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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객관성, 안정성, 비용효과성의 입증을 통

한 의료비용의 정당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를 통해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임상적 의사결정 도구인 

근거중심실무(Evidence Based Practice, 이하 EBP)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명화, 2006). 근거중심실무는 임상환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과학적 근거와 실무자의 임상

경험, 자원의 이용가능성, 환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해결방법이다(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005). 이는 임상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

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환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산출하고, 과학적이고 효과가 입

증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Wickline, 

Ecoff, & Glaser, 2009). 

근거중심실무의 임상현장에서의 적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의학협회(2003)는 21세기 의료시스템

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인의 주요 역량 중 하나로 근

거중심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Greiner, & 

Knebel, 2003).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0)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기초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기술과 서비스의 평가 및 수가 책정을 위해 근거

중심 임상지침의 도입과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의료 

및 간호 관련 근거 수집, 평가 및 기술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

의 역할을 담당할 간호학생들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

들 속에서 최상의 근거(best evidence)를 검색 및 분석, 조합하

여 효과적인 중재를 선택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근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간호대학생의 산출은 

근거중심실무 문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Ciliska, 2005).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간호교육을 적용한 결

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판단능력과 비판적 사고력(Navedo, 

2006), 근거중심실무 적용능력(De Cordova et al., 2008) 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국외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을 통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근거중심간호

를 간호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RN-BSN 학생(Oh et al., 

2010)과 간호사(김남영, 장금성, 2005)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수행되었다. 

최근의 근거중심 실무에 대한 교육적 시도에서 최신의 정

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은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향

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Cronenwett et al., 2007; Trangen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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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er, 2006). 또한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교육이 중요하다. 중환

자간호는 첨단기술의 의료가 제공되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최선

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능력이 요

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보자원 접근 및 활용능력과 근거중심

실무 역량 강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근거중심간호 

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기

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연구근거를 포함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

근성, 활용성 및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본다.

둘째,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용어 정의

●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교육

근거중심실무는 최상의 연구근거와 임상적 전문성, 환자의 

선호도, 활용가능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임상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

다(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005). 본 연구의 근거중심

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은 중환자 실습과정에서 임상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질문 생성, 관련 근거 

검색 및 분석, 임상문제해결을 위해 근거를 적용 및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정보자원에의 접근성은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보유와 

접근의 용이성을 의미하며(Thompson et al., 2004), 활용성은 

접근한 근거를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

호현장에서 배치된 실무지침서나 집담회 자료, 학술지 등과 

같은 종이문서자원, 동료 학생,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인적자

원, 컴퓨터와 전자저널과 인터넷 정보 등의 전자문서자원에 

접근하는 정도와 활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Thompson 등 

(2004)이 개발한 도구를 이지은과 박명화(2011)가 번역, 검토

하여 완성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보자원

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근거중심실무 역량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핵심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 구체적인 질문들과 관련된 근거를 확인하

기 위해 연구문헌을 검색하는 기술,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거

를 타당성과 일반화를 위하여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활용 가능한 근거를 임상적 경험과 대상자의 가치를 바탕으

로 간호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Dragan, 2009),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근거중심실무의 정의에 대한 이해, 

임상문제의 확인, 관련 근거를 검색 및 분석, 근거의 실무 적

용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국 근거중심실

무교육센터(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ACE)에서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해 개발한 근거중심간호실무 

핵심역량(Essential Competenci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Stevens, 2005)을 번역 및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과 근거중심

실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는 1개 4년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3, 

4학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였으며 실습

장소의 환경과 조건은 동일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여부는 

자발적이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하도록 하였다.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과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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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the critical care EBP clinical practicum 

Goal: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arry out the steps of EBP in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Step:
• Early in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identify an actual patient problem in intensive careunits to be investigated after 

comprehensive assessment.
• Formulate the problem as an answerable question. The clinical question can be a question of diagnosis, therapy/intervention, or 

prognosis. Review the question with the instructer.
   PICO format question, defined as 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intervention, and outcome 
• Search for evidence to answer the clinical question. keep a record of search strategy and search terms.
• Critically appraise the evidence for validity, impact (effect size), and applicability in critical     care settings.
• Integrate the knowledge in the appraisal of evidence with clinical experiential knowledge and the patient's preference to formulate a 

clinical decision in critical care settings. 
• Discuss the decision with the instructor and preceptor in small group conference and make any adjustments to the plan based on 

the feedback. 
• Implement the clinical plan. Monitor patient outcomes.
• Write a reflec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evidence based problem-solving approach in intensive care units. Reflect 

on any limitations to be discovered in the experiential knowledge or in available evidence. Comment on how to ensure that the 
intervention incorporates patient characteristics,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current quality evidence. 

• Prepare the conference presentation with the following format:
  1. Identify related factors with the patient's problem.
  2. Describe the patient/problem.
  3. Present the clinical question, pointing out components of PICO.
  4. Summarize search strategy.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database(s) used, search terms, and search time period.
  5. Summarize critical appraisal process, including key concepts: validity, effect, applicability. Briefly review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oncepts, as needed.
  6. Summar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dings and the patient outcome.
  7. Provide reflections in the EBP process.
  8. Discussion.

효과크기를 바탕으로(Oh et al., 2010; Sabus, 2008), 유의수준 

α는 .05, 효과의 크기를 .35로 하고 검정력 β를 .80으로 하였

을 때, 최소 표본수는 46명이었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 2일

부터 6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중도탈락자 없이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도구

●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

Thompson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이지은과 박명화(2011)

가 번역, 검토하여 완성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임상실무지침서나 집담회 자료, 학

술지 등과 같은 종이문서자원 6문항, 동료 학생, 간호사나 의

사, 담당교수와 같은 인적자원 8문항, 전자저널이나 인터넷 

정보 등과 같은 전자문서자원 4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도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지은과 박명화(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접근도 .84, 활용도 .84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접근도 .84, 활용도 .83이였다.

● 근거중심실무 역량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대한 도구는 미국 근거중심실무교육센

터(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Stevens, 

2005)에서 개발한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이지은과 박명화

(2011)가 번역, 검토하여 완성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근거중심실무의 정의 및 과정에 

대한 이해 2문항, 임상문제 확인 1문항, 근거의 검색 및 분류 

3문항, 비평적 분석 5문항, 근거의 실무적용 3문항, 실무 적용 

후 평가 1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측정

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중심실무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은과 박명화(2011)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1이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학생들은 6일간 중환자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였고 중환자 

임상실습교육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의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과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다. 근거중심실무와 연계한 중환자 임상실습교육은 국내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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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헌 및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Table 1과 같이 본 연

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Melnyk & Fineout-Overholt, 2005; 

Moch, Cronje, & Branson, 2010; Oh et al., 2010). 교육의 최

종 목표는 미국 근거중심실무교육센터(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ACE)에서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해 

개발한 근거중심간호실무 핵심역량(Essential Competenci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2005)을 반영하여 간호대

학생의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향상에 중점

을 두고 참여 학생들이 당면한 임상문제에서 최선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실습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Table 1) 대상 학생들

은 3학년 과정에서 간호연구를 수강하여 간호연구방법론에 

대한 선수지식을 가지고 있는 4학년 학생들로서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 실습교육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에게 근거중심간

호에 관한 자료와 임상실습지침서를 배부하고 근거중심간호에 

대한 이론 강의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 각 조별로 1회, 

총 2회 중환자간호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였다. 전체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이론 강의는 동일한 시점에 근거중심실무

의 정의, 중요성, 단계(임상질문 만들기-근거 검색-비평적 분

석-실무 적용-평가) 및 단계별 방법론에 대해 교육하였다. 조

별 교육은 조별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3일전 임상질문 생성, 

근거 검색 및 분석 및 실무 적용과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되 중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

도록 교육하였다. 

학생들은 실습 1-2일 동안 본인이 담당한 실습대상자의 주

관적, 객관적 자료에 대한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임상문제를 

찾아 이를 PICO(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임상문제를 1개의 임

상질문으로 정의 및 공식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임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근거(체계적 고찰, 가이드라인, 무

작위대조군연구, 유사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를 검색하

고, 읽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임상질문 선정과 

근거 검색이 이루어진 후 실습조별로 교수자와의 소그룹 활

동을 통해 본인들이 선정한 임상문제와 근거 검색결과를 검

토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임상질문과 연

구근거, 중환자실 환경 및 자원, 본인의 경험과 실습장소 간

호사의 경험 및 의견,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최선의 가능

한 중재를 결정하였다. 결정과정에서 임상현장의 프리셉터와 

논의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임상에서 실시하

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중심 실무와 비

교하여 중재를 계획 및 수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재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이 어

려운 경우는 중재 계획 및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였다.   

실습을 마친 후 조별 집담회를 통해 학생들은 근거중심실

무 과정을 적용한 사례(임상문제, 임상질문, 해당 문제에 대한 

현재 임상에서의 중재방법, 근거 검색결과, 검색한 근거를 기

반으로 한 중재계획, 중재 및 결과 평가)를 발표하고 이에 대

해 교수자와 동료학생들이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모든 

실습과정이 끝난 일주일 후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

과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대한 사후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로써 1개 대학에서 수행되

어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성숙 및 제 

3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단일군 연

구로서 연구대상자의 성숙효과와 실험확산을 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 및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 및 근거중심실무 

역량 변화는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고 paired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술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은 22.1세 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94.0%(47명)를 차지하였다. 연구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62.0%(31명)를 차지하였으며 간호연구강좌 이수경험자가 

100.0%(50명)로 나타났다. 간호학술지를 정기적으로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12.0%(6명)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근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상자가 96.0%(48명)로 

높았으며 근거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는 지에 대해 ‘정확한 간

호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때’ 38.0%(19명), ‘간호실무에 있

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26.0%(13명), ‘환자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26.0%(13명), ‘새로운 임상상황이 발생할 때’ 

10.0%(6명)로 나타났다. 근거의 필요성을 느낄 때의 대처법은 

‘교과서를 찾아본다’ 17(34.0%), ‘동료학생에게 물어본다’ 

22.0%(11명), ‘교수나 조교에게 물어본다’ 20.0%(10명),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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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ject`s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N=50)

Item Categories n(%)

Research experience Yes 31(62.0)

Taken research course Yes 50(100.0)

Read nursing journals Yes 6(12.0)
Do you feel the need 
for evidence? Yes 48(96.0)

When do you feel the 
need for evidence?

When you want to know 
exactly about the nursing 
procedure

19(38.0)

When an error occurs in 
nursing practice 13(26.0)

When patients ask questions 13(26.0)
When placed in a new 
clinical setting 6(10.0)

What do you do when 
you feel the need for 
evidence?

Refer textbook 17(34.0)
Ask other students 11(22.0)
Ask professor 10(20.0)
Search article 6(12.0)
Ask the staff 6(12.0)

<Table 3> Changes in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EBP                                                         (N=50)

Domain Item

Accessibility Usability

Pre-test 

Mean(SD)

Post-test

Mean(SD)
MD Paired t p

Pre-test 

Mean(SD)

Post-test

Mean(SD)
MD Paired t p

Paper 
resources

Clinical practice guideline 2.82(0.20) 3.47(0.15) 0.65 2.56 .014 2.89(0.20) 3.39(0.14) 0.50 2.05 .047
Academic journal at library 2.89(0.12) 2.86(0.16) -0.02 -0.10 .920 2.78(0.12) 2.95(0.15) 0.17 0.82 .415
Academic journal at ward 1.79(0.08) 1.88(0.11) 0.09 0.65 .523 1.70(0.08) 1.72(0.11) 0.02 0.14 .886
Leaflet/Booklet 3.41(0.11) 3.30(0.15) -0.10 -0.55 .589 3.31(0.14) 3.17(0.15) -0.13 -0.61 .546
Ward conference materials 2.17(0.13) 2.50(0.13) 0.32 1.60 .117 2.06(0.14) 2.52(0.15) 0.45 2.04 .047
Text book 4.52(0.09) 4.60(0.08) 0.08 0.60 .552 4.54(0.08) 4.56(0.08) 0.02 0.17 .864

Human 
resources

Staff nurse 3.71(0.14) 4.26(0.13) 0.54 2.89 .006 3.58(0.12) 4.08(0.11) 0.50 2.81 .007
Manager 2.50(0.13) 2.95(0.13) 0.45 2.61 .012 2.25(0.10) 2.77(0.13) 0.52 3.39 .002
Physician 1.69(0.11) 1.91(0.13) 0.21 1.28 .208 1.55(0.10) 1.76(0.11) 0.20 1.42 .162
Peer student 4.58(0.09) 4.54(0.09) -0.04 -0.31 .756 4.41(0.12) 4.48(0.09) 0.06 0.42 .673
Preceptor 3.10(0.12) 4.10(0.11) 1.00 5.60 <.001 3.24(0.22) 4.04(0.11) 0.80 3.21 .003
Other department staff 1.80(0.11) 2.00(0.16) 0.19 0.89 .381 1.60(0.10) 2.00(0.16) 0.39 1.87 .068
Previous experience 3.73(0.13) 3.86(0.14) 0.13 0.68 .503 3.60(0.14) 3.73(0.14) 0.13 0.62 .542
Professor 3.31(0.15) 3.63(0.17) 0.31 1.46 .163 3.15(0.17) 3.47(0.19) 0.31 1.19 .250

Electronic 
document 
resources

Media(TV, Radio) 3.69(0.81) 3.45(1.00) -0.23 -1.26 .214 3.53(0.84) 3.35(1.04) -0.17 -0.89 .377
Internet website 4.56(0.54) 4.43(0.50) -0.13 -1.14 .261 4.36(0.90) 4.41(0.77) 0.43 0.24 .814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2.09(0.99) 2.80(1.00) 0.70 2.98 .005 1.97(1.07) 2.80(1.09) 0.82 3.03 .004
Domestic electronic Journal 3.30(0.98) 3.89(0.83) 0.39 1.96 .047 3.08(1.07) 3.67(0.87) 0.58 3.04 .004

을 찾아본다’ 12.0%(6명), ‘의료진에게 물어본다’ 12.0%(6명)

로 나타났다<Table 2>.

근거중심실무 연계 중환자간호 실습교육의 효과

●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

실습시기에 따른 조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 

종속변수의 값에 대해 정규분포 검증을 한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습조별 차이가 없음을 동질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실

습교육 전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접근성 을 

살펴보면 종이문서자원에서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접근성이 

2.82점에서 3.47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2.56, p=.014). 

교과서에 대한 접근성은 사전과 사후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적자원은 동료학생을 제외

한 일반간호사의 경우 3.71점(±0.14)에서 4.26점(±0.13)으로 유

의하게 높아졌고(t=2.89, p=.006), 관리직 간호사의 경우 2.50

점(±0.13)에서 2.95점(±0.13)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2.61, 

p=.012). 특히 프리셉터의 경우 3.10(±0.12)에서 4.10(±0.11) 

(t=5.60, p<.001)으로 접근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전자문서자

원에서 미디어나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낮아지거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외 전자저널

(t=2.98, p=.005)과 국내 전자저널(t=1.96, p=.047)에 대한 접근

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활용성에서도 임상실무지침서(t=2.05, p=.047), 일반간호사

(t=2.81, p=.007), 관리직 간호사(t=3.39 p=.002), 프리셉터

(t=3.21, p=.003), 국외 전자저널(t=3.03, p=.004), 국내전자저널

(t=3.04, p=.004)의 활용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 근거중심실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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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EBP competency                                                                         (N=50)

Item
Pre-test

Mean(SD)

Post-test 

Mean(SD)
MD Paired t p

Define EBP 2.58(0.12) 3.39(0.10) 0.80 4.68 <.001
Explain the process of EBP 2.73(0.12) 3.63(0.10) 0.89 5.22 <.001
Formulate a clinical question(PICO) 2.45(0.14) 3.58(0.10) 1.13 5.93 <.001
Search for international literature 2.97(0.12) 3.65(0.14) 0.67 3.34 .002
Search for domestic literature 3.43(0.14) 4.10(0.10) 0.67 4.42 <.001
Classify type of evidence 2.76(0.14) 3.10(0.14) 0.34 1.58 .121
With assistance and existing criteria checklist, 
critically appraise evidence summary report 2.63(0.11) 2.93(0.11) 0.30 1.86 .070

With assistance and existing criteria checklist, 
critically apprais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82(0.12) 3.04(0.12) 0.21 1.28 .208

With assistance and existing criteria, 
critically appraise original research 3.00(0.11) 3.15(0.11) 0.15 1.07 .291

Recognize ratings of evidence 2.58(0.13) 2.93(0.14) 0.34 1.77 .084
Choose the best evidence 2.93(0.11) 3.17(0.10) 0.23 1.30 .201
Consider patient's preference 3.13(0.11) 3.50(0.09) 0.36 2.27 .028
Consider available resources and staff 3.08(0.10) 3.30(0.11) 0.21 1.35 .184
Apply evidence in clinical settings 3.10(0.12) 3.41(0.10) 0.30 1.97 .056
Evaluate the outcomes of EBP 2.80(0.11) 3.26(0.12) 0.45 2.65 .011

Total mean 43.06(1.12) 50.19(1.13) 7.13 4.13 <.001

근거중심실무 역량은 근거중심간호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

습교육의 적용 후 모든 항목의 역량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으며 총 역량점수는 43.06점(±1.12)에서 50.19점(±1.13)으

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4.13 p<.001).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EBP의 정의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임상질문 형성, 국내외 

문헌 검색, 근거 유형 분류, 등급 분류, 환자의 선호도와 임상

자원 검토, EBP 적용 및 결과 평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역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거의 종류 분류, 검색한 

근거의 질평가, 최선의 근거 선택과 근거를 적용하기 위한 자

원 검토 및 실무 적용과 관련된 역량은 점수는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4>.

논    의

최근 임상환경에서는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중재의 비용효과

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무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교육과정

에서도 간호대학생들에게 근거중심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중환자간호실습에 근거중

심실무의 단계별 방법론을 연계한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정

보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과 근거중심실무 역량 향상

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학부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는 정도를 향상시키며, 근거중심실무를 적

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였다(De Cordova et al., 2008; Navedo, 2006).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거중심실무 교육에 있어 최신의 올바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원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은 올바른 근거를 검

색하고 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필

수적인 요소이다(Cronenwett et al., 2007; Trangenstein & 

Weiner, 2006). 본 연구에서는 실습에 앞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정보원의 근거자료

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및 국내외 전자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략 및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MEDLINE, 

CINAHL, RISS와 같은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성과 활용성이 높아져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

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신뢰도와 타당성 높은 최신의 

근거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거를 요약 및 가공한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접근과 

활용 또한 높아져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형태의 근거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부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연구근거를 적절

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실무자로 교육되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

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근거중심실무 문화를 촉진

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iliska, 2005; 

Estabrooks et al.,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연구를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연구결과를 검색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어진 임상문제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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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근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

고 최신의 근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자데이터베이

스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어진 임상문제에 적절한 연구설계 확인, 검색어 선정, 검색

도구와 검색전략 및 검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한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훈련이 학부과정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실무 역량에 대한 총 점수가 43.06

점(±1.12)에서 50.19점(±1.1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근거중심

실무 연계 중환자간호 실습교육의 적용이 근거중심실무 역량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거중심실무를 간호

교육에 적용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판단능력(Navedo, 

2006), 비판적 사고력, 근거중심실무 적용능력(De Cordova et 

al., 2008)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실무환경에서 

근거중심실무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의 준비

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아직은 근거중심

실무 교육이 전문간호사 과정이나 RN-BSN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부과정 학생들을 간호연구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Dufault, 2001; McDaniel et 

al., 2002) 실무자와 함께 임상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Gibbs, 2003; Moch & Cronje, 2007). 예를 들면 Moch와 

Cronje(2007)의 연구에서 학부학생들이 실무자와 함께 근거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 및 실무에 통합하는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였으며 Dufault(200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하

에 근거를 검색하고 연구방법론을 평가한 후 해당 연구의 실

무 적용가능성을 실무자와 함께 논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임상현장에서의 인적 자

원을 통한 정보 접근 및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거중심

실무를 교육하기 위해 교수자의 강의 및 실습지도와 더불어 

실습현장지도자인 프리셉터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근거중심

실무 과정을 실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관련 문헌에서 근거중심실무의 학습을 위해서는 실무현장에

서 직접 적용해 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특히 근거중심

실무의 단계인 임상질문 형성, 근거 검색, 비평적 분석, 실무 

적용 및 평가과정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을 고려해 볼 때(Melnyk & Fineout-Overholt, 2005; Levin & 

Feldman, 2006), 본 연구에서도 근거중심실무의 각 단계를 실

습과정에 접목하여 학생들이 각 단계를 학습하도록 한 것이 

근거중심실무 역량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검색한 근거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를 다양한 

연구설계에 맞는 평가도구를 가지고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최

선의 근거를 선택하는 과정과 근거를 적용하기 위한 자원 검

토 및 실무 적용과 관련된 역량은 점수는 높아졌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를 평가하고 종합

하는 능력은 최선의 근거를 선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능력으로 적절한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과 더불어 최선의 근거와 실무의 요구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검색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비평하고 분석할 수 있

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이 실습교육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Aronson, Rebeshi, & Killion, 2007). 이를 위해

서는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과목과 학습방법을 통해 연

구근거를 분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선택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에 있어 실무에서의 경험과 전

문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제한점이 따

른다. 본 연구에서도 해당 근거는 찾았으나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획단계에서 실습을 종료하는 것으로 대신하

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간

호사와 간호대학생이 팀으로 근거중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학부 학생들이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까

지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

다(McDaniel et al., 2002; Newhouse, 2007). 이에 추후 연구에

서는 학부 학생과 실무 간호사를 연계하여 근거중심실무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중심실무 과정을 연계한 중환자간호 실습교

육이 간호대학생의 정보자원의 접근성 및 활용성과 근거중심

실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

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연구근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

이며 근거중심실무 역량을 강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통해 근거중심실무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이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과학적 근거를 검색하도록 하며 해당 근거를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근거중심실무를 연계한 실습교

육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적 임상의

사결정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근거중심 실무 역량의 강화를 위해

서는 간호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근거중심실무를 교육하고 반

복 학습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적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실무

를 수행하고 간호대학생을 교육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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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로서 1개 대학에 국한되어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

조군과 비교 가능한 연구 설계 및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한 

반복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거중심실무에 대

한 교육 적용 후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결과변수

를 측정하고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추후연구

와 교육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방법과 빈

도, 기존의 교육방법과의 비교에 대한 추후 연구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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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grating Evidence Based Practice (EBP) into a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EBP competency. Methods: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Fifty senior nursing school students from a university participated. A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combined with EBP consisted of six full days of clinical practicum in intensive 
care units with EBP education. Group and individual training in EBP skills, lectures, small group discussion and 
conferences were provid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 tests for 50 participants. Results: The scores of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increased significantly (p<.001) showing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arching 
and classifying the evidence. Nursing students' access and use of research evidence improved (p=.004).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gration of EBP into a clinical practicum was effective i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usefulness in research evidence such as guidelines and research articles, and increasing EBP competency in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 Evidence based practice, Critical care, Students, Nurs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 2010-002492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Myonghwa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55 Munhwa-ro,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8  Fax: 82-42-580-8309  E-mail: mhpark@cnu.ac.kr

(2010). Integrating evidence-based practice into RN-to-BS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9(7), 387-392.

Sabus, C. (2008). The effects of modeling evidence based 

practice during the clinical internship. Journal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22(3), 74-84.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005). Evidence Based Nursing 

position statement. Retrieved February 15, 2011, from 

http://www.nuringsociety.org/aboutus/PositionPapers/EBN

Stevens, K. R. (2005). Essential Competenci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San Antonio: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Thompson, C., MaCaughan, D., Cullum, N., Sheldon, T. A., 

Mulhall, A., & Thompson, D. R. (2004). Nurses' use of 

research information in clinical decision making: a 

descriptive and analytical study. NHS R&D report.

Trangenstein, P., & Weiner, E. (2006). Meeting the informatics 

needs of today`s nursing students.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122, 205-21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