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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practice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process and outcomes of 
application of Evidence Based Nursing (EBN) Education to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and suggest strategies to diffuse EBN into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Methods: Education on the evidence based nursing management process was provided 
to 65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integrated with EBN. The setting was a five full day-clinical practicum. Group and 
individual training on EBN process with lectures, small group discussions, conferences, 
and educational prescription were provided. Outcomes were analyzed using paired t test 
for 65 participants. Results: Evidence based nursing competency increased significantly 
showing improvement in understanding EBN, formulating clinical question, searching & 
classifying the evidence, recognizing level of evidence, considering patient preference, and 
evaluating outcomes. Nursing students' access and use of evidence based information 
resource also improv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EBN to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is effective to improve EBN 
competency in undergraduate students and should be further applied in nursing 
education using the systematic strategies. 

서    론

1. 배경과 목적 

질적 간호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와 더불어 의료서비

스의 비용효과성, 투명성, 안전성의 입증을 통한 탁월한 보건의

료실무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근거기반실무(Evidence Based Practice, 이하 EBP)에 

대해 임상현장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Zhang, Zeng, Chen, & Li, 2012). 근거기반실무는 보건의

료환경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의 과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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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무자의 전문성, 자원의 활용가능성, 환자의 가치 및 선호도를 

함께 고려하는 문제해결방법이다(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기

술의 평가 및 근거중심 임상지침의 도입과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의료 질 평가 및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으로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학협회는 21세기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의료인의 5가지 핵심역량으로 다학제

적 팀 활동, 환자중심의료, 질 향상, 근거기반실무의 적용, 정보

학 활용을 제시한 바 있어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은 주요 핵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Greiner & Knebel, 2003). 

이에 미국 보건의료인력 교육위원회(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Summit)는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에서 5가지 핵심역량을 교육하여

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여러 전문가 조직과 신임 기구들은 성

공적인 보건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정의하는 기준

으로 이러한 역량을 사용하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2006;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7).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간호사 또한 학부과정에서 최상의 근거(best 

evidence)를 검색하고 이를 비평적으로 분석하여 중재의 효과성

을 판단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Williamson, Fineout-Overholt, Kent, & Hutchinson, 2010). 또

한 근거기반간호 교육에 있어 최신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하여 

적절한 근거를 검색하고 이를 선정하는 능력은 근거기반간호의 

단계를 진행시키기 위해 간호학생이 습득해야 할 필수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Cronenwett et al., 2007; Trangenstein & 

Weiner, 2006). 여러 국외 선행연구에서 학부 수준에서 근거기

반간호에 대한 교육을 적용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인식(Thompson, 2006), 근거검색 기술(Dawley, Bloch, Suplee, 

McKeever, & Scherzer, 2010), 임상판단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Navedo, 2006), 근거기반실무 적용능력(De Cordova et al., 

2008) 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

내에서는 RN-BSN 학생의 종합실습(Oh et al., 2010)과 학부학생

의 중환자간호실습(Park, 2011) 영역에서의 연구가 수행된 상태

이다. 

간호관리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 하는 분야이며 신

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비

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Jang, 

Kim, Ryu, Kim, & Chung, 2007). 따라서 근거기반간호의 단계

를 적용한 간호관리 실습교육의 실행과정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이러한 교육이 간호학생의 근거기반간호 역량 강화와 근거기반 

정보원 접근 및 활용능력에 미치는 결과를 평가하고 실행과정에

서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및 교육방법 확산을 위한 전략을 실

무 논문(practice report)의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간호관리 교육

에 있어 근거기반간호 교육의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효과검증 위주의 연구 논문(research 

paper) 기술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과정과 결과 

평가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위주로 기술하는 

실무 적용 논문(practice report)방식으로 기술함으로써(Morrow-Howell 

& Noelker, 2006), 새로이 시도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의 실

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지식 전환(knowledge 

translation)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2. 근거기반간호의 단계를 적용한 간호관리 실습교육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하는 1개 4년제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학생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상실습을 경

험하였으며 실습장소의 환경과 조건은 동일하였다. 참여에 동의

한 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여

부는 자발적이며 참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

는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참여

에 서면동의하도록 하였다. Cohen (1988)의 검정력 분석과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의한 효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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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효과의 크기를 .35로 하고 검정력 β를 .80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46명이었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중도탈락자 없이 총 65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5일간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에 참여하였고 실습교육

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의 근거기반간호 역량과 정보원에의 접근

성 및 활용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한 간호관리 실습교육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Table 1과 같이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Melnyk & Fineout-Overholt, 2011; Moch, Cronje, & Branson, 

2010; Oh et al., 2010; Park, 2011). 교육의 최종 목표는 미국 

텍사스대학의 근거기반실무 교육센터(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ACE])에서 전문가 합의과정을 통해 개

발한 근거기반간호실무 핵심역량(Essential Competenci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Stevens, 2009)을 반영하

여 간호학생의 근거기반실무 단계에 대한 이해에 촛점을 두고 

참여 학생들이 임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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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 of EBN Education in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Using ACE Star Model

Step 1: Discovery
 • In day 1-2 of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identify a clinical problem in clinical units to be answered after quality 

and safety assessment.
 • Formulate the problem as an answerable and searchable core question. The core question can be a question of patient 

safety, quality management, infection control, or nursing staff management. Share the core question with peer students, 
instructer, and clinical nurses. PICO format question, defined as 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and outcome. 

 • Search for evidence to answer the core question. Make a record of search strategy and search terms.
Step 2: Summary
 • Critically appraise the evidence for level and research methodology, and applicability in clinical settings.
 • Compare and synthesize the different levels of evidence.
Step 3: Application
 • Integrate the evidence with clinical experiential knowledge and the patient's preference to make a clinical decision. 
 • Discuss the evidence with nurses and share ideas.
 • Share the decision with the instructor and peer students in small group conferences and make any adjustments to the plan 

based on the feedback. 
Step 4: Implementation
 • Implement the clinical plan. 
Step 5: Evaluation
 • Monitor outcomes.
 • Write a reflection on the process of the evidence based problem-solving approach. Describe any limitation and suggestion. 
 • Make a report with the following items and present the report at the conference:
   1.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clinical problem.
   2. Describe the current problem.
   3. Making the clinical question with components of PICO.
   4. Summarize search strategy.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database(s) used, search terms, and limits.
   5. Describe the process of critical appraisal, including research quality and applicability.
   6. Summar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dings and the outcome evaluation method.
   7. Provide reflections on the clinical practicum process based on EBN.

실습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Table 1), 대상 학생들은 

3학년 과정에서 간호연구를 수강하여 간호연구방법론에 대한 선

수지식을 가지고 있는 4학년 학생들로서 10명의 학생들이 한 조

로 구성되고 2-3명씩 병동에 배치되어 실습교육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에게 근거기반간호에 관한 자료와 임상실습지침서를 배부

하고 근거기반간호의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전체 실습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2회, 각 조별로 1회, 총 3회 간호관리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론 강의

는 동일한 시점에 근거기반실무의 정의, 중요성, 단계(핵심질문 

만들기-근거 검색-비평적 분석-실무 적용-평가) 및 단계별 방법론

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하였다. 조별 교육은 조별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3일전 핵심질문 생성, 근거 검색 및 분석, 실무 적용과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간호관리 영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교육하였다. 근거검색을 돕기 위해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정보원(PubMed, CINAHL, Cochrane 

Library,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RISS 등)에 대한 소

개와 더불어 각 정보원이 제공하는 근거자료로서의 신뢰성과 타

당성에 대한 설명 및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략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가이드하는 교육모델로 사용된 ACE Star 모델(Stevens, 

2009)은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틀

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제시된 다섯 단계는 지식 전환이라는 용

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지식 발견, 요약, 전환, 실무 적

용,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임

상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근거를 검색하고 

검색결과의 타당성, 지식으로서의 근거를 종합하고 실무에서 실

행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근거가 실무 변

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보고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근거

기반간호를 위한 바람직한 자질을 순환적으로 모델링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습 1-2일 동안 본인들이 실습하는 병동에서 안전, 

감염관리, 질관리 등 간호관리 영역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찾아 이를 PICO (Patient/Problem;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임상문제

를 구조화된 핵심질문으로 정의 및 공식화하도록 하였다. 문제

를 접근할 때 체계적으로 핵심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임상에서의 상황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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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PICO를 만드는 예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

다. 그리고 해당 핵심질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구근거(체계

적 고찰, 가이드라인, 무작위대조군연구, 비무작위연구, 조사연

구, 사례연구 등)를 데이터베이스별로 검색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핵심질문 선정과 근거 검색이 이루어진 후 실

습조별로 교육자와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선정한 핵심

질문과 근거 검색결과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핵심질문과 연구근거, 해당 임상환경 및 자원, 본인의 

경험과 실습장소 간호사의 경험 및 의견, 환자의 선호도를 환자

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최선의 가능한 중재를 결정

하였다. 결정과정에서 임상현장의 간호사와 논의하여 해당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임상에서 실시하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기반실무와 비교하여 중재를 계획 및 수

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재과정에서 학생들

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구체적인 중재 계

획 및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중재계획 단계에서는 자원의 활용가능성, 환자선호도, 임상적 전

문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해 본인이 생각한 계획을 비

용조사, 인력수준, 교육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습을 마친 후 조별 집담회를 통해 학생들은 근거기반실무 

과정을 적용한 사례(임상문제, 핵심질문, 해당 문제에 대한 현재 

임상에서의 중재방법, 근거 검색결과, 검색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중재계획, 중재 및 결과 평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교수자

와 동료학생들이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모든 실습과정이 

끝난 일주일 후 정보원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과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대한 사후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 측정 및 분석 

제공한 실습교육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근거중심실무 

역량과 정보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근거기반 간호실무 역량은 미국 텍사스대학의 근거중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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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에서 개발한 학부학생의 근거중심 간호실무 역량을 Park 

(2011)가 번역, 검토하여 완성한 것을 본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근거중심 간호실무의 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 핵심질문 만들기, 근거의 검색, 근거의 분류, 비평적 분석, 

근거의 수준, 최선의 근거 선택, 환자 선호도, 활용가능한 자원, 

실무 적용, 실무 적용 후 평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중

심실무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0이였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Thompson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Park (2011)가 번역, 검토하여 완성

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정도와 실제 활용정도를 묻기 위한 

질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측정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보원에 대한 접근도나 활용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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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는 접근도 .80, 활용도 .82이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대상자의 근거중심실무 역량 및 정보자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변화는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고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로 1개 대

학에서 수행되어 성숙 및 제 3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습시기에 따른 조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 종속변수의 값에 대해 정규분

포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정규분포를 확인하였고 조별 차이가 

없음을 동질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평가

1. 근거기반실무 역량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근거기반간호를 적용한 간호관리 실습교

육의 실행 후 모든 항목의 역량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

며 총 역량점수는 34.40점에서 40.15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EBP의 정의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질문 만들기, 문헌 검색, 근거 유형 분류, 근거수준 정하기, 환

자의 선호도 검토 및 결과 평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검색한 근거의 질 평가, 최선의 근거 

선택과 활용가능한 자원 검토 및 실무 적용과 관련된 역량은 점

수는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ure 1).

2. 정보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

정보원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실습교육 전후의 변화는 다음

과 같다(Figure 2, 3). 먼저 접근성을 살펴보면 임상실무지침에 

대한 접근성이 2.80점에서 4.40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교

과서에 대한 접근성은 사전과 사후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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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value

Figure 1. Changes in EBP competency.

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학생을 정보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4.58점에서 3.54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근거의 신뢰성

이 낮은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셉터의 경우 3.10점에서 4.10점으로 접근성이 유의하게 높

아졌다. 전자문서자원에서 미디어나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근성

은 낮아지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

외 저널과 국내 저널에 대한 접근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활

용성에서도 임상실무지침서, 프리셉터, 국외 전자저널, 국내전자

저널의 활용성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동료학생을 정보원으로 사

용하는 것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확산을 위한 전략 

간호학생들이 근거기반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간호관리 실습교육에 근

거중심간호의 단계별 방법론을 연계한 교육을 적용한 결과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과 과학적 근거

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과 이를 활용하는 정도

를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 적용 및 결과평

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이러한 방법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질문 익숙해지기

근거기반간호 과정의 첫 단계인 임상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학

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ICO를 학

습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례를 제시하고, 질문을 만들도

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실습시 자신이 PICO 형태로 만든 질

문을 집단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PICO를 학습하는데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동료학

생들은 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를 접근할 때 체계적으로 핵심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지속적

으로 하기 위해 임상에서의 상황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문

제에서도 PICO를 만드는 예를 제시하고 이를 생각해 보도록 유

도한 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내재화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임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되었다. 

간호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간호 교과과정의 적용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기반간호

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등의 간단한 일상의 문제를 PICO로 전환하는 훈

련이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Fineout-Overholt & Johns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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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value 

Figure 3. Changes in usability of information source.

(   ): p value 

Figure 2. Changes in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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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술 훈련하기

정보기술(information literacy)은 21세기 보건교육을 위한 핵

심역량인 동시에 근거기반실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역량이다(Boruff & Thomas, 2011; Greiner & Knebel, 

2003). 최신의 근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원에의 접근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헌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거를 검색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다(Cronenwett 

et al., 2007; Trangenstein & Weiner, 2006). 교육자들은 교육현

장에 이러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자 스스로 전자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검색 기술을 갖추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

게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사서등과 같은 문헌정보검색전

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Boruff & Thomas, 2011). 본 연

구에서는 실습에 앞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소

개와 더불어 각 정보원이 제공하는 근거자료로서의 신뢰성과 타

당성에 대한 설명 및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전략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특히 교

육 후 PubMed, CINAHL, RISS와 같은 일차문헌과 근거를 요약 

및 가공한 체계적 고찰이나 임상실무지침과 같은 이차문헌 데이

터베이스인 Cochrane Library와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을 검색할 수 있는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기반 전자데이터

베이스에의 접근과 활용성이 높아짐은 임상현장에 적용하기 쉬

운 형태의 근거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임상문제에 적절한 연구설계 확인, 검색어 선정, 

색도구와 검색전략 및 검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한 정보기술(information literacy)에 대한 훈련이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선행논문에서도 권고하고 있

다(Fetter, 2009; Greiner & Knebel, 2003).

3. 연구소비자로 훈련하기  

기존의 간호연구수업은 학부과정에서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생

산자로서의 역할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반면 근거기반간호를 위

해서는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연구소비자로

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연구수업이 재설계되어야 함이 여

러 문헌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Jones, Crookes, & Johnson, 

2011; Thompson, 2006). 본 연구에서는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강의에서 논문을 읽고 중요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

였다. 일부 학생들이 영어논문을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

우가 있어 논문 전체의 숙독보다는 결과와 결론을 신속하게 습

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연구설계를 분류하는 부

분에서 어려움을 느껴 알고리즘 형태로 된 연구설계 분류법을 

가지고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논문의 구성요소와 결과와 결론을 

해석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학부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임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 설계와 근거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

제에 접근하는 경험적 학습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여 근거기반 

간호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연구자 및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활용하기

선행연구에서는 실무환경에서 근거기반간호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의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합의를 이

루고 있다. 하지만 학부과정 학생들은 근거기반간호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임상적 전문성과 추진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도울 수 있

는 연구자와 실무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학부과정 학생들을 간호연구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거

나(McDaniel et al., 2002) 실무자와 함께 임상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Park, 2011).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임상현장에서의 지도

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거기반간호

를 교육하기 위해 교수자의 강의 및 실습지도와 더불어 실습현

장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근거기반간호 과정을 실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또한 해당 임상실습현장의 간호사나 수

간호사에게 핵심질문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

며 왜 그렇게 하는 지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과 근거와의 격

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실무간호사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근거기반간호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할 환자

의 선호도와 임상적 전문성은 실무자들이 연구 지식과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Moch & Cronje, 2007). 또한 환자들의 선호도와 기대를 확인

하기 위해 직접 면담해 보게 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5. 실무적용 촉진하기 

근거기반간호의 학습을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경험이 역량 향상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며 근거

기반간호의 기본단계인 핵심질문 형성, 근거 검색, 비평적 분석, 

실무 적용 및 평가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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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Melnyk & Fineout-Overholt, 2011). 본 연구에서도 

근거기반간호의 각 단계를 실습과정과 양식에 접목하여 학생들

이 각 단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근거기반 간호실무 역량 강화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간호학생들은 선택한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에 있어 실무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

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제한점이 따른다. 본 연구

에서도 해당 근거는 찾았으나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획단계에서 실습을 종료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간호사와 간호학생이 

팀으로 근거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학부 학생들

이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McDaniel et al., 2002; 

Newhouse, 2007; Park, 2011).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부 학

생과 실무 간호사를 연계하여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실무현장의 간

호사나 관리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적용을 통한 질 향상이나 

안전간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통합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본 연구에서 연구설계에 맞는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논문에 대

한 비평적 분석을 실시하여 최상의 근거를 선택하는 과정과 근

거를 적용하기 위한 자원 검토 및 실무 적용과 관련된 역량은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연구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는 능력은 최상의 근거를 선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므로 학생들이 검색한 근

거를 체계적으로 비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습교육 이전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Aronson, Rebeshi, & Killion, 2007; Park, 2011). 이를 위해서

는 특정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연구근거를 평가

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

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Melnyk & 

Fineout-Overholt, 2011). 근거기반간호 학습목표와 관련된 학습 

활동, 학습자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 과목별로 매트릭스

화되어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 

또한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Fetter, 2009). 

결    론

본 연구는 근거기반간호의 단계를 적용한 간호관리 실습교육

의 적용과정과 결과평가 및 확산 전략을 기술한 실무논문으로서 

다양한 간호교육현장에서 근거기반간호 교육방법론의 개발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근거기반실무 단계를 강의실 교육과 임상실습

을 접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이 임상 문제를 확인하고 과

학적 근거를 검색하고 해당 근거를 비평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학부 수준에서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연

구를 실무에 적용하는 연구소비자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며 간호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근거기반간호를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정보 검색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임상현장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간호학생과 임상간호사가 

함께 근거기반실무를 실행하는 경험을 통한 윈-윈 전략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는 교육자와 실무자 모두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기본적인 개념과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기술

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논문(research paper) 기술방식이 아닌 

실무 적용 논문(practice report)으로서 새로운 방법의 실행과 확

산 전략의 기술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

였다. 앞으로 중재의 효과 검증을 중점으로 하는 연구논문 외에 

실무 적용과 확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문 

기술방법에 대한 시도도 근거기반간호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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