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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과 같은 용어

가 간호교육 문헌에 많이 언 되고 있다. 이는 졸업생이 임상

장에서 간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며 재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로그램 역시 

간호교육을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장에서 요구하는 문직 

간호사의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목  하에 간호

교육과정에 성과 심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

도록 하 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9). 이에 따라 간호학생이나 간호사의 임상수

행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와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것

인가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y)이란 임상상황에서 한 

지식, 단, 기술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Barret & Myrick, 1998). 임상수행능력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에서 ‘지식’이나 ‘기술’에 비해 ‘ 단’ 능력은 아직까지도 

무엇을 ‘ 단’ 능력이라고 할 것인가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임상  추론(clinical reasoning), 임

상  단(clinical judgment)과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서로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는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의 세 개념은 그동안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

의해왔으나 아직까지 간호교육이나 임상 장에서 각 개념의 

정의에 한 동의(consensus)가 부족한 상태이며, 각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는 상태이다(Berman, 

Snyder, & Frandsen, 2016; Kim & Ko, 2015; Simmons, 2010; 

Tanner, 2006). 일반 으로 비  사고란 믿음이나 행 를 결

정하기 한 합리 이고 반성 인(reflective) 사고를 의미하고, 

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지식과 생각을 검토하는 것

(Possin, 2014)을 말하며, 임상  추론이나 임상  단은 임

상상황이나 특정 환자에 련된 지식을 분석하는 과정을 지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Victor-Chmil, 2013). 간호학에서 

세 개념의 혼용을 유발하는 이유는 개념 간 유사성과 모호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와 같은 실무학문은 임상에서 

상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해 수행해야 할 합한 간호 행 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결정

해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바로 비  사고를 

임상 상황(clinical situation)에 용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게 비  사고를 임상 상황에 용한 것을 어떤 학자들

(Hawkins, Elder & Paul, 2013; Victor-Chmil, 2013)은 임상  

추론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Alfaro-LeFevre, 2014)는 임상  

단이라고 하며,  어떤 학자(Berman et al., 2016)는 그 로 

비  사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Victor-Chmil (2013)은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이 서로 련이 있는 개념들이지만 체가능한 동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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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 다. 개념의 모호한 사용과 혼용은 측정에서도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에 한 

통합  고찰과 정리가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들 간 명확한 구별을 한 통찰력 있는 개념 고찰이 국

내외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혼용되고 있는 이 

개념들을 통합 으로 고찰함으로써 개념 간 유사성과 차별성

을 확인하고 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련개념으로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간호역량, 간호과

정, 임상의사결정능력, 임상  비  사고능력과도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Norris (Lackey, 2000)는 간호연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하나가 잘 정의된 지식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 하면서 

명확치 않은 개념들을 명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장에서 그 개념이 나타내는 상을 반

복 으로 찰하고 기술하는 것(observing and describing 

phenomena in a variety of clinical settings)이라고 하 고, 두 

번째 단계는 찰되고 기술된 것들을 유사성과 차별성에 기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개념의 요소들을 분리

하고 체계화하는 것(systematizing the observations)이라고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하여 

개념의 조작  정의를 이끌어내는 것(developing and operational 

definition)이며 이는 측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

정확한 사용례, 개념의 명확성 부족, 유사개념과의 차별화 부

족 등은 개념의 조작  정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가

시킨다고 하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능하다면 개념에 한 

모델과 가설을 세울 것을 권장하 다. 추상  개념일수록 모

델과 가설을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어진 부분의 모델과 가

설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모델과 가설들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개념( 상)을 소개하는 배지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을 강조하 다. Norris의 방법을 이용하여 Stockdale 

(1989)(Lackey, 2000에 인용됨)은 간호에서 무의식 으로 혼용

해서 사용하던 인간의 요구(need)라는 개념과 건강 문제

(problem)라는 개념이 유사하지만 차별성 있는 개념임을 확인

하 고, 그밖에 유사개념으로 혼용되는 want, wish, desire, 

goal과 같은 개념들과도 분리하고 구별시켰다.  

이에 본 종설은 Norris의 방법(Lackey, 2000)을 근간으로 간

호교육에서 혼용되고 있는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의 개념을 통합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고찰은 각 개

념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확인하여 개념들을 분리하고 명료

화함으로써 혼용되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이는 간호교육의 성과 혹은 임상실습교육의 

성과로서 의 개념들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도 먼  선행되

어야 할 작업이다. 

연구 방법

본 개념 고찰은 Norris (Lackey, 2000)의 방법을 근간으로 

하되 일부 단계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Table 1).

문헌고찰(observing and describing 

phenomena in a variety of clinical settings)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 개념이 나타내는 상

을 반복 으로 찰하고 기술하는 것이므로 간호학을 비롯하

여 교육학, 심리학, 사  정의 등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

다. 문헌고찰은 간호교육에 리 사용되는 명한 서들에

서 개념의 정의를 먼  확인한 후 그 서에서 참고한 문헌

들을 CINAHL, Science Direct, Google Scholar, DBpia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제목, 자, 년도 등을 그 로 입력해

서 찾아내 확인하 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고찰을 해 추가 

문헌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비  사고, 임상  추론( 는 

임상추론), 임상  단( 는 임상 단)을 주요 키워드로 입력

하여 서에 인용되지 않은 다른 문헌들을 검색하여 참고하

고,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문헌으로 한정하 다. 그밖에 

유사개념 확인을 해 임상수행능력, 간호역량, 문제해결능력, 

임상  의사결정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문헌을 검색하 다. 

본 개념 고찰의 목 에 맞추어 검색한 문헌들에서 각 개념의 

정의와 사용례, 개념의 특성, 측정도구에 을 두고 고찰하

Table 1. Applying Norris’s Method of Concept Clarification 

Norris’s steps in concept clarification
Concept clarification of critical thinking, clinical reasoning, 

clinical judgement

1. Observing and describing phenomena in a variety of clinical 
settings

1. Literature review from various disciplines: education, 
psychology, philosophy, nursing

2. Systematizing the observations
2. Classifying various aspects and elements of the concept based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3. Develop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3. Not done

4. Constructing a model and developing hypotheses 4. Suggesting hypothetical schema of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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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성과 차별성에 기 한 개념의 분리  

체계화(systematizing the observations)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찰되고 기술된 것들을 

유사성과 차별성에 기 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확인하고 각 

개념의 요소들을 분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Norris가 제시한 로 ‘어떤 상황에서 이 상이 일어나는

가?’, ‘ 상이 발생하는 양상, 범주, 과정이 있는가?’, ‘이 상

의 선행요인( 발요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등의 연구 질문

을 던지며 고찰하 다.  

개념의 도식화

세 번째 단계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개념들을 도식화하 다. 이는 통합  고찰 결과를 쉽게 이해

하기 한 연구자의 가설  도식이다. 원래 Norris (Lackey, 

2000)는 조작  정의를 내리는 단계를 거친 뒤 모델과 가설을 

제시하길 권장하 으나 본 연구는 임상에서 개념을 실증 으

로 확인하는 연구가 아니라 통합 으로 개념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 종설이므로 본 연구에서 조작  정의를 내리

는 작업은 생략하 다.  

연구 결과

각 개념의 특성

● 비  사고

비  사고 개념은 1980년  미국 교육개 의 면에 등

장하면서 그 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다. 미국 교육계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하를 해결하기 하여 주어진 정보

와 지식을 단순 수용하는 차원에서 메타  차원에서 분석하

고 종합하는 고차원  사고능력의 증진을 한 방안으로 비

 사고를 교육에 도입하 다(Seo, 2013). 국내 간호계도 

2006년부터 문 간호사 제도를 비한 간호사 역량의 요

한 기 으로 비  사고능력을 제시하 고(Seo, 2013), 재

는 간호교육 목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목표가 되었으

며(You & Kim, 2014), 간호교육 인증평가 로그램 학습 성

과에도 언 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간

호에 비  사고를 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해 

Sommers (2018)는 그 정의와 개념 틀에 한 보편 인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지 하 고, Shin, Hwang과 Shin 

(2008)은 련 문헌이 무 복잡하고 이론 이며 임상실무와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다. 

비  사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학 사 에는 ‘감정 

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 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 이고 

논리 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사고과정’이라고 하 으며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Paul (Rhodes & Curran, 2005에 인용됨)은 ‘생각을 좀 더 분

명하고 정확하게, 련성과 일 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생각에 해 생각(thinking about thinking)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상황과 정보에 해 근

거를 가지고 논리 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문제를 신 하

게 생각하는 태도(attitude), 논리  추론 방법에 한 지식

(knowledge), 그것을 용하는 기술(skill)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 다(Possin, 2014). 이와 같은 비  사고

에 한 여러 학문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의에 하여, Facione 

(1990)은 교육학, 심리학, 물리학, 동물학  개념측정 문가

들의 합의된 정의를 끌어내기 해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PA) 델 이 로젝트를 수행하 고, 그 결과로 

비  사고란 ‘목 이고 자기 규제 인 단’이며, ‘ 단의 

근거에 하여 개념 , 방법론 , 범주 , 맥락  측면에서 고

려함으로써 해석, 분석, 평가, 추론, 설명하는 것’이라는 정의

를 발표하 다. 재 리 사용되고 있는 간호학 교재들에서

는 비  사고를 ‘근거에 기반한 결정과 략을 사용하는 

것’(Alfaro-LeFevre, 2014), ‘의도 인 상  수 의 사고과정

(process of intentional higher level thinking)’이라고 정의하

다(Berman et al., 2016). 이와 같은 정의를 고찰해볼 때, 비

 사고는 사고과정(Berman et al., 2016;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Possin, 2014)이며, 

단(Facione, 1990)과 ‘생각에 하여 생각’하는 메타인지  

특성(Rhodes & Curran, 2005)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논리

이고 목 이며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과정이라는 특성

이 여러 정의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사고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Facione (1990)은 비

 사고가 인지  기술(skill)과 정의  성향(disposition)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 다. 인지  기술, 즉 비  사고 기

술에는 해석(interpretation), 분석(analysis), 평가(evaluation), 추

론(inference), 설명(explanation), 자기규제(self-regulation)의 6가

지 핵심 기술이 있다. 비  사고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기

본 으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정의  성향, 즉 비  사고 성향은 Facione 

(1990)이 일반  삶에서의 성향과 특정 문제에 근할 때의 

성향으로 나 어 기술하 는데, 일반  삶에서의 비  사고 

성향은 호기심이 있고, 개방 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

용하고 안에 해 유연하며, 추론 과정에 한 신뢰가 있

고, 자신의 추론능력을 평가하는데 공정하며, 신 하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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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자신의 편견이나 사회  편견에 직면하는 정직성을 

가지며, 진실추구 성향과 분석  성향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특정 문제에 근할 때의 비  사고 성향은 문제가 무엇인

지 명확히 하고, 복잡한 일에서 순서를 만들며, 정보를 찾는

데 부지런하며, 표 을 선택하거나 용하는데 근거를 가지며, 

집 력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성(끈기)이 있으며, 

상황인식에 한 정확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 다. You와 Kim 

(2014)은 의의 비  사고능력은 비  사고기술을 의미

하고, 의의 비  사고능력은 비  사고기술과 비  

사고성향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 다. 

본 고찰에서 다루는 세 가지 개념 에서 비  사고는 

세계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10여개의 도구로 측정

될 만큼 많이 연구되고 있다. 비  사고를 측정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s 

Test [CCTST], California Critical Disposition Inventory 

[CCTDI]이다(Sommers, 2018).  다른 비  사고능력 측정

도구인 Watson 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 [WGCTA]은 

추론(inferences), 가정(assumptions), 연역(deductions), 해석

(interpretations), 평가(evaluation)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Possin, 2014). 이 도구는 Facione (1990)의 설명을 근거로 볼 

때 비  사고기술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문헌은 비  사고 기술보다 비  사고 성향 연구

에 더 많이 집 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You와 Kim (2014)은 

비  사고 기술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그 하부 역을 분

석, 추론, 평가, 통합  사고의 4가지 역으로 구성하 다. 

이 연구를 제외한 부분의 국내 문헌들(Kwon et al., 2006; 

Oh & Kim, 2016; Yoon, 2004)은 비  사고 성향을 다루고 

있으며, 문헌에서 사용한 비  사고 성향 측정도구들(Kwon 

et al., 2006; Yoon, 2004)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성요소는 

신 성, 지 호기심(탐구성, 지  열정), 진실 추구, 공정성, 

객 성, 건 한 회의성이다. 그 외에도 자신감, 체계성, 지

통합, 창의성, 도 성, 개방성, 동기, 근거확인과 정확성 추구, 

사고의 자기규제성, 지  정직성 등이 비  사고 성향의 요

소로 제시되고 있다. 

요약하면, 비  사고는 논리 이고 목 이며 근거를 기

반으로 하는 사고과정이며 인지  기술과 정의  성향이라는 

두 차원의 구성요소가 있다. 인지  기술은 논리 이고 목

인 사고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며, 정의  성향

은 비  사고를 용하도록 돕는 기질  성향이다.

● 임상  추론( 는 임상추론)

임상  추론은 비  사고를 임상 상황에 용한 것을 의

미한다(Hawkins et al., 2013). 임상  추론은 미국간호교육에

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이지만, 신규간호사들은 건강사정이나 

근거 용에서 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oung & Han, 2017). 임상  추론의 정의를 살펴보면, Simmons 

(2010)는 ‘ 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의미와 정

보간의 련성을 평가하고 상자의 건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행동이 무엇인지 울질해보기 해 공식 , 

비공식  사고 략을 사용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라고 하

고, Fonteyn과 Ritter (2008)는 ’간호사가 환자 자료의 요

성을 이해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실제 , 잠재  문제를 악

하고 진단하며, 문제해결을 해 사용하는 인지과정이며 략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임상  추론이 인지  과정임을 강조하

다. 한 다른 학자들(Banning, 2008; Kuiper & Pesut, 2004)

도 임상  추론이 인지와 메타인지를 토 로 하는 인지  과

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임상  추론과 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임상  추론은 해

당 분야의 지식과 그 지식을 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므로 비  사고가 임상  추론에 매우 요한 요인이다

(Victor-Chmil, 2013). Simmons (2010)는 임상  추론의 핵심 

요소는 인지(cognition), 메타인지(metacognition),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knowledge)이라고 하 고, Banning 

(2008)은 지식과 경험을 임상상황에 용한 것이 임상  추론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분의 정의에서 지식을 용하는 인

지과정임을 강조하 다. 임상  추론의 개념분석을 수행했던 

Simmons (2010)에 의하면, 임상  추론은 간호와 같은 특정 

실무분야에 용되는(domain-specific) 개념이며 상황 의존

(context-dependent)이다. 한 순환 이며, 연역 /귀납  인지

기술을 사용하며, 개인의 인지  능력, 경험, 성숙도, 실무기

술의 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임상  추론에 향을  

수 있다.

임상  추론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념  틀은 Script Concordance 

Test, IRUEPIC (Identify, Relate, Understand, Explain, Predict, 

Influence, Control) model, Clinical Reasoning model이 있다. 

Script Concordance Test는 일종의 case conference인데, 필기로 

시험을 보는 것이며, IRUEPIC model은 추론을 거쳐서 행동으

로 가는 7단계에 한 모델이고, Clinical Reasoning model은 

간호학생과 임상간호사의 임상  추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사정하는 도구이다(Sommers, 2018). 이 에 Liou 등(2016)이 

Clinical Reasoning model에 근거하여 개발한 측정도구 Nurs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NCRC］는 국내 문헌(Joung 

& Han, 2017)에서도 한국어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상태이다. 그러나 임상  추론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아직까지  

자가보고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직  찰로 측정하는 타당

도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Sommers, 2018). 

요약하면, 임상  추론은 비  사고가 임상상황에 특수하

게 용되는 개념이며 특정 실무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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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략을 사용하는 인지  과정이다. 

● 임상  단( 는 임상 단) 

임상  단은 일반 인 비  사고와 달리, 임상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다(Tanner, 2006). 한 임상  추론과 달리 어떤 

최종 결정이나 결과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Simmons, 

2010). 

임상  단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호학 교재로 사용되는 

서에는 ‘환자의 특정 상황에 요구되는 한 간호행 를 

확인하기 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 다(Berman et al., 

2016). Tanner (2006)는 임상  단 모델을 개발하면서 ‘간호

사처럼 사고하는 것, 즉, 환자의 요구나 건강문제에 한 해

석이나 결론, 그리고 한 재에 한 의사결정’을 임상  

단이라고 정의하 다. Paul (Rhodes & Curran, 2005에 인용

됨)은 임상  단이란 ‘무엇을 사정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안하고, 우선 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 해야 하는지에 

한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하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 속

에는 임상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이 반복 으로 기

술되고 있다. 

임상  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임상  단을 잘 하기 

해서는 모호한 임상상황에서 요한 특징을 잘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히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미묘한 능

력을 필요로 하며, 환자의 임상 상황을 병태 생리 , 진단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질병 경험

과 신체 , 사회 , 정서  강   처 자원에 해서도 이

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로 된 임상  단은 간호사가 환

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론  지식, 실무  지식, 암묵  지식, 개인  지식 등)

을 필요로 하고(Berman et al., 2016; Tanner, 2006), 간호사의 

철학, 가치  등이 반 된다. 따라서 임상  단은 상황에 

한 객  자료보다는 간호사가 어느 수 의 지식, 어떤 성

향과 가치 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Tanner, 2006). 

임상  단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Tanner (2006)는 간호

사가 임상  단을 내리기 해 사용하는 추론 방법으로 분

석(analytic process), 직 (intuition), 내러티  사고(narrative 

thinking)를 들고 있다. 내러티  사고란 말하면서 생각하고 

스토리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  단을 측정하는 가

장 흔한 도구는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LCJR]으로

서 일반 으로 시뮬 이션 교육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

하는데 사용된다(Sommers, 2018). Lasater (2007)가 Tanner 

(2006)의 임상  단 모델을 기 로 개발한 임상  단 측

정 루 릭 [LCJR]은 감지하기(noticing), 해석하기(interpreting), 

반응하기(responding), 반 하기(reflecting)의 4개 하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지하기에는  찰, 비정상 패턴 인식하

기, 정보 찾기 등이 포함되며, 해석하기에는 자료를 재배열하

고 자료의 의미를 찾는 것, 반응하기에는 조용하고 자신감 있

는 태도, 명확한 의사소통, 잘 계획된 재, 능숙한 술기 등

이, 반 하기에는 평가와 자기분석, 성장발 을 추구하기 등

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임상  단은 임상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의미

하며, 인지  과정이지만 임상  추론과 달리 최종 결정이나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사성과 차별성에 기 한 개념의 분리  체계화 

(systematizing the observations) 

● 각 개념이 용되는 상황

본 고찰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구별된 특성은 각 개념이 

용되는 상황이다. 비  사고는 모든 일반 인 상황에 

용되는 개념인 반면에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임상상

황에만 특수하게 용되는(clinical situation specific) 개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각 개념의 정의에 반복 으로 잘 나

타나 있다.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의 정의 속에는 ‘환자’ ‘ 상자’ ‘임상’ ‘간

호사’ 등의 임상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일 성 있게 포함

되어 있다. 반면에 비  사고의 정의에는 이런 단어들이 언

되지 않는다. 임상  추론에 해서 Hawkins 등(2013)이 비

 사고를 임상상황에 용한 것이라고 이미 언 한 바가 

있으며, 임상  추론과 마찬가지로 임상  단도 임상상황에 

구체화된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비  사고는 임상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일반 인 상황에 용되는 좀 더 크고 

추상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간호학 

교재들 에는 비  사고를 임상  추론과 구별해서 언

하는 교재도 있지만(Alfaro-LeFevre, 2014), 비  사고를 임

상  추론이나 임상  단과 혼용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Berman et al., 2016). 비  사고가 임상  추론이나 임상  

단을 포 하며 임상  추론과 단을 가능 하는 기  

토 가 되는 더 큰 범주의 개념일지라도, 간호와 같은 임상상

황에 구체화된 능력을 정의할 때에는 비  사고능력이 아

니라 임상  추론능력이나 임상  단능력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 이 될 것이다. 

  

● 임상  추론과 임상  단

임상  단은 어떤 최종 결정이나 결과를 포함하는 의미

를 갖고 있는 반면, 임상  추론은 임상  단 앞에 선행하

는 인지  과정을 강조한 용어이다(Simmons, 2010). 임상  

추론은 과정에 을 두며 임상  단은 결과에 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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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 Ko, 2015)는 에서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임상  추론을 거쳐서 임상  단에 이른다. 만약, 

군가가 결론을 의미하는 임상  단에 과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임상  단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임

상  추론과정이 포함된 임상  단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

이다. 

한편,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모두 인지(cognition)와 

메타인지(thinking about thinking)와 지식(knowledge)을 사용하

는 인지  과정이라는 에서 유사하며, 개인의 지식수 , 경

험, 성향과 같은 특성에 향을 받는다는 에서도 유사하다. 

Tanner (2006)의 임상  단모델과 이를 기 로 한 Lasater 

(2007)의 임상  단 측정 도구 속에는 감지하기, 해석하기, 

반 하기와 같은 인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임상

 단의  하나의 하부 역인 반응하기(reponding)는 간호

재와 같은 행 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Tanner (2006)와 

Lasater (2007)는 임상  단 속에 행동(action)을 포함하고 

있지만, 임상  단이 인지  과정을 넘어 행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에 해서는 학자들에게 의문을 남겼

다(Victor-Chmil, 2013).

  

● 비  사고와 임상  추론

임상  추론은 비  사고의 인지  기술에 포함되어 있

는 논리  추론(logical reasoning)과 매우 비슷해서(Berman et 

al., 2016) 두 개념이 종종 혼용되고 있다. 게다가 비  추

론(critical reason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더욱 혼동을 가

시키게 된다. 비  추론은 비  사고와 거의 동의어처

럼 사용된다(Alfaro-LeFevre, 2014). 하지만, 비  사고( 는 

비  추론)는 임상  추론과는 동의어가 아니다. 임상  추

론은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용되는 좀 더 구체 인 용

어이며(Alfaro-LeFevre, 2014), 비  사고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disposition), 사고의 기술(skill), 마음의 습 (mental habit)

이 포함된 개념으로, 좀 더 크고 일반 인 개념이다(Simmons, 

2010).  

● 기타 개념과의 구별

Kim과 Ko (2015)는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

의 개념이 문제해결, 의사결정과 같은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고 지 하 다. 본 고찰에서는 문제해결, 의사결정을 포함하

여 임상수행능력, 간호역량, 간호과정 등 문헌에서 혼용되기 

쉬운 개념들과 본 고찰의 주요개념들을 비교, 구별하 다.  

∙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competency), 임상수행능력

(clinical competency), 간호역량(nursing competency)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개념에는 행동(action)이 포

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지  과정으로 설명되는 비  사

고, 임상  추론, 임상  단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이 부딪치는 특정 상황에 

한 효과 이고 응 인 방법을 확인하고 발견하려는 인지

, 정서 , 행동  과정이라고 정의되며(D'Zurilla & Nezu, 

1990),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한 지식, 단, 기술

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Barret & Myrick, 1998), 임

상 장에서 환자간호, 의사소통과 조정, 리와 교육, 문  

자기성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Lee & Choi, 

2011).  

임상수행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비  사고, 임상  추

론, 임상  단과 혼용되는 이유는 개념 간 련성과 유사성 

때문이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 필요한 비  사고를 

필요로 하며, 문제해결능력은 업무와 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 , 논리 , 비 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

력을 하부 개념으로 갖고 있어서 두 개념 속에 비  사고

나 임상  추론이나 임상  단의 개념이 녹아들어가 보인

다. 그러나 임상수행능력에는 문직 기술  의사소통기술이 

더 포함되어 통합되며,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 외에도 업무와 

련된 문제의 특성을 악하고, 안을 선택, 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문제처리 능력을  다른 하부

개념으로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개념 모두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과는 달리 행동 역이 포함된 개념

이다.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혼용

Table 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cep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linical situation 

specific

Imply end point 

or conclusion

Cognitive 

process 

Affective 

process

Psychomotor process

(including action)

Intentional

process

CT √ √ √

CR √ √ √ √

CJ √ √ √ √ √

CT=critical thinking; CR=clinical reasoning; CJ=clinical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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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은 일반 인 모든 문제 상

황에 용되는 개념이고,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 특수하

게 용되는 개념이다(Barret & Myrick, 1998). 임상수행능력

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호역량이라는 개념도 있다. 역량은 특

정과제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동시키

고 조정하는 총체 이고 종합 인 수행 련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Hur & Roh, 2013) 간호역량은 행동 역이 포함되

며 인지  과정의 개념들과는 차이가 있다. 본 고찰에서는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이 임상수행능력, 문제해

결능력, 간호역량의 개념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을 두고 

있기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간호역량 간의 차별성에 

한 고찰은 다루지 않는다. 

∙ 간호과정(nursing process), 임상의사결정능력(clinical decision 

making competency), 임상  비  사고능력(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미국의 간호교육은 간호과정 용을 하여 임상  추론을 

교육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다(Joung & Han, 2017). 그래서 

간호과정을 임상  추론 과정이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간호과정의 5단계(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는 

수행이라는 행동 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지  과정으로 

정의되는 임상  추론과 동의어라고 할 수 없다. 임상  추론

은 간호사가 환자의 정보를 이해하고 환자의 실제 , 잠재  

문제를 악하고 진단하며 문제해결을 한 임상  의사결정

을 내리기 해 사용하는 인지과정이며(Fonteyn & Ritter, 

2008), 환자에게 용할 간호행 의 근거와 지식의 타당성을 

식별하기 한 일련의 인지  과정(Kuiper & Pesut, 2004)이

다. 반면에 간호과정은 임상  추론에 따라 임상  단에 이

르고(인지  과정), 그 단에 근거하여 간호 재의 수행이 이

루어지는 과정(행동)이 더 추가되며 그 행동의 결과에 해 

다시 임상  추론과 단이 이루어지는 순환  과정으로 오

히려 문제해결이나 임상수행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간호과정의 사정, 진단, 계획, 평가단계에서 임상  추론이 이

루어져야 하고, 간호과정이 효과 이기 해서 임상  추론이 

매우 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한 임상의사결정능력은 임상에서 간호사가 문제를 확인하

고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기 해 한 안을 선택하는 인

지과정으로 정의된다(Oh & Kim, 2016). 이는 의사결정이 강

조되는 임상  단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상  비  사고능력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사용되

었는데, Seo (2013)와 Shin 등(2008)은 이것을 ‘임상에서 무엇

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단을 내려야 하는 상

황에서 필요한 맥락  의미를 해석하고, 자료나 상황의 계

를 분석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거나 련된 정보를 통해 

측하는 추론과 정보의 신뢰성과 추론의 강도를 평가하는 

인지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이는 비  사고를 임상상

황에 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상  추론과 임

상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하 다. 

고찰을 종합해볼 때,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은 모두 목 이고(intentional) 인지 인(cognitive or meta 

-cognitive) 과정이며 개인이 가진 지식, 경험, 성향에 의해 

향을 받는다(affective)는 에서 유사성을 갖는다(Table 2). 

한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간호역량, 간호과정과는 달리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에서도 유사성을 갖는다. 

반면에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임상상황에 특수하게 

용되는 개념으로서 비  사고와는 그 용범 가 다르며, 

비  사고나 임상  추론과 달리 임상  단은 사고나 추

론의 최종 결론(의사결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

이라는 에서 다른 두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Table 2). 

Table 2는 각 개념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Norris (Lackey, 

2000)가 제시한 연구 질문들- ‘어떤 상황에서 이 상이 일어

나는가?’, ‘ 상이 발생하는 양상, 범주, 과정이 있는가?’, ‘이 

상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을 던질 때 발견되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정리한 표이다. 

개념의 도식화

주요 개념들 간 계, 혹은 유사성과 차별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개념 도식(Figure 1)은 개념에 한 

통합  고찰 결과와 연구자의 가정이 함축된 가설  도식이다.

개념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임상  추론은 임상  단에 

선행하는 인지  과정이며, 임상  단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 혹은 의사결정을 말한다.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비  사고가 임상 상황에 구체 으로 용된 개념이며, 비

 사고는 모든 일반  상황에 용되는 좀 더 일반 이고 

추상 인 개념이다. 임상수행능력은 지식, 단, 기술의 세 요

소로 구성되며, 문제해결능력이 간호와 같은 임상 상황에 

용된 것을 의미한다. 임상수행능력은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인 임상  추론과 임상  단뿐 아니라, 그 단에 

따라 한 간호를 수행하는 행동 역(action) 이 더 포함되

며,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

함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종설은 간호교육에서 혼용되고 있는 비  사고, 임상

 추론, 임상  단의 개념을 Norris의 방법(Lack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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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 로 통합 으로 고찰함으로써 각 개념들을 명료화하고

자 하 다. 비  사고는 모든 일반  상황에 용되는 좀 

더 일반 이고 추상 인 개념인 반면,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간호와 같은 임상 상황에 구체화된 개념이다. 임상  

추론은 임상  단에 선행하는 인지  과정이며, 임상  

단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 혹은 의사결정을 말한다. 세 개념

은 모두 인지 (cognitive) 과정이며, 목 인(intentional) 사고

과정이다.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향을 받는다(affective). 

그러나 행동(Psychomotor)이 이루어지기 의 과정이다. 임상

수행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이 간호와 같은 임상 상황에 용된 

것을 의미하며 임상  추론, 임상  단(cognitive process)뿐 

아니라, 그 단에 따라 한 간호를 수행하는 행동(action) 

역이 더 포함된 개념이다.   

본 고찰에서 다룬 세 가지 개념 에서 비  사고는 세

계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10여개의 도구로 측정될 

만큼 많이 연구되고 있다. 비  사고의 용범 가 크고 일

반 이며 심리학, 교육학 등 다른 여러 학문에서 심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문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비

해 임상  추론과 임상  단은 MeSH 등재 용어에도 올라

있지 않을 만큼 실증  연구 결과들이 축 되지 않았고 타당

성 높은 측정도구도 많지 않다. 간호는 임상상황을 다루는 학

문이므로 앞으로 임상  추론과 임상  단에 한 심을 

높이고 련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개념고찰의 결과로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 도식

에 하여는 지 까지 모호하게 혼용하던 개념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도  제안이 되기를 바라며 기꺼이 논

쟁이 있기를 바란다. Norris가 언 했던 바와 같이 모델이 정

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념들이 더욱 정련되고 명료화되

는 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개념 간 유사성과 

차별성에 근거하여 임상  추론, 임상  단 측정도구들이 

더욱 정련되며, 타당도 높은 새로운 측정도구들도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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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article is a comprehensive review for concept clarification of critical thinking, clinical reasoning, 
and clinical judgment, which still lack a consensus and are of mixed use. Methods: Norris’s method of concept 
clarification was used to review concepts that have no clear definition or conceptualization yet. Results: This 
review summariz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classified each concept based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provided hypothetic conceptual schema. Conclusion: Clinical reasoning and clinical judgment are clinical 
situation specific concepts, while critical thinking is a concept applied in general situations. Critical thinking is a 
broader concept and serves as a foundation for clinical reasoning and clinical judgment. Clinic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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