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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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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the Work Performance Assessment of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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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work performance conducted at an actual clinical site by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work performance. In this study, 335 dental hygienists completed self-administered survey.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31 responses, excluding 4 questionnaire with unreliable responses and non-respon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 of the subjects increased,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cores increased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ork performance, average total score was high fo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 but only age and work exper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work performance of the subject were relevant, and all of them were significant. Work performance was also influenced indirectly by mediating
problem solving ability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other word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significant, and the existence of partial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Thus, in order to improve work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a multilevel educational process that can
simultaneously improv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dental hygienists needs to be develop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dental hygiene company will be able to perform without any sense of disparity in the clinical field; this will solve the gap between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practic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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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전문보건인력으로, 개개인의 구강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다1). 구강건강증진은 구강건강을
유지 및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요구와 연령, 전신
건강과 같은 개인적 특성, 구강관리능력 및 심리적, 경제력
등의 다양한 요인을 맞춰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

과위생사는 개인의 요구와 구강 및 전신 건강 등의 요인이
조화를 이뤄 최적의 구강건강상태가 될 수 있도록 환자 맞
춤형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자의 임상적인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근거중심 기반의 치위
생 실무가 필요하다. 근거중심의 치위생 실무는 현재 치위
생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며2), 미국을 중심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치의학교육협의회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ADEA)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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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치위생 실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기술한 ‘신규 치
3)
과위생사 역량기술서’를 2003년에 발표하였다 . 신규 치과
위생사 역량기술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판적 사고와 문
제 해결 능력을 사용하여 근거중심의 치위생 실무에 필요한
2)
역량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
문제 해결 능력이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
의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4)
능력이다 . 문제 해결 능력은 임상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까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 능력은 치과위
생사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 교육과정에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5)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 또
한 졸업생은 수행능력 표준에서 포괄적인 환자관리 및 진료
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지시하고 수집, 분석, 평가가 필
요한데,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이다. 선행연구에서 비판
적 사고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필수적 선행요인으로 제
6)
시되었다 . 간호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주요인이라고 하
7)
였다 .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비판
적 사고 성향이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8)
보고하였으며 , 비판적 사고는 중추적이면서 고등적인 사
고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료제공이 아닌 주
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시하고 수집, 분
석, 평가하여 올바른 추론과정으로 이끌어낸다고 보고하였
7)
다 . 현재 다양하고 복잡한 치과임상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
속한 판단으로 개개인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치위생사
에게는 필수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치위생
교육의 실무 표준인 치위생 과정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비판
9)
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
현재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 치과위생사 혹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
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
7)
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와 문제 해결 능력 , 치과위생사의
10)
11)
임상적 의사 결정 능력 및 직무만족도 , 자기효능감 등이
며, 문제 해결 능력은 학업성적 및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
7)
12)
고 , 메타인지수준 등으로 이들과의 관련성이나 영향력
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신념이나 만족도 같은 요인으로만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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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치과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
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숙
련된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향상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인
임상 수행 능력을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정하여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의 임상 수
행 능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13)
임상실습만족도가 있었다 . 치과위생사 대상은 소진과 비
판적 사고가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을
11)
매개로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 그러나 임상 수
행 능력은 간호성향이 강하여 치과위생사의 실무 평가에 사
14)
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Kim과 Hwang 은 치과위생사
의 주요직무 4가지 영역에 맞춰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실제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바탕으로 수행과 능력/태도를 평가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
에 치과임상에서 자체 평가 또는 실무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비판적 사고 성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직무 수
행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임상에 필요
한 치위생 실무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NSU-160630-09)을 받아 연구를 시행하였다. 2016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으로 광역시별 제비
를 뽑아 울산과 광주 2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시에
서 병의원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인 제비를 뽑아 울산
12군데, 광주 8군데를 조사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7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119명이 필요하다고 산출되
었으나 제외될 설문지를 생각하여 약 3배 정도로 설정하였
다. 설문조사 방식은 본 연구자가 치과병의원을 직접 방문
하여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들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 후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
답이 있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하여 울산 168부, 광주 163부
로 총 33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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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및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과의 관련성 및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도구에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최종학력, 치과위생사 근무경력과 비
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되
어 있다.
15)
비판적 사고 측정 도구는 Yoon 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
였으며,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
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하위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바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였다.
16)
문제 해결 능력은 Heppner와 Petersen 이 개발한 문제 해
17)
결 능력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Hong 이
수정,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의 자신감이 있고 접근양식을 가지
며 개인적 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SI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y, PSC) 11문항,
접근-회피(approach-avoidence style, AAS) 16문항, 문제
난관 시 정서적 반응인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PC) 5
문항인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0.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0.83이었다.
14)
직무 수행 능력의 측정도구는 Kim과 Hwang 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직무 수행과 능력/태도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
어있다. 하위요인은 직무수행영역에서 구강보건교육, 예방
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경영관리지원, 능력/태도영역에서
는 치과위생사 능력, 치과위생사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많아 설문지의 응답률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수정 보완하여 총 51문항으로 최종 설문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수행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α=0.98
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95였다.

3. 자료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
무 수행 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
다.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의 관
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인과
관계와 문제 해결 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과 AMOS
ver. 21.0 (Amos Development Co., Crawfordville, F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가설검정을 위한 유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Work Performance Assessment

Characteristic
Age (y)
≤25
26∼29
≥30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 or higher
Clinical career (y)
≤2
3∼6
≥7

n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ean±SD
F/p

Work performance assessment
Mean±SD
F/p

6.552/0.002
6.552/0.002
6.552/0.002

102.01±8.31a 14.977/＜0.001
106.52±10.57b 14.977/＜0.001
109.60±11.03b 14.977/＜0.001

184.07±23.55a 23.711/＜0.001
198.73±19.23b 23.711/＜0.001
203.02±19.52b 23.711/＜0.001

252 (76.1) 91.98±9.93a
5.731/0.004
65 (19.6) 93.80±12.81a,b 5.731/0.004
14 (4.2) 101.43±9.55b
5.731/0.004

103.75±9.37a 11.410/＜0.001
107.46±11.44b 11.410/＜0.001
115.0±8.62c 11.410/＜0.001

191.43±22.80
195.54±23.59
202.57±15.41

92.57±11.09a,b 6.824/0.001
90.68±9.77a
6.824/0.001
96.25±10.68b 6.824/0.001

102.49±9.03a 12.824/＜0.001
104.58±9.36a 12.824/＜0.001
109.52±11.31b 12.824/＜0.001

183.0±21.76a 29.179/＜0.001
194.27±21.91b 29.179/＜0.001
205.85±18.42c 29.179/＜0.001

125 (37.8)
124 (37.5)
55 (16.6)

127 (38.4)
125 (37.8)
79 (23.9)

91.21±10.20a
a
92.63±10.29
b
97.20±11.83

Problem solving ability
Mean±SD
F/p

2.221/0.110
2.221/0.110
2.221/0.110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were obtained by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comparison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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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차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
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p=0.002), 문제 해
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p＜0.001)은 높아졌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30세 이상이 30세 미만에 비
해 비판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으며, 26세 이상일 때 문제 해
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p=0.004), 문제 해결 능력(p
＜0.001)은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졸업 간에 비판
적 사고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서 비판적 사고 성향(p=0.001),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근
무경력에서는 7년 이상이 7년 미만에 비해 문제 해결 능력
이 높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은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직
무 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 상관관계(r=0429, p＜0.001)로 관련성이 가장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r=0.393, p＜0.001)이 다음으로 높았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직
무 수행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3.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직무 수행 능력 관계 간의 문제 해
결 능력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
연구 모형의 적합지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2
모형의 χ 값은 202.33 (degree of freedom, df=51), p＜
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comparative fit index
(CFI)=0.902, goodness of fit index (GFI)=0.909, incremental fit index (IFI)=0.903로,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지수가 적합 기준
에 충분히 부합되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2.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상
관성

2) 연구 모형에 대한 경로도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을 잠재
변수로 하였고 각각의 하위요인을 관측변수로 하여 각각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는 Fig. 1과 Table 4와 같다. 비판적 사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간의 관련성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직무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고 성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에 유의하였으
며,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
행 능력이 높아졌다.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직무 수행 능력에

Table 2.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Work Performance Assess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Work performance assess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0.344**
0.393**

Problem solving ability

Work performance assessment

1
0.429**

1

p-value was taken using Pearson corelation statistics.
**p＜0.001.

Table 3. GFI of the Model

Division
Index
Validity

χ2 (CMIN)
202.337
Fit

df
51

p
＜0.001

RMSEA
0.095

GFI
0.909
Fit

CFI
0.902
Fit

IFI
0.903
Fit

CMIN: chi-square minimum, GFI: goodness of fit index, df: degree of freedom,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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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diagram of the study model. Path coefficient is indicated as a standardized coefficient.

Table 4. Significance of the Path Coefficients Model

Problem solving ability←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ork performance assessment←Problem solving ability
Work performance assessment←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
1.440
0.819
2.485

SE
0.228
0.224
0.663

CR
6.328
3.652
3.747

p
＜0.001
＜0.001
＜0.001

β
0.513
0.281
0.304

SMC
0.263
0.259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5. Standardized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the Model

Work performance assessment←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
수행 능력도 높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의 설명력은 26.3%, 직무 수행 능력은 25.9%로 나타났다
(Table 4).
3) 연구모형 효과분석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직무 수행 능력 사이의 문제 해결 능
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Table 5). 연구 모
형의 모든 경로에서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 비판
적 사고 성향은 문제 해결 능력(β=0.513, p＜0.001), 직무

Direct effect
0.304

Indirect effect
0.144

Total effect
0.448

수행 능력(β=0.304, p＜0.001), 문제 해결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β=0.281, p＜0.001)으로 각각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
을 주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0.30, 간접효과는 0.14로 총 효과는 0.45로 나타났
다(Table 5). 비판적 사고 성향이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p＜0.001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
정을 위해 붓스트래핑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p-value가
0.01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직무 수행 능력 사이에서 매개변수인 문제 해결 능력이 부
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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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민의 건강수준향상과 의료의 질적 요구도가 향상되면
서 구강건강증진 분야에서 주요 인력인 치과위생사에게 높
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높은 직
무 수행 능력, 즉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2)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 실무인 치위생 실무가 필수적이다 .
2)
Cho 는 환자의 복리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비판적 사
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근거중심 실무인 치위생 실무
를 제공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수행하는 데 비판적 사고
성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련성을 규
명하여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
무 수행 능력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여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30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
18)
록 근무경력은 7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Hwang 등 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
고 성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업성적
10)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Kim과 Jaung 의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력과 근무경력에 유
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학력
은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향후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과 이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근
무경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장기간 습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연령에서 26세 이상이 26세 미만보다
높았으며, 학력은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았다. 근무
경력은 7년 이상이 7년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총 점수
8)
가 유의하게 높았다. Kim 등 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
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양의 상관관계의 높은 관련성을 보였
다. 이에 비판적 사고 성향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
19)
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Cho 는 학력이 높을
수록 문제 해결 과정이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경력과 연령에
서는 차이가 없었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Yu
20)
8)
등 , Kim 등 은 학업성적이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
일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 있어 치위생과 학생이 아닌 치과위생사 대상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 수행 능력은 26세 이상이 26세 미만보다 높게 나타
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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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의 관련성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근무경력은 많을수록 직무 수행 능력의 평균 총
점수는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19)
살펴본 Choi와 Cho 는 연령, 최종학력, 근무기간이 높을
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직무 수행 능력과 비슷한 간호 임상 수행 능력을 수정한
13)
도구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조사한 Jang 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 수행 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 근무경력이 높을수
록 직무 수행 능력이 높은 것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
와 쌓는 경험과 이와 더불어 지식, 판단력, 순발력이 같이 쌓
이게 되므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도구를 사용
한 선행연구가 없고 유사한 측정도구 관련 연구도 미미하여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모두에
8)
13)
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Kim 등 과 Jang ,
19)
Choi와 Cho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의 유사한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관련성
이 확인되어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간의 인과관계와 비판적 사고 성향, 직무 수행 능력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도 추가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사
고 성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비판적 사고 성향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 생기는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전체적인 효과가
19)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Choi와 Cho 는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13)
하였다. Jang 은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 수행 능력에 영
8)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고 하였으며, Kim 등 은 문제 해
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문
제 해결 능력이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위해
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하며, 비판
적 사고 성향만 향상시키는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향상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
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임상 치위생
교육에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지은 외：치과위생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반영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치위생계는 치과위생사의 전
문성을 위해 1990년대 말부터 근거중심의 치위생 실무에 대
2)
한 중요성을 알고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ADEA는 치과위생사가 졸업할 때까지 가져야 할 ‘신규 치
3)
과위생사 역량기술서’를 통해 교육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
근거중심 치위생 실무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
력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적극적
2)
으로 반영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은 임상에
서의 치위생 실무와 다소 상이하여 신규 치과위생사의 임상
21)
업무의 만족도가 떨어져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 이는
현행 우리나라 치위생 교육이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에 중
점을 둔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과목 편성으로 인해 실제 치
위생 실무와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은 국가고시 중심이 아닌 임상 치위생 실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한 임상 치위생 교과목으로 재편성
이 필요하다. 실제 임상 치위생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 편성
시 졸업한 학생이 취직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 상황과
마주쳤을 때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
로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임상적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
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캐
나다의 치위생 교육과정과 치위생 실무를 연구하면서 치위
생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근거중심 치위생 실무에 대한 선
2,21)
행연구 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의 수행능력 수준을 높이고 전문
화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위생 교육 및 실무능력 간
의 격차를 해소하므로 신규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서 이
질감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부 도시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비판적 사고 성향과 직무 수행 능력 사이의
문제 해결 능력의 간접효과가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직무 수행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일반적 특성
과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연구하여 향후
다른 요인을 추가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치과위생사 335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
법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을 빈도와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기술통계
하였고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했으며, 인과관계와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연
령, 최종학력,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평균 총 점수가 높아졌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 수행 능력도 연령, 학력,
경력이 높을수록 평균 총 점수는 높았으나 학력을 제외한
연령과 근무경력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
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간의 관련성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
형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에서 직무 수행 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 직무 수행 능력
모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유의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 매개되어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치
과위생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하는 것이 직무 수행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교육과정 접근법 개발과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체계적인 지원구축으로 치과
위생사의 직무 수행 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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