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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earch on reflection in Korean nursing,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Korea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Methods: A review was performed using domestic databases including RISS, KISS, DBpia, and NDSL. Twenty-three pap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and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Results:
Reflection in nursing research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2005, generating almost half the publications in the last
3 years.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were classified into 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34.7%), reflective action (8.6%), and reflection writing method (56.7%).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were categorized into 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26.1%), 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22.2%), 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47.4%), and 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 (4.3%).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reflection or reflective practice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integrating theories to practice,
and that reflective practice is a prerequisite to becoming a professional nurse as well as a crucial tool for ideal changes
in nursing. Considerable effort should be made to define the concept of reflective practice and effectively apply it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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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reflection)이란 어떤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비추어 신념
이나 지식 형태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중한 반성적
사고이며, 확고한 근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신념을 확립하려
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성찰적 사고

성찰(reflection) 및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여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험이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러 학계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으며[1-4], 간호

교육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성찰이란 합리적인 담

학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 지난 20년간에 걸

론을 통해 의도적 학습, 문제 해결 및 타당성 검증의 핵심이 되

쳐 간호학에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5-8]. 교육학

는 과정으로, 의도적인 학습은 주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설명

분야에서 일찍이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Dewey [1]는 성찰

또는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사려 깊은 활동에의 적용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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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을 보이고 있지만[17-19]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의 연구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

에서는 간호사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간호역량과 정적 상관관

한 Schön [3,4]에 의하면 성찰적 실천이란 전문가가 인지적 행

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

위를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실무행위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

소로 간호사의 높은 성찰 수준이 강조되었고, ‘reflective prac-

함으로써 추후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개인의 학

tice’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실무’로 언급하고

습과 발전 및 성장을 이루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 국내간호에서 성찰적 실천 적용의 효과를 구체

있다.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간호학에 적용시켜 보면,

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최근에 종설 논문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실무 행위에 대해 되돌아

으로 성찰적 실천 연구를 소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

보며 숙고함으로써 간호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향상시켜

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의 활성화를 제안한 Lee와 Jang [10]의

추후 간호실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 있었다.

[10]. 이러한 특성을 지닌 성찰적 실천을 간호상황에 적용함으

이에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국내 성찰 관련 간호연구를 개척

로써 간호사는 자신의 간호실무를 향상시켜 유능한 간호전문

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성을 갖고,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 국

가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내 간호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국외 관련 연구의 주요 현황을 함

한, 실천경험에 근거한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발전

께 비교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에

시켜 환자간호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 효과적 적용 및 발전을 위한 연구방향을

호사 역량개발에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강조된다[11].

제시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활발하게
연구해 온 Parrish와 Crookes [12]는 성찰적 실천을 효과적으

2. 연구목적

로 적용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제시하였
다. 첫째, 환자간호에 대해 융통성 있고 개별화된 전인적 접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찰 관련 국내 간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방식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더욱 능숙하다. 둘째, 사

국내 간호학에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 효과적 적용 및 발전을

려 깊고 체계적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위한 연구의 다양화와 확장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더 잘 갖추어져 있다. 셋째,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인하
고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간호실무 수행에서 더 나은

연구방법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행위의 모든 과정과 결
과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이 필수

1. 연구설계

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간호사의 성찰 역량은 종종 환자를 위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기반 간호의 제공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과 의료진의 치명적인 실수의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다고 보고된다[8]. 이렇듯 성찰은 임상 환경 내에서 근거기반
실무(evidence-based practice)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니라 나아가 전인 간호와 예술적 측면이 강조된 심미적 간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내

다른 학문 분야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영향으

간호학에서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 문헌으로 학위논문

로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

과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며,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복 시

되면서 국외 간호학에서는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한 이론

학위논문을 선택하였고, 출판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적 및 경험적 탐구들이 활성화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분석대상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제외기준은 본 연구에서 정의

[5,7,13,14], 성찰적 실천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이나 체계적 문

한 성찰, 성찰적 실천 연구의 범주가 아닌 문헌 즉, 성찰이라

헌고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8,15,16]. 반면, 국내

는 단어는 포함되었으나 사실상 성찰적 사고나 성찰적 실천

간호학에서는 주로 성찰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성

과는 무관한 내용의 논문,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대상이 아닌

찰적 실천에 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연구가들이 관심

문헌,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종설 논문이다. 또한 실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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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research)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획-실행-관찰-분석

3. 자료분석

-성찰’의 나선형 과정[20]의 일부로 수행된 성찰 활동이 포함된
1) 분석범주

선행연구 논문도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분석범주 설정을 위해 연구자 2인이 논문

자료수집 절차는 검색어 선정,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검색

의 원문을 고찰하고 요약한 후, 연구의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전략 수립, 문헌검색 수행, 분석대상 문헌 선정의 순서로 진행

있도록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분석범주를 결정하였다. 먼저, 성

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찰적 실천의 동향을 연구한 국외 논문인 Schumann Scheel 등

DBpia, NDSL을 이용하였고, 논문검색에 사용된 주요어는

[8]의 연구와 Dubé와 Ducharme [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간호’,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대학생’, ‘성찰’, ‘성찰적 실

범주를 참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찰 관련 연구가 비교

천’, ‘성찰적 실무’, ‘성찰 수준’ ‘성찰적 사고’였다. 검색전략으

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을 파악

로는 주요어들을 불리언 연산자 ‘AND’로 조합하여 검색하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본 연구

다. 일차적으로 검색된 논문은 총 103편이었으며 이 중 중복문

의 최종분석 범주로 크게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analysis of

헌을 제외하여 남은 논문은 69편이었다. 69편 중 연구제목과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과 성찰 관련연구결과분

초록을 확인하여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0편을 제외하자 검색

석(analysis of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으로 구분하였

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은 총 29편이었다. 이 29편의 원본을 모

다. 첫째,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으로는 사용된 성찰 관련 일반

두 읽으면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의 부합여부를 재확인 하는

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성찰 행위(reflection

과정을 거치면서 학위논문 4편, 학술지 출판 논문 19편의 총 23

action),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writing method)으로 분류

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하였다. 둘째,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은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성찰저

Electronic database search (N=103)
∙ RISS (n=25)
∙ KISS (n=17)
∙ DBpia (n=12)
∙ NDSL (n=49)

Exclude duplication (n=34)

N=69

N=29

Screen abstracts and exclude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N=40)
∙ Action research including reflection (n=32)
∙ Participants: neither nurses nor nursing students (n=5)
∙ Duplication with dissertation (n=2)
∙ Review study (n=1)

Screen full text papers, exclude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N=6)
∙ Conference proceedings (n=3)
∙ Use of different definition of reflection from this study (n=3)

Final selection (N=23)

Figure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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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문헌이 17편(73.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병원에 근무하

journal),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applying re-

는 간호사 대상 문헌이 6편(26.1%)이었다. 성찰의 정의가 되어

flection as an intervention),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

있는 논문은 15편(65.2%),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은 8편

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로

(34.8%)이었다.

분류하였다.

2.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2) 분석범주에 따른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

분석하였다. 분석범주에 따라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및 성찰

한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결과는 Table 3에 다음과 같이 정리

관련연구결과분석과 함께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되어 있다. 분석결과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첫째는
성찰 관련 일반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둘째 성

연구결과

찰 행위(reflective action), 셋째는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1. 분석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으로 성찰 3편(13.0%), 자기성찰 4편(17.4%), 성찰적 사고수준

writing method)이었다. 성찰 관련 일반용어는 총 8편(34.7%)
1편(4.3%)이었고, 성찰 행위로는 비판적 성찰탐구와 성찰 활

최종 분석대상 문헌 23편이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동이 각각 1편으로 총 2편(8.6%)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찰 서면

Table 2에 출판연도, 출판유형, 저자소속, 출처, 연구방법, 연구

방법이 총 13편(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성찰

대상, 성찰정의 여부 별로 일반적 특성을 자세히 분류 제시하

저널(reflective journal) 7편(30.9), 나머지는 성찰일기(reflec-

였다. 국내에서 성찰 관련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tion diary), 성찰노트(reflection note), 성찰질문과 글쓰기

2005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2018년까지 전체 논문 수는 23편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자기성찰저널(self-reflec-

이었다. 출판연도에 따른 문헌 수는 2005~2010년 4편(17.4%),

tion journal), 자기성찰보고서(self-reflection report), 자기성

2011~2015년 9편(39.1%), 2016~2018년 10편(43.5%)으로 연

찰일지(self-reflection diary)로 각각 1편(4.3%)씩 분류되었다.

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논문이 상당
한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자소속은 대학소속의 저자만 있는

3.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

경우가 20편(8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학소속의 저
자와 임상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은 1편(4.3%), 임상실무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을 살펴보면 Table 4에 4가지 범주

자만의 저자논문은 2편(8.7%)에 불과하였다. 출판유형은 석사

로 구분되어 있듯이 첫째,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

학위논문 2편(8.7%), 박사학위논문 2편(8.7%), 학회지 출판논

(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둘째, 성찰저

문 19편(82.6%)으로 학회지 출판이 대부분이었다. 분석대상

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문헌의 학회지 출처를 살펴보면 간호교육학회지 4편(17.4%),

journal) 셋째,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applying

기본간호학회지와 디지털 융복합연구에 각각 3편(13.0%), 나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넷째,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

머지는 다양한 학술지에 대부분 1편(4.3%)씩 발표되었다.

도구 타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

연구설계 유형은 양적 연구가 19편(82.6%)으로 대부분이었

dation)였다.

고 양적 연구 내에서는 유사실험연구 10편(43.5%), 서술 연구 6

첫째 범주로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

편(26.1%), 상관성 연구 2편(8.7%), 방법론적 연구 1편(4.3%)

은 6편(26.1%)으로 구체적 결과로 간호사의 성찰과 간호역량,

순이었다. 특히 유사실험연구 10편 중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

간호사의 성찰조건과 간호역량,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행

후 설계 4편,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3편, 비동등성 대

복감 증진활동,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행복지수, 간호사의

조군 사후 설계 1편,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2편이었다(Table 1

성찰과 직무동기,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문화적 역량 간의

참조). 다음으로 질적 연구가 2편(8.7%)으로 내용분석 2편(8.7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을 포함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혼합연구설계 논문이 2편

둘째 범주로 성찰저널을 이용해 학습평가를 한 문헌은 5편

(8.7%)이었다. 연구대상자 별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2.2%)으로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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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Author (year)

Workplace of
author (s)

Hwang & Jang
(2005)

Definition
Key variables
of reflection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Nur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earch

39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Problem Based Learning (PBL)
Reflective journal

Kwon & Park
(2007)

University/
college
& hospital

Clinical Nurs Research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3 clinical
nurses

No

Critical reflective inquiry
Decision-making

Kim et al.
(2009)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Descriptive research

121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Problem Based Learning (PBL)
Self-reflection journal
Class evaluation

Lee & Park
(2009)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20 nursing
graduate
students

Yes

Problem Based Learning (PBL)
Reflective journal
Learning activity

Kim & Jang
(2013)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Nurs Adm Descriptive research

244 clinical
nurses

Yes

Reflection/Nursing competency
Team learning climate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Lim & Park
(2013)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earch

37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Communication education
Self-reflection report

Yoon et al.
(2013)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137 nursing
students
(3rd year)

No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Reflection note (group)
Competency

Kim (2014)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Descriptive research

93 nursing
students
(3rd year)

Yes

Simulation/Reflective journal
Clinical judgment skills

Jang & Kim
(2014)

University/
college

J Korean Data Anal Soc

Descriptive research

235 clinical
nurses

Yes

Nursing competency
Reflective thinking levels
Conditions for reflection

Kang (2015)

University/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38 clinical
nurses

Yes

Self-reflection/Personal growth
Professional growth

Kim (2015)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22 clinical
nurses

Yes

Reflective activity/Concept
mapping
Nursing competency

Cho (2015)

University/
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Correlational research

366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Jo & Jun
(2015)

University/
college

J Korea Contents As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37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Self-reflection diary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dying patients

Kim & Hong
(2016)

University/
college

J East-West Nurs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275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Self-esteem
Empathy/Happiness index

Koo (2016)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scriptive research

300 clinical
nurses

Yes

Reflection/Work motivation
Nursing competency
Clinical ladder

Jho (2016)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Quasi-experimental
researc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3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Blended learning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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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Continued)
Author (year)

Workplace of
author (s)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Definition
Key variables
of reflection

Park (2016)

University/
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Descriptive research

148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ultural competence

Bang (2017)

University/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70 nursing
students
(3rd year)

No

Simulation/Debriefing
Reflection questions & writing
Critical thinking
Clinical judgment

Jho (2017)

University/
college

J Korean Data Anal 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7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Academic self-efficacy

Kim (2017)

University/
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113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Self-directed practice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Shim et al.
(2017)

University/
college

J Korea Acad-Indust
Coop 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2 nursing
students
(4th year)

No

Simulation/Debriefing
Reflection diary/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Kim (2018)

University/
college

J Edu Info and Media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91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Movie
Reflective journal
Critical thinking

Song & Kim
(2018)

University/
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Methodological research

340 nursing
students
(3rd~4th year)

Yes

Reflection/Insight
Validity/Reliability

로 하여 학습 전, 후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성찰 활동은 간호사의 간호역량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방법에 관한

과 성찰학습 수준을 향상시켰고, 비판적 성찰 탐구 훈련을 통

간호대학생의 경험현상과 인식 정도 분석, 간호대학생 대상으

해 신입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기술이 향상되었다. 간호대학

로 PBL 수업결과 분석,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성찰질문과 글쓰기를

의사소통방식과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 분석, 간호대학생의 임

실시하였을 때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판단력이

상실습전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향상되었고, 성찰저널 작성 및 디브리핑을 적용한 아동간호 시

Clinical Examination, OSCE) 프로그램 실시 후 반응 분석, 간

뮬레이션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

호대학생의 수술 후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후 임상적 판단기술

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영화와 성찰저널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분석 논문이 각각 1편씩이었다.

수업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 효과변수

셋째 범주로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를 연구한 문헌이 11

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정서가 향상되었다. 자기성찰 프로

편(47.4%)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 결과를 중재 효과변수 별로

그램으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이 향상되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관련 변수가

소진은 감소되었고, 자기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향상되었다. 성찰저널 쓰기 활동은 간호대학원생의 웹 기반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

PBL 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후 간호대학

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간호 시뮬레이

생의 메타인지능력, 기본간호 수행능력, 수행자신감, 학업적

션에서 사전학습, 오리엔테이션, 시나리오 구현, 성찰저널 작

자기효능감 및 실습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영화와 성찰저널을

성 및 디브리핑을 적용하였을 때 불안이 감소되었다.

활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수

넷째 범주로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를 위한 연

업태도, 수업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협력적 성찰일지 활

구문헌 1편(4.3%)으로 한국어판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동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학업적 자

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적합하다

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간호역량과 비

고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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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

(N=23)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5~2010
2011~2015
2016~2018

4 (17.4)
9 (39.1)
10 (43.5)

Publication
type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Journal

2 (8.7)
2 (8.7)
19 (82.6)

Workplace of
author (s)

University/college
University/college & hospital
Hospital

20 (87.0)
1 (4.3)
2 (8.7)

Publication
source

J Korean Acad Nurs
Clinical Nurs Research
J Korean Acad Fundam Nurs
J Korean Acad Soc Nurs Edu
J Korean Acad Nurs Adm
J Korean Data Anal Soc
J Digital Convergence
J Korea Contents Assoc
J East-West Nurs Research
J Korea Acad-Indust Coop Soc
J Edu Info and Media
Master's thesis & doctoral
dissertation

1 (4.3)
1 (4.3)
3 (13.2)
4 (17.4)
1 (4.3)
2 (8.7)
3 (13.2)
1 (4.3)
1 (4.3)
1 (4.3)
1 (4.3)
4 (17.4)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Definition of
reflection

Quantitative
Descriptive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Methodological research
Quasi-experimental research

Table 3. Analysis of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N=23)
Variables

Categories

n (%)

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Reflection
Self-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levels
Total

3 (13.0)
4 (17.4)
1 (4.3)
8 (34.7)

Reflective
action

Critical reflective inquiry
Reflective activity
Total

1 (4.3)
1 (4.3)
2 (8.6)

Reflection
writing
method

7 (30.9)
Reflective journal
1 (4.3)
Reflection diary
1 (4.3)
Reflection note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1 (4.3)
1 (4.3)
Self-reflection journal
1 (4.3)
Self-reflection report
1 (4.3)
Self-reflection diary
13 (56.7)
Total

으로 출판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6,8,16] 국내에서의 성찰
적 실천 관련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편으로 아직까지
는 미약한 초기단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성찰적 실천을 직접적

19 (82.6)
6 (26.1)
2 (8.7)
1 (4.3)
10 (43.5)

으로 다룬 연구는 본 연구 분석대상 논문에서는 제외된 한편의
종설 연구[10] 외에는 전혀 없는 현실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
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관련 연구에서 성찰 활동이 성찰
적 실천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성찰적 실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2 (8.7)
2 (8.7)

천’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찰’이라는 용어로 집중되어 사용되

Mixed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2 (8.7)
2 (8.7)

에서 ‘성찰적 실무’로 언급하고 있었다. 한글사전상 ‘실무’란

Nursing students
Nurses (clinical)

17 (73.9)
6 (26.1)

Yes
No

15 (65.2)
8 (34.8)

고 있다. 또한, ‘reflective practice’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
실제의 업무와 사무를 의미하고, ‘실천’이란 생각한 바를 실제
로 행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때 ‘reflective practice’를 ‘성찰적 실무’보다는 ‘성찰적 실천’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하며, 다학제간 연구
를 위해서도 용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국외에

논

의

1. 일반적 특성

비해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역사가 짧은 편이므로
추후 활발한 탐색과 발굴할 부분이 많은 연구영역이라고 여겨
진다. 이렇듯 국외에 비해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역사가 짧은 편이므로 추후 활발한 탐색과 발굴할 부분이 많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23편으로 2000년 이전에는

연구영역이라고 여겨진다.

출판되지 않았고, 2005년 Hwang과 Jang의 성찰 관련연구를

출판유형은 석사학위논문 2편, 박사학위논문 2편, 학회지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논문이 10편(43.5%)으

출판논문 19편으로 학회지 출판이 대부분으로 간호교육학회

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외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

지, 기본간호학회지, 디지털 융복합연구 등 다양한 학술지에

천에 관한 논문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학회지 출판을 통해 간호교육자 및

[5,7,15], 성찰적 실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들도 정기적

임상실무가에게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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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Categories
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SRIS-K validation

Findings

Authors (year)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and nursing competency (nurses)

Kim & Jang
(2013)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conditions for reflection and nursing
competency (nurses)

Jang & Kim
(2014)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nursing students)

Cho (2015)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happiness index (nursing
students)

Kim & Hong
(2016)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and work motivation/ nursing
competency (nurses)

Koo (2016)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Park (2016)

Variation in perceptions about Problem Based Learning (PBL)

Hwang & Jang
(2005)

Results of PBL classes

Kim et al. (2009)

Changes of communication style and relationship patterns after
communication education

Lim & Park
(2013)

Effects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Yoon et al. (2013)

Evaluation of clinical judgment skills after simulation training

Kim (2014)

Critical reflective inquiry training improved decision-making skills.

Kwon & Park
(2007)

Reflective journal writing gave moderate help to learning activities.

Lee & Park (2009)

Self-reflection program improved personal growth and reduced burnout.

Kang (2015)

Reflective activity improved nursing competency and reflective continuum.

Kim (2015)

Self-reflection diary enhanced the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Jo & Jun (2015)

Reflective journal writing enhanced meta-cognition.

Jho (2016)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improve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judgement.

Bang (2017)

The collaborative reflective journaling wa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an the individual
reflective journaling.

Jho (2017)

Writing reflective journal improved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Kim (2017)

Applying pre-study and orientation, scenarios, reflection diary writing, and
debriefing in simulation reduced anxiety, and enhanced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im et al.
(2017)

Using movie and reflective journal improved academic achievement, class
attitudes, critical thinking, and class satisfaction.

Kim (2018)

Korean-SRIS has validity and reliability.

Song & Kim
(2018)

SRIS-K=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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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6 (26.1)

5 (22.2)

11 (47.4)

1 (4.3)

성찰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분석

을 인식시키는 것은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

펴 본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

천의 내용과 방법이 활발하게 탐구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배

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15], 추후 성찰적 실천 적용의 연구대

지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상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폭 넓은 연구진행이

저자소속을 살펴보면 대학소속의 저자만 참여한 연구가 20

필요하다.

편(87%), 대학소속의 저자와 임상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

연구설계 유형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가 19편(82.6%)으로

은 3편(13%)이었다.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창간호

대부분이었고 특히 양적 연구 내에서는 유사실험연구에 편중

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한국간호연구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2편(8.7%), 혼합연구설계 논

의 동향을 파악하였던 Choe 등[21]의 연구에서 주저자가 대학

문이 2편(8.7%)이었다. 성찰적 실천 활동이 간호대학생 및 임

소속(교수, 연구직, 대학원생)인 논문이 6,606편(80.7%), 임상

상간호사 조직 내에서 자기 성찰적 본성이 강조되고 개개인과

간호사가 주저자인 논문은 1,219편(17.7%)이었음을 비교해 볼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과정이 나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

때, 본 연구 분석논문의 대학소속 저자 참여율은 약간 높고 임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찰 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 설계를 모두

상실무가 저자 참여율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간호학에서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가

만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이란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과정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질적 연구 및 탐색 연구를 활성화함

을 적용하여 자신의 간호수행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

으로써 먼저 성찰적 실천의 개념, 정의 및 용어의 일반적인 이

로운 시각을 향상시켜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

해를 확립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

로 실무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향 후 성찰적 실천

으로 어느 특정한 설계 유형을 반복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연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간호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임상간

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간호연

호사의 연구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및 간호사 본인 뿐 아니

마지막으로 성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은 15편(65.2%),

라 간호교육가 및 간호관리자들도 성찰적 실천의 가치를 인정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은 8편(34.8%)이었다. 이는 국외에

하고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10]. 또

서의 성찰적 실천 동향을 분석한 한 연구인 Dubé와 Duchar-

한 성찰 및 성찰적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소속의 저자와 임

me [15]에서 분석대상 총 37편의 논문 중 성찰의 정의가 되어

상실무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동참여연구는 성찰 관련

있는 논문이 28편(75.7%),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이 9편

연구결과들이 간호현장과 교육현장에 상호 반영되고, 교육내

(18.9%)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성찰의 정의가 되

용의 확장과 교과목 개발로도 연결시키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

어 있는 논문 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국내 간호학에서의 성찰

를 만들어가야 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적 실천 관련 개념 정의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대상자 별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

알 수 있다.

으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보다 약 3배가 많았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문헌 중 대학소속의 저자만이 참여한 연구

2. 주요변수분석

가 대부분임을 볼 때, 저자에게 대상자의 선정과 접근이 용이
한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 주요변수의

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실

분석결과 먼저 가장 현저한 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성찰적

무 현장에서 성찰 활동이나 성찰적 실천을 적용한 교육이 아직

실천 고찰에 대한 종설 논문인 Lee와 Jang [10] 외에는 성찰적

활발하게 도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

실천을 주요변수로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출판되지 않았다는

서 간호사 대상의 성찰적 실천 적용의 도입 장애요인 및 확산요

점이다. 국외에서는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서의 성찰적 실천

인을 파악하여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성찰적 실천 적용의 활성

적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다룬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고려할

서도 모두 병원 근무 간호사가 대상이었음을 볼 때, 앞으로는

때[5,15,22,23], 국내 간호교육과 임상현장에서도 성찰적 실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

을 적극 도입, 활발하게 적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측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성찰

정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적 실천의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의 성찰 관련 주요변수의 구체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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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성찰 관련 일반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첫째 범주로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

성찰 행위(reflective action) 및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wri-

이 6편(26.1%)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찰 및 성찰조건이 간

ting method), 이렇게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성찰 관

호역량 및 직무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논문 3편과 간

련 일반용어로 성찰, 자기성찰, 성찰적 사고수준이 이용되었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찰과 행복감 증진활동, 행복지수

고, 성찰 행위로는 비판적 성찰탐구와 성찰 활동이 사용되었

및 문화적 역량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논문이 3편이었

다. 마지막으로 성찰 관련 주요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찰

다. 이는 임상간호사의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사고는 간호역량과

서면방법에는 성찰저널, 성찰일기, 성찰노트, 성찰질문과 글쓰

직무동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사들이 성찰

기, 자기성찰저널, 자기성찰보고서, 자기성찰일지가 있었다.

적 사고를 지니고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부

이렇듯 실질적으로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다룬 논문은 존

서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찰

재하지 않았으며, 성찰 서면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성찰저널과

조건인 실무환경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관련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사용의 일관

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차원의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필

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추후 연구에서는 연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17-19]. 즉,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관

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용어사용 일치에 대한 논의와

리자와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성찰

함께 나아가 성찰적 실천이 국내 간호학에서 전문적 용어로 확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의 이해와 가치가 인정되고 충분히 지지될

립되어 간호학의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학제간 공동연구

수 있는 실무환경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10]. 최근 사회적으로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태움 또는 괴롭힘 등의 부정적 간호조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은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촉진될 수

직 내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한 노력도 개인 및 조직차원의 성찰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두방법, 서면방법, 또는 두 가지의

역량 개발과 성찰역량의 교육과 관리체계와의 연계, 성찰적 실

혼합방법이 있다[15]. 본 연구의 분석논문에서는 성찰방법으로

무환경의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며, 관련 연구가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 논문 모두 성찰저널, 성찰일기, 성찰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활동, 행복지수 및

노트, 성찰질문과 글쓰기, 자기성찰저널, 자기성찰보고서, 자기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서면방법에만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

내용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러 측

다. 반면, 그룹토의를 통해 프리셉터나 동료들과 함께 간호경

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험/학습경험을 나누거나 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둘째 범주로 성찰저널을 이용해 학습평가를 한 문헌은 모두

워크숍을 통해 간호상황/학습상황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수업 진행 중 이루어진 5편

토의하고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두방법 또는 두 가지의

(22.2%)으로 PBL 방법에 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현상과 인식

혼합방법은 적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정도, PBL 수업결과 분석,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간호실무 현장에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움직여야

의 의사소통방식과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 임상실습 전 구조화

하는 간호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임상간호사의 효과적인 성찰

된 객관적 임상시험(OSCE) 프로그램 실시 후 반응, 수술 후 환

적 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는 서면방법

자간호 시뮬레이션 후 임상적 판단기술을 분석한 논문이었다.

보다는 구두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비록 총 분석대상 논문 23편 중 5편(22.2%)으로 적은 비율이지
만 성찰저널을 도구로 하여 다양한 수업의 평가를 분석하였음

3. 결과분석

을 볼 때, 향후 간호교육과정에 성찰저널을 비롯한 성찰 활동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의미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을 보면 첫째,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성찰을 수업평가로 활용하는

상관관계(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둘

수준에서 나아가 성찰적 실천 관련 교과목개발도 필요하다고

째, 성찰저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본다. 왜냐하면, 의학적 치료에 치우쳐 있는 기존 임상간호 교

reflective journal) 셋째,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과목으로부터 돌봄의 간호의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고 심미적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넷째, 자기성찰 및 통

간호를 행할 수 있는 실천 언어로서 간호영역을 확인하고 확장

찰력 측정도구 타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해 나가려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cale validation),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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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범주로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를 연구한 문헌들의

성찰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분석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중재 효과변수 별로 요약하여 세 가지

결

론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간호대학생
에게 성찰저널 쓰기와 협력적 성찰일지 활동을 적용하였을 때,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의

메타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동향을 탐색하여 성찰적 실천 활성화 및

및 수업만족도 등의 학업 관련 변수가 향상되었다. 이들의 결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 효

에서 간호대학생은 성찰적 실천 적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

과적인 적용을 위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일을 확인하며 미래 간호사로서 간호실무를 접하기 전에 이미

있다. 연구결과, 주요 시사점으로 먼저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은

임상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며

간호사의 간호역량, 직무동기, 임상 의사결정 기술 및 개인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과 함께 성찰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

확인되었다[24]. 둘째, 성찰질문과 성찰저널을 활용한 성찰 활

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

동을 통해 간호사의 성찰학습 수준과 임상 의사결정기술 향상

향 및 학습향상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됨으

적으로, 간호학에서의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은 전문적 간호실무

로 전반적으로 간호역량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간호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변화

는 비판적 사고를 근본으로 하는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의

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적극적 활용은 결과적으로 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아직까지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어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적인 간호실무가 양성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적용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과정임을 강조한다[10]. 마지막으로 성찰 프로그램을 통해 간

첫째, 성찰적 실천의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성

호사의 소진 감소, 자기성찰일지 적용시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찰적 실천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임종간호태도의 긍정적 변화 및 간호대학생의 성찰저널 쓰기

먼저 개념분석을 통해 간호영역에서의 ‘성찰적 실천’ 용어의

적용시 시뮬레이션에서의 불안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

간호대학생의 정서가 향상되었다. 이는 성찰 활동을 통해 자신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국내 다양한 학계의 성찰연구에서 전

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좀

반적으로 ‘성찰적 실천’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

더 효과적으로 다룸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을 고려하여 간호학에서도 ‘성찰적 실천’이라는 용어로 일관성

있음을 시사한다[14,22,23].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있게 사용한다면 다학제간 공동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에게 학습향상과 간호실무 향상을 위해서는 성찰이 주요 요소

이다.

가 되어야 하며 성찰적 실천 적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이 다양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성찰적 실천을 통해 간호

넷째 범주로 한국어판 성찰 관련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로

대학생은 자신의 학습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고[24] 정서적 측

최근 들어서야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문헌

면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내면의 감정변화를 더 잘

1편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타당도가 확립되었음

다룰 수 있는 연구결과[23,25]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간호연구에서 이 측정도구를 이

성취목표와 학습정서와의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찰적

용한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실천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본 연구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성찰측정도구들을 잘 활용

정서와 스트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하고 보완하여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에게 타당성과 신

자신의 경험과 감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더 깊이

뢰도가 확립된 구체적인 성찰적 실천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

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음을 볼 때[14,22,23], 성찰적 실천과 간호사의 정서, 감정노동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논문에서 실행연구의

(emotional labor) 또는 정서조절 및 소진과의 관계를 탐구하

‘계획-실행-관찰-분석-성찰’ 과정[20]의 일환으로 성찰 활동을

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의 융복합 시대에 교육학

포함한 선행연구논문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행연구와 성찰적

및 심리학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참여와

실천 적용의 구체적인 논의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한계점을 배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간호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

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 간호연구와 통합, 접목한다면 결과적으로 간호학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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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있는 실정이다.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의

셋째, 성찰적 실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

개인적 성장과 함께 개인적 가치감 및 전문적 가치감을 향상시

사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성찰적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키고, 간호사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도구가 되고 환자들

하고 적용하여 다양한 부분에서의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

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한다. 특히,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이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

렇듯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필수적인 성찰적 실천 능력을 효과

을 탐구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성화되지 않

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과 함께 상

음을 고려할 때[15], 성찰적 실천 프로그램 적용으로 간호학생

당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성찰적 실천의 이론

및 간호사에게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적인 부분을 접목하여 교육과정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간호학생

기대하는 간호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

에게 미래의 간호실무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요하다. 간호사의 성찰 활동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해서도 요구되는 성찰적 실천을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

근거기반 간호를 제공과 관련이 있고[8], 성찰적 실천을 통해

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 현장에

자신에 대한 성찰 이상으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치료

서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간호학의 발

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간호실무에서의

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문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찰적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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