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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practice in the nursing domain, nursing researchers abroad have performed countless studies on this construct. However, research on reflective practice in Korea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reflective practice to the nursing field in Korea and suggest the effective strategies
to successfully apply reflective practice to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practice. Methods: To this end, we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on reflective practice both domestic and overseas nursing fields, particularly focusing on major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 review was performed using both domestic databases including RISS, KISS, DBpia, and
NDSL and overseas databases including PubMed, OVID, and CINAHL. Nine domestic papers and 19 overseas papers
were selected for a review based on how well the concept of reflection was explained. Resul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we proposed specific methods to improve the use of reflective practice among nurses. We also discussed difficulties or
limitations when applying reflective practice to the reality of nursing practice, and provided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to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practice in Korea. Conclusion: Reflective practice based on critical thinking is essential to improve nursing competency and become a professional nurse. It can play
a key role in integrat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nursing. We believe that the present study would promote research interest in reflective practice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to the domestic nurs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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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무행위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고 검토함으로써 추후 바람직
한 변화를 이끌어 내며 배움과 발전의 과정을 제공하는 진취적
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성찰적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사
는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좁히고 실천경험에 근거하여 간호실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간호학 분야에 널리 알

무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려져 있는 개념으로, 지난 20년간에 걸쳐 여러 간호 연구가들

[6,7]. 특히 Mantzoukas와 Jasper [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1-3]. 성찰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처음

매일의 경험을 성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간호사는 자신의

으로 사용한 Schön [4,5]은 성찰적 실천을 전문가가 자신의 실

실무 행위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향상된 간호를 제공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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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장금성

과적으로 전문적 실무를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

연구방법

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무행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성
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 성찰적 실천을 소개하고 간호
교육 및 간호실무에 성찰적 실천 적용의 시사점을 고찰하기 위

성찰적 실천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국외 간호

하여 국내 ․ 외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 중에서 주요 문헌을 선택

계에서는 성찰적 실천을 주제로 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하여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의견 및 관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8-11], 국내에서도 간호사 성찰적 실천

을 제시하였다.

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초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

기 단계에 있다. 성찰과 관련된 몇몇 국내 연구로는 간호사 대

지였으며 국내 문헌의 경우 전자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상으로 성찰적 사고 수준과 간호역량을 살펴본 연구[12-14], 간

DBpia, NDSL을 통해 문헌검색을 실시하였다. 논문검색에 주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연구[15,16], 간호대

요어로 ‘간호’,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대학생’, ‘성찰’, ‘성

학생의 시뮬레이션 교육 후 디브리핑에 관한 연구[17]가 있다.

찰적 실천’, ‘성찰적 실무’, ‘성찰 수준’, ‘성찰적 사고’를 사용하

하지만 실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찰적 실천 적용의 효과를

였다. 검색전략으로는 주요어들을 불리언 연산자 ‘AND’로 조

다룬 국내 연구로는 개념지도(concept map)를 활용한 성찰 활

합하여 검색하였고, 출판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차적

동과 간호역량과의 관계를 탐구한 Kim [18], 비판적 성찰 탐구

으로 검색된 논문 총 101편 중 중복문헌을 제외하여 남은 논문

(critical reflective inquiry) 훈련이 신입간호사의 의사결정에

은 67편이었다. 이 중에서 성찰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으나 실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Kwon과 Park [19], 이렇게 두 편만이 존

제 성찰적 사고나 성찰적 실천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의 논문 및

재하는 실정으로 국내에서 성찰적 실천 적용의 전반적인 효과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대상이 아닌 논문을 제외하고 27편이

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남았다. 이 27편의 원본을 모두 읽으면서 본 연구의 주 목적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 외 간호학 분야의 성찰적 실천 관

고려하여 두 저자간의 논의를 거쳐 성찰의 개념을 가장 자세히

련연구 중 주요 문헌을 고찰하여 국내 간호학 분야에 성찰적 실

다루고 있는 대표 논문 9편[12-19,25]만을 본 연구에 포함하기

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성찰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로 결정하였다.

적용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내 간호

국외 문헌의 경우 PubMed, OVID, CINAHL를 사용하여

학 분야의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가 아직 미미한 현실이고 앞으

문헌검색을 실시하였다. 주요어로 ‘reflection’, ‘reflective prac-

로 연구 확대와 함께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은 분야임을 고려할

tice’, ‘nurs*’, ‘reflective thinking’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불

때, 간호에서의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의 주요 문헌을 살펴보고

리언 연산자 ‘AND’로 조합하였다. 출판연도는 2000년부터

성공적인 성찰적 실천 적용을 위한 논의와 방안을 제시한 본 연

2018년으로 하였고 언어는 영어로 제한하였다. 일차적으로 검

구가 꼭 필요하고 추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추 역할을 하리라

색된 논문은 총 506편이었고, 이 중에서 전반적인 성찰적 실천

사료된다.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동향분석 논문만을 다시 확인하여 간호
에서 성찰적 실천의 동향분석을 한 논문 3편[2,11,26]과 이 3편

2. 연구목적

의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논문 중 성찰의 개념을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대표 논문 16편[1,3,6-11,21-24,27-30], 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 분야에 성찰적 실천 연구를

19편을 본 연구에 사용하기로 선정하였다.

소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천 적용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먼저 성찰적 실천에 대한 국내 ․ 외 주요문헌 고찰과 함께 선
행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성찰적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결과
1.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개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찰적 실천의
적용에 있어 한계점과 함께 국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 성공

Atkins과 Murphy [1]에 의하면, 성찰적 실천(reflective

적인 성찰적 실천 적용을 위한 논의와 강화전략을 제안하고자

practice)이란 학습 상황을 조성하고 학습의 결과는 이전의 경

한다.

험과 구체적인 상황 및 실무를 이끌어 온 이론의 결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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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

않다는 지적도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적 실천은 간

으로써 실무에 유용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

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적 가치감과 전문적 가치감을 제공

로 정의될 수 있다. 그들은 구체적인 성찰적 실천의 단계로 자

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8], 간호실무 현장의 효율성을 높

신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자기인식(self-awareness), 상황에

이고 이상적인 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써 인정받고

대한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새로운 관점의 계발로 소

있는 추세이다.

개하고 있다.
한편 Schön [4,5]은 성찰과정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2. 성찰적 실천의 효과

다(Figure 1). 성찰(reflection)의 첫 단계는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knowledge-

간호분야의 성찰적 실천의 장점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부

in-action)과 함께 시작된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놀라

분인 간호실무 향상에 유용하다는 국외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움(surprise)이 뒤따르게 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실험

많다. 예를 들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ng [20]의 연구

(experimentation)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찰은 의사결정

에서 학생들은 간호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 성찰적 실

과정을 이끌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행 중 성찰(reflection-in-

천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성찰적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임상

action)은 실험과정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학습 스타

지속적인 메타인지(meta-cognition)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

일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 마지막으로 실행 후 성찰(reflection-on-action)은 일어난

Smith와 Jack [21]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성찰적 실천이

상황에 대해 개인이 되돌아 볼 때 이루어지고, 종종 의사결정 틀

그들의 간호기술과 임상 역량을 발전시킨 점을 감안할 때 간호

(decision making framework)을 확장시키거나 수정하게 도와

학에 있어 성찰이 주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좀 더 자기

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성찰적 실천, 즉 실행 중 성찰(reflection-

인식을 하게 되었고 간호 과정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in-action)과 실행 후 성찰(reflection-on-action)을 간호현장에

자신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

적용해 보면, 실행 중 성찰은 간호실무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

로 성찰적 실천의 경험을 살펴본 Gustafsson과 Fagerberg [22]

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성찰하는 것이고, 실행 후 성찰은 간호

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은 간호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행위를 완료한 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되돌아보며 숙고하는

환자들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며, 간호사들에

것이다.

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었

물론 간호분야에서의 성찰의 개념화가 여전히 모호하며 혼

다. 성찰적 실천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은 자신의 간호 업

란스럽고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무의 성찰을 통해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을

함께 성찰적 실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성찰적 실천의 성

교육하는 데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간호사들에게

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성찰적 실천을 권장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

노력이 요구되며 실제 바쁜 간호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에서야 간호분야의 성찰이 주목을 얻기 시
작하면서 양적 방법을 이용하여 성찰적 수준과 간호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본 몇 편의 연구들이 존재한다[12-14]. 이들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사의 성찰적 사고 수준과 간호역량이 양적 상관
관계를 보임으로써, 간호사의 높은 성찰 수준이 간호역량을 향
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이 지지되었다. 특히 Koo [12]는 직무
동기와 간호역량과의 관계에서 성찰적 사고가 매개변수로 작
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직
무동기의 고취와 함께 성찰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
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질적 방법을 이용
하여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

Figure 1. Schön's (1983) model of reflective practice.

한 Kim [18]의 연구에서도 성찰적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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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Dubé와 Ducharme [2]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구두 방법, 서면

더불어 더욱 관심 있게 고려할 성찰적 실천의 강점은 간호실

방법, 또는 두 가지의 혼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구두 방

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간호사의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요

법으로는 그룹토의 또는 사례 연구회를 통해 프리셉터나 동료

인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

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거나, 간호사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에

표현하고 의논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유

관해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토의하고 학습

용하다는 점이다[7,9,10,23,24]. O’Donovan [23]은 간호학생

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구두 방법을 이용한 성찰적 실천을 적

들이 성찰적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나 사고, 태도,

용하여 유용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Dono-

감정들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고 간호상황에서 발생하는 내

van [23]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프리셉터 또는 동료와의 그

면의 감정변화들을 더 잘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룹토의를 통한 성찰활동으로 학습이 촉진되었고, Beam 등[10]

Rees [24]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찰적 실천

은 사례 연구회를 통해 성찰적 실천을 적용했던 간호사는 자신

을 통해 감정적으로 도전적인 상황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

의 감정에 대해 표현함으로써 감정상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

고,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험들을 인식하

고, 자신의 감정과 염려하는 부분들이 존중 받고 있음을 느끼며

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찰적 실천의 효

안도감을 경험했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였

과를 탐구한 Taylor [7]는 종종 괴롭힘을 포함한 일종의 수평

다. 또한 비판적 성찰탐구(critical reflective inquiry)를 사용하

적 폭력의 형태가 존재하는 간호사의 업무환경, 즉 역기능적

여 간호사들의 임상상황을 살펴본 Asselin과 Schwartz-Barcott

간호사-간호사 관계 속에서 성찰적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간호

[8]은 그룹토의를 통하여 간호사들의 심층적인 성찰활동이 촉진

사-간호사 관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고객만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으로 서면 방법으로는 성찰일지(reflective journal) 또

다양한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오늘날의 병원조직 속에서 간호사

는 자서전적 글쓰기(autobiographical sketches)가 있는데, 이

의 역할도 변화하고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역할변화와 확장된

는 자신의 실무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드는 생각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간호사는 부정적 정서, 소진(emotional

이나 반성, 느낌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쓰기이다. 성찰일

exhaustion),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상급간호사 또는 동

지는 본인만의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료와의 충돌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이점이 있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이는 역량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5], 성찰적 실천의 적용으로 이런 문제

높이고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효과적인 성찰적

한다[27]. 성찰일지를 활용한 성찰적 실천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천을 통해 간호사는 그들의 실무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보고한 기존 연구로 Barry 등[9]은 성찰일지는 간호학생들이

도 더 잘 이해하고 동료간호사와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발산수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성찰의 안전한 도구가 되었고

단을 확보할 수 있고[26], 이로 인해 근무의욕과 직무만족도가

그들의 감정과 간호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증가할 것이고 이직률은 감소하며, 근본적으로 간호사 개개인

고 보고하였다. Chirema [28]는 간호학생이 성찰일지를 통하

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여 간호현장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과 어려웠던 실습상황

지금까지 우리는 성찰적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성찰일지가 성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간호분야에서 성찰적 실천은 간호실

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무를 향상시키고 간호사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Nielsen 등[27]의 연구에서도 성찰일지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성찰적 실천을 위한 구

비판적 사고가 증진되었고 지식전달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임

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다음은 여러 연구결

상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적 측면을 숙고해 볼 수 있

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구체적인 성찰적 실천 방법을 소

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

개하고자 한다.

하였다. 특히 Taylor [7]는 성찰일지쓰기에 퍼실리테이터가 진
행하는 그룹토의를 병행한 성찰적 실천을 적용하여 간호사-간

3. 성찰적 실천 방법

호사 관계의 어려움, 구체적으로 괴롭힘과 수평적 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행동을 확인하여 간호사-간호사 관계를 개선함으로

성찰적 실천은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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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긍정적인 분위기와 인정의 문화를 조성하였다.

간호실무에서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과 적용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Altimier와 Lasater [29]와 Kim [18]

[20]. 흥미롭게도 Mantzoukas와 Jasper [6]는 성찰적 실천에

이 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념지도

있어 간호사들이 발견한 가장 큰 장벽은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

(concept map)를 활용한 성찰적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개념

의 권력관계였다고 하였다. 비록 간호사들이 성찰적 실천이 그

지도란 개념들 간의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는 시각적 지도로써,

들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그림이나 그래픽 또는 도식

떤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제한적인 힘으로 인해 성

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주요 개념의 선행요인, 결과 및 속성을

찰적 실천의 가치가 절하된다고 여김으로써 간호사들이 자신

포함한다[29]. 또한 개념지도는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의논하거나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서로 연계하여 의미를 찾고, 자신이 수

일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행한 업무를 도식화하여 다시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국내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감정

성찰활동 방법이다[18]. Altimier와 Lasater [29]는 신생아실

노동의 가중과 함께 소진이 증가하고 업무 환경 평가에서 인력

간호사들이 이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역량이 향상되었고 결과

과 자원의 적절성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볼 때[25], 간호조직은

적으로 전문적, 조직적, 개인적인 요구까지도 충족시키는데 유

적절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18]의 연구에서는 성찰일지와

에도 바쁘고 자신이 수행한 간호업무에 대해 되돌아보며 성찰

함께 개념지도를 활용한 성찰적 실천을 통해 간호사의 전반적

적 실천을 적용해 볼 여유가 전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14].

인 간호역량이 향상되었는데, 특히 간호역량의 세부요소 중 비

또한 새로운 신념이나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동료에 대해

판적 사고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서 조직 내에서 오히려 반감을 보일 수 있는 국내의 간호현장
상황에서 실제로 성찰적 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논

의

1. 성찰적 실천 적용의 한계점

기란 매우 힘들 수 있다.

2. 성찰적 실천 강화전략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

지금까지 논의해 온 성찰적 실천에 대한 문헌고찰과 주요 선

가하고 있고, 간호사 성찰적 실천은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줄

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저자들은 앞에서 언급된 한계점을 극복

이면서 간호실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하면서 국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 성찰적 실천의 효과적인

패러다임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을

적용을 위한 논의와 함께 성찰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실무 현장

인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업무에 대해 숙고해 보며 성찰적 실

첫째,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 인식과 지지적인 환경조성이 중

천을 적용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음을 인정한다. 성찰적

요하다. 즉, 성찰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의 적용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한계점과 장벽을

단계는 현장의 간호사 본인들 뿐 아니라 간호교육가와 조직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가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성찰적 실천에 대한 이해와 중

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호교육가뿐만 아니라

먼저 효과적인 성찰적 실천을 위해서는 비판적 탐구와 반성

간호관리자의 인식전환을 통해 성찰적 실천의 가치가 인정되

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8], 간호사 개개인의 인지수

고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준과 사고방식, 학습방식, 실무경험과 같은 개인차에 따라 성

Graham [3]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성찰적 실천 능력을 향상

찰적 실천의 습득이 어렵거나 혹은 낯설다고 느껴지는 성찰적

시키기 위해 3단계의 구조화된 내용의 워크숍(현재 간호상황

실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간호사 본인

에 대한 성찰, 간호의 특성확인, 간호의 개념틀 확립)을 적용하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기관의 조직문화가 성찰적 실천에 대한

여 성찰적 실천의 유용성을 지지하였듯이, 성찰적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성찰적 실천에 가치를 두지 않고 권

인식을 증가시키고 성찰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부 단위로 워크

장하지 않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실제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숍이나 강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 전문적인 지도자(프리셉터나 멘토)나 주위의 지

와 같은 교육 및 훈련체계를 통해 관리자와 동료와의 능동적이

지 없이는 성찰적 실천의 효과적인 적용이 힘들다고 하였다

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간호사들이 성찰적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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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성찰적 실천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그룹 성찰활동을 제안한
다. 그룹 성찰활동은 전문직간의 의사소통을 지지하기 때문에

둘째, 국내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성찰적 실습(reflective prac-

근무현장에서 그룹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 두는

ticum) 병행을 제안한다. 성찰적 실습(reflective practicum)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간호실무 현장에서 인계시간

은 성찰적 실천을 습득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Schön [5]이

을 이용해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을 할애해서라도 퍼실리테

처음으로 소개한 과정이다. 나아가 Schön [5]은 전문적인 교육

이터가 진행하는 그룹 성찰을 공식적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성

이나 훈련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찰적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간호업무

특히 이런 실습을 이론과목과 병행하여 초기에 정규 교과목으

에 많은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의사들에게도 간호사들이

로 통합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국외의 많은

이론에 근거한 성찰적 실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간호역량을

간호대학에서는 성찰적 실천이 정규 교과목으로 점점 자리 잡

증진시키기 위해 실무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

고 있지만[26], 국내에서는 아직 교과과정에 통합되지 않았고

각되어 간호사 전문직에 대한 자존감 향상의 한 방법도 될 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과목에서 교육 후 디

있다.

브리핑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찰적 실천의 이론적인 부분
을 접목하여 이 교육과정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성찰적 실천

결

론

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성찰적 실천
을 정식 교과목으로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찰적 실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국외

셋째, 간호부서에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적응을 지원하는 특

간호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하여 활발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정 시기에 활동하는 현행 프리셉터 제도에서 나아가 성찰적 실

고 있지만, 국내 간호계에서는 연구가 미미한 성찰적 실천을

천을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는 실무지도자 내지는 임상교육자

국내 간호학 분야에 소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서

제도시행을 제안한다. Schön [5]이 성찰적 실천의 필수적인 조

성찰적 실천 적용의 활성화를 제안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건으로 강조하였듯이, 성찰적 실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실천은 개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기술하고, 그 업

숙련된 프리셉터나 실무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의 역할이

무에 대한 본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되돌아보며, 궁

중요하다. 프리셉터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직접 시범을 보여

극적으로 그 경험을 재검토하는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는 순환

줄 필요도 있고, 특히 판단적이지 않으며 모든 이의 의견을 존

과정이다[10]. 간호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들과

중해주고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경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한 자질로 강조되고 있다[30]. 특히 성찰의 가치에 대한 지도자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효과적인 계

의 인식이 학습자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획을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성찰적 실천은

때, 간호부서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프리셉터나 실무지도자

간호역량을 향상시켜 전문적 간호실무가가 되기 위하여 필수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의 적절한 지도와 지지를 통해 간호학생

적이다. 무엇보다도, 높은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 요구

이나 간호사는 의미 있는 성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되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 본인의 감정들

을 것이다. 여기서 확장된 개념의 프리셉터라 함은 기존의 전

을 건전한 방향으로 분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이

통적 방식의 교육적 역할과 수행지도 뿐 아니라 프리셉터 자신

를 통해 간호사의 정서가 향상되고 소진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

이 성찰의 가치와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육에 투영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진되고 간호조직이나 간호단위 내에서 서로간의 신뢰가 쌓

서 프리셉터 자신이 학습과 성장의 순환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

아지며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미한다. 프리셉터의 성찰적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차

다. 이는 이직률 감소와 함께 조직차원에도 이익을 주며, 결과

원의 부단한 노력과 시간, 지원 및 지지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적으로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프리셉터 시기 이후의 경력간호사들의 단계별 경력개발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 임상간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상교육과 성찰적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찰적 실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실무지도자나 임상교육자의 제도개발

략의 첫 번째 단계는 현장의 간호사 본인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이 필요하다.

가와 간호관리자가 성찰적 실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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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의 중요성 인식과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간호사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간호사의 성찰적 사고 능력을 개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4.01008.x
7. Taylor B. Identifying and transforming dysfunctional nursenurse relationships through reflective practice and act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1;7(6):

발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도

406-413.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1.00323.x

필요하다. 성찰적 실천능력은 이론적 지식이 축적되고 실무경

8. Asselin ME, Schwartz-Barcott D. Exploring problems encoun-

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tered among experienced nurses using critical reflective in-

적인 교육과 지지가 없이는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20], 시간을
할애하고 인내심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든

quiry: Implications for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2015;31(3):
138-144. https://doi.org/10.1097/nnd.0000000000000145

지 새로운 개념이나 방법을 간호실무 현장에 시도하는 일은 어

9. Barry CD, Blum CA, Purnell MJ. Caring for individuals dis-

렵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placed by hurricanes Katrina and Wilma: The lived experience

아니며, 많은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결과에서 간호분야에서
의 성찰적 실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입증되는 것을 고려할

of student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2007;11(2):67.
10. Beam RJ, O'brien RA, Neal M. Reflective practice enhances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

public health nurse implementation of nurse family partner-

다고 사료되고, 일단 과감히 시도해보고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ship. Public Health Nursing. 2010;27(2):131-139.

본 저자들은 강력히 제안해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천의 적

https://doi.org/10.1111/j.1525-1446.2010.00836.x
11. Scheel LS, Peters MD, Møbjerg ACM. Reflection in the training
of nurses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A scoping review protocol.

용이 어려운 한계점을 논의하고 국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

JBI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and Implementation Re-

성공적인 성찰적 실천을 위한 적용점을 고찰하였다는 데 있다.

ports. 2017;15(12):2871-2880.

본 연구가 국내 간호분야에 성찰적 실천의 적용에 관한 논의와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간호실무 현장에 적용
하여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론과 연구,
실무를 통합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극
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https://doi.org/10.11124/jbisrir-2017-003482
12. Koo JS. Mediating effect of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motivation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the nursing clinical ladder among staf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6.
p. 1-76.
13. Kim H, Jang KS. Comparison of reflection hierarch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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