(0.456)

-0.445
(0.656)

-0.865
(0.388)

-0.206
(0.837)

-0.726
(0.468)

-0.691
(0.490)

F
(p-value)

Religion

Knowldge

Yes
No
t
(p-value)
Liberal arts
natual sciences
Other

<Table 3> Recognition of major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rade

High school
affiliation

Learning Style

*

Present competency

Future competency

Entire competenc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otal

3.15±1.01

3.50±0.82

3.66±0.80

3.43±0.64

2
3
4

3.19±1.00
3.08±1.02
3.18±1.03

3.58±0.81
3.48±0.80
3.35±0.85

3.80±0.82
3.56±0.77
3.57±0.79

3.52±0.69
3.37±0.60
3.36±0.64

0.338
(0.713)

1.444
(0.238)

2.814
(0.062)

1.841
(0.161)

3.21±1.12
3.12±0.96

3.69±0.75
3.41±0.83

3.76±0.73
3.62±0.83

3.55±0.66
3.38±0.62

0.654
(0.514)

2.518
(0.012*)

1.412
(0.160)

2.004
(0.046*)

3.10±0.93
3.22±1.08
2.93±1.10

3.40±0.85
3.58±0.80
3.60±0.63

3.49±0.86a
3.82±0.72b
3.73±0.70b

3.32±0.64a
3.54±0.62b
3.42±0.59b

F
(p-value)

0.815
(0.444)

1.775
(0.172)

5.418
(0.005*)

3.530
(0.031*)

Morning
Evening

3.33±1.07
3.14±1.01

3.33±0.88
3.50±0.81

3.58±0.79
3.67±0.80

3.41±0.47
3.43±0.64

t
(p-value)

0.651
(0.516)

-0.703
(0.483)

-0.345
(0.731)

-0.100
(0.920)

F
(p-value)
Religion

Past competency

Yes
No
t
(p-value)
Liberal arts
natual sciences
Other

by t-test or One-way ANOVA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analysi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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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Knowledge Imagination

Originality

Sensitivity

Fluency

Flexibility

Elaboration

Past
Present
Future
Entire
competency competency competency competency

Total

Knowledge

1.000

Imagination

.469
(P=.000**)

1.000

Originality

.390
(P=.000**)

.745
(P=.000**)

1.000

Sensitivity

.627
(P=.000**)

.704
(P=.000**)

.647
(P=.000**)

1.000

Fluency

.482
(P=.000**)

.710
(P=.000**)

.786
(P=.000**)

.731
(P=.000**)

1.000

Flexibility

.614
(P=.000**)

.665
(P=.000**)

.633
(P=.000**)

.794
(P=.000**)

.750
(P=.000**)

1.000

Elaboration

.578
(P=.000**)

.673
(P=.000**)

.688
(P=.000**)

.744
(P=.000**)

.757
(P=.000**)

.814
(P=.000**)

1.000

Total

.685
(P=.000**)

.847
(P=.000**)

.842
(P=.000**)

.882
(P=.000**)

.888
(P=.000**)

.884
(P=.000**)

.886
(P=.000**)

1.000

Past
competency

.141
(P=.022)

.092
(P=.133)

.133
(P=.030*)

.082
(P=.183)

.130
(P=.035*)

.148
(P=.015*)

.130
(P=.034*)

.144
(P=.019*)

1.000

Present
competency

.303
(P=.000**)

.357
(P=.000**)

.311
(P=.000**)

.334
(P=.000**)

.323
(P=.000**)

.371
(P=.000**)

.342
(P=.000**)

.395
(P=.000**)

.122
(P=.069)

1.000

Future
competency

.315
(P=.000**)

.289
(P=.000**)

.234
(P=.000**)

.262
(P=.000**)

.243
(P=.000**)

.290
(P=.000**)

.268
(P=.000**)

.318
(P=.000**)

.153
(P=.012*)

.684
(P=.000**)

1.000

Entire
competency

.336
(P=.000**)

.322
(P=.000**)

.301
(P=.000**)

.296
(P=.000**)

.308
(P=.000**)

.358
(P=.000**)

.327
(P=.000**)

.378
(P=.000**)

.640
(P=.000**)

.772
(P=.000**)

.792
(P=.000**)

1.000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creativity as dependent variable
Constant
Past competency
Future competency
Entire competency

B

SE B

Beta

T

Sig

2.234
-.142
-.141
.557

.142
.051
.080
.130

-.314
-.247
.775

15.731
-2.811
-1.757
4.286

.000
.005
.050
.000

R2 = .159
F = 17.757
Sig = .000

서 최대 r=.888의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공역량 역시

변수로 하고 각 전공역량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회귀

최소 r=.153에서 최대 r=.792의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창의성 요인들 중에는 정교성과 융통성(r=.814) 영역에서,

와 같다. 이 회귀식은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전공역량 중에는 현재역량과 미래역량(r=.684)에서 가장 높은

으며, 회귀식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결정계수는 2.234로 창의성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교성이 높아질수록 융통성이 높아

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15.9%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지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거역량, 미래역량, 전체 전공역량으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전공역량이 높아

로 나타났다.

지면 창의성 요인 중 융통성요인(r=.358)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총괄 및 고안
5. 창의성 영향요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창의성을 종속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 사회로 다양한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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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부합되게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활용하

고, 개인의 창의성이 성년기 초기에도 개발되기 때문에 창의성

여 새로운 것을 재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발달에서 성년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창의성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 생겨난 역량 중 하나가 창의성으로 창의성은

수업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거나 경험의 기회가 많은 고학년이

사회에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보다 전문화

될수록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임[25]의 연구를 뒷받

되고 고차원적인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역량

침하는 결과이다. 아침형 학생들이 융통성 요인에서 저녁형 학생

이다[10].

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정 등[23]의 연구와 황[22]의 연구와는

따라서 창의성이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 중 기본적인 역량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 대학은 학생

다른 결과를 보였고, 이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유한 차이라기
보다는 연구 대상 그룹에 있어서의 차이로 사료된다.

들의 창의력 및 창의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17]. 대학생들이

일반적 특성과 전공역량은 종교유무에 있어 종교가 있는 경우

인식한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18]를 분석한 결과에서

가 현재역량, 전체 전공역량이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도, 교육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역량은 창의성이었으며, 그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뒤를 전문지식, 직업지식, 자기-방향성(self-directness), 문제

비해 현재역량과 미래역량, 그리고 전체 전공역량에서 통계적으

해결/사고 능력, 세계주의적 전망, 커뮤니케이션/대인관계가 따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한 황[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랐다[19]. 본 연구는 창의성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음의 균형상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 역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미래에 관해 긍정적인

취지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 계열에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지식영역으로

있어서는 미래역량과 전체 전공역량의 경우 문과보다 이과와

3.49점으로 나타났고, 민감성 3.27점, 융통성 3.22점, 정교성

기타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속성

3.19점, 유창성 3.05점, 상상력 3.04점, 독창성 2.99점 순으로

의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치위생학의 특성에

나타났다. 이는 지식영역 3.46점, 융통성 3.28점, 민감성 3.27점

맞는 자연 과학의 기본을 담은 과목들을 학습한 것이 전공과목을

으로 나타난 자연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

공부하는데 문과인 학생들에 비해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으로

하였고, 지식영역 3.40점, 융통성 3.20점, 민감성 3.19점으로

사료된다.

나타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 보다는 약간

창의성 요인의 상관 분석 결과 창의성 요인 중 정교성과 융통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사계열이기는 하나 전공에 따라 창의적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r=.814), 민감성과 융통성

성향과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20], 전공계열에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황[22]과 정 등[23]의 연구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창의성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이[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양한 전공과 성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전공역

전공역량에 있어서는 미래역량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량은 현재역량과 미래역량(r=.684)에서 가장 높은 순 상관관계를

현재역량 3.50점, 과거역량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보여 선행 연구결과[22,23]와 일치하였으며, 전공 만족도가 높을

지나면서 전공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황[22]과 정 등[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높은 전공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역량과 미래역량, 그리고

만족도가 전공 역량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신[24]의 연구

전체 전공역량으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의성

결과를 볼 때 전공 만족도를 높임으로 전공 역량 향상과 나아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전공교과에서도 창의성 교육의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학생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보고형 창의성 요인 결과, 학년에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창의성은 다양한 활동을 기반

있어서는 3학년인 경우 모든 창의성 영역에서 약간 높았으며,

으로 형성되고, 융합되며, 창의성은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

종교가 있는 경우, 저녁형의 학습스타일인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

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융합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태도 및 행동은

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3세 이상의 학생에서 종교가 있는

창의성 및 융합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결과보다 더 많은 가치를

경우 창의성 요인이 높게 나타난 황[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지닌 새로운 결과를 생산한다는 목적을 위해 제고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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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처럼 융합 능력을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보건인력으로 성장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화된 서비스 특성을 사용하여 제고

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히 창의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반 전공 역량의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결론적으로 전문적인 보건인력으로 성장하는 치위생학과 학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생들은 양질의 직업을 위해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창의성 기반 전공 역량을 강화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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