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에서 사용되는 비판적 사고라는 용어는‘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비판적으로 반성하

기’, 혹은‘반성적으로 사고하기’와 같이 놀랍도록 순환적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또한

흔히 적극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가끔은 비판적 이론이나 비

판적 교육(critical pedagogy)과 마찬가지로 사용된다(Freire, 1973). 하지만 비판적 이론과 비

판적 교육이 사회적인 세력 구조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critical)이란 단어는 그리스 어로 판단이나 평가를 뜻하는 동사인 krinein에서 왔다. 사고

(thinking)는 평가의 수단으로서 이성(reason)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지 과학과 인지

심리학에서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 혹은 간단하게 합리성, 특히 평가와 관련이 있는 합

리성의 적용과 거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Stanovich(2004)는 비판적(혹은 합리적, 혹은 분석적, 혹은‘시스템 2’) 사고의 특징을 규

칙에 근거한, 의식적인, 비교적 느린, 직렬적인, 자원 집약적인, 통제적인, 탈상황적인, 그리

고 문화적 전달과 형식적 교육을 통해 획득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것을 연상적, 병렬

적, 자동적, 모듈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체계인‘시스템 1’과 대조시켰다. 시스템 1, 혹은 자

율적 시스템(The Autonomous Set of Systems, TASS)은 비교적 인지 능력을 덜 필요로 하고,

비교적 신속하며, 생물학적으로나 어디에 노출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 비록

TASS와 시스템 2 사고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때도 있지만, TASS의 지원을 받는 과정은

역 특수적, 자동적, 그리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어림법적인 것과 상황적 지식에 기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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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 간의 구분이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들에 대해 많은 인지 심리학자

들과 인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것들 중에서 아마도 Fodor(1983)가 모듈 과정과 중

앙집중 과정으로 구분한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다른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한쪽에는 자동적, 어림법 기반, 암묵적, 요점의, 애매한 추적의, 혹은 통합적 처리 시스템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체계적, 합리적, 명시적, 혹은 분석적 처리 시스템으로 구분했다

(Brainerd & Reyna, 2001; Chaiken, Liberman, & Ragly, 1989; Epstein, 1994; Evans, 1984,

1989; Evans & Over, 1996; Evans & Wason, 1976; Frankl, 1946/1973; Gibbard, 1990;

Johnson-Laird, 1983; Klein, 1998; Levinson, 1995; Norman & Shallice, 1986; Posner & Snyder,

1975; Reber, 1993; Slomans, 1996; Sternberg, 2000). 비록 모든 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 양분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모두 인간 두뇌 속에 두 가지 독립적인 시스템─거의 두 가지 독

립적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 혹은 시스템 중의 하나가 일반 사람들

이 직관적, 전체적, 자발적이며 반사적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

듯이 지능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매우 비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Sternberg, 2002). 두 번

째 시스템은 의식적, 분석적, 의도적, 반성적이며 비교적 느리지만, 더 오래되고 더 자동적인

시스템 1의 뿌리 깊은 편향성의 질주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준다(Stanovich, 1999).

이러한 연구와 논의의 상황 속에서, 비판적 사고는 주로 (a) 증거와 주장을 평가하기, (b)

행동 과정을 평가하고 선택하기, (c) 목적을 평가하기, (d)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력 평가(메

타 합리성)와 관련한 시스템 2의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한 평가는 인식의 합리성─진실과 타당성을 사정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반

면에, 행동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실천적 혹은 도구적 합리성─행동 과정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

하고 그 결과를 바라던 목적이나 바람직한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목

적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는 합리성의‘넓은’시각이 요구된다(Nathanson, 1994). 한편 합리

성의‘좁은’시각으로 목적에 대한 평가를 하면 목적을 주어진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

오는 논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교육에서의비판적사고

교육 문헌에 나타난 몇몇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순환성의 함정을 벗어나 새롭게 출현

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설명과 양립할 수 있다. Ennis(1987)는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를

“무엇을 믿고 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반성적 사고”로 정의했다(p.

12). Ennis의 비판적 사고 기술의 분류목록은, 더 실용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포함시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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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Bloom의 분류목록(Bloom, Engelhart, Furst, Hill, & Krathwohl, 1956)에서의 고수준을

정교화시킨 것이다. Davis와 Rimm(1998)도, 특히 재교육과 관련한 에서 (a) 주장을 평가

하기 혹은 (b) 행동 과정을 평가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합리성의 2-시스템 모델

이전의 비판적 사고 이론들은 전통적인 비판적 사고 전략들을 신념 편견(Stanovich, 1999),

∼할 경우에만 편견(Epstein, Lipson, Lostein, & Huh, 1992), 혹은 확인 편견(Nickerson, 1998)

과 같이 자율적 시스템(TASS) 과정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그

것들은 인지 발달(Brown, Collins, & Duguid, 1989; Lave & Wenger, 1991; Rogoff & Lave,

1984)과 진화심리학(Pinker, 1997) 연구가 제기하는 도전에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도 않는

다. 이 도전들 중 몇 가지를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비판적사고의중심적인연구문제들

비판적 사고의 최근 연구는, 특히 2-시스템 모델에서 나온 연구는 재교육과 관련하여 특별

하게 적용된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 연구는 재학생의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두 가지 연구 문제는 지능이나 재성

과 비판적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중의 첫 번째 질문은‘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

렇게 바보스러운 것을 믿거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가’이며(Sternberg, 2002),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Stanovich, 2004). 똑똑한 사람들의 바보스런 행동이라

는 분명한 역설로부터, 비판적 사고 연구자들은 우리가 요약하려고 한 많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Stanovich(1999, 2004, 2007, 출판 중)는 그의 방대한 연구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자원으로부터 수렴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종합적인 개요를 제

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논의에서 그의 연구를 자주 참고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가 역 특수적인 어림법 기반 사고보다 정말로 더 나은가? 매우 똑똑한 사람들조차

종종 그들의 신념이나 행동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합리적인 시스템 2 분석이 어림법 기반의 시스템 1 처리보다 더 나은 것이 아

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몇 가지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지발달 연구자들

(Brown et al., 1989; Lave & Wenger, 1991; Rogoff & Lave, 1984)은 어림법과 편견에 관한 문

헌(Johnson-Laird, 1982, 1983; Kahneman & Tversky, 1973; Wason, 1960)에 나타난 인간의

비합리성의 증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효과적인 전략의 증거로 재해석했다. 더 최근에는,

Pinker(1997)와 Tooby와 Cosmides(1992)를 포함한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림법 기반 추론이

어떤 적응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론은 전문가들이 역 특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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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림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초보자들은 역 일반적인 전략을 더 선호한다는

전문성 연구(Newell & Simon, 1972; Simon & Simon, 1978)에서 나온 결과들과 일치한다. 물

론 전문가에서 초보자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얻은 추론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림법으로 처리를 하면 결과가 편파적이고 오류가 생길 경우에, 높은 인지 능력

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분석적인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높은 능력이 있는 피

험자들은 어떤 표준 어림법과 편견 패러다임에서도 역 특수적인 세상 지식이 주장 평가,

언어적 추론, 증거 선택, 혹은 통계적 추론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적다(Stano-

vich, 2004).

이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사고의 2-시스템 모델은 어림법 기반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경쟁적인 주장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2-시스템 모델에 의하면, 두 가지 사고

모두 각각의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통찰은

우리가 시작한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시스템 2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1을 억제하지 못할 때 바보스럽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그들은 또한

어떤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직관적이고, 병렬적이고, 매우 신속한 처리인데 오히려

시스템 1을 억제할 때 바보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Stanovich, 1999, 2004).

비판적 사고는 IQ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나? 비판적 사고의 발달에 있어서 재학생들이 다

소 앞선다. 주장 평가와 통계 추론과 같은 실험실에서 실시한 비판적 사고 과제에서, 인지

능력이 더 높은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학생들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

에서 결정적인 단어는 경향이다. 추론 과제에서 지능과 규범적 수행 간의 상관은 약 .5다

(Cacioppo, Petty, Feinstein, & Jarvis, 1996; Kardash & Scholes, 1996; Klaczynski, Gordon, &

Fauth, 1997; Perkins, 1995; Schommer, 1990; Stanovich, 출판 중). SAT 점수와 비판적 사고

간의 상관도 또한 불완전하며, 추리 점수에 대한 변량의 25% 정도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Stanovich, 1999). 다시 말해서 높은 IQ는 합리성(Stanovich, 2002)이나 지혜(Sternberg, 2004)

에 도움이 되지만 결코 그것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목표 평가에서 지적 능력은 단지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빠르게’획득할 수 있도록 해 준

다(Baron, 1985, p. 5; 또한 Stanovich, 2004 참조). 신문에서는 아이비 리그1) 졸업생들이 국

가 통치와 관련하여 놀랍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Sternberg,

2002).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아마도 비판적 사고의 원리를 더 쉽게 숙달하는 것 같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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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다른 요소들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에 향을 주는

가? 인지 능력은 변화가 잘 안 되고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이 요소들로는‘사고 성향’

(Ennis, 1987; Stanovich, 1999), ‘추론 경향성’(Kitcher, 1993), 혹은‘마음의 습관’(Keating,

1990) 등이 있다.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사고 성향으로는 폐쇄를 미루고, 대안을 찾고, 모

순적인 증거를 고려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개방적 사고, 그리고 인지 욕구 등이 있다. 비판

적 사고를 방해하는 성향에는 절대주의, 교조주의, 범주적 사고, 미신적 사고, 반사실적 사

고,2) 그리고 신념 동일시 등이 있다. 이 성향들은 추리력에 있어서 지능 측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런 성향의 개인차는 다양한 역에 걸쳐서 나타난다

(Kardash & Sholes, 1996; Klaczynski, 2001; Stanovich, 1999). 인지 능력은 추상적인 것을 처

리하는 능력에 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고 성향은 추상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의지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해가 되는 상황, 선입견, 관련 없는 세상 지식, 생생하지만

부적절한 예 등으로부터 문제의 두드러진 점들을 탈맥락화하거나 풀어내는 것.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탈맥락화한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사고 성향에 의해 중재를 받으며, 그 사고 성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능력

그 자체보다는 의지력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물 항아리 문제들3)의 해결에서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능력이 낮은 학생들과 비교할 때, 앞 문제에서 사용한 전략이 다음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면 그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능력이 더

높은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더 느렸고, 소리 내어 말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했을

때 그들은 그 과제가 요구하는 것과 대안들을 감시하면서 선택하여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over & Shore, 1991; Shore, Koller, & Dover, 1994). 하지만 새로운 전략이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도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새로

운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고 성향과 실험자가 기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비록 IQ와 비판적 성향 모두가 비판

적 사고 능력과 커다란 관련성이 있지만, 높은 IQ와 높은 비판적 성향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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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자 주 :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한 후에, 사실과 정반대되는 조건법적 논리를 사용. 예를 들어“만약 내가 알고
있었다면(if I had known).”

3) 역자 주 :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른 항아리 3개(21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127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3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를 주고서 정확하게 100컵의 물의 양을 측정하기와 같은 문제해결.



해도 반드시 비판적 사고가라고는 할 수 없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성은, 시스템 2 과정과 같

이 형식적 교육에 강하게 의존한다. 비판적 사고 기술과 성향은 둘 다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지만, 매우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특히 재를 위해 개발된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추상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그들은 맥락적 문제에서 핵심적 요인들을 식별하

고 추출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수학과 통계 기초 지식과 그들의 통계

적 추론을 포함하는 추론과제의 점수 간의 상관이 매우 낮다는(r＝.125에서 .162; Stanovich,

2002)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합리적 사고의 교수방법에 대한 문헌이 아직 적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최근 연구에서의 실

천적 함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예 : Adams, 1989; Anderson, Reder, & Simon, 1996; Baron

& Brown, 1991; Beyth-Marom, Fischoff, Quadrel, & Furby, 1991; Lipman, 1991; Mann,

Harmoni, & Power, 1991; Nickerson, 1998; Nisbett, 1993; Paul, Binker, Martin, & Adamson,

1989; Perkins, 1995; Perkins & Grotzer, 1997; Stanovich, 2004; Swartz & Perkins, 1989;

Williams et al., 1996). 비판적 사고의 교수방법에 대한 통찰은 앞에서 언급한 사고 성향 연구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는 특정한 문제 유형에 적용되는 사고 전략과 성향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역 특수적이어야 하나, 역 일반적이어야 하나, 혹은 역 특수

적인 동시에 역 일반적이어야 하나? Anderson 외(1996)는 역 일반적인 교수방법에 반대

하는 인지심리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많은 주장들을 확인했다. 그것들 중에는 (a) 행

동은 그것이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에 기반을 둔다는 주장, (b) 지식은 과제들 간에 전이하지

않는다는 주장, (c) 추상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그 반대 입장에 대한 많은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a) 행동은 추상적인 원

리에 근거할 수 있다, (b) 역들이 공통의 인지적 성분을 공유한다면 역들 간에 지식이

전이되거나 전이되게 만들 수 있다, (c)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많은 역들에 걸쳐서 추

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그 효과가 지속되는 교수법이다. 역

일반적인 사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만 한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Anderson과 동료들의 분명한 답은‘그렇다’이다. 그들의 증거는 재교육에

서 비판적 사고는 그 자체로서 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고 또한 다른 교과목들에서도 필

수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Davis와 Rimm(1998)의 주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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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사고에대한연구의종합적인결론

요약하면, 비판적 사고 연구자들은 두 가지 독립적인 사고 시스템의 존재에 대한 매우 강력

한 논거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다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의

도 모두를 필요로 한다. 비록 두 종류의 사고가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사고

가 우리가 지식, 주장, 증거, 행동 혹은 목적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더 의도적인 시스템이다. 추리 편견은 IQ와는 독립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지능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비록 계산은 잘해도,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숙달하고 합리성을 방

해하지 않고 촉진하는 사고 성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숙달과 개발은 역 일반적인

상황과 역 특수적인 상황 모두 속에서 사고 기술과 사고 성향을 배울 때 일어날 확률이 가

장 높다.

제한점

비록 비판적 사고와 합리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비판적 사고 기술과 성향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훌륭한 틀을 제공하지만, 여러 연령과 능력 수준에 따른 교수 접근들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된 것이 없다. 비판적 사고와 어림법적 처리과정 간의 가능한 상호

작용 관계도 또한 앞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 수십 년 동안의 읽기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스템 2 과정─규칙 기반, 의식적, 직렬적, 의도적,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 자동화되어 빠르고, 병렬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 1로 동화된

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른 역과 내용에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실천적 함의

몇 가지 단서가 따르지만, 전통적으로 수사학, 논리학, 귀납적 추리학, 그리고 과학적 연구방

법에서 다룬 것들을 포함하여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주요한 단서란 비판적 사고의 교육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이 시사

하는 바를 고려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세 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 어떠한 세 한 조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1980년대에 제안된 교육과정을 조사함으로

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Ennis(1987)의 교육과정을 한 가지 예로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Ennis의 교육과정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세 한 구성과 장점 때문이다. Ennis는 그가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에는 질문하기, 확인 요청하기, 그리고 관련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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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식 획득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을 만일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Stanovich와 그의 동료

들이 의미하는 사고 성향, 즉 인지적 융통성, 인지 욕구, 다양한 종류의 편견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탈맥락화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있어서의 개인차로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것들은 탐구나 논리적인 주장의 구성 요소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견문을 넓히도

록 노력하라”,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언급하라”, 그리고“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

라”와 같은 충고가 Ennis의 능력 목록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는 그 목록 속에 정보를

평가하고, 자원을 평가하고, 그리고 문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했다. 어

려운 점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 준거를 잘 따

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 준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추론 자체가 바로 교육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의 실수 유형이다. 즉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로 그것

의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훈련을 폐기하는 경향(Anderson et al., 1996;

Stanovich, 2003). 전통적인 준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버리

지 않도록 과제 특성들과 사고 성향들에 대한 연구들을 뒷받침하여 강화시켜야만 한다.

비판적 사고 기술과 일반적인 사고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Davis & Rimm,

1998; Ennis, 1987; Novak, 1988)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

들은 이론적 상황이나 실천적 상황 모두에서 실수하게 하는 과제의 유형들과 덫의 종류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분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평가하

는 우리의 능력에 향을 미치는 사고 성향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재학생들은

그들이 학습하고 있는 자료에 실천적 관련성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고, 높

은 수준의 인지적 복잡성을 더 선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과 상위인지

적인 사고 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교묘한 과제, 현혹시키는 주장, 그리고 현혹시키는 증거

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Hannah & Shore, 1995). 재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사고 성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덜 좋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인지

욕구’가 그들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 성향은 그들이 재로 판명되는 과정 속에

우선적으로 반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제와 씨름하고

객관적이고 방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대신에, 기대되는 답에 도달하는 능력이 그들의

재 판별 과정에서 지배적이었을 수 있다. 이 발견은, 그들 속에 있는 비판적 사고와 합리성

을 방해하는 성향의 발견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다. 학생들이

메타 합리성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특히 그들이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 가장 반성적인 자신

의 충동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 자동적인 시스템 1 편견을 억제하는 인간 능력에 대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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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 성향들과 씨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Stanovi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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