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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가 개설된 이래로 30여

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건강수준의 변

화, 간호교육의 발달 및 간호전문직화의 심화는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보건진료원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 

June, 2013). 

1981년에 처음 시행된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현재까

지 그 내용과 운영방법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직무교육과

정은 이론 8주, 임상실습 12주, 현지실습 4주 과정으로 이루

어지며 이론교육과정은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

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June et al., 2013). 

이러한 직무교육과정은 보건진료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근

거로 교과목이 구성된 것으로, 이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건진료원의 역량을 토대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4).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은 임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임상현장

에서 필요한 맥락적 의미를 해석하고, 자료나 상황의 관계를 

분석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통해 예

측하는 추론과 정보의 신뢰성과 추론의 강도를 평가하는 인

지적 능력을 말하며, 성향(disposition)의 차원에서는 호기심 

있고 개방적이며 지적 성실성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창조적이

고 맥락적 관점을 가지고 성찰하려는 정의적 성향(affective 

disposition)을 가진 것을 말한다(Shin, Hwang & Shin, 2008). 

Park 등(2013)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핵심간호 역량에 포함

되는 것으로 임상적 추론, 간호과정, 이해, 판단, 자기주도학

습, 자기개발, 정책변화 대응능력 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으

로 정의된다.

직무교육을 마친 신규 보건진료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

촌 벽오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내린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결정을 토대로 일차진료를 수행해야 하므로 

임상적 비판적 사고역량을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

의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교육과정에서도 전문간호사

의 실무가 복합적인 임상상황에서 예리한 비판적 사고와 정

확한 진단추론 능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 진단적 추론, 비판적 사고 적용을 대표적인 것

으로 제시하고 있다(Zunkel, et al., 2004).

그동안 한국 간호교육계에서 이루어졌던 비판적 사고에 관

한 선행연구는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연계 문제중심학습

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증연구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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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며(Seo, 2013),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Shin et al., 2006; Kim, 2010).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

고’라는 교과목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임상적 비판적 사고역량

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 수업 사

례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i (2009)의 

연구가 있고, 비판적 성찰탐구훈련이 병원신입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에 미친 효과 연구(Kwon & Park, 2007)가 있었다. 

이들 연구도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효과적인 수업방법과 교육생들의 평가와 같이 수업설계 및 

운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문

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개발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이러한 교

육과정이 비판적 사고능력의 측면에서 내용이 제시되거나 효

과가 분석되지는 않았다(Kim et al., 2003).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실무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신규 

보건진료원의 비판적 사고 역량 향상을 위한 수업을 개발하

고 비판적 사고 역량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효과

적인 비판적 사고 수업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에서 실

시한 비판적 사고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 

역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에서 실시한 비판적 사고 수업 

설계 및 운영에 대해 서술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 수업 후 보건진료원의 비판적 사고 역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 competency)

비판적 사고능력이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하여 성찰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하며(Ennis, 1985), 이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지 기술

(cognitive skill)을 사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

하려는 정의적 성향(affective disposition)을 필요로 한다(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90).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으로(Ennis, 1985), 즉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혹

은 습관을 말하며(Facione, 2000), 본 연구에서는 Kwon 등

(2006)이 35문항으로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 기술(critical thinking skill)

비판적 사고에 사용되는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설명(explanation), 추론(inference), 자기조절

(self-regulation) 등의 인지 기술을 의미하며(APA, 1990),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수업 후 교육생들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로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에서 실시한 비판

적 사고 수업 설계와 운영을 서술하고 비판적 사고 수업 후 

교육생의 비판적 사고 역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연

구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

2012년 8월 1일부터 24주간 이루어졌던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46명 중 사전측정 시에 결석

한 1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은 45명이었다. 직무교육과

정이 운영된 기간 중 비판적 사고 수업은 8월 8일에 시작하

여 8주간 이루어졌다.

수업 설계 및 운영

비판적 사고 수업이 비판적 사고 기술과 성향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17개의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을 시행한 Abrami 등(200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

고 수업은 중재의 형태와 비판적 사고 수업 교수법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르며, 비판적 사고기술과 성향의 향상은 비판적 

사고 수업이 제공된 방법과 연관이 있다. 전문교과 과정

(specific content course) 안에서 독립적인 트랙으로 비판적 사

고를 가르친 융합적 접근(mixed approach)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비판적 사고를 강의의 최종 결과물로 간주한 몰

입식(immersion)접근법이 가장 낮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비판

적 사고 기술을 분명한 수업목표(explicit course objective)로 

하는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과 비판적 사고 기술을 수

업 내용(course content)에 포함시켜 수업목표로 분명하게 진술

하는 infusion approach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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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교수자 요인으로, 교수자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 특별한 전문훈련을 받거나 비판적 사고 교과적

용을 집중관찰하고 실습을 한 경우에 중재의 효과가 가장 컸

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단지 교과

목 목표로 나열하거나 교수개발이나 교과 설계 및 적용에 대

한 세 한 노력이 없는 경우 중재의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

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학생들 사이의 협력이 

일정정도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비판적 사

고 수업 전문가의 지도하에 조별활동이라는 학생들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하였고, 비판적 사고 

수업은 주1회 2시간씩 8주 동안 실시되었다. 수업담당 교수자

는 C대학 교양학부대학에서 비판적 사고를 강의한 전문가였

다. 수업에 활용된 임상사례를 개발하는 과정에 지역사회간호

학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진 중 박사과정생 1인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내용을 

모니터링하였다. 

연구 도구

●비판적 사고 성향

교육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Kwon 등

(2006)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도구는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

문항, 진실추구 3문항, 탐구성 5문항의 5점 척도 총 35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발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은 .8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 기술은 비판적 사고 수업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교육생들이 성취한 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업의 평가기

준은 출석 10%, 조별과제 40% (수업시간에 수행하여 조별활

동 보고서를 제출함), 필기시험 50%로 이루어졌다. 종합평가

는 5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A+(95 이상, 강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를 응용하여 문제해결 가능), A0(90~94점, 강의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나 응용능력 다소 미흡), B(80~89점 강의에 대

한 이해는 가능하나 응용능력 없음), C(70~79점, 개념에 대한 

이해 미흡), D(69점 이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비판적 사

고 수업이 시작된 첫 주에 교육생들에게 배포한 후 작성하게 

하였고, 사후조사는 8주차 9월 21일에 이루어졌다. 

비판적 사고 기술은 수업을 주관한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

하면서 실시한 조별활동 평가, 조별 보고서, 필기시험의 결과

를 모두 합하여 계산된 종합평가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0.0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paired t-test를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강의 오리엔테이션시에 교육생들에게 수업 진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와 평가의견들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

구목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학생의 성적을 포함

하여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설명한 후 구두

로 동의를 받았고,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맞게 익명성과 개인비  보장의 

원칙을 지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신규 보건진료원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중 이루

어진 비판적 사고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서술

연구로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는 단일군 전후 비교를 실시

하였고, 비판적 사고 기술은 사후에만 평가했기 때문에 변화

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간호학사이상이 66.7%로 전문학사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0.7세이나 최저 22세에서 최고 53세로 편차가 컸다. 

임상경력은 평균 6.6년으로 5년 이상이 53.3%로 가장 많았고, 

경력이 전혀 없는 간호사부터 최고 경력 26년까지 분포하였다.

비판적 사고 수업 설계 및 운영

●임상적 비판적 사고 역량의 도출

간호사를 위한 임상적 비판적 사고 수업 설계를 위한 전 

단계로 임상적 비판적 사고 역량의 구성요소와 기준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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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5)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Range

Age
(yrs)

≤ 29 25(55.6)
30.7±6.7 22-5330-39 15(33.3)

40 ≤ 5(11.1)

Education level
Diploma 15(33.3)
Bachelor & higher 30(66.7)

Clinical career (yrs)
< 1 11(24.4)

6.6±6.6 0-261-5 10(22.2)
5 < 24(53.3)

하였다. 간호교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비판적 사

고 역량은 임상현장에서의 ‘적절한 상황판단 능력’과 ‘최선의 

문제해결 능력’으로 확인하였다(Seo, 2013). 즉, 정확한 상황판

단 능력은 논지파악능력, 논리적 분석능력, 맥락적 추론능력, 

맥락적 평가능력을 말한다. 문제해결 능력은 주어진 문제 파

악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탐색능력, 해결책 산출능력이며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임상현장에서의 문제란 늘 새롭고 

비구조화된 것이며 따라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요소(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임상적 비판적 사고 역량의 구성 요소를 매주 수업

내용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수업의 전개는 적절한 상황판

단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계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

발하는 과정으로 계획하였다. 매 시간 학생들은 ‘제시상황’과 

함께 비판적 사고기술 역량의 각 요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질문 혹은 문제를 제시받아 해결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분석력/평가력(C-A)의 하위 요소 중 ‘논지파악능력(C-A-1)’

과 문제해결력(C-B)의 하위요소 중 ‘주어진 문제파악능력

(C-B-1)’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에서는 조별활동 시 ‘제시상황’

과 함께 ‘논지파악능력(C-A-1)’과 ‘주어진 문제파악능력(C-B-1)’

을 필요로 하는 문제나 질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수업목표 설정

앞에서 도출한 임상적 비판적 사고 역량을 토대로 하여 수

업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 비판적 사고의 기본 개념과 방법들을 이해하고 응용해 상

황을 분석할 줄 안다.

∙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탐구의 대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줄 안다. 

∙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여 보건진료원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해결할 줄 안다. 

●수업 운영 

 ∙ 수업내용 구성

수업은 간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임상상황을 제시하고 

문제중심학습 형태로 진행하였다. 매주 강의와 조별활동, 토

의 및 발표로 운영되었으며, 주별 강의내용은 비판적 사고 입

문(3주), 비판적 사고 심화(2주), 비판적 사고 적용(2주)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비판적 사고 입문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이해’, ‘추론과 논증의 유형(연역과 귀납)’, ‘숨은 전체 찾기와 

합당한 결론 도출하기’를 설명하였다. 비판적 사고 심화를 위

해서는 ‘인과관계 추론’과 ‘오류분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러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딜레마 상황해결

하기’와 ‘보건업무 예측과 분석평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8주

차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 교수-학습방법 : 토의법

조별활동을 위해 교수자는 <제시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

제>가 포함된 조별활동보고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상황은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교과서(Wilkinson, 2007)에 제시된 사

례연구의 내용을 수정해서 활용하였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앞에서 서술한 임상적 비판적 사고역량의 구성요소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조별로 구성된 학생들은 토론 진행자, 서기, 발표자, 조사자

로 역할을 분담하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토론을 진행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에 들어가

도록 독려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활동에서 스마트 폰이

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다. 문

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마무리되면 도출된 해결책을 다른 조

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표한 내용에 

대한 공유와 평가 역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반드

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조별 발표를 할 때 동료평가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필기시험

8주차에 실시된 필기시험은 객관식 15문항(배점 2),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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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Sub-scal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N=45)

Categories (number of items)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Tota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 3.35±0.38 3.44±0.31 -2.078 .044
 Intellectual integrity (6) 3.56±0.53 3.70±0.39 -2.262 .029
 Creativity (4) 2.86±0.76 3.13±0.63 -3.075 .004
 Challenge (6) 3.28±0.47 3.23±0.53  0.753 .455
 Open-mindedness (3) 3.71±0.56 3.63±0.50  1.075 .288
 Prudence (4) 3.29±0.66 3.39±0.51 -1.199 .237
 Objectivity (4) 3.27±0.59 3.37±0.54 -1.193 .239
 Truth-seeking (3) 3.27±0.68 3.47±0.56 -2.038 .048
 Inquisitiveness (5) 3.53±0.61 3.59±0.51 -0.821 .416

<Table 3> Distribution of Critical Thinking Skill Score                                                            (N=45)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skill score                 

 A+(95 & higher)

(n1=8)

A0(90-94)

(n2=15)

B(80-89)

(n3=22)

n (%)

Age (yrs)
≤ 29 5(62.5) 10(66.7) 10(45.5)
30-39 3(37.5) 4(26.7) 8(36.4)
40 ≤ 0 1(6.7) 4(18.2)

Education level
Diploma 3(37.5) 3(20.0) 9(40.9)
Bachelor & higher 5(62.5) 12(80.0) 13(59.1)

Clinical career (yrs)
< 1 2(25.0) 4(26.7) 5(22.7)
1-5 3(37.5) 3(20.0) 4(18.2)
5 < 3(37.5) 8(53.3) 13(59.1)

2문항(배점 10)의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객관식 15문항은 매

주 이루어졌던 강의내용(논증, 추론, 인과관계 추론, 오류분석, 

전제찾기, 논증의 타당성 등)을 제시하는 사례 또는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하거나 정확한 답을 찾는 문제들로 구성하였

다. 주관식 2문항은 분석의 치 함, 근거의 적절성, 문제해결

의 다각성, 심층성, 독창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보건간호 요구에 대한 문제해결 사례와 지역사회보건사업 수

행시 제기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였다. 

●비판적 사고수업에 대한 강의 평가 

비판적 사고 수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평

균 4.04 (5점 척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50.0%의 교육생이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에 ‘대체로 또는 매

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45.7%는 비판적 사고 성

향 향상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32.6%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

하였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내용으로는 ‘딜레마 해결’, 

‘문제의 인식, 구체화, 해결하기’, ‘숨은 전제, 반대사례, 합당

한 결론 도출’, ‘인과관계 추론방법’, ‘오류분석과 평가’, ‘추론

/논증의 이해와 분석’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비판적 사고 수업 후 비판적 사고 능력 변화

8주 동안 진행되었던 비판적 사고 수업을 통해 교육생들에

게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 성향 전후비

교와 비판적 사고기술 수준을 평가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변화

비판적 사고 수업을 시행하기 전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범위는 최저 92점에서 최고 153점까지로 평균 3.35점이었으며 

수업 후 평균 3.44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078, p=.044) 

(Table 2). 비판적 사고 하위척도 중에서는 지적통합과 창의성 

척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다른 척도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 기술 수준

비판적 사고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

합평가 결과를 근거로 파악한 비판적 사고기술 수준은 Table 

3과 같다. 모든 교육생이 강의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나 응용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17.8% (8명)가 응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33.3%는 응용능력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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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였고, 48.9%가 응용능력이 없었다. 응용하여 문제해결

이 가능한 교육생 8명은 모두 40세 미만이었고, 학사이상이 

많았으며 1년 이상의 경력자가 대부분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 역량, 특히 비판적 사고 기술 향상

을 위한 수업 개발 경험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과 신규 보건진료원을 위한 비판적 사고 교육의 첫 시도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는 

문제해결형 수업 등 교수법의 효과로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

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비판적 사고기술을 체계적으

로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둔 수업은 다양하지 못하였다(Seo, 

2013). 효과적인 비판적 사고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즉, 교수자의 수업방식이 비판적 사고 교육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고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

다 중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수자가 비판적 사고의 각 요소들을 파악하여 수업의 내

용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수업은 비판적 사고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강의평가 결과 항목

에서 교수의 수업준비나 성실성, 체계적 진행, 의사소통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보건진료원 업무와의 연관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업 운영 시 간

호학 전공 교수자의 직접 참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업을 통해 조별활동을 수행하면

서 집단으로 논지파악, 논리적 분석, 추론, 평가,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게 이끄는 토의식 수업이 교육생들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조별활동을 위해 제시상황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개발하

였으므로 앞으로는 보건진료원의 업무 경험에서 다양한 사례

를 찾아 조별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기술에 대한 수업 중재 후 교육

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육생들의 

17.8%가 응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 33.3%는 응용력

이 다소 미흡한 수준, 48.9%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비판적 사고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수업 중재가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결과들(Abrami et al, 2008)이 있

지만, 간호영역에서 융합적 접근법을 사용한 비판적 사고기술 

수업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혹은 비판적 사고기

술 수업 후 교육생들이 취득한 비판적 사고 기술의 정도를 

확인한 국내외 연구가 없어 이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

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업 중재가 비판적 사고성

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학점은행제 교

육과정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수업

을 실시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하였다는 Lee (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나 전문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14주간

의 비판적 사고 수업 중재 후 비판적 사고성향의 유의한 변

화가 없었다는 Kim (201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업 중재에 따른 비판적 사고기술의 전

후 비교를 시행하지 않아 비판적 사고 수업이 비판적 사고기

술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수의 교

육생이 응용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판적 사고 교육이 비판적 사고 기술에 미

친 효과를 본 선행연구(Lee, 2009)와 유사하다. 즉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 수업

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제시한 Lee (2009)의 연구에서도 교

육 후 실제 사례에 대한 간호진단의 정확성, 간호중재의 능숙

성, 그리고 확신성으로 측정한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에는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비판적 사고기술 교육 

직후 교육생들의 비판적 사고기술의 수준이 기대보다 낮거나 

교육 전에 비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는 교

육기간이 짧았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는 점을 고

려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습득한 비판적 사고기

술을 응용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aber와 Wyatt (2014)의 연구에서 간호대 4학년생을 대상으

로 한 성찰적 글쓰기 중재가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술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won과 Park (2007)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성찰탐구 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임상 의사결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비판

적 성찰탐구는 간호실무자가 자신이 행한 실무에 대한 성찰

과 비판을 통해 실무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실무에 대한 

교정과 개선을 통해 좋은 간호모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비판적 성찰탐구에 대한 2시간의 

강의와 실습, 토의, 자가성찰 보고서 작성 및 그룹토의를 병

행하는 프로그램을 총 4개월간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실수업이 현장실습 교육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연령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Kim, 2009; Lee & 

Park, 2014).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신규 보건진료원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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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22세부터 53세까지)와 경력 소유자

(없음에서 26년까지)로 구성되어있다. 연령과 경력의 편차가 

큰 교육생의 구성은 교수자의 수업진행이나 전반적인 수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발된 수업계획서를 연령

과 경력수준이 유사한 간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해본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육생 개인의 역량을 토대로 수준별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방법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임상적 비판적 사고역량을 

도출하여 신규보건진료원이 이러한 역량이 향상되도록 2012

년 직무교육생 45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수업을 설계하

고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은 8주 동안 문제중

심학습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매주 강의와 조별활동, 토의 및 

발표로 운영되었으며, 주별 강의내용은 비판적 사고 입문(3

주), 비판적 사고 심화(2주), 비판적 사고 적용(2주)의 세 단계

로 구분하였다. 조별 활동은 제시된 상황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각 조별 토의를 진행하고 전체 토의를 통해 공유하

면서 평가의 기회를 가졌다. 수업실시 후 교육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수업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17.8%가 문

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고, 절

반 정도가 이해하는 수준을 성취하였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는 대체로 높았는데 교수자와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았던 것에 비해 업무와의 연관성 부분이 다소 낮았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보다 보건진료원을 위한 비판적 사고 수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성을 갖는 고차원 사고능력과 간호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판적 사고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융합적 

접근을 반복 시도하여 교수자의 적절한 협력모형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보건진료원이 흔히 경

험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

하여 <제시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

준으로 비판적 사고 역량이 형성되도록 비판적 사고기

술에 대한 수업에 이어 비판적 사고에 대한 토의가 이

루어지는 사례집담회와 자가 성찰 보고 등의 방법을 실

습교육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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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cribe the process and evaluation of a critical thinking class for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Methods: The case study design was used to develop and evaluate a critical 
thinking class for 46 participants in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raining program. The class was held two 
hours a week for 8 week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tested before and after the class and critical skill was 
graded according to the final test scor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s 
using SPSS WIN 20.0. Results: Clinical critical thinking competenc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case situations with questions guiding the problem-solving process were developed and used for group 
discuss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participants was determined to have increased slightly after having taken 
the class. 17.4% of the participants had a competency level high enough to solve a problem and half of them 
stayed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critical thinking. Compared with the class’s satisfaction with the relevance 
to their jobs, the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method and instructor was high.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basis for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classes for community health nurses in order to 
improve their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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