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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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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Program on EBP
Practice Readiness and EBP Decision Making in Clinical Nurses
Nam, Ae Ri Na · Lee, Eun Ho · Park, Jeong Ok · Ki, Eun Jung · Nam, Su Min · Park, Mi Mi
Ajou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oday's clinical nurses deal with complex problems that need accurate evidence for practice and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an EBP education program was examined. Methods: A pre-posttest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and participants were 46 nurses working at a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Suwon, Korea. Date
collection was don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program, from July 27 to October 2,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and ANCOVA with SPSS 21.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before and
after the EBP education program for EBP readiness: belief (t=-5.65, p<.001), implementation(t=-2.89, p=.006), competence (t=-4.21, p<.001), and for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t=-16.25, p<.001) by the nurses.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BP education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EBP belief, implementation, competence and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ontent of the program
in the clinical workplace and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for clinic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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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상의 연구근거와 전문성,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2]. 간호분야에
서 근거기반실무는 연구에서 올바른 근거자료들을 구별하여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의 표준화

근거기반실무는 오늘날 의료실무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

를 통해 간호사간과 의료비용,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한 원리이며, 보건의료실무와 교육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

감소시킨다[3]. 또한 의료기관 정책에서도 근거기반실무 수행

화로 보건의료전문직 전반에 걸쳐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실무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근거기반실무는 간호현장에서 간호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되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찾아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4,5].

고 있다[1]. 근거기반실무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최

한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간호지식이 실제 활용되기까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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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애리나 · 이은호 · 박정옥 등

15년이 걸리며, 이는 간호실무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1편[25]으로 임상간호사를 대

된다[3,6]. 근거기반실무는 연구와 연구결과의 임상적용 간의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학계와 실무의 균형 있는 발전
에 대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간호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에 대한 사정은 근거기
반실무를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므로 근

국외의 경우 1990년대부터 근거기반실무가 활성화되어 임

거기반실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상적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종합하여 건강 관련 의사결정시

[7].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태도,

근거를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7]. 미국 경

신념, 지식, 이해도, 역량, 실행 등이 있으며, 다른 근거기반실

우 Magnet 인증 프로그램이 미국전역에 걸쳐 병원에서 근거

무 문화적 요인으로 멘토, 행정적 지원, 활용자원 등이 있으며,

기반실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인증의 핵심요소는 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수들로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구활동과 근거기반실무의 수행으로 간호의 질적 수준이 높은

측정을 할 수 있다[7].

병원을 의미한다[8]. 또한 2012년 ICN (International Council

근거기반 의사결정은 실무개선을 위해 이론을 어떻게 사용

of Nurses)은 국제 간호사의 날 주제로 ‘closing the gap: from

할 수 있는가를 기반으로 한 선택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법이다

evidence to action’으로 하여 근거기반실무의 활성화를 촉구

[26]. 국외에서는 임상적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건강

하였다.

관련 의사결정시 근거를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국제협

국내에서는 2004년 대한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거

력체인 코크란연합과 Joanna Briggs Institute (JBI)는 표준화

기반실무가 소개되었고, 2009년부터 서울 지역 대형병원 간호

된 지침을 제시하여 근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조직을 중심으로 근거기반실무를 임상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고 있다[7]. 국내에서는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rean Medi-

시작되었고[9], 병원간호사회는 근거기반 관련 연구 및 근거기

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KoMGI)와 한국보건의료

반간호실무지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

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년에는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가 조직되어 학술대회 및 교육

Agency, NECA)에서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호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시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와 병원간호사회에서는 근거기반간호

키기 위해 병원간호사회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0].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10]. 최근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급

근거기반실무와 관련된 국외 연구로는 임상간호사의 근거

변하는 의료 환경, 복잡한 간호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근거를

기반실무 준비도에 대한 연구[7], 근거기반실무와 간호질평가

기반으로 한 간호사의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이 더 많

지표에 대한 연구[8],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신념, 실행, 지식,

이 요구되고 있으나[27], 국내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

태도 등에 대한 연구[6,11-13], 신입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강

구는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27] 1편이 있

화를 위한 연구[14], 근거기반실무 관련 측정도구 개발연구

었다.

[15], 근거기반실무 교육과 관련한 연구[16,17]등 다방면에 걸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

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거기반실무에서 다양한 연

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와 근거기

구를 시행하고 시행 전략을 개발한 국외에서도 실제 간호현장

반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를 검정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

에서의 근거기반실무 적용은 여전히 낮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

구에서는 임상간호사에게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적

는 실정이다[1,6].

용하고 근거기반 준비도와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 프

국내 연구로는 임상간호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9], 촉진요인[18], 근거기반실무 실행 구조모형[19]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에서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검색 및 연구 활용능력[20], 간호조직의 근거기반실무 활
성화 프로그램 개발[5]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국내 간호

2. 연구목적

사들이 실무현장에서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하는 경우는 20%
로 나타나[20], 근거기반실무 필요성에 비해 활성화 정도는 낮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

은 실정이었다[9,20,21]. 또한, 근거기반실무 교육과 관련된 연

그램이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신념, 실행, 역량)와 근거기반 의

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다

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

수 있었으나[22-24],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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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시행 전, 후 근거기반실무 준

3. 윤리적 고려

비도(신념, 실행, 역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준을 파악
한다.

간호단위 부서 내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신념,
실행, 역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파악한다.

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자료수집 시
기를 설명하였다. 연구 불참 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방법

설문지 작성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한 것
임을 설명한 설명문과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대

1. 연구설계

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는 연구담당자가 직접 수거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

본 연구는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상간

게는 번호를 배정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수집

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와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실험 전

된 자료는 연구목적, 사생활 보호로만 활용되었고 모든 응답은

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실험연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구이다.

4. 연구도구
2. 연구대상
1)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

(1) 근거기반실무 신념

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

근거기반실무 신념이란 근거기반실무가 임상적 결과를 향

의 승인을 득한 후(AJIRB-SBR-SUR-15), 대상자에게 연구목

상시킬 것이란 전제에 대한 지지와 자신의 근거기반실무 지식

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15], Melnyk 등[15]

은 1) 병동, 특수부서 및 외래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

이 개발한 근거기반실무 신념 측정(Evidence-Based Practice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

Beliefs Scale, EBPB) 도구의 한국어판[19]을 사용하여 측정하

이며, 제외기준은 자료수집기간 이내 휴직 예정자와 임상경력

였다. 근거기반실무 신념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1년 미만 간호사로 하였다. 임상경력 1년 미만인 신입간호사는

1점(매우 부정)에서 5점(매우 긍정)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

업무 적응 및 임상 경험 부족으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인식 부

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신념이 높음을 의미하며, 원도

족과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상되어 제외하였다[14].

도 Cronbach’s ⍺는 .8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
였으며, 산출에 사용된 값은 근거기반실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

(2) 근거기반실무 실행

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5]. 양측검정, 유의수준

근거기반실무 실행이란 과학적 근거의 검색 및 평가, 동료나 환

(⍺)을 .05, 검정력(power)을 .8, 효과크기(effect size)를 0.5일

자와의 근거나 자료 공유, 성과 자료의 수집 및 평가, 실무 변화를

때,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means (matched

위한 근거의 활용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5]. 근거

pairs)의 표본수는 총 34명이었다. 본 연구는 단일군을 대상으로

기반실무 실행 측정도구는 Melnyk 등[15]이 개발한 근거기반실

자료수집을 2회 시행하고 1차 자료수집 후 2차 자료수집을 시작

무 실행 측정도구(Evidence-Based Practice Implementation

하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간호사의 사직률과 설문

Scale, EBPI)의 한국어판[19]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근거기

지 미회수율을 감안하였다. 연구대상자 34명을 기준으로 사직

반실무 실행 측정도구는 총 18개 문항으로 각 문항으로, 지난 8

률 15%, 설문지 미회수률 10%,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중간 탈락

주간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주 수행하였는가를 답하도록 하

자 20%를 감안하여 약 60명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

였다. 각 문항은 0점(0회)에서 4점(8회 이상)까지의 5점 Likert

상자는 58명이었으며, 최종 46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행동과 기술을

어 충분한 수의 대상자가 확보되었다.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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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이었으며[15],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Sackett 등[2]의 문
헌을 기반으로 하여, 근거기반실무 1단계는 임상질문 작성, 2
단계는 근거검색, 3단계는 비평적 평가, 4단계는 실무적용, 5단

(3) 근거기반실무 역량

계는 평가로 선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간호사들이 실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핵심질문 작성, 연구문헌 검색, 활용

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인 1~3단계에 중점을 두고 강의

가능한 근거를 대상자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능

와 실습, 팀 토론으로 구성하고, 각 주제에 대한 학습목표를 결

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28]. 본 연구에서는 Academic

정하였다(Table 1).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에서 개발한 EBP 핵심 역

현장에 있는 임상간호사들의 집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

량을 학사수준의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Yi

하여, 총 3회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회차는 근거기반실무

와 Park [20]이 번역하여 국내에서 적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에 대한 개요(60분)와 임상질문 작성(60분), 근거검색(100분),

도구는 총 19개 문항으로 1점(전혀 할 수 없다)에서 5점(매우

비평적 평가(100분), 실무적용과 평가(100분)로 근거기반실무

잘 할 수 있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5단계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강의하고 1~3단계에 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Yi와 Park [20]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해서는 팀 토론을 시행하였다. 각 팀은 8~9명으로 7팀으로 구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성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들이 각 팀에 배정되어 멘토

⍺는 .96으로 나타났다.

로 활동하였다. 2회차는 간호영역에서 적절한 임상질문을 도
출하기 위해 임상질문에 대한 강의 및 실습(60분)을 시행하였

2) 근거기반 의사결정
근거기반 의사결정이란 실무개선을 위해 이론을 어떻게 사

으며, 3회차는 근거검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 사서와
함께 실습(60분)하였다.

용할 수 있는가를 기반으로 한 선택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법으
로[26], 임상전문가 의견, 환자 선호, 연구근거로부터 형성된

5. 자료수집

지식의 통합을 포함한다[29]. 본 연구에서 근거기반 의사결정
도구는 Bahtsevani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Jang과 Park [27]이

사전 조사는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15년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

7월 27일~8월 5일까지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 특성, 근

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

거기반실무 신념, 실행, 역량,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

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 의사결정 점

를 수집하였다.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8월 6일~10월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Jang과 Park [27]의 연구에서 신뢰도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후 조사는 10월 3일~10월 5일까지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시행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완료 후 근거기반실무 신념, 실

는 .84로 나타났다.

행, 역량,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근거
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58명이었으며, 교육 프로그

3)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램 진행과정에서 포기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 연구자 준비

간호사 12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46명(79.3%)의 자료를 분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

석하였다.

육에 참여한 연구자 3명 및 연구보조원 1인은 박사과정에서 근
거기반실무 과목을 3학점을 이수하고,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6. 자료분석

연수과정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근거기반실
무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내용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학습한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신념, 실행, 역량, 근거기반 의사결정
을 증진시키고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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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근거기반실무 프로그램 시행 전, 후의 근거기반실무 준비
도(신념, 실행, 역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차이는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Table 1. EBP Education Program
Session
(date)

EBP
step

Time
(min)

Educator

1 (8/6)

-

Outline of EBP

- Define EBP
- Explain the need for EBP
- Explain the EBP steps

Lecture,
Practice

60

Researcher

1

Clinical questions

- Describe the PICO format and configuration

Lecture

60

Assistant

2

Search of the
evidence

- Explain the types of evidence and the hierarchy
- Select a database to search
- Select appropriate documents from the search result
documents

Lecture

100

Researcher,
Assistant

3

Critical appraisal

- Explain the component of critical appraisal
- Select the tools for critical appraisal
- Evaluate the critical appraisal for RCT and non-RCT
studies
- Explain the evidence level
- Explain the recommendation level

Lecture

100

Researcher

-

Practice

- Perform EBP steps 1 to 3 using the workbook

Team
practice

100

Researcher,
Assistant

Practical application
& evaluation

- Make a plan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evidence
- Evalu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evidence

Lecture

100

Researcher,
Assistant

4~5

Content

Goals

Method

2 (9/9)

1

Practice of clinical
questioning

- Find clinical questions in the nursing field and
construct them in PICO format
- Explain the PICO method

Lecture,
Practice

60

Researcher,
Assistant

3 (10/2)

2

Using search terms
& search tools

- Access the databases
- Use search terms and search tools

Lecture,
Practice

60

Librarian
Specialist

EBP=Evidence-based practice;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and outcome.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주임간호사가 41명(89.1%)로 많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관련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

았고, 3교대 근무형태의 대상자가 41명(89.1%)으로 대다수였

실무 준비도(신념, 실행, 역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은 사

다. 연구방법론 이수경험 있는 대상자는 29명(63.0%)이었으

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고 사후 점수로 ANCOVA

며, 통계강좌 이수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5명(76.1%)이었다.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7명(58.7%)이었으며, 근
거기반실무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고, 들어는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관련 특성

봤으나 잘 모르는 대상자가 39명(86.7%)으로 많았다(Table 2).

2.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차이

대상자는 46명으로 모두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5.7±5.5
세로 30대가 22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학사가 25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전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총점

명(54.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이상 17명(37.0%), 전문학사

평균 3.28점, 실행은 0.59점, 역량은 2.06점, 근거기반 의사결정

4명(8.7%) 순으로 나타났다. 근부부서는 병동이 22명(47.8%)

은 3.25점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9명(19.6%), 외래 7명(15.2%),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평균 3.53점, 실행 0.80점, 역량 2.39점,

수술/회복실, 응급실이 각각 4명(8.7%)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

근거기반 의사결정 3.71점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실무 교육

력은 156.2±63.5개월이었으며, 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신념(t=-5.65,

24명(52.2%)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16명(34.8

p <.001), 실행(t=-2.89, p =.006), 역량(t=-4.21, p<.001),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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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기반 의사결정(t=-16.25,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N=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Gender

Male
Female

0 (0.0)
46 (10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준비도

20~29
30~39
≥40

35.7±5.5
7 (15.2)
22 (47.8)
17 (37.0)

Colleg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4 (8.7)
25 (54.3)
17 (37.0)

General unit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unit
Operation/recovery unit
Outpatient

22 (47.8)
9 (19.6)
4 (8.7)
4 (8.7)
7 (15.2)

Age (year)

Education level

Work unit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신념, 실행, 역
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차이는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
하고 사후 점수로 ANC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강좌 이
수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실행은 0.86±0.48점으
로 이수경험이 없는 대상자 0.62±0.2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F=4.37, p =.42). 연구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서 근거기반실무 신념 점수는 3.62±0.27점으로 연구참여 경험
이 없는 대상자의 3.41±0.2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4.94,
p =.032), 근거기반실무 실행에서는 0.96±0.49점으로 연구참

＜5
5~＜10
10~＜20
≥20

13.02±5.3
2 (4.3)
16 (34.8)
24 (52.2)
4 (8.7)

Position

Acting
Charge

5 (10.9)
41 (89.1)

Working
scheduling

Day time
3-Shift

5 (10.9)
41 (89.1)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Yes
No

29 (63.0)
17 (37.0)

Taken statistics
course

Yes
No

35 (76.1)
11 (23.9)

Research
participation

Yes
No

27 (58.7)
19 (41.3)

소요되는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컴퓨터 기반 교육[16], 2시간

Knowledge about
EPB

None at all
Heard about EBP but
don't know very much
Know a little
Know well

6 (13.3)
39 (86.7)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근거기반실무 관련 지식, 기술, 태도

Clinical career
(year)

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0.58±0.27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F=9.36, p =.004)(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에게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근거기반실무 준비도와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선행연구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은 1일 4시간의 워
크숍 같은 집중적 교육[11], 1개 모듈 당 학습시간 15~20분씩
씩 8주 프로그램[5], 3시간씩 8주 프로그램[25]으로 다양하게
등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18 (40.0)
0 (0.0)

86.7%가 근거기반실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
고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73.7%보다도 높은 수준

EBP=Evidence-based practice.

이었으며[21], 이는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Table 3. Scores for Factors in EBP Readiness and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Pre

Post

Difference

M±SD

M±SD

M±SD

EBP Readiness
Belief
Implementation
Competence

3.28±0.34
0.59±0.52
2.06±0.56

3.53±0.28
0.80±0.45
2.39±0.54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3.25±0.37

3.71±0.25

Variables

EBP=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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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6)
t

p

0.26±0.31
0.21±0.50
0.32±0.52

-5.65
-2.89
-4.21

＜.001
.006
＜.001

0.46±0.19

-16.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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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in EBP Readiness and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
EBP readiness
Characteristics

Categories

Belief
M±SD

Implementation
F (p)

M±SD

F (p)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Competence
M±SD

F (p)

M±SD

F (p)

Age (year)

20~29
30~39
≥40

3.44±0.11 1.39
3.61±0.34 (.260)
3.47±0.28

0.70±0.32 0.19
0.84±0.53 (.827)
0.80±0.39

2.58±0.61 0.55
2.33±0.60 (.584)
2.38±0.45

3.63±0.13
3.75±0.24
3.71±0.29

2.32
(.111)

Education level

Colleg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3.27±0.22 2.22
3.54±0.24 (.121)
3.59±0.33

0.44±0.24 1.37
0.82±0.49 (.265)
0.86±0.40

2.14±0.39 0.04
2.42±0.55 (.959)
2.38±0.57

3.63±0.17
3.70±0.23
3.75±0.29

0.79
(.461)

Work unit

General unit
Operation/recovery room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Outpatient

3.50±0.29 1.41
3.31±0.20 (.241)
3.61±0.27
3.63±0.25
3.69±0.32

0.70±0.38 1.91
0.64±0.26 (.128)
1.24±0.48
0.88±0.49
0.93±0.66

2.19±0.41 1.30
2.37±0.50 (.285)
2.76±0.54
2.59±0.63
2.69±0.76

3.71±0.36
3.41±0.30
3.71±0.18
3.81±0.08
3.80±0.24

2.38
(.068)

Clinical
career (year)

＜5
5~＜10
10~＜20
≥20

3.41±0.04 0.60
3.52±0.33 (.618)
3.53±0.27
3.66±0.26

1.05±0.47 0.58
0.70±0.50 (.632)
0.84±0.42
0.83±0.51

3.42±0.19 1.59
2.26±0.58 (.207)
2.36±0.57
2.61±0.52

3.68±0.11
3.69±0.20
3.71±0.29
3.86±0.19

0.45
(.721)

Position

Acting nurse
Charge nurses

3.49±0.10 1.76
3.54±0.30 (.192)

0.76±0.21 0.01
0.81±0.47 (.936)

2.75±0.50 3.11
2.34±0.54 (.085)

3.73±0.18
3.71±0.25

0.02
(.884)

Working
scheduling

Fixed type
3-shift

3.70±0.30 3.10
3.51±0.28 (.085)

0.80±0.67 0.25
0.80±0.43 (.640)

2.61±0.82 1.50
2.36±0.51 (.227)

3.77±0.27
3.71±0.25

1.83
(.183)

Taken nursing
research course

Yes
No

3.57±0.30 2.64
3.29±0.45 (.111)

0.89±0.49 1.35
0.64±0.32 (.251)

2.47±0.58 0.38
2.24±0.44 (.539)

3.71±0.26
3.73±0.22

0.91
(.764)

Taken statistics
course

Yes
No

3.55±0.30 2.26
3.48±0.25 (.140)

0.86±0.48 4.37
0.62±0.29 (.042)

2.40±0.57 0.14
2.36±0.45 (.714)

3.72±0.25
3.70±0.23

0.50
(.621)

Research
participation

Yes
No

3.62±0.27 4.94
3.41±0.26 (.032)

0.96±0.49 9.36
0.58±0.27 (.004)

2.53±0.60 1.25
2.18±0.37 (.271)

3.78±0.19
3.62±0.28

0.80
(.376)

Knowledge
about EBP

None at all
Heard about EBP but
don't know very much
Know a little

3.68±0.29 1.18
3.44±0.27 (.317)

0.90±0.65 0.33
0.69±0.39 (.720)

2.48±0.63 0.52
2.21±0.50 (.601)

3.87±0.27
3.67±0.27

1.31
(.280)

3.61±0.26

0.91±0.45

2.59±0.52

3.74±0.19

Note: The pre-test scores were treated as covariance and the post-test score were used for ANCOVA analysis; EBP=Evidence-based practice.

방법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

3.28점에서 3.53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근거기반실무 교

다. 본 연구에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질문 작성, 근거검

육을 받은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 신념이 유의하게 높아진 선

색, 비평적 평가를 중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상에서 근거기반

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5,25].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단계적 접

실무 경험이 적은 임상간호사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근 및 실기, 워크숍을 통해 근거기반실무에 대해 이해하고 근거

다. 이는 임상에서 근거기반실무 실행과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기반실무의 과학적 접근을 습득함으로써 근거기반실무 신념

임상질문 작성, 근거검색, 체계적 고찰, 비평적 평가에 대한 교

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근거기반실

육이 선행되어야 한다[17]는 맥락과도 일치한다. 본 교육 프로

무 활성에서 가장 높은 촉진요인으로[11], 임상간호사들의 근

그램은 선행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을 가지

거기반실무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지원과 근거기반실

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교대근무로 인해 교육 시행이

무 교육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임상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들의 근거기반실무 실행은 교육 프로그램 시행

연구대상자의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

전 0.59점에서 0.80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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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95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근거기반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통계강좌를 이수한 경험이

실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로 연구에 참여한 것이 영향을

있는 대상자에게서 근거기반실무 실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의 근거기

연구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실

반실무 수행 장애는 중정도로 나타났으며[20,26], 실행에 대한

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경험이 있거나 통계강좌를

장애요인으로는 임상현장이 바빠 연구근거를 적용할 시간이

이수한 간호사들이 근거기반실무 장애요인을 낮게 인지한다

없고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 연구근거보다 유용하다고 인식

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20]. 또한, 임상간호사들은 연구논문

하는 경향[20], 연구에 대한 지식 및 통계에 대한 지식부족, 연

들이 임상을 대변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연구가 복잡하고 통계

구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실무에서 근거기반실무 실행에 어려

법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0]. 임상에서 발생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하는 현상이나 문제를 실제적 관점에서 다루는 간호연구 시행

근거기반실무 역량은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 2.06점에서 2.39

이 요구되며, 학부뿐 아니라, 임상에서도 연구방법이나 통계에

점으로 유의하게 높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정도의 근거기반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임상간호사들의 연구 관련 역량을 강화

실무 역량을 보여준 선행연구[20]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중정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

도 이상의 역량을 나타낸 국외 연구[12]에 비교할 때도 낮았다.

로그램은 임상에서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 임상질문을 만들고,

이는 연구가 시행된 병원이 근거기반실무 실행 초기단계로 근

질 높은 연구를 통합하여 근거기반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전 단계를 반

고 있어, 임상실무자 관점에서 현장에 적용가능 한 간호연구 활

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기반실무 실행과 역량을 높이기 위

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정보 활용과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평가 등의 간호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조직 내 성공적인 근거기반

사의 개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

실무 정착을 위해 학습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3,19].

니라 근거기반실무 문화정착, 근무환경 조성 등의 행정적 지원

학습조직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을 통해 조직차원의 근거기반실무 실행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을 가진 역동인 체계로 기능하도록 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을 의

이 중요하다.

미한다[18]. 따라서 간호사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

또한 연구대상자의 근거기반 의사결정도 교육 프로그램 시

직차원의 팀 학습을 격려하고,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행 전 3.25점에서 3.71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교육 프로그

는 것은 조직 내 근거기반실무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전략방법으

램이 임상간호사들이 여러 지식을 통합하고 실무에서 이론을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결

론

여러 선행연구에서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실행, 역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1,11,27], 근거기반실무 준비도는 근거기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에게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근거기

적용하여 근거기반 준비도와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

반실무 신념과 역량은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근거기반실무를 활성

가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27],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

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로그램의 지속적 적용은 임상간호사의 신념, 실행, 역량, 근거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간호사의 근거기반 준

기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임상에서 근거기

비도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따

반실무 활성화와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라서 근거기반실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

료된다.

그램을 제공하고, 간호조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실무 신념, 실행, 역

요하다.

량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상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조직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

자의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에 따라 근거기반실무 지식, 역량,

되어, 확산효과로 인해 대조군을 둘 수 없어 단일 집단으로 사

수행에 차이가 있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13,21]. 이는 연구

전, 사후 조사가 시행된 제한점이 있으며, 교육효과의 지속성

대상자가 30대 이상인 주임간호사가 다수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을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들에게 근

고 생각되며, 추후 연령 및 경력별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원 조직 내 근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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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63-369.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7.00651.x
12. Koehn ML, Lehman K. Nurses' perceptions of evidence based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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