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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종적연구

Change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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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종적연구

로 1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 94명 중 4년간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5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 ANOVA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향상하는 변화를 보였으나 하위요인 중에서는 지적 열정/호

기심, 체계성, 객관성의 3항목만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향상하는 추세만 보이고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

며, 세부항목에서 유의하게 향상한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통제력이었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성향 중 신중성, 자신

감, 지적 공정성 및 건전한 회의성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 중 문제해결 자신감과 접근-회피 양식을 더욱 증진시

킬 수 있도록 교수법 및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간호, 학생,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ave 
developed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 
course.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 ANOVA and paired t-test test with SPSS Statistics 
version 16.0. The study has shown that the students have developed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specially  
in sub items as prudence, self-confidence, intellectual fairness, healthy skepticism after completing the 
undergraduate course, but they have failed to mature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except personal control ability.
Therefore, it is critical to continuously apply th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will successfully help 
students enhance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the whole nurs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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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사들은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환자 및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화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최선의 간호는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바탕으로 연구



Change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 38 -

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간호실무에 적용할 때 가능하다[1]. 이를 위해서

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전 세계

적으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주요 교육목표로 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간호학과 인증평가 교육성과 지표에 비판적 사고능력을

포함시켜[2] 많은 간호대학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비판적사고는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4]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람, 태도를 의미하는 정의적 성향

과,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 종합, 추론하는 인지적 기술

의 두 가지 요소, 즉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능

력으로 구성되어있다[5-6].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려

면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적

용하려는 개인적 성향이 있어야 하므로[5] 먼저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간호학생들은 졸업 후 짧은 기간의 오리엔테이션

후 직접 환자를 간호해야하므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졸업 전에 임

상상황 별로 빠르고 정확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대상자

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7-8]. 문제해결능력은 비

판적 사고와 더불어 간호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9],

비판적 사고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0]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킨다면 문제해결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제중심학습, 개념 맵을

이용한 교육 및 시뮬레이션교육을 한 후 비판적 사고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한 연구들[11-18]이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종적으로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 및 간호과정, 시뮬레이

션 실습 교과목이 포함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

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시점부터 졸업할 때 까지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입학한 후부터 졸

업할 때까지 4년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

결능력의 변화를 조사하여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이 학

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켰는

지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한다.

2) 학년별 문제해결능력을 비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성향과 문제해결능

력을 4년간 비교하는 종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J시 4년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 94명

을 대상으로 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하거나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5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대

상이었다. 본 연구는 S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시되었다.

3. 연구 도구

1)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9]이 개발한 총 27문항으

로 측정하였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소, 즉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

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및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도

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Heppner와 Peterson[20]이 개발한

문제해결척도를 Jeon[21]이 번역한 총 3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이 중 3문항은 여과문항이며, 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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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Subitem

1

(M±SD)

2

(M±SD)

3

(M±SD)

4

(M±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argerness/

Curiosity*
3.39±0.63 3.50±0.44 3.54±0.49 3.63±0.48

Prudence 3.31±0.56 3.30±0.66 3.37±0.61 3.40±0.61

Self-

confidence
3.42±0.51 3.50±0.46 3.55±0.46 3.52±0.49

Systema-

ticity+
2.96±0.52 3.12±0.46 3.23±0.52 3.25±0.49

Intellectual

fairness
3.69±0.36 3.81±0.36 3.75±0.42 3.75±0.42

Healthy

skepticism
3.52±0.46 3.47±0.54 3.63±0.36 3.60±0.46

Objectivity* 3.83±0.46 3.92±0.44 3.97±0.37 3.97±0.37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6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요소, 즉 문제해결

자신감 11문항, 접근-회피 양식 16문항 및 개인의 통제

력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4년간 변화를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고, 학년 간 비교는

paired t-test로 하였다.

Ⅳ. 결 과

1.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5

점 범위에, 7개 하위요소 중 4개 학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요소는 객관성이었고,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인 요소는 체계성이었다.

총 평균평점은 1학년 3.44±0.31, 2학년 3.52±0.27, 3학

년 3.58±0.27, 4학년 3.59±0.2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

수가 유의하게 향상하는 추세를 보였다(F=13.2,

p=.001)<그림 1>. 학년 간 비교에서 3, 4학년이 1학년

에 비해 유의하게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향상되었다

(p=.001)<표 1>.

세부 항목별로 학년에 따라 유의하게 향상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지적 열정/호기심(F=7.6, p=.008), 체계성

(F=15.6, p<.001), 객관성(F=4.6, p=.037)이었다<표 1>.

2. 문제해결능력의 변화

문제해결능력의 평균평점은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

범위에, 3개 하위요소에서 4개 학년에서 모두 가장 높

은 점수을 나타낸 요소는 문제해결 자신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요소는 개인의 통제력이었다.

총 평균평점은 1학년 3.79±0.42, 2학년 3.89±0.39, 3학

년 3.87±0.41, 4학년 3.91±0.4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

수가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F=1.8, p=.182)<그림 2>. 세부항목별로 학년에 따라 유

의하게 변화한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통제력(F=12.5,

p=.001)이었다<표 2>.

* p=.001, ** 1st < 3rd or 4th (p=.001)

그림 1. 비판적사고성향의 변화

Figure 1. Chang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표 1. 학변 별 비판적 사고성향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y Grade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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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Subitem

1

(M±SD)

2

(M±SD)

3

(M±SD)

4

(M±SD)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confidence

3.97±0.53 4.07±0.44 4.11±0.48 4.08±0.45

Approach
avoidance
style

3.93±0.42 4.02±0.47 3.93±0.47 3.95±0.47

Personal
control* 3.01±0.64 3.13±0.61 3.12±0.56 3.36±0.63

+ p=.182

그림 2. 문제해결능력의 변화

Figure 2. Change of Problem Solving Ability

표 2. 학변 별 문제해결능력

Table 2. Problem Solving Ability by Grade

* p<.05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

년에 관계없이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고, 이는 우

리나라 간호대학생들과 비슷한 결과이었지만[19] 시뮬

레이션 교육을 받은 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진 간호

학과 3학년 학생[22] 및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에 비해

낮았다[23].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은 조

금씩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 1학년에 비해 3,4학년에

서 많이 향상하였다. 사고성향은 사고에 대한 태도나

동기, 정서적 상태, 가치의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

판적 사고성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시뮬레이션교육이 비

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나타내지 않은 연구결과[16,17]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개념지도 교육 후 비판적 사고능

력이 향상 한 연구[15]와 문제중심학습을 했을 때 비판

적 사고능력이 높아졌다는 체계적 고찰 결과[11-13]를

고려해 볼 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교육 보다는 지속적

으로 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

고, 하위요소에서 문제해결 자신감 점수가 가장 높고,

자기 통제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Ma[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교육[24]

이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25-26]을 받은 후 문제해

결능력이 향상된 연구들은 모두 교육 전후의 단기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교육과

정을 마친 후 문제해결능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은 문제해결 능력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마찬가지로 단

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하겠다.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들은 환자들의 문제

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간호중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필요로 하므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졸

업시점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성

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

한 교수법을 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교수자의 비판적 사고에 대

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27]

ⅤI. 결 론

간호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비판적 사고성

향은 1학년에서 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중 정도의 수준이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추세는 보였지만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임상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 능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의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법 및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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