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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간호정보역량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로 Arskey와 O'Malley의 방법론적 기틀을 사용하였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출판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18편으로, 분석틀은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주제분석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간호사 대상의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교

육 정도와 직위였으며, 관련 핵심 변수는 업무수행능력, 셀프리더십, 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 간호근무

환경이었다.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간호정보역량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업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간호정보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정보학, 역량, 간호사, 간호대학생, 주제범위 문헌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and to present further directions. This study was scoping review designed and used 

methodological framework by Arksey and O'Mally. The reviewed study were found through electronic 

databases and published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21. There were a total of 18 studies tha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framework is comprised of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opic of research conducted. Research in regards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has increased 

after 2010, and quantitative research and research with nurses as the primary subject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studies perform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outcome for th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were education, position, and key variables were work performance,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nursing work achievements,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hat it systematically reviewed th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and set a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In the further study, it is necessary to reflect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it is suggest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nursing informatis competency for nurses and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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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분야에서 Electronic 

Medical Record(EMR)와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과 컴

퓨터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간호사는 이

에 부응하는 디지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1]. 간호사는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정보의 접

근성이 향상되어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이는 직접간호시간을 늘리고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사고를 줄여 간호

의 질을 높인다[2]. 간호사는 건강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인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 가능한 지식과 

정보로 해석하기 위해 정보학 및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3].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컴퓨터 과학, 

정보과학, 간호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간호에 통합, 활용하는 전반적인 실무능력인 간호

정보역량은 간호사와 환자, 건강관리팀원들이 각각의 역

할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건강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4].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은 문제해결능

력과 직무만족을 높여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5]. 간호정보활용역량은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

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 평가하여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5].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은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향상시켜 근거실

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6,7]. 간호사는 근거기

반 간호를 수행하고, 환자중심의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

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간호정보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8]. 

미국의 간호대학은 간호정보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교

육과정에서 Electronic Health Care Record (EHR), 

컴퓨터 기술과 정보학 지식이 통합된 과목, Technology 

Informatics Guiding Education Reform (TIGER)과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9]. 국내 간호대학에서도 

2002년부터 간호정보학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학부과정의 

57%에서 정보시스템, 텔레헬스, 정보윤리와 같은 간호

정보학 강의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의 

28%에서 간호정보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10]. 간호정

보학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의 비율이 2014년 

52.8%로 점차 늘어나면서 간호정보학 학위를 소지한 교

원의 비율이 1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국외에 비해 간호정보학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간이 

짧아 간호정보학 전문교원이 부족하여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11]. 미국에서는 미래 간호의 

핵심역량으로 환자 중심 간호, 팀워크, 근거기반실무, 질 

향상, 안전과 함께 정보학을 미래간호의 핵심역량[12]으

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간호사의 핵심역량에는 정

보학 관련 역량은 포함되지 않아 정보학 기반 교육은 부

족한 현실이다[13]. 국내에서는 2007년에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학부과정에 간호정보학 강의

가 도입된 시기가 짧아 간호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10,14].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주제나 연구 영역에 관한 

문헌들의 근거를 조사하고 매핑하여 문헌에서의 주요개

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요특성과 요인, 차이등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개념적 설명과 의미에 기여하

여 원래의 근거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재해석을 제공

할 수 있다[15]. 

국내 간호환경을 반영한 간호정보역량의 주요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

는지 파악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간호

정보역량 관련 연구를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를 주

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간호정보

역량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간호정보역량과 관련된 후

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출판된 국

내 간호사, 간호대학생 대상의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

구를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하

여 연구 관련 특성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호정보역

량 관련 주요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간호정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정보역량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scoping review)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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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Arksey와 O'Malley[15]가 제시한 주제범

위 문헌고찰 수행절차 5단계를 따라 진행하였다. 주제범

위 문헌고찰의 수행절차는 1단계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 

2단계 관련 연구 검색, 3단계 문헌 선정, 4단계 자료기

입, 5단계 결과분석, 요약 및 보고하기이다.

2.2.1 1단계: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 

본 연구의 질문은 인구집단, 개념, 맥락 형식인 

PCC(population, concept, context)로 구성하였다. 

인구(population)는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 개념

(concept)은 간호정보역량, 맥락(context)은 간호교육

기관과 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

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간호교육기관, 의료기

관에서 수행된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구동향은 어떠한

가?’로 설정하였다. 

2.2.2 2단계: 관련 연구 검색

1) 검색전략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간호정보역량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은 2021년 8월 8

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문헌검색에 활용한 전

자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누리미디어(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국학

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 base, KMBASE)였다. 국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경우 Pubmed, CINAHL,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

다. 또한 회색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Google Scholar를 

이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nursing informatics’, 

‘nurse’, ‘nursing students’, ‘Korea’를 조합하여 검색

하였다. 

2) 자료선정 및 배제기준

본 연구의 문헌 선정기준은 2000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으로, 간호정보역량을 

주제로 간호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자료선정에 포

함하였으며, 국문,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문헌의 배제기준은 간호정보역량이 연구의 주요 주제가 

아닌 경우, 연구대상자가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이 아

닌 연구, 원문 이용이 불가능한 연구와 학술대회 발표 초

록, 단행본은 제외하였다. 

2.2.3 3단계: 문헌 선정

검색 결과 RISS 58편, DBpia 45편, NDSL 24편, 

KISS 10편, KMBASE 6편, PubMed 45편, CINAHL 5

편, Web of Science 7편의 총 200편과 회색문헌 1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201편의 문헌 중 중복문헌 83편을 

제외한 118편의 문헌에 대해 3명의 연구자가 제목과 초

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목적 등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 97편을 제외한 총 21편의 문

헌을 1차 선정에 포함하였다. 최종 문헌 선정을 위해 1차 

선정 문헌 21편을 대상으로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의 전문을 검토하였다. 연구자 간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해당 문헌의 전문을 전체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며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3편을 제외한 총 18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Fig. 1). 

Fig.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according to 

PRI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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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2.3.1 분석틀의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은 연구자가 국내에서 수행

된 간호학 분야의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 연구[16]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분석틀

의 주요내용은 연구의 일반적 특성(연구제목, 저자, 출판

년도,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장소)과 주제분석(연구도

구, 질적연구, 간호정보역량 관련 핵심 변수)으로 구성하

였다.

2.3.2 4단계: 자료기입

검토한 문헌에서 핵심 결과와 주제에 따라 정보를 추

출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분석틀의 형식에 따라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입하였

다. 연구의 일반적 정보(연구제목, 저자, 출판년도, 연구

대상, 연구설계, 연구장소), 고찰 연구질문과 관련된 특

정 정보(연구도구, 질적연구, 간호정보역량 관련 핵심 변

수)의 주요 범주로 구분하였다.

2.3.3 5단계: 자료분석, 요약 및 보고하기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약 및 보고하기는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문헌의 일반적 특성

간호정보역량과 간호정보활용역량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총 18편의 연구를 최종 분석하였다. 문헌의 일반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Year of publication 2005~2009 2(11.1)

2010~2014 5(27.8)

2015~2021 11(61.1)

Type of journal Nursing journal 11(61.1)

Other scholars journal 7(38.9)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17(94.4)

Qualitative 1(5.6)

Type of participant Nurse 12(66.7)

Nursing student 6(33.3)

Study on the place Hospital 11(61.1)

College of nursing 6(33.3)

Public health 1(5.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18)

3.1.1 출판연도 

분석된 연구 18편의 출판연도는 2005~2009년 2편

(11.1%), 2010~2014년 5편(27.8%), 2015~2021년 11

편(61.1%)으로, 60% 이상이 2015년 이후에 출판된 것

으로 나타났다. 

3.1.2 연구출처

18편의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는 간호학 관련 학술지

가 11편(61.1%), 타 학문 분야 관련 학술지가 7편

(38.9%)이었다. 간호학 관련 학술지에서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간호교육학

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로 3편(16.7%), 타 학문 분야 관련 

학술지는 디지털 융복합연구(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로 3편이 게재되었다.

3.1.3 연구설계

양적연구가 17편(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는 1편(5.6%)이었다. 양적연구 중 서술적 조사

연구가 7편(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관계연구 4

편(22.2%), 유사실험연구는 3편(16.7%)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2편과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설계가 

1편(5.6%), 방법론적 연구가 1편(5.6%)이었다. 질적연구

는 Focus group interview가 1편(5.6%)이었다.

3.1.4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12편(66.7%) 이었

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33.3%)이었다. 

직위는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4편(22.2%), 책임간호사 이상, 일반간호사

로 분류한 연구가 7편 (38.9%)이었으며 전체 연구에서 

일반간호사의 비율은 86.8%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2학년 3편(16.7%), 4학년 2편

(11.1%),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5.6%)이었다. 

3.1.5 연구장소

연구장소는 병원, 학교 및 보건소였으며 병원에서 진

행된 연구가 11편(61.1%), 학교는 6편(33.3%), 보건소에

서 진행된 연구가 1편(5.6%)이었다. 병원에서 진행된 연

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연구가 5편(27.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편(16.7%), 종합병원과 상급종

합병원이 2편 (11.1%), 요양병원이 1편(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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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헌의 주제 분석

총 18편의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문헌의 주제 분석은 

다음과 같다. 

3.2.1 양적 연구에서의 측정도구 분석

분석된 총 18편의 연구 중 간호정보역량을 측정한 연

구가 10편(55.6%), 간호정보활용역량이 5편(27.8%), 정

보자원의 활용정도 및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한 연구가 각

각 1편(5.6%)이었다.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

량, 간호정보활용역량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를 

분석하였다.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Staggers 등[4]이 개발한 도구를 Kim[17]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수정한 것으로, 이는 총 4편 (22.2%)의 연구에

서 사용되었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기본적인 컴퓨터의 활

용, 의료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전산정보관리, 정

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 검색으로 5개 영역, 총 30개 문

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두번째로 많이 사용된 도구는 Chang[18]의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Questionnaire(NICQ)을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로 3편(16.7%)의 연구에서 사용되

었다. 이 도구는 컴퓨터 기술 영역 48문항, 정보학 지식 

영역 47문항, 정보학 기술 영역 17문항으로 간호정보역

량의 3개 하위영역, 총 1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Jo 

등[19]이 개발한 간호사의 간호정보활용역량(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Korean 

Nurses, NILC-KN) 도구였으며, 총 4편 (22.2%)에서 사

용되었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문제 확인 4문항, 정보원 

확인 5문항, 정보검색 4문항, 정보 평가 5문항, 정보획득 

및 관리 4문항, 정보 윤리 3문항, 정보활용 2문항의 7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3.2.2 질적연구

질적연구는 1편이었으며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일반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정보역량의 속성과 

간호정보역량 함양 전략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정

보역량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사용’, ‘간호정보활용’, 

‘간호에서의 ICT 사용’,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윤리’, ‘적

극적인 태도 와 인식’의 5개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간호

정보 역량 함양 전략으로는 ‘조직 차원의 접근’, ‘지속적

인 교육 기회’, ‘간호정보역량의 표준 제시’의 3개의 주제

가 도출되었다[20].

3.2.3 간호정보역량 및 간호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관련 변수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관련 변수는 교육 정도와 직위, 연령, 정보학 지식, 컴퓨

터 사용시간, 컴퓨터 기술 및 정보학 관련 교육경험이었

다. 간호대학생의 간호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학과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 학점인 것으

로 나타났다.

3.2.4 간호정보역량 및 간호정보활용역량 관련 핵심 

      변수 분석 

선정된 18편의 문헌 중 간호정보역량 및 간호정보활

용역량 핵심 변수를 살펴본 연구는 11편이었다(Table 

2). 간호정보역량 관련 핵심 변수로는 셀프리더십, 직무

만족,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 업무수행능력, 감정

노동, 간호근무환경 등 8개였으며, 범주에 따라 개인적 

변수와 직무 관련 변수 및 조직적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개인적 변수는 셀프리더십, 직무만족, 직무 관련 

변수는 간호업무성과, 문제해결능력, 업무수행능력, 조직

적 변수는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및 간호조직문화로 

확인되었다. 간호정보역량 핵심 변수를 살펴본 연구 중 

셀프리더십이 2편(11.1%), 간호업무성과 2편(11.1%), 

간호조직문화 2편(11.1%), 직무만족 1편(5.6%), 업무수

행능력 1편(5.6%), 감정노동 1편 (5.6%), 간호근무환경

이 1편(5.6%)이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 관련 핵심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근거기반실무역

량, 근거기반실무 장애요인, 근거기반실무지식, 근거기반

실무태도, 근거기반실무 기술, 임상수행능력, 정보자원이

용 등 10개의 변수였다. 범주에 따라 개인적, 직무적, 정

보 관련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변수는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직무 관련 변수는 

문제해결능력, 근거기반실무역량, 근거기 반실무장애요

인, 근거기반실무지식, 근거기반 실무태도, 근거기반실무

기술 및 임상수행능력이었으며, 정보 관련 변수로는 정보

자원이용이 확인되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 및 정보활용

능력 핵심 변수가 포함된 9편의 연구 중 문제해결능력 

을 살펴본 연구가 4편(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3편(16.7%), 근거기반실무 역량 2편

(1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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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출판된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구 총 18편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 분석을 통

해 국내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

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는 2010년 이전 2편, 이후 16

편으로 201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eture Achie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 중심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환자정보를 전자화하여 입력, 저장 및 정보의 

교환까지 가능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도입되었

으며[21],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공공의료정보화 시

범사업을 통해 보건기관 정보화 품질을 확보하고 병원정

보시스템의 활용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22]. 이후 의료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 및 확산되어 간호사의 간호정보 접근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부터 간호정

보역량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된 문헌들의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간호정보역량

의 실태 및 수준을 파악하거나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양적

연구가 17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국외에서

는 다양한 직위의 간 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질적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간호사

를 대상으로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정보활용 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통해 간호정보활용의 장애요

인을 파악하였고, 간호정보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

정보 교육커리큘럼에서 간호 정보역량의 통합과 병원시

스템에 대한 노출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제

안하였다[23]. 또한 임상에서 활동하는 정보학 간호사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임상현장에서의 간호 정

보 분야의 새로운 간호정보기술 구현과 간호정보역량 함

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4]. 따라서 간호정보

역량에 대한 질적분석, 혼합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심층

Table 2. Categories of the Key Variables                                                              (N=11)

Subject Partispants Author (year) Key variable

Individual Job Organization Informatio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Nurse Kim 
(2009)

Self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Kim 
(2010)

Organizational culture

Lee et al.
(2015)

Job satisfaction Nursing performance

Kwak et al.
(2017)

Problem solving skill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Jung et al.
(2020)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labor
Nursing service

environment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Nurse Ha et al.

(2016)

Problem solving skills

Nursing student Ha et al. (2016) EBP knowledge, EBP 

attitude, EBP skill
Problem solving skills

Yu et al. (2017)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Jo et al.
(2018)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Lee et al. (201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Jo et al.

(2021)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EBP competency

EBP =  Evidence 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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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기존의 연구결과와 함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을 함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

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정보역량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

서 사용된 도구는 대부분 Staggers 등[4] 이 개발한 국외 

간호정보역량 측정도구(NICQ)를 수정 및 보완한 도구였

다. NICQ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가 있으나, 국내 간호 

및 교육 상황,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다[17]. 이후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정보핵심 역량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으나[25], 급변하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 업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여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정보역량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가 요구된다.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정도와 직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도 간호사의 학력, 교육경험, 임상경력이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의 분석결

과,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의 간호

정보역량이 수준이 다른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 검색, 자료 

수집, 결과 분석을 포함한 연구능력의 강화[27]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대학원생은 임상실무에서 

정보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간호대학생

보다 간호정보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데이터를 추출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윤리적 의사결정

을 위한 정보 검색 능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28],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간호사들은 최근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간호

정보역량을 손꼽고 있으나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스스로 

초보자에서 유경험자 단계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정보자

원으로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9]. 국외에서는 1989년 간호정보학 대학원 과정

이 개설된 반면 국내에서는 2003년에 간호정보학 석사, 

박사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간호정보학 교육이 도입

된 기간이 짧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간호정

보학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다[30]. 간호교육자의 

73.2%가 미래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

는 정보기술이라고 하였으며, 간호사들은 정보역량을 키 

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5,31]. 특히 간호

사는 최적의 건강결과(health outcome)를 위한 의사결

정과정에서 정보학 및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

므로 간호정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전

략과 교수진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직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중 특히 간호관리자는 간호활동계획, 자원

분배, 비용, 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30]. 이처럼 간호관

리자의 간호정보역량 함양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외에

서는 간호관리자의 정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

발[32,33] 및 간호관리자의 정보역량 영향요인 요인에 

대한 연구[34]가 수행되었다. 반면 기존의 국내연구는 일

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국내 의료정

보시스템과 간호관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호관리

자를 대상으로 간호정보역량을 확인하고, 일반간호사와

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간호정보역량과 관련하여 분석한 변수

로는 개인적 요인 이외에 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 문제

해결능력, 업무수행능력, 간호조직문화, 감정노동, 간호

근무환경과 같이 간호업무와 관련된 요인이나 간호조직 

및 환경요인, 간호직무에 대한 태도와 반응 요인이 포함

되어 있었다[35]. 국외에서는 간호정보역량을 근거기반

간호에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간호사

는 간호정보의 활용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여 간호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6]. 또한 간호대학생,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은 환자안

전지식,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37], 

환자안전을 포함하는 간호업무성과가 간호정보역량 관련 

핵심 변수로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외

에도 간호결과, 환자안전사고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지

표들을 통해 간호정보역량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정보역량의 실태, 영향요인, 관련 변수 

간 단편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와는 

달리 주제범위 문헌고찰 분석방법을 통해 간호정보역량

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과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간호정

보역량에 대한 국외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간호정보역량

의 개념과 주요 영역에 대해 주로 보고하였으나[38,39], 

본 연구에서는 간호정보역량 관련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간호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 향상

을 위한 향후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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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 18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

으로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호정보역량 향

상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내 간호정보역량 연구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0

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간호사 대상의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간호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의 핵심 변수

는 셀프리더십, 직무만족이었으며, 직무 관련 변수는 업

무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업무성과, 그리고 조직

차원의 변수로는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서는 급변하는 의료정보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간호사, 간

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과 문제해결능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과정 전략이 중

요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 및 임상간호현장의 간호정

보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간호정보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차원의 간호근무환경 개선과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

를 위한 조직의 지원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

호정보역량에 대해 보다 폭넓은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

량 향상을 위해 의료정보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

고, 체계화된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후

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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