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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운영의 효과
Effect of Emergency Nursing Class using 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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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단일
군 전후설계연구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3학년 간호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료수집기
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이었다.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은 근거기반실무의 5단계를
활용하여, 13차시로 진행되었다. 수업 운영은 강의, 팀기반학습, 사례기반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거기반실무
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후, 근거기반실무 신념(t=-2.76, p=.008), 근거기반실무 역량(t=-5.03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비판적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는 근
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이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전
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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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emergency nursing class using evidence-based
practice (EBP) and to examine its effects. This study was a one-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54 students in the third year of nursing at a university, between
September 2, 2019 and December 9, 2019. An emergency nursing class using EBP consisting of 5-step
EBP components was provided through 13 sessions. Lectures, team-based learning, and case-based
learning were provid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After the clas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 in EBP beliefs (t=-2.76, p=.008) and
EBP competency (t=-5.035, p<.001). Howev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emergency nursing classes using evidence-based practice is an
efficient teaching-learning method to improve EBP beliefs and competency.
■ keyword :∣Evidence-Based Practice∣Emergency Nursing∣EBP Belief∣EBP Competency∣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 서 론

최상의 연구근거, 임상의 전문성, 대상자의 요구와 가치

1. 연구의 필요성

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기반으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는

를 통합하여 발전하는 과정이다[1]. 최근 임상현장에서
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2-4].

* 본 연구는 2020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21년 06월 21일
수정일자 : 2021년 0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7월 22일
교신저자 : 김지영, e-mail : jy1223kim@smu.ac.kr

6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0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교과목 수강경험은 교육수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2] 이는 실습 교과

비판적사고성향(지적열정, 건전한 회의성), 간호조직문

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급간호 이론 교과목 수업에서

화유형(위계지향문화)과 함께 근거기반실무 역량에 영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적용한 후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5], 근거기반실무 교과목 이수 여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업무

부에 따라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수행에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적사고를 통해 익숙한 업무관행을 성찰하고, 검증된 근

교육을 통해 근거기반실무 준비도가 강화되고 실무지

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

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특히 학습자의 학습

타났다[15]. 비판적사고성향은 근거기반실무 태도[16]

량 과부화와 부담감을 고려할 때 학부과정에서부터 단

와 역량[5][14][15]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

계별 근거기반실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8], 이는 임

인되었으나, 근거기반실무 활용 수업 후 비판적사고성

상현장에서의 훈련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거

향 향상 효과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실무를 확산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하였다[5]. 따라

[2][10][12],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 간호학부 교육과정에서부터 근거기반실무교육 시행
이 요구된다.
2016년 11월까지 국내 근거기반간호를 주제로 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부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교
육이 전반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고, 실습 교과목에
서 근거기반간호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해 일부 적용한
연구가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2016년 11월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역량,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도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성인
간호학실습[10], 시뮬레이션 실습[2][11] 등 실습 교과
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행되었다.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적용한 이론 교과목으로는 기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
하는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주제와 관련된
근거기반 실무지침, 임상시나리오를 활용한 팀기반학습
연구가 있었으나[12], 실습 교과목에 비해 부족한 실정
이었다. 선행연구[10]에서도 임상실습 교과목은 짧은
기간 실습이 이루어져 근거기반실무교육 노출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론 교과목에서도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하
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이 향후 임상에서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근거기반실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뿐 아니라 이론 교과목에서
도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근거기반실무가 임상결과를 향
상시킬 것이라는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13], 근거
기반 역량[14]과 의사결정[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연계 시
뮬레이션 실습 적용 결과,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량이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역량,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
군 전후설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
며 응급간호 수업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2학기
학생이었다. 근거기반실무교육 수업 모형 개발 연구
[11]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임상 및 시뮬
레이션 실습 후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
습 교과목을 1학기에 이수하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
행하는 3학년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의 특성에 맞추어 실제적인 임상사례를 가지고 근거기
반실무를 활용한 이론 교과목 수업을 운영하였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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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에 간호연구를 수강하여 간호연구방법론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음을

대한 선행지식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수는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α=.84이었고, 본 연구

G*power 3.1.9. 프로그램으로 산정하였으며, 근거기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반실무교육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의 효과크기 .30을
토대로[17], 양측검정, 검정력 .80, 효과크기 .30, 유의
수준 .05일 때,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means (matched pairs)의 표본 수는 3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간호 수업을 수강생 중 연구목적을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7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사전, 사후 설문지를 모두 완료한 54명
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대상자 수가 확보
되었다.

4.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내용
응급간호 수업은 전공지식과 비판적사고에 근거하여
응급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사정하여 의사결정을 내리
며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본 연구의 응급간호 수업에서는
응급 건강문제에 대한 최상의 근거를 학습하여 사례기
반학습으로 응급환자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
을 위한 중재를 통합하고 평가하고자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하였다. 근거기반실무교육은 Sackett 등[22]의 문

3. 연구도구

헌을 토대로 근거기반실무의 5단계(1단계 임상질문 작

3.1 근거기반실무 신념

성, 2단계 근거검색, 3단계 근거평가, 4단계 실무적용,

Melnyk 등[13]이 개발한 Evidence-based practice

5단계 결과평가)를 활용하였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학

beliefs scale을 박현영과 장금성[18]이 번안하고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습 목표를 선정하였다[표 1].
표 1. 응급간호 수업의 근거기반실무 5단계와 학습목표
단계

원도구의 Cronbach’s α=.87이었고, 박현영과 장금성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다. 본 연구에

Academic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19]에서 개발한 근거기반실무 핵심역량을 이
지은과 박명화[20]가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간호대학
생을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13문항으
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지은과 박명
화[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4이였다.

3.3 비판적사고성향
윤진[21]이 개발한 비판적사고성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7개의 하부 영역은 지
적 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이었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

학습 목표

수업방법

근거기반실무 정의, 목적/중요성, 단계를 설명한
강의
다.
강의
PICO 형식에 맞추어 응급환자 사례의 임상질문
팀별 토의
을 작성한다.
발표

1

임상질문
작성

2

근거검색

근거의 유형과 위계를 설명한다.
강의
근거검색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다.
팀별 토의
응급환자 사례의 임상질문에 맞는 국내외 근거
발표
문헌을 검색한다.

3

근거평가

근거종류를 구분한다.
최상의 근거를 선택한다.
근거의 등급을 구분한다.
선정한 근거 문헌을 평가한다.

4

실무적용

5

결과평가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3이었다.

3.2 근거기반실무 역량

주제

근거기반
실무 개요

응급환자
1~5 사례기반
학습

강의
팀별 토의
발표

강의
응급환자 사례에 맞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무
팀별 토의
적용을 계획한다.
발표
강의
응급환자 사례에 맞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평가
팀별 토의
를 계획한다.
발표
응급환자 사례(쇼크, 흉통, 복부대동맥류, 부정맥,
팀별 토의
천식, 당뇨병, 식도정맥류, 뇌졸중 환자)에 근거
발표
기반실무 5단계를 적용한다.

근거기반실무 교과목 요구도 분석 결과[8], 근거기반
실무 교과목은 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사례를 바탕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1~3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응급환자 사례에 직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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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보도록 하였으며, 4~5단계는 학생들이 직접 실무

상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응급 건강문제에 대한

에서 수행할 수 없어 실무적용과 평가 계획을 세우도록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 수준에 맞추어 사례별 참고

하였다.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의 교육목표는 근

문헌을 제공하였다.

거기반실무의 5단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학생

2~7 차시에는 팀별 토의와 강의로 진행하였다. 학생

들이 환자의 응급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선

들은 팀기반학습을 통해 교수자가 제시한 성인 환자 사

택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량, 비판적사고

례와 참고문헌을 분석하고 정리한 후, 환자의 응급 건

성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강문제에 대해 PICO (Population, Interventions,

수업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간고

Comparison, Outcome)를 사용하여 임상질문을 작

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3 차시, 차시 당 1시간으로

성을 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근거 문헌을 전자

진행되었다. 수업 운영은 강의뿐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가로 검색하였으며, 근거 문헌

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팀기반학습, 사례기반

에 대한 평가를 연습하였다. 교수자는 근거기반실무의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5단계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임상질

1 차시에는 팀 구성, 강의, 응급환자 사례제시로 진행
하였다. 팀기반학습을 위해 8개 팀을 구성하였으며, 팀

문(PICO)과 근거 문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문헌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 8~9명의 팀원, 팀원 중 1명이 리더 역할을 하도록

8~13 차시에는 팀 발표와 강의로 진행하였다. 학생

하고, 팀별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

들이 임상질문과 근거 문헌을 검토하여 응급환자 사례

행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근거기반실무의 개요(정의,

에 대한 환자 사정, 치료적 중재, 예방적 처치, 평가 등

목적/중요성, 단계)에 대해 강의하였다. 응급환자 사례

에 대해 논의하고, 중재와 평가에 대한 계획을 보고서

는 응급간호 참고문헌[23][24]을 참고하여 팀당 1개씩,

와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총 8개의 응급환자 사례(쇼크, 흉통, 복부대동맥류, 부

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교수자와

정맥, 천식, 당뇨병, 식도정맥류, 뇌졸중 환자)를 제시해

동료 학생들이 질문과 피드백을 하였으며, 사례에 대해

주었다. 근거기반실무교육을 활용한 성인간호학실습

반드시 알아야 할 중재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강의를

[10], 중환자간호실습[25]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본인

진행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담당한 실습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근거기반실무 과
정에 따라 학습하고 집담회에서 발표하여 다양한 사례
를 공유하였으며, 액션러닝을 활용한 근거기반간호 수
업[26]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를 도출하
고 임상질문으로 전환하는 팀기반학습 과정 후 발표를
통해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
구[10][25][26]를 참고하여 팀별로 사례를 나누고, 사례
별 근거기반실무를 발표와 토의를 통해 공유하여 학생
들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된
응급환자 사례의 타당도와 난이도에 대해서는 응급간
호 수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검토를 받아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사한 수
준으로 통제하여 사례에 따라 학생들의 결과가 달라지
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응급간호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1학기 임상간호실습입문, 성인간호학실습을 이수하였
으며, 2학기에도 임상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어 임

5.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행
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전 조사는
첫 수업 시작 시, 사후 조사는 수업 종료 시점에 수집되
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 연구목적과 방법, 익
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불참
시 불이익은 없으며, 언제든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연
구 참여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적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평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 표
시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운영의 효과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정결
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근
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전후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
거기반실무 역량, 비판적사고성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54명으로, 여자 87.0%(47명), 남자
13.0%(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5±2.17세(최

교과서를 찾아본다
동료학생에게 물어본다
근거의 필요성을
교수나 조교에게 물어본다
느낄 때의 대처법
논문을 찾아본다
은
의료진에게 물어본다
기타
최근 6개월간 읽은
(최소: 0, 최대 30)
논문 수(편)
만족
대학생활 만족도 보통
불만
만족
간호학과 만족도 보통
불만
만족
임상실습 만족도 보통
불만
2.9이하
3.0~3.4
학교 성적
3.5~4.0
4.0이상

617
29(53.7)
2(3.7)
4(7.4)
8(14.8)
2(3.7)
9(16.7)

10.83±7.17
24(44.4)
27(50.0)
3(5.6)
19(35.2)
33(61.1)
2(3.7)
26(48.1)
25(46.3)
3(5.6)
16(29.6)
23(42.6)
12(22.2)
3(5.6)

2.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의 효과 검증

소: 20세, 최대: 30세)이었다. 모두 근거기반실무의 필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전과 후에 대상자의 근

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

거기반실무 신념(t=-2.76, p=.008), 근거기반실무 역량

는 정확한 간호과정에 대해 알기 원할 때, 환자가 모르

(t=-5.03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는 것을 질문할 때가 각각 29.6%(16명)로 가장 많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간호실무에 있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새로운 임상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 p=.981)[표 3].

황을 발견할 때가 각각 18.5%(10명)이었다. 근거의 필
요성을 느낄 때 대처법으로는 ‘교과서를 찾아본다’가
53.7%(29명)로 가장 많았으며, ‘논문을 찾아본다’는
14.8%(8명)이었다. 최근 6개월간 읽은 논문 수는 평균
10.83±7.17편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50.0%(27명), ‘만족’이 44.4%(24명) 순으로 많았다. 간
호학과

만족도는

‘보통’이

61.1%(33명),

‘만족’이

표 3.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의 효과 (N=54)
사전검사
Mean±SD

변수
근거기반
실무 신념

54.56±5.70

근거기반
45.59±5.17
실무 역량
비판적사고성향 94.73±8.40

사후검사
차이
Mean±SD Mean±SD

t

56.58±6.53 -1.98±5.18 -2.76

p
.008

49.11±6.41 -3.52±5.13 -5.035 <.001
95.02±9.24 .02±6.18

.02

.981

35.2%(19명) 순으로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이 48.1%(26명), ‘보통’이 46.3%(25명) 순으로 많았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
변수

범주

여자
남자
연령(세)
(최소: 20, 최대 30)
근거기반실무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정확한 간호과정에 대해 알기 원할 때
간호실무에 있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언제 근거의 필요성
환자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을 느끼십니까
새로운 임상상황을 발견할 때
기타
성별

IV. 논의
본 연구는 응급간호 수업에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하

N(%) or
Mean±SD

47(87.0)
7(13.0)
21.65±2.17
54(100.0)
16(29.6)
10(18.5)
16(29.6)
10(18.5)
2(3.7)

여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역량, 비판적사고
성향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간호연구를 이수하여 간호연구방법론에 대한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실습 교과목을 수강하
여 임상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모두 근거기반실
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성을 느끼
는 시기는 정확한 간호과정에 대해 알기 원할 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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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가 각각 29.6%, 간호실무에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는 다르나, 임상간

있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새로운 임상상황을 발견할

호사를 대상 근거기반실무교육 연구[17]에서도 근거기

때가 각각 18.5%이었다. 1개 대학교 4학년 간호대학생

반실무 신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근거

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도 대상자의 96.0%가 근

기반실무 단계를 응급환자 사례에 적용하였으며, 교수

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근거의 필요성을 느낄 때 대처법으로는 ‘교과서를 찾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근거기반실무 지식과 기술에 대

아본다’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논문을 찾아본다’는

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근거기반실무가 임상결과를 향

14.8%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25]에서도 교과서를 찾

상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신념이 형성된 것으

아보거나 동료학생, 교수, 조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대

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신념을

부분이었으며, 12.0%만이 논문을 찾아보는 것으로 나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간호과정

개발하고, 체계적인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노력

과 임상실습을 수행하며 근거기반실무의 필요성을 느

이 필요하다.

끼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대처하고 있었으나, 환자의

연구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근거기반실무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문헌을 검색하고 적용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전 45.59점에서 49.11점으로 유

해본 적이 없어, 근거기반실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라

의하게 향상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활용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현장과 교육에서 근

성인간호학실습[10], 근거기반실무 연계 시뮬레이션 실

거기반실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거기반실

습[2][11], 액션러닝 활용 근거기반실무 수업[26]에서

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유의하게 향상된 연구결과를 지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응급간호는 신속

지하였다.

한 처치가 필요하며, 최상의 연구 근거를 분석하고 판

[2][10][11], 근거기반실무를 위한 단일 수업[26]을 운

단하여 환자 간호를 결정하는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필

영한 사례라면, 본 연구는 교육과정 내 이론 교과목에

요한 분야로, 응급간호의 건강문제 사례를 기반으로 근

근거기반실무를 통합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근거기반

거기반실무교육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 역량에 유의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선행연구가

근거기반실무

활용

실습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의 교육

한 의미가 있다. 근거에 기반한 간호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기반학습과 사례기반학습을

것을 간호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간,

활용하였다. 팀기반학습은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통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과목에서

의견을 나누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거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반실무 이론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연구대상자의 비판적사고성향은 근거기반실무를 활

또한 사례기반학습은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사례를

용한 응급간호 수업 전 94.73점에서 95.02점으로 통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상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

황에 몰입하게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장기기

고성향 향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전달의 교수학

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

습법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기반학습,

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 보고된 팀기반학습

사례기반학습, 액션러닝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13].

과 사례기반학습을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운영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최상의

에 다각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탐색을 직접 수행하도록 수업을 운영하였으나, 비

연구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근거기반실무를

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는 2학년 대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전 54.56점에서 56.58점으로 유

상의 근거기반실무 활용 기본간호학 수업[12], 3학년

의하게 향상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연계

대상의 근거기반실무 활용 성인간호학실습[10]에서도

시뮬레이션 실습 연구[2]에서도 근거기반실무 신념의

비판적사고성향의 변화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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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2]에서는 근거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반실무 연계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근거기반실무를 직

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확

접 적용해봄으로써 비판적사고성향이 향상된 것으로

산 효과를 배제하고자 대조군 없이 단일군으로 시행되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3학년 2학기 간호대학생으

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군 실험 설계를 통해 근거

로, 4학년 학생에 비해 교육과 실습경험 등이 부족하여

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운영의 효과를 검증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년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 응급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을 종단적으로 비교한 결

호 수업을 13 차시 동안 적용하였으나, 지속적인 효과

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는

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근거기반실무교육 고찰[4]에

경향을 보였다[28]. 근거기반실무 교과목 요구도를 분

서도 지속적 효과를 측정한 연구의 부족을 지적한 바

석한 연구[8]에서는 학부 4학년이 대부분의 주요 교과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근거기반실무교육을 장기적으로

목과 임상실습 교과목을 배운 상태이므로, 근거기반실

적용하고,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통합하기에 적합한 시
기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성향은 짧은 기간에 습

Ⅴ. 결론

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11]을 고려할 때, 학년별로 비

본 연구는 응급간호 수업에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하

판적사고성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근거기반교육도 시

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 근거기반실무 신념,

행할 필요가 있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정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실무 1~3단계는 응급환

규 교육과정 내 이론 교과목에서 근거기반실무 강화를

자 사례에 적용해보았으나, 실무적용과 결과평가는 직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접 수행할 수 없어 중재와 평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

고자 시행되었다.

여, 최상의 근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하는

본 연구결과,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전보다 후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

에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로 보인다. 성인간호학실습[10], 중환자간호실습[25]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근거기반실무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선정된 중재를 실

를 이해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응급환자 사례

제 환자에게 수행할 수 없어, 중재와 결과평가는 계획

에 적용하며, 팀별로 협력을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할

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수 있도록 중재와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근거기반실무의 적용과 결과평가 제약이 이론 교

수행하는 근거기반실무교육이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

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환자의 권리의식 증가에

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따라 직접 간호술기수행 기회가 부족해진 임상실습 교

있었다. 아직 국내 간호 교육과정에서 근거기반실무를

과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

활용한 사례가 부족하므로, 근거기반실무교육이 확산되

기반실무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29]에서는 근거기반실

어 교육에 대한 질적 근거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반

무 5단계 중 마지막 두 단계의 교육이 부족한 경우 학

면 근거기반실무 응급간호 수업 후 비판적사고성향은

생들은 졸업 이후 임상실무에서 지식을 적용하는데 어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근거기반실무를

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실제로 적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재

에서는 이론 교과목 내에 시뮬레이션 실습 또는 최신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교육 경향을 반영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등을 병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행하여 중재와 결과평가를 적용하고 비판적사고성향을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근거기반실무 5단계 적용 응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간호 수업에 웹, 모바일 기반 접근방식의 실습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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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중재와 결과평가 적용 단계를 보완한 연구를 설
계하고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근거기반실
무 활용과 확산을 위해 응급간호 외에 다양한 이론, 실
습 교과목에서 교과목 목표와 학년별 수준에 맞는 근거
기반실무교육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의
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비판적사고성향, 근거기반실
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근거기반실무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능력 등)를 포함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andomized controlled study,” Applied Nursing
Research, Vol.31, pp.175-185, 2016.
[8] 오의금, 양유리, 유재용, 임지윤, 성지현, “근거기반실
무 (Evidence-based Practice) 자기효능감,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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