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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이 프로그램이 근
거기반실무 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2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실험중재는 간호대학생에게 6회(총 8시간)의 간호정보활
용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근거기반실무 역
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이 실험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간호대학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간호정보활용역량, 근거기반실무, 문제해결능력, 간호대학생, 근거기반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knowledge, attitude, skills 
of Evidence-Based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kills)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t is a pre-post design study carried out with a single group of 72 sophomores 
in a nursing college.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of 6 times (8 hours) was 
provided to nursing students. Our results have demonstrated that knowledge, attitude, skills of evidence-based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kil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the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promoting knowledge, attitude, skills of 
evidence-based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kills. Based on our results, the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can provide a basis for enhancing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competencies and problem solv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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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의학 회(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21

세기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에 부합하기 한 보건의료 

교육에서의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 는데, 환자 심

의 의료 제공, 다학제  으로 역할 수행하기, 근거기반

실무 활용, 질 향상을 용, 정보학의 활용’이다[1]. 근거

기반실무는 2000년 에 이르러서 질 인 보건의료와 최

상의 환자결과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2]. 간호학에 있어서의 근거기반실무는 간호의 질  수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근거자료들을 구별하여 

안 한 간호행 를 제공하기 한 이상 인 표 을 제시

해 다[3]. 그러나 이러한 근거기반실무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의 근거기반실무 실행률은 조

하다[4]. Melnyk 등[4]에 의하면 근거기반실무의 장애요

인으로 근거기반실무에 한 지식부족, 부정  태도와 

오해, 신념 부족, 시간과 자원 부족, 환자 리에 한 과

도한 부담, 조직의 지원부족, 통  실무 지속에 한 동

료들의 압력 등이라고 하 다[4]. Pravikoff 등[5]의 연구

에 의하면, 1097명의 간호사  거의 반 이상이 근거기

반간호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 고, 응답자의 

27%만이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안다고 하 다. 

우리나라 임상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수행률은 상자 

 58%의 임상간호사가 근거기반실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약간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고 하 고, 약 2.3%만

이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 고, 임상 간호사들이 주

로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는 병동 메뉴얼(38.5%), 동료간

호사(26.8%), 문헌이나 연구논문(12.2%) 순으로 나타났

다[6]. 이는 의료 개 을 한 필수 요소로 근거기반실무 

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7].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간호사를 

비하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지식과 기술이 꾸 히 훈련되

어야만 그들이 임상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의 질이 향

상 될 수 있다[8]. 근거기반실무 수행의 장애요인에 한 

선행연구에서 컴퓨터 활용  정보검색능력과 련된 정

보활용역량 부족이 제시되었다[9]. 한 IOM에서 보건의

료인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정보학 활용’을 제시하 으

며[1], 국왕립간호 학에서 간호 학생과 간호사가 갖

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이라고 하 다 

[10]. 구체 으로 미국간호 회에서는 학사 학  졸업생

을 한 근거기반 간호교육의 기 목표를 임상질문 만들

기, 자 DB 검색능력 향상, 평가  근거의 통합과 결과

의 평가에 두고 있다[11]. 이처럼 근거기반실무 활성화를 

해서 간호정보활용역량이 기 으로 필요하므로 학

부과정에서부터 간호 학생들에게 간호정보활용역량 강

화를 한 교육이 필요하다[12]. 

국내 간호학에서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은 독자

인 형태로 이 지기 보다는 간호정보학 교과목 혹은 근

거기반실무 교육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 정보활용역량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졌다. 김정숙[13]의 연구에서 

4학년을 상으로 총 20시간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5

시간을 할애하여 간호정보활용에 한 교육을 수행하

고, 박명화[14]의 연구에서는 4학년을 상으로 임상실습 

 정보활용역량에 한 내용을 포함한 근거기반실무 교

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 2학년을 상

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를 한 교육을 한 연구로는 

액션 러닝을 활용한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는 시도가 있었지만[15], 임상실무 공과정이 본격 으

로 시작하기 인 상자의 특성에 맞게 실생활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만성질병 상황을 가지고 실제 인 간호정

보활용 역량 강화를 한 이론과 실습수업을 병행하는 

형태의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보활용역량 교육의 효과를 보면, 조산사 간호 학생

을 상으로 3년에 걸친 단계  정보활용역량 교육으로 

근거기반실무 능력향상에 효과를 본 국외의 연구가 있으

나[16], 국내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정보활용역량 강

화교육으로 근거기반실무 능력을 향상시킨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었으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활

용역량이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7]. 국내의 근거기반실무 교육효과에 한 연구는 근

거기반실무 역량, 비  사고력[18, 14, 13]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응답자가 주

으로 자신의 검색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도

구를 사용하 는데,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하여 실제로 

PICO를 작성하게 하고 검색어 구성 등의 객 인 정보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

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근거기반실무역량(근

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함으로써 향후 간호 학생의 간호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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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

그램이 근거기반실무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

술)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단

일군 후설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G 학교 간호 학 2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상자들은 연구의 목 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74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간호정보활용 역량에 한 교과목

을 수강한 경험이 없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의 학생들

로 구성되었다. 연구 상자의 수는 G*power 3.1.9 로

그램을 활용하여 검증력(1-β)= 0 .80, 유의수 (ɑ)= 0.05, 
단일군 후실험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19, 14]에서 제

시된 효과크기(f)= .35 - .30으로 계산한 결과 71명이 필

요하 다. 본 실험의 참가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74명

을 선정하 고, 사후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총 7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2.3 연구도구

2.3.1 근거기반실무 지식

본 연구에서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Ruzafa-Martinez 

등[20]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 태도, 지

식, 기술을 평가할 목 으로 개발한 Evidence Based Practice 

Evaluation Competence Questionnaire (EBP-COQ) 도

구를 김정숙[1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EBP-COQ 도구는 근거기반실무 지식 6문항, 태도 13문

항, 기술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 척도인 근거기반실무 지식 도구를 사용

하 다. 근거기반실무 지식 도구는 총 6문항(범  6-30

),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근거기반실

무 지식에 해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으로 나타났다. 

2.3.2 근거기반실무 태도

본 연구에서의 근거기반실무 태도 도구는 Ruzafa-Martinez 

등[20]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 태도, 지

식, 기술을 평가할 목 으로 개발한 Evidence-Based 

Practice Evaluation Competence Questionnaire(EBP-COQ) 

도구를 김정숙[1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EBP-COQ도구는 근거기반실무 지식 6문항, 태도 13문

항, 기술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 척도인 근거기반실무 태도 도구를 사용

하 다. 근거기반실무 태도 도구는 총 13문항(범  13-65

),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근거기반실

무 태도에 해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태도가 정 임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으로 나타났다.

2.3.3 근거기반실무 기술

본 연구에서의 근거기반실무기술 평가도구는 구미옥 

등[21]이 개발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기술 평가도구를 

본 연구 상자인 간호 학 2학년의 수 에 맞추어 상황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근거기반실

무에 한 보수 의 교육을 받는 상자의 근거기반실

무기술 수 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로써 임상질문

작성 1문항, 근거검색 6문항, 비평  평가 5문항으로 이

루어진 총 12개의 문항으로 수는 0-14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 비평  평가문항의 3문항을 제외한 총 9개의 문

항으로 도구의 수는 0-10 으로 구성되었다. 1-5번 문

항은 주 식으로 구성되었으며, 6-9번은 사지선다형 혹

은 이분형 문제로 구성되었다. 

2.3.4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측정은 한국교육개발원

[22]에서 개발된 생애능력 측정도구  학생/성인용 문

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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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Week Step of EBP model Topic Method Assignment

1

Evidence-based 

practice of concepts 

and definitions

·Definition and the defini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s 

based

·The need for evidence-based practice

·Evidence-based practice steps

·It explained the hierarchy of evidence

Lecture

2
Step 1 : 

Clinical questions

·Create a group clinical questions(PICO) Lecture, Team 

activities

Assignment 1;

Create a individual 

clinical 

questions(PICO)

3
Step 2 : 

Finding evidence

·To list an appropriate search term in Korean clinical 

questions

·Based on the type of search lists to appropriate national 

search database

·Search by keyword or national basis

·To take advantage of search strategies(Boolean operator, 

Limit, study style)

Lecture, Practice Assignment 2; 

Individual Korean 

literature search 

list and the 

appropriate one 

chosen to organize

4

Step 2 : 

Finding evidence

Step 3 :

Clitique of research 

articles

·Korean literature to search for individual PICO

·To list the hierarchy of evidence for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

·To take advantage of search strategies(Boolean operator, 

Limit, study style) and individual feedback

Practice, Individual 

Feedback

5
Step 2 : 

Finding evidence

·To list an appropriate search term in English clinical 

questions

·Based on the type of search lists to appropriate national 

search database

·Search by keyword or English basis

·To take advantage of search strategies(Boolean operator, 

Limit, study style)

Lecture, Practice Assignment 3; 

Individual English 

literature search 

list and the 

appropriate one 

chosen to organize

6

Step 2 : 

Finding evidence

Step 3 :

Clitique of research 

articles

·English literature to search for individual PICO

·To list the hierarchy of evidence for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

·To take advantage of search strategies(Boolean operator, 

Limit, study style) and individual feedback

Practice, Individual 

Feedback

식(5문항), 정보수집(5문항), 분석능력(5문항), 확산  사

고(5문항), 의사결정(5문항), 기획력(5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5문항), 평가(5문항), 피드백(5문항)과 같은 9개 하

역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 에서 ‘매우 자주’ 5 으로 

가능한 수범 는 45 에서 2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 이었다.

2.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단일군 후 설계로써 사 조사, 실험 처치 

6주, 사후조사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은 구

체 으로 다음과 같다.

2.4.1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의 간호 학생을 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은 Straus 등[2], Ross, Noone, Linda, 

& Sideras[23], AACN[11]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본 

로그램의 구체 인 개발과정을 보면 주제는 Straus 등[2]

의 문헌에 기반을 두고 근거기반실무의 5단계  임상질

문 작성, 근거검색, 2학년의 수 에 한 비평  평가 

주로 구성하 다. 교육내용은 AACN[11]의 학부에서 

말한 기 목표는 임상질문 형성, 자 DB 검색능력 향상, 

평가  근거의 통합과 결과의 평가라고 하 기 때문에 

임상질문 만들기, 자 데이터베이스 검색능력에 한 

부분을 주로 구성하 다. 근거기반실무 5단계  3단

계까지에 해당하는 본 교육 로그램은 각 교육시마다 2

학년의 수 에 맞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직  용

해 보고 과제와 연결하여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에 

을 두었다.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근거기반단계의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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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한 김정숙[13]의 연구에서 1회(2.5시간)의 교육을 

하 고, 의과 학생을 상으로 한 Sastre 등[24]의 연구

에서 1회(3시간)의 교육을 하 다. 근거기반1-2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의 총 소요시간은 김정숙[13]의 연구에서

는 4회(10시간), Sastre 등[24]의 연구에서는 1회(3시간)

의 교육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 2학년이

라는 상자의 특성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라는 

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교육시간을 근거로 이론 2회

(4시간)와 실습 4회(4시간)의 총 6회(총 8시간)의 교육으

로 구성하 다.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내용은 근거기반실무의 개념과 정의에 한 수업 1회(2

시간), PICO 형식의 임상질문 만들기 수업 1회(2시간)으

로 구성된 이론강의 2회와 국내외 근거검색 략 실습수

업 4회(4시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의 수업 목표는 

근거기반실무에 한 개념의 이해, 문제 확인, PICO 형식

의 임상질문 만들기, 정보검색하기, 한 문헌 선택  

요약하기 다. 근거기반실무 1단계인 임상질문 작성하기

에서의 임상질문 주제는 흡연, 당뇨, 비만, 고 압 등으로 

한정하여 임상에 한 문 인 지식이 없는 2학년의 학

생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에서 찾도록 구성

하 고, 수업과 련한 과제1은 개인별 임상질문을 작성

해 오도록 하 다. 근거 검색하기에 한 교육 내용은 국

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특징, RISS, 국회도서 , 학교 

도서  홈페이지 사용방법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그 외의 교육 내용으로는 검색 략(boolean 연산자, limit 

설정) 사용 방법, 자 지 검색방법, APA 문헌 작성

방법 등으로 구성하 다. 국내외 근거 검색하기에 련

하여 과제2(국내문헌검색  요약)와 과제3(국외 문헌검

색  요약)을 구성하 다. 3단계인 근거 평가하기에 

한 교육은 근거의 계, 문헌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객 화된 도구로 평가한다는 것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2.4.2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 수행

간호학과 2학년을 상으로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6주에 걸쳐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이 용되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수행내

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1회차에는 근거기반실무의 개

념, 단계, 근거의 계 등에 한 이론수업이 이 졌다.

2회차에는 근거기반실무의 1단계인 임상질문 만들기

에 한 교육으로, 조별로 임상질문을 직  만들어 보는 

실습교육을 실시하 다. 과제1은 교수자의 이메일로 각

자 보낸 후 근거 검색하기에 당한 주제가 되도록 개별 

피드백을 주어 학생의 수 에 맞는 PICO 질문을 완성하

도록 하 다.

3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멀티미디어실에서 근거검색

을 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 다. 먼  3회차와 4회차

는 국내근거검색, 5회차와 6회차는 국외근거검색을 하

고, 각 근거검색이 끝날 때마다 과제2와 3을 제출하도록 

하 다. 실습 수업시간에 과제를 한 검색을 할 수 있도

록 격려하 다.

4회차 수업에는 근거의 3단계인 비평  평가에 한 

내용  근거의 계에 한 내용 수업을 하 고, 3회차

에 배운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PICO에 맞는 문헌

을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교수자는 개별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개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논문은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SNS에 제목을 올리도록 

하여 복을 피하도록 한 후, 과제2를 5회차 수업 까지 

제출하도록 하 다.

5회차 수업에 들어가기 에 먼  과제 2에 한 피드

백을 주고, PICO 임상질문 수정이 필요하거나 검색방법

에 해 수정이 필요한 학생은 개별 피드백을 주어 수정

한 다음 국외근거검색에 한 실습강의가 이루어졌다. 

국외근거검색에 한 강의내용은 국내근거검색에 한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제일 먼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INAHL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교육하 다. 그 외의 교육 내용

으로는 검색 략(boolean 연산자, limit 설정, wild card) 

사용방법, 자 지 검색방법, cochrane library등의 2

차 검색 략 등으로 이루어졌다.

6회차 수업에는 근거의 3단계인 비평  평가에 한 

내용  근거의 계에 한 내용 수업을 하 고, 5회차

에 배운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PICO에 맞는 문헌

을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교수자는 개별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과제3은 6회차 수업이 끝난 1

주일 후 제출하도록 하 는데, 개별 정리하는 논문은 학

생들간에 복되지 않게 SNS에 올리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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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자료수집

사 조사는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이 시작

되기 에 이루어졌으며, 일반  특성, 근거기반실무 역

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사후조사는 6주간의 간호정

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이 끝난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사 /사후 설문조사 문항  근거기반실무 기술 도

구의 주 식 문항이 있는데, 주 식 문항에 한  채 자

간 동질성 확보를 해 2명의 채 자(도구 개발자와 본 

연구자)가 동시에 채 을 한 후 수를 서로 비교하 고, 

수가 서로 다른 부분은 충분한 토의 끝에 채 의 동질

성을 확보하 다.

2.4.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해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

목 , 방법  기간에 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개인정보에 

한 비 보장과 로그램 진행  언제라도 상자가 원

한다면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상자를 윤리 으로 

보호하 다. 설문조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표 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4)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로 분

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평균 나이는 21.5세이고, 성별은 여자가 90.27%로 많았

고, 종교는 무교가 62.50%로 많았다. 간호학과의 만족도

는 51.38%가 만족한다고 답하 다. 간호연구에 한 

심도는 62.50%가 보통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하 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Age Age(Year) 21.5±1.64

Gender
Male 7(9.72)

Female 65(90.27)

Religion
Yes 27(37.50)

No 45(62.5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atisfied 37(51.38)

Neutral 30(41.66)

Dissatisfied 5(6.94)

Interest in 

Research

Interested 18(25.00)

Neutral 45(62.50)

Not Interested 9(12.5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in Nursing 
            Students                     (N=72)

3.2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본 연구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Variables Range
Pre

(M±SD)

Post

(M±SD)
t(p)

EBP 

Knowledge
1∼5 1.55±0.63 3.66±0.51

-27.79

(<.001)

Attitude 1∼5 3.57±0.42 3.79±0.54
-4.14

(<.001)

EBP Skill 0∼10 0.38±0.60 4.00±1.19
-23.26

(<.001)

  Step 1 : 

Clinical 

questions

0∼4 0.08±0.20 0.84±0.59
-10.93

(<.001)

  Step 2 : 

Finding 

evidence

0∼4 0.12±0.23 2.17±0.67
-26.60

(<.001)

  Step 3 : 

Critical 

appraisal

0∼2 0.18±0.39 0.99±0.76
-7.49

(<.001)

Problem 

Solving Skills
1∼5 3.47±0.39 3.59±0.50

-2.18

(.033)

<Table 3> Effectiveness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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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실무 지식(범  1-5 )은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여  1.55 에서 참여 후 3.66 으로 증

가하 다(t=-27.79, p<.001). 근거기반실무 태도(범  1-5 )

는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여  3.57 에서 

참여 후 3.79 으로 증가하 다(t=-4.14, p<.001). 근거기

반실무 기술(범  0-10 )은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

그램  참여  0.38 에서 참여 후 4.00 으로 증가하 다

(t=-23.26, p<.001). 근거기반실무 기술 수를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근거기반실무기술의 1단계인 임상질문 작성

하기(범  0-4 )는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

여  0.08 에서 참여 후 0.84 으로 증가하 다

(t=-10.93, p<.001). 근거기반실무기술의 2단계인 근거 검

색하기(범  0-4 )는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여  0.12 에서 참여 후 2.17 으로 증가하 다

(t=-26.60, p<.001). 근거기반실무기술의 3단계인 평가하

기(범  0-2 )는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여 

 0.18 에서 참여 후 0.99 으로 증가하 다(t=-7.49, 

p<.001). 문제해결능력(1-5 )은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참여  3.47 에서 참여 후 3.59 으로 증가하

다(t=-2.18, p<.03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이 근거기반실무 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자 연구를 시도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인 학생

들로써 간호정보활용역량에 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

이 없고, 임상실습을 나기기 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평균 연령은 21.5세이고 그  여자가 90.27%, 연구에 

한 흥미도는 ‘흥미있다’가 25.00% 다. 간호연구는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에 한 흥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상 실습 이 의 학생들에게 근

거기반실무의 요성을 일깨워 주어 향후 실제 기술을 

익히는 학부과정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근거기반실

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상이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기술을 단계별로 나 어 보면 1단계인 임

상질문 만들기에 해당하는 기술은 사  0.08 (범 : 0∼

4 )에서 사후 0.84 으로 나타났고, 2단계인 근거 검색

하기는 사  0.12 (범 : 0∼4 )에서 사후 2.17 으로 

나타났고, 3단계인 근거 평가하기는 사  0.18 (범 : 0

∼2 )에서 사후 0.99 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계에서 유

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2단계의 사

과 사후의 수폭이 큰 것은 근거 검색하기를 교육함에 

있어서 2학년 학생들의 수 에 맞춘 임상질문 사례를 

용하여 검색을 하는 시연을 보이고, 그 후 과제2와 3를 

제시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검색하기 방법에 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는 수의 폭이 크지 않았는데, 2학년이라는 학년의 특성

상 PICO 용어에 해당하는 국외 검색어에 한 사 지식

이 없어서 응답률이 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3단계의 수

업은 1회차 수업에서 근거기반실무 정의와 계 단계에 

한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 시 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근거기반실무 3단계인 평가하기에 련된 기술 수를 향

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에 참여

한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은 사  1.55 (범 : 1∼

5 )에서 사후 3.66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김정숙

[13]과 Zhang 등[25]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Zhang 등[25]의 연구에서는 사

수 11.51에서 사후 수 17.11로 나타났고, 김정숙[13]

의 연구에서는 사 수 3.26 에서 사후 수4.27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교육 로그램 

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

상실습을 나가기 의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근거

기반실무 교육의 기 를 마련하고자 근거기반실무 3단계

인 근거 평가하기까지의 단계를 목표로 하 다. 임상실

습이나 간호연구 수업을 듣기  학생들은 근거기반실무 

교육에 한 사 지식이 낮은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2회

로 구성된 총 4시간의 짧은 이론 강의에서 지식 수가 

유의하게 향상하 다. 이는 근거기반실무 이론 강의시 

근거기반 단계와 근거의 계를 시를 들어 알기 쉽게 

표 하 고, 실제 임상에서 쉽게 수행하고 있는 행 들

의 근거를 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무지식들이 잘

못된 편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

다. 수업 에 사용한 임상 사례들도 실습 경험이 없는 2

학년의 수 에 맞추어 주변에서 흔한 질병 내지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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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설명한 것이 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한 교

육 로그램으로써 지식향상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

다[26].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에 참여한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태도는 사  3.57 (범 : 1∼5 )에서 사

후 3.79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숙[13]과 Zhang 등[2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처음 하는 간호정보활용역

량 강화 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 태도 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1주차 교육에서 근거기반실무 필요성을 갖

게 한 후, 본인의 PICO 주제에 맞는 문헌검색을 하는 과

정에서 명확하고 조직 인 문헌검색이 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근거기반실무 태도 수에 향상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정숙[13]과 Zhang 등[25]의 연

구에서 태도가 높아진 것은 사회 반에 걸친 근거기반실

무 교육의 필요성을 이미 임상실습이나 간호연구 강의를 

통해 느낀 것이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 선택

시기가 빠를수록 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에

서 보듯[27]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에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근거기반실무에 한 정 인 태도 향상

에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에 참여

한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기술은 사  0.38 (범 : 0∼

10 )에서 사후 4.00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숙[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장 성 등[15]의 연구에서는 근

거기반간호 수행역량  지식, 태도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실천 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다. 액션러닝 기법

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와 달리[15, 28], 본 연구에서는 2학

년의 수 에 맞게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로 

임상질문을 만들어 보고, 본인의 PICO를 가지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직  검색한 후 과제1,2,3을 완성하도록 

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한 것이 근거기반실무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에 참여

한 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사  3.47 (범 : 1∼5 )

에서 사후 3.59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성 등[15], 

Zhang[25]과 김혜숙[2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나, 김

정미 등[30]의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 

실습수업을 총4주간 수행하 는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

하면서 반복 으로 검색해 보고, 여러 가지 검색 략을 

직  용해 보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상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생성시킨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본인의 주제에 맞는 검색을 해야 한다는 수

업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으로써 자칫 산만해지기 쉬운 

실습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 인 교육방법으로 와 닿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학부수 에서 실제 인 이론

과 실습수업을 병행하여 효과 인 근거기반실무 교육 

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 다는 것이다. 둘째, 2학년 

수 에 맞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근거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본인의 주제를 가

지고 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과 인 근거검색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 은 조군을 설

정하여 실험군과 조군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본 연구의 종속변수 결과가 실험처치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불명확하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향후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설계를 이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근거기반실무 역량 향상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함을 목 으

로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 다. 그 결과 간호 학생들의 간호정

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은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역량(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간호 학에서 근거기반실무 교육시 본 교육 로그

램이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 학부생의 수업에서 근거검색 

주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강화 로그램을 하 는데, 3학

년 수업에서는 논문을 평가하는 단계의 근거기반교육과 

4학년 수업에서는 실무 용과 평가 단계까지의 교육목

표를 가진 수업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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