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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의료기술  서비스의 발 과 함께 환자 안 과 환

자 리의 질 향상을 하여 국내외 보건의료 장에서 그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이다.  간호실무에서 간호사는 의 통

인 간호가 아니라 더욱 문 인 상 실무 간호를 해 최

상의 근거에 기반을 둔 간호를 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추가로 필요하다(Melnyk & Fineout 

-Overholt, 2011).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키우기 해서는 간호사들을 

상으로 련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실무환경에서 근거기반

실무 문화를 진하기 해서는 학부과정에서의 근거기반실무 

련 비가 필수 이라 하겠다(De Cordova et al., 2008; 

Park, 2011).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근거기반실무 교육은 

학생들에게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향상시키며 근거기반실무에 

자신감을 높여 주고, 졸업 후 연구근거를 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여 장에서 효과 인 근

거기반실무 문화의 확산과 발 을 한 석을 제공해 다

(Jang, Kim, & Park, 2015; Moch, Cronje, & Branson, 2010; 

Park, 2013).

국외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학부 교과과정에 근거기반실

무에 한 교육을 본격 으로 반 하기 시작하여 학부 간호

학생들의 근거기반실무에 한 인식  학부생들을 한 근

거기반실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Dawley, Bloch, Suplee, 

McKeever, & Scherzer, 2011; De Cordova et al., 2008; Moch 

et al., 2010).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학부 교과과정에 근거기

반실무 교육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고(Choi, Bang, Park, & 

Kang, 2011; Park, 2011), 국내 학부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 교

과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한간호 회 정보자료실 교

육기 황에서 202곳(Korean Nurse Association, 2016)의 간

호 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곳이었다. 근거기반실

무가 간호사에게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핵심역량이며(Melnyk 

& Fineout-Overholt, 2011) 이를 해 학부과정에서의 근거기

반실무 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Brown, Kim, 

Stichler, & Fields, 2010; Choi et al., 2011; De Cordova et al., 

2008; Park, 2011, 2013; Yoo & Oh, 2012; Zhang, Zeng, 

Chen, & Li, 2012) 불구하고 국내 간호 학 학부 교과과정에

서의 근거기반실무 교육은 여 히 부족한 실이다. 

근거기반실무에 한 연구는 주로 간호사를 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가 부분이며(Brown, Wickline, Ecoff, & Glaser, 

2009; Cho, Song, & Cha, 2011; Hwang, 2013; Kim, Gu, & 

Jo, 2013; Koehn & Lehman, 2008; Son, Kim, Park, Lee, & 

Lee, 2012; Yoo & Oh, 2012) 학부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부생 상의 근거기반

실무 련 연구는 부분이 근거기반실무 교육에 한 효과

만을 보았고(Jang et al., 2015; Park, 2011, 2013) 근거기반실

무와 련된 어떠한 요소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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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에 한 선행연구는 미진하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 련 측 요인들을 먼  이

해하는 것은 학부교육 장에서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활

성화를 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비  사고 성향은 근거기반실무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과정 에서 가장 요하고, 동료와 교육자들과 

함께 비 인 사고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실

무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지속 인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

발하여 결과 으로 근거기반실무에 기여한다(Moch et al., 2010; 

Profetto-McGrath, 2005; Wangensteen, Johansson, Bjorkstrom, & 

Nordstrom, 2011). 정보활용능력 특히, 정보검색능력은 학생들

이 필요한 연구결과나 근거를 검색, 분석, 통합할 때 근거에 

해 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근거기

반실무에서 강조된다(Park, 2011, 2013; Son et al., 2012). 간
호 학생들은 실제로 실무에서의 직 인 경험, 임상  문

성  추진력이 부족하므로(Park, 2013) 근거기반실무 역량  

근거기반실무 수행보다 근거기반실무 지식이나 태도가 더욱더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에서 강조하는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 장과 교육 장에서 시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두하고 있는 근거기반실무역량을 향상하기 

해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 정도를 악하고,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향요인을 분석해 으로써 향후 학부교

육 장에서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활성화를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

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 정도를 확

인하고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을 악하는데 있

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간호 학생의 비 인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

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 정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

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상 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을 악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악하며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B시와 G지역에 소재한 간호 학에서 

선행연구를 근거로(Brown et al., 2010; Jang et al., 2015; 

Park, 2011)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

학생 202명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상자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간효과크기(f2) .15,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5, 측요인 10개를 기 으로 

하 을 때, 정표본의 크기는 172명으로 상자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91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08명의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자료가 부실한 6명을 제외

한 202명이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되어 최소 표본 수를 충

족하 다.

연구 도구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은 선

행연구결과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최종 19문항으로 

구성하 다(Brown et al., 2010; Cho et al., 2011; Park, 2011; 

Yoo & Oh, 2012; Zhang et al., 2012).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

학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이며, 교육 련 특성은 간호

연구의 요성, 간호연구에 한 심 정도, 간호연구수업, 통

계 련 수업, 근거기반실무와 련된 내용이나 교육 경험 여

부, 논문 써본 경험 여부, 논문을 써본 횟수, 국내외 논문 읽

어본 경험  지난 6개월 간 읽은 논문 수 등으로 구성하 다. 

●비  사고 성향

비  사고 성향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과정을 이끌어 내기 하여 비 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는 바램(Kwon et al., 2006)으로 간호 학생의 비  사고

를 측정하기 해 Kwon 등(2006)이 개발한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지 통합(6문항), 창의성(4문항), 도 성(6문항),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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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신 성(4문항), 객 성(4문항), 진실추구(3문항), 탐구

성(5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

로, ‘거의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측정되었

다. 수범 는 최  35 에서 최고 175 으로 수가 높을수

록 비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89이 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92이

었다. 

●정보검색능력

정보검색능력은 Rhee (2008)가 개발한 학생의 정보활용능

력 측정도구를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Sim (2014)이 수정한 

도구로 필요한 조사방법 결정  이용 능력, 정보검색시스템 

종류 인지  이용 능력, 정보검색 략능력, 검색의 용 능

력, 합한 키워드 사용 능력, 합한 검색기법 이용 능력, 시

스템별 검색식  검색기법을 아는 능력, 발생한 문제  수정 

 용 능력, 정보검색 근도구 이용능력을 측정하는 9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매우부족’ 1

, ‘매우 잘함’ 5 으로 측정되었다. 수범 는 최  9 에

서 최고 45 으로서 수가 높을수록 정보검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 으

며, Sim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 고, 본 연구

의 Cronbach’s α=.90이었다.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지식의 측정도구는 Ruzafa-Martinez, Lopez 

-Iborra, Moreno-Casbas와 Madrigal-Torres (2013)가 간호 학생

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 태도, 지식, 기술을 평가할 목 으

로 개발한 Evidence Based Practice Evaluation Competence 

Questionnaire (EBP-COQ)를 Kim (2014)이 번역한 것으로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형식 질

문, 근거의 주요출처, 주요 연구설계 특성, 근거수 , 권고등

, 효과크기에 한 지식과 련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  동의하지 않는다’ 1

, ‘매우 동의한다’ 5 으로 측정되었다. 수 범 는 최소 6

에서 최고 3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0

이 으며, Kim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 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88이었다.

●근거기반실무 태도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측정도구는 Ruzafa-Martinez 등(2013)

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근거기반실무 태도, 지식, 기술을 

평가할 목 으로 개발한 Evidence Based Practice Evaluation 

Competence Questionnaire (EBP-COQ)를 Kim (201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근거기반실무의 역할(3문항), 논

문의 비평  평가도(1문항), 논문읽기  평가시간 배정(1문

항), 근거기반실무 용(5문항), 논문 읽는 선호도(1문항), 향

후 근거기반실무교육 참여도(1문항), 과학  근거 도출 요구도

(1문항)에 한 태도와 련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  Likert 척도로, ‘  동의하지 않는다’ 1 , ‘매우 동

의한다’ 5 으로 측정되었다. 수 범 는 최소 13 에서 최

고 6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4이 으며, 

Kim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5 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8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윤리  고려

본 연구는 P 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 원회(IRB)로부터 승

인(승인번호: E-2015054)을 받은 후 2015년 6월 5일부터 2015

년 6월 3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 다. 자료수집방법은 B시와 

G지역에 소재한 간호 학  각각 2곳의 학 계자에게 

조를 받아 연구자 본인이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는 비확률 편의 표집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자발 으

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로부터 자가보고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약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직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

를 받았으며, 동의서 작성 시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연

구 참여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설문지 자료는 연

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료는 이  잠  

장치가 있는 보 함에 보 할 것임을 상자에게 설명하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

은 평균과 표 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악하 다. 상자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

기반실무 태도의 수 은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상

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

실무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s 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

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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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EBP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202)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121.12±12.47 85 167  35～175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30.90± 5.54 16  45  9～45
EBP Knowledge  17.80± 5.34  6  29  6～30
EBP Attitudes  32.92± 4.57 22  43 13～65

EBP: Evidence-Based Practice

<Table 2> Differences in EBP Knowledge and Attitudes by Characteristics      (N=202)

Variables Categories n %
EBP Knowledge EBP Attitudes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School grade Junior  88 43.6 18.05±6.38 0.55
(.586)

32.86±4.12 -0.15
(.885)Senior 144 56.4 17.61±4.39 32.96±4.92

Gender Male  25 12.4 16.40±6.36 -1.41
(.162)

32.87±5.46 -0.06
(.953)Female 177 87.6 18.00±5.17 32.92±4.45

Experience of nursing 
research class

Yes  84 41.6 18.38±4.65 1.35
(.180)

33.55±5.14 1.61
(.111)No 118 58.4 17.39±5.76 32.47±4.09

Experience of statistical class Yes 137 67.8 19.11±5.04 5.43
(<.001)

33.72±4.53 3.72
(<.001)No  65 32.2 15.03±4.90 31.23±4.23

Experience of EBP class in 
regular curriculum

Yes 103 51.0 20.21±4.80 7.36
(<.001)

33.43±4.78 1.62
(.106)No  99 49.0 15.29±4.69 32.39±4.31

Ever heard about EBP 
education in extra curriculum

Yes 136 67.3 17.70±5.06 -0.40
(.692)

33.27±4.61 1.56
(.119)No  66 32.7 18.02±5.91 32.20±4.45

Number of reading article 
for past six months

Nonea  14  6.9 11.14±4.80 17.36
(<.001)

a<c,d,e,
b,c<e

28.14±3.46 7.18
(<.001)

a<b,c,d,e
1b  21 10.4 14.90±5.02 31.10±5.58
2～3c  66 32.7 16.60±4.31 32.77±3.89
4~5d  26 12.9 18.77±4.73 33.41±5.10
≥6e  75 37.1 20.57±4.74 34.28±4.13

EBP: Evidence-Based Practice

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 

비  사고 성향은 175  만 에 평균 121.12(±12.47) , 

정보검색능력은 45  만 에 평균 30.90(±5.54) , 근거기반실

무 지식은 30  만 에 평균 17.80(±5.34) , 근거기반실무 태

도는 65  만 에 평균 32.92(±4.57) 이었다(Table 1).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

연구 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43.6%, 4학년이 56.4%로 평

균 연령은 22.92세 고, 성별은 여자가 87.6%로 부분이었

다. 간호연구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6%, 없는 

경우가 58.4% 고, 통계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7.8%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정규교과과정으로 근거기반실

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1.0%, 없는 경우가 

49.0% 고, 정규교과과정 외로 근거기반실무 련 교육을 들

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7.3%로 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최근 6개월 간 읽은 논문 수는 안 읽은 경우 6.9%, 1

편인 경우 10.4%, 2～3편인 경우 32.7%, 4～5편인 경우 12.9% 

이었으며, 6편 이상인 경우 37.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2).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와의 계를 검증한 결과, 근거기반

실무 지식은 정규교과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수업 수강경험 여

부(t=7.36, p<.001), 통계수업 수강경험 여부(t=5.43, p<.001),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 수(F=17.36, p<.001)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최근 6개월간 읽

은 논문 수가 2～3편, 4～5편, 6편 이상 읽는 경우는 안 읽는 

경우보다 근거기반실무 지식 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6편 이

상 읽는 경우는 1편과 2～3편 읽는 경우보다 근거기반실무 

지식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거기반실무 태도는 통계수업 

수강경험 유무(t=3.72, p<.001),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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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EBP Knowledge and Attitud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202)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EBP Knowledge EBP Attitudes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1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58 (<.001) 1
EBP Knowledge .27 (<.001) .49 (<.001) 1
EBP Attitudes .53 (<.001) .46 (<.001) .42 (<.001) 1

EBP: Evidence-Based Practic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EBP Attitud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202)

Variables B SE β t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0.14 0.02 .45 7.56 <.001
EBP Knowledge 0.25 0.05 .30 5.03 <.001

Adj. R2=0.353 F=55.80  p<.001

EBP: Evidence-Based Practice, Adj. R2: Adjusted R square, SE: Standard Error  

(F=7.18, p<.001)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 수에서 1편, 2～3편, 

4～5편, 6편 이상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안 읽는 경우는 근

거기반실무 태도 정도가 낮았다(Table 2).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상 계 

근거기반실무 태도는 비  사고 성향(r=.53, p<.001), 정보

검색능력(r=.45, p<.001), 근거기반실무 지식(r=.42, p<.001)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 비  사고 성향과 정보검색능력

(r=.58, p<.001), 근거기반실무 지식(r=.27, p<.001)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정보검색능력과 근거기반 실무 지식

(r=.49, p<.001)은 양의 상 계가 있었다(Table 3).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을 악하

기 하여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과 상 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통계수업 수강경험,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 수, 비

인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변수 

 범주형 범수인 통계수업 수강경험, 최근 6개월간 읽은 논

문 수는 가변수 코딩을 시행한 후 분석하 다. 설정된 모형은 

공차한계 0.93∼1.00, 분산팽창요인 1.00∼1.08로,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요인은 10미만으로 독립변수 사이의 다 공

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5.80, p<.001), 

체 모형의 설명력은 35.3% 다. 가장 향력 있는 측요인

은 비  사고 성향(β=.45, p<.001)이었고, 그 다음에 근거기

반실무 지식(β=.30, p<.001)이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고 향후 학부교육 장에서 간호 학생의 근

거기반실무 활성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비 인 사고 성향의 수는 5

 만 에 3.46 이었으며, 백분 로 환산하면 69.21 으로 

상정도 수 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Jang 등(2010)의 연구에서의 

66.2 과 비슷하고, 간호사를 상으로 측정한 Park과 Kwon 

(2007)의 연구에서의 73.4 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상

자와 측정 도구의 차이로 간호사는 간호 학생보다 임상 장

에서의 다양한 임상 상황을 경험하면서 합리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많은 상황을 하면서 비  사고에 

근거한 임상  추론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Jang et al., 

2010)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간호 학생의 정보검색능력 수는 5  만 에 3.43 이었

으며, 백분 로 환산하면 68.67 으로 상정도 수 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Jang 등(2010)의 연구에서 하 범주인 정보검색능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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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과 비슷한 수 이었으나, 간호사를 상으로 한 Son 등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56.2 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이 22.92세로 Jang 등(2010)의 상자와 비

슷한 수 인데 비해, 간호사를 상으로 한 Son 등(2012)의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32.10세로 나타나 연령과 상자 특

성의 차이가 향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활용이나 정보

에 한 민감성이 은 연령층에서 보다 더 높고, 한 학부

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 교육과정이 반 되기  졸업자인 간

호사에 비해 반정도가 근거기반실무 교육을 받은 본 연구

상자인 간호 학생에서 정보검색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단된다.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지식 수는 5  만 에 2.97

이었으며, 백분 로 환산하면 59.40 으로 정도 수 이었다. 

이 수는 Zhang 등(2012)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자가학습과 워크샵 략을 통해 근거

기반실무를 배우기  지식 수인 47.96 보다는 높았으며, 

근거기반실무를 배우고 난 뒤 지식 수인 71.29 보다는 낮았

다. 이러한 차이는 상자의 특성 차이로 본 연구의 상자는 

근거기반실무 정규수업을 들은 경우가 51%를 차지하 으므로 

이것이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 수는 5  만 에 3.67

이었으며, 백분 로 환산하면 73.40 으로 상정도 수 이었

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oehn와 Lehman (2008)

의 연구에서 나타난 74.14 과 유사한 수 이었지만, 간호사

를 상으로 한 Kim 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64.29 보

다 높았다. Kim 등(2013)의 상자는 학교육에서 근거기반

실무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 되기  졸업자인데 비해, 본 연

구는 근거기반실무 교육을 받은 상자가 51%로 반 수 이

며 근거기반실무에 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67.3%로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에 한 태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해서

는 간호교육에서의 근거기반실무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 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살펴보면 통계수업을 수강

한 경험이 있을수록,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이 있을수록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태

도를 향상하기 해서는 통계학 수업을 수강하게 하며, 최신

의 연구근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즉, 

간호 학생들은 통계 수업을 통해 심 역의 문헌결과를 분

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 근거기반실무에 한 자신감

이 형성될 수 있으며, 최신의 근거를 하게 되면서 간호 장

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되어

(Choi et al., 2011) 근거기반실무에 한 정 인 태도가 형

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

무 지식은 근거기반실무 태도와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이

는 비  사고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정도

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태도 수 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를 상으로 비  

사고 성향,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 간에 정  상 계가 

있었던 결과(Kim et al., 2013)와 학생을 상으로 비  

사고 성향과 정보활용능력 간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인 결

과(Jang et al., 2015)와 유사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간호

학생들의 정보검색능력과 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에 양의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에 의의가 있으며, 간호 학

생들의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비  사

고성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수기법의 용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간호 학생들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한 결과, 비 인 사고성향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상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으로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측되는 결과와 일

치한다(Kim et al., 2013). 간호사들이 근거기반실무에 한 지

식을 갖게 되면 근거기반에 한 부정 인 태도와 폐쇄 인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여 근거기반실무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 으므로(Melnyk & Fineout-Overholt, 

2011; Yoo & Oh, 2012), 간호 학생들의 근거기반실무의 

정 인 태도 형성을 해서는 이들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를 들면, 월 1회 이상 

최신근거를 찾아 자주 하게 하는 실제 인 활동으로  

클럽과 같은 학술 동아리나 수업시간에 그룹과제를 통한 소

모임 활동, 근거기반실무 정규교과과정의 확립이다. 이  근

거기반실무 정규교과과정의 확립이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향상

시키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비

 사고 성향을 증진시키는 활동과 방법이 최우선 으로 필

요하 다. 비  사고 성향은 성숙의 결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으므로(Facione & Facione, 

1997) 비  사고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 인 교육

로그램 개발  용이 필요하다. 비  사고 성향의 증진을 

해서는 기존의 지식 달 교수법에서 벗어나 실제 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  수행할 수 있는 극 인 교

수학습법이 요구된다. 실제 인 간호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합한 질문에 따라 근거를 탐색하고 이를 비교, 분석, 평가해

보면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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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고하려는 동기나 바램인 비  사고 성향이 필

요하며, 이는 비  사고를 이끌어 근거기반실무를 진시킬 

것이다(Choi et al., 2011). 즉, 간호교육자는 간호문제 상황에 

해서 web-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case-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소그룹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제 인 참여와 직 인 활동수

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있어서 간

호교육 장과 실무 장 간의 차이를 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Moch et al., 2010; Profetto-McGrath, 

2005; Wangensteen et al., 2011). 이는 향후 간호 학생들이 

임상 장에 쉽게 응할 수 있게 해주고,  임상에서 요구되

어지는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의 석을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의 구성요소  하나인 근거기

반실무 태도의 향요인을 살펴 으로써 간호 학생의 근거기

반실무 활성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간호

실무  교육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 간호 학생의 정보

검색능력과 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에 양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를 일개 지역 4개 간호 학의 

3, 4학년 학생을 비확률 편의표출 하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거기반실무에 한 지식

과 태도를 측정하 으나 연구 상자가 실제 임상에서 근거기

반실무를 용하고 있지 못한 간호 학생이라 기술 역을 

함께 측정하지 못하 으므로 이에 한 결과 해석시 주의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

여 변수의 과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간호 학생을 상으로 비 인 사고 성

향, 정보검색능력,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 수 을 악하

고 근거기반실무 태도에 한 향요인을 악하기 한 연

구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정

보검색능력은 간 이상, 근거기반실무 지식수 은 간 정도, 

근거기반실무 태도 수 은 간 이상이었다. 간호 학생의 근

거기반실무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 인 사고 성

향과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나타났으며, 그 에서도 비 인 

사고 성향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 학

생의 근거기반실무 태도를 향상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들의 직  수행과 참여 하에 비  사고 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problem-based learning, case-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략의 활용이 필요할 것

이다. 한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지식을 향상하기 해

서는 우선 기본 인 근거기반실무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정

규교과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실무와 련된 최

신의 논문을 자주 하며 읽을 수 있도록 클럽과 같은 

학술동아리모임이나 그룹과제의 형태로 소그룹활동 등을 극

으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정보검색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

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기술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 학생의 학년별 수  차이에 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비  사고

성향, 근거기반실무 지식이 근거기반실무 태도의 향요인으

로 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통한 근거기반실무 태도 향상의 효과를 검정하는 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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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of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202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B city and G district. The questionnaires 
include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knowledge and attitudes of Evidence-Based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or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was 32.92±4.57.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53, p<.001), information retrieval skills (r=.45, p<.001) and Evidence-Based 
Practice knowledge (r=.42, p<.001).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β=.45) and Evidence-Based Practice knowledge (β=.30). Total variance was explained about 35.3% 
(F=55.80, p<.001).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eaching strategies that enha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re recommended to improve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among nursing students. Also, nursing education 
should include a regular Evidence-Based Practice curriculum to improve Evidence-Based Practice knowledge as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improve information retrieval skill. Reading nursing articles can help nursing students 
comprehend the up-to-data evidence of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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