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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

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자

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정보활용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다. 정보활용역량이란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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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어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함양해야 

할 총괄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

정보활용역량의 구성요소는 학자 및 관련 단체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정보요구, 정보자원,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관리, 

정보통합, 정보이용 및 정보윤리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되

고 있다[1-3]. 정보활용역량은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과

로 간주되어 미국, 영국 등의 대학도서관협회에서는 대학생의 정

보활용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학교육의 학습 및 교수전략의 

핵심적 부분으로 정보활용역량 표준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1,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원격의료의 도

입, 컴퓨터 기반 진단기기 및 데이터 분석,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보건의료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간호대상

자는 간호사에게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안전하고 전문적

인 간호를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4,5].

간호정보활용역량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여 간호에 적

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과 간호의 질을 높

이고 간호사 자신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4-6]. 또

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정보활용역량이 부족한 경우 임상수행

능력이 뒤떨어지고 근거를 찾고 활용하는데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7] 간호정보활용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학부과정에서부터 교육이 요구된다[4-6,8].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문제해결이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 및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8], 

자신이 근무하게 될 특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 필요하다[9]. 또한 간호사는 최상의 근거를 활용하여 간호대상

자에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실무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4-6,8], 간호정보활용역량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가능

하게 하는 통합된 능력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호정보활

용역량이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10], 또한 근거기반실무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11]. 이처럼 간호정보활용역량이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10,11] 간호정

보활용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적극 요

구된다.

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12-16] 및 일반대학생[17-20]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

구는 국외 3편[8,9,21], 국내 1편[22]으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

들 선행연구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구성요소 중 정보자원, 정

보검색 및 정보평가 영역에 국한된 일부 구성요소로만 교육이 제

공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을 효

과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간호정보활용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

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

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이 간

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거기

반실무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가설

∙ 가설 1.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간호정보활용역량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을 것

이다.

∙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근거기반실무역량 정도가 높

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설계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 및 수행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C시의 M대학교와 J시의 J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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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정보활용교육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없고, 기본간호

학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간호정보학, 간호연구 및 근거기반간

호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았다. 실험효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C시의 M대학교 학생은 실험군, J시의 J대학교 학생은 대조군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방법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간호대학생 대상 

근거기반실무 교육프로그램 연구[23]를 기반으로 반복측정분산분

석방법에서 검정력(1-β) .80, 유의수준(α) .05, 반복측정 간 상관

계수(r) .50, 효과크기(f) .20, 집단수 2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각 군별 21명이 필요하였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4

명, 대조군 25명, 총 49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 학생 24명 중 3

명이 질병, 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탈락하였으며(탈락률 12.5%), 

대조군의 경우 사후조사 불참 3명, 불성실한 응답 1명으로 총 4

명(탈락률 16.0%)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1명, 총 42명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측정도구를 원저자로부터 사용허가

를 받아 사용하였다.

● 간호정보활용역량

Jo와 Ha [24]가 개발한 간호사의 간호정보활용역량(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Nurses) 측정도구를 본 연

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수정 내용을 보면, 원도구의 문항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다’와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임상정

보시스템을 확인한다’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검색한 정보가 

우리 병동이나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와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문항은 ‘검색한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간호 관련 

지식과의 유사점과 다른점을 비교한다’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

구는 문제규명 4문항, 정보원 확인 5문항, 정보검색 3문항, 정보

평가 5문항, 정보획득 및 관리 4문항, 정보통합 2문항, 정보윤리 

2문항의 7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정보활용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3,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문제해결능력 

Lee 등[25]이 개발한 문제해결과정 측정도구(Korean Problem 

Solving Process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의 명료

화 6문항, 해결방안 모색 6문항, 의사결정 6문항, 해결책 수행 6

문항, 평가 및 반영 6문항의 5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아주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3, 본 연

구에서는 .96이었다.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ae와 Lee [26]가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영

역에 해당되는 학습과정 관리 3문항과 학습결과 평가 3문항, 정

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학습동기 3문항과 자아개념 3문항, 행동적 

영역에 해당되는 학습활동의 지속성 3문항, 학습자원 이용·관리 3

문항 및 학습환경 조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3개 영역, 7개 하위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9,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근거기반실무역량

Upton 등[27]이 개발한 간호학생 근거기반실무 측정도구(Student 

Evidence Based Practice Questionnaire)를 Park [11]이 번안한 도

구를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

대학생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수정 내용을 보면, 원 도구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

는데 이 중 근거기반실무 수행 영역은 제외하였으며, 근거기반실

무 태도 영역 중 3개 문항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내 임

상실무를 의문시하는 것에 분개한다’는 ‘나는 현재 간호실무에 대

해 의문시하는 것에 분개한다’로, ‘나는 내 실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을 환영한다’는 ‘나는 현재 간호실무에 대해 의문을 가

지는 것을 환영한다’로, ‘내가 찾은 근거로 말미암아 나의 실무는 

변화한다’는 ‘나는 새로운 근거가 있으면 기존의 방법을 변화시킨

다’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근거기반실무 태도 3문항, 근거

검색 및 검토 7문항, 근거기반실무 공유 및 적용 5문항의 3개 영

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

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7, Park [11]의 연구에서는 .81,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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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절차

●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정

보활용역량의 8개 구성요소를 교육주제로 선정하여 강의와 실습

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보면 먼저 Royal College of Nursing 

(RCN) 간호정보활용역량 개념틀[5]의 구성요소, 간호분야를 대상

으로 개발된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의 간호정보활용역량 표준[6], Technology Informatics 

Guiding Education Reform (TIGER)의 간호정보활용역량 권고안

[4]을 기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정보활용역량 표준[1], 정보활용역

량 내용영역[28], 정보활용역량 교육과정 모델[19]에 대한 문헌고

찰을 종합하여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정보요구, 정보자원, 정

보검색, 정보평가, 정보관리, 정보통합, 정보이용 및 정보윤리의 8

개 구성요소로 확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8개 구성요소를 선행연구[1,4-6,19,28]를 기반으

로 정의하면 정보요구는 해결해야 할 간호문제를 정의하고 필요

한 정보의 특성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

자원은 정보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자원을 파악하고 최상의 정보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검색은 정보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전략을 구축하고 정보자원

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검색전략에 따라 정보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평가는 검색한 정보를 비교하여 정보

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유용성 및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관리는 정보와 자원을 기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통합은 정보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에 부합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주요 아이디어를 발췌하여 기존지식과 새

로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이용은 통합된 

정보의 결과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보

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보윤리는 정보요구 충족이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윤리적, 법

적 및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들 8개 구성요소를 교육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학습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을 정보활용역량 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8,9,12-22]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1회 2∼4시간, 주 2회, 4주간, 총 

8회기, 2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간호정보활용역량 이해에 

대한 강의로 시작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하고, 대상자를 4개의 소그룹(5∼6명)으로 

나누어 그룹 이름을 정하고, 그룹진행자 및 구성원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다. 간호정보활용역량 이해는 간호정보활용역량의 정의 

및 필요성, 간호정보활용역량 모델 및 구성요소, 근거기반실무 소

개 및 간호정보활용역량과 근거기반실무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구성요소는 1∼2회기는 정보요구, 

3회기는 정보자원, 4회기는 정보검색, 5회기는 정보평가, 6회기는 

정보관리 및 통합, 7회기는 정보이용, 8회기는 정보윤리로 구성하

여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각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학습 및 적용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모듈을 개발하였다. 교

육모듈 개발과정을 보면 우선 국내 간호사에게서 요구도가 높은 

임상질문 주제[29] 중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 학생들

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기본간호학, 성

인간호학 및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교재에서 선정된 주제 관련 

시나리오와 본 연구자의 임상경험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이 지금까지 학습한 기본간호학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서 문제해결이 필요한 간호문제상황 시나

리오를 작성하여 5개 모듈을 개발하였다. 각 모듈을 소개하면 ‘수

액을 주입받는 대상자에게서 주사바늘 삽입부위와 혈관을 따라 

발적이 있으며 통증을 호소한 사례(정맥염 모듈)’, ‘입원한 하반신

마비 환자의 천골부위에서 욕창을 발견한 사례(욕창 모듈)’, ‘수술 

후 대상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야 하는데 근육이완제를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투약오류 모듈)’, ‘유치도뇨관 유지 대상자가 

오한을 호소하고 소변이 탁하게 변한 사례(유치도뇨관 모듈)’, ‘인

공관절치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대상자가 고열이 반복되고 혈

액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된 

사례(감염관리 모듈)’이다. 이중 감염관리 모듈은 본 연구자가 간

호정보활용역량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적용과정을 강의 및 시범

을 보이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4개 모듈은 4개 소그룹에 각각 

제공하여 개별실습, 소그룹실습 및 토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육모듈에는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각 구성요소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워크시트가 포함되는데 정보평가 워크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별 워크시트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정보평가 워크

시트는 Blakeslee [30]가 개발한 Currency, Relevance, Authority, 

Accuracy, Purpose (CRAAP)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정보의 최신성, 적절성, 권위성, 정확성 및 목적성을 정보평가 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기준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문항별 0∼2점의 점수를 매기고, 문항별 점수를 합산(범

위: 0∼50점)하고, 합산한 점수로 A∼E까지 정보 등급을 평가하

도록 구성되었다. A (45∼50점)는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우

수한 정보이며, E (0∼29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인데, 학생들

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정보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차시부터 7차시(정보요구∼정보이용) 각 회기별 진행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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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습, 소그룹실습 및 토의, 전체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었다. 

강의에서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시범용 교육모

듈을 이용하여 구성요소를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개별실

습에서는 소그룹별로 배정된 교육모듈에 제시되어 있는 간호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학생이 각자 읽고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각 구성요소를 간호실무 상황에 적용하는 실습을 시켰다. 이후 소

그룹실습 및 토의를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별 발표와 

전체 토의를 하고 본 연구자가 피드백하였으며, 이후 피드백에 따

라 토의내용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8

차시 정보윤리 회기에서는 강의에서 정보윤리에 대한 지식을 제

공하고, 학술적 시나리오(지적재산권과 표절)와 간호상황 시나리

오(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 및 건강정보)로 구성된 정보윤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실습 및 토의에서는 강의에서 이용한 사례와

는 다른 정보윤리 사례를 제공하여 학술정보 및 개인정보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들 정보에 

대한 윤리적인 사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간호연구와 근거기

반실무에 대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해온 간호학 교수 1인과 간호

정보학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해온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

을 받아 수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학년 간호대학

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전 조사

실험군은 M대학교에서 실험처치 직전(2018년 1월 23일)에 연

구자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를 하였다. 대조군은 J대학교에서 실험군과 동일한 날에 연구보조

자가 시행하였다.

● 실험 처치

실험군에게 실험처치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을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 2회, 1회 

2∼4시간, 8회기, 총 20시간을 Table 1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대

조군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 강의는 도서관 학습실에서 전체 실

험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는데 단, 3회기 정보자원

과 4회기 정보검색은 도서관 사서가 진행하였다. 강의 시에는 

PPT, 유인물, 동영상 및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모듈을 활용하였다. 

실습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대상자를 5∼6명씩 4그룹으로 나누고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

자 1인이 각각 2그룹을 맡아서 촉진자 역할을 하였으며,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 준비를 보면 본 연구자는 간호사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학술지에 출판하였고, 근거기반실무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다. 연구

보조자는 2인으로 1인은 간호정보학 과목을 이수하고, 간호정보

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다른 1인은 

근거기반실무 과목을 이수하였다. 연구자가 이들 연구보조자에게 

연구진행절차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전에 미리 실습에 사용될 교육모듈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공하였

다. 연구보조자는 1인씩 교대로 교육프로그램 실습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장 입구에 출석부와 이름표를 비치하여 

대상자가 직접 출석부에 서명을 한 후에 이름표를 걸고 교육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좌석은 그룹별로 배치하였다. 대상자의 프로그

램 출석률은 91.7%로 매우 높아 프로그램 수행이 철저히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사후조사1)와 종료 

4주 후(사후조사2)에 시행하였는데, 사후조사1은 사전-사후 설계

를 적용한 정보활용역량 교육 선행연구[9,13,17,18,22]에서 프로

그램 종료 직후에 효과를 평가한 것에 기반을 두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기간 후에 효과를 평가한 것은 정보활용역량 교육 

선행연구에서는 없었으나 Kim 등[23]의 간호대학생 대상 근거기

반실무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종료 6주 

후에도 효과가 계속 증가한 것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는 프로그램 종료 4주 이후에 임상실습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 종료 4주 시점에 효과를 평가하였다.

● 사후 조사1 

실험처치 종료 직후(2019년 2월 14일)에 2명의 연구보조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실험군은 M대학교에서, 대조군은 J대학교에

서 간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

거기반실무역량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 사후 조사2

실험군은 실험처치 종료 4주 후(2019년 3월 14일)에 M대학교

에서 연구자가 간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실험

자 기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가 강의실 밖에서 대기한 상

태에서 작성하고 개별봉투에 밀봉하여 탁자 위에 놓아두도록 한 

후 모든 실험군이 설문지를 완료하고 자리를 떠난 후에 수거하였

다. 대조군은 J대학교에서 실험군과 동일한 날에 연구보조자가 시

행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GIRB 

-A18-Y-0062)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에는 연구자 소개 및 연락처, 연구목적, 방법 및 기간, 연구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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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등을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화된 ID만을 부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따로 보관

하였으며 코드화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익명성 및 비밀보

장을 유지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사후조사2 시행 후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

램을 담은 소책자를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원하는 학생

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공지하였지만 원하는 학생이 

없어 시행하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소정의 감사 표

시를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

석하였다.

∙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로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repeated measures ANOVA,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여자가 83.3%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4세 이하가 85.7%였고, 평균 연령은 22.0세였다. 간호학과 만족

도는 ‘보통이다’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3.0이상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컴퓨터활용능력은 보고서 작성 시

에는 ‘높은 편이다’가 45.2%였고, 발표자료 작성 시에는 ‘보통이

다’가 42.9%였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52.4%이

었다.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83.3%, ‘매우 필요하

다’ 9.6%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학은 38.1%가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문헌검색 교육경험 21.4%,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경험은 23.8%

에서 있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간호정보활용역

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가설 1.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간호정보활용역량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

한 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F=91.74, p<.001), 사후조사1 (t=7.77, p<.001)과 사후조사2 

(t=8.75, p<.001) 시점에서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측정시기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간호정

보활용역량은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직후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t=-15.74, p<.001), 프로그램 직후에 비해 4주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26, p=.004). 반면 대조군은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을 것

이다.’를 검증한 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F=52.43, p<.001), 사후조사1 (t=4.65, p<.001)과 

사후조사2 (t=7.04, p<.001) 시점에서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측정시기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

군의 문제해결능력은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직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t=-11.75, p<.001), 프로그램 직후에 비해 4주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19, p=.005). 반면 대조군은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F=36.61, p<.001), 사후조사1 (t=5.16, 

p<.001)과 사후조사2 (t=7.48, p<.001) 시점에서 두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측정시기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6.89, p<.001), 프로그램 

직후에 비해 4주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78, p=.001). 

반면 대조군은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근거기반실무역량 정도가 높

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F=59.66, p<.001), 사후조사1 (t=6.93, 

p<.001)과 사후조사2 (t=8.77, p<.001) 시점에서 두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측정시기 간 비교를 

한 결과 실험군의 근거기반실무역량은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

로그램 직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10.86, p<.001), 프로그램 

직후에 비해 4주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54, 

p=.002). 반면 대조군은 측정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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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ession Component Contents Method
Time
(min)

1 Orientation Introduction to the NILC program; Organizing and naming small group; Introducing 
group moderator and group members

30

Understanding   
of NILC

Definition and necessity of NILC; Model and components of NILC; Introduction
  to EBP; Connectivity between NILC and EBP

Lecture 30

Information
needs (1)

Definition; Recognition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needs (or nursing problem); 
Introduction to the case of recognition of information needs in nursing situation

Lecture 30

A case of recognition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needs in one’s own experience Practice (IP) 
PD

30

2 Information 
needs (2)

Recognition and confirmation; Clarification (nature and extent); Key concepts and 
subject terms suitable for information needs; Application case of recognition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needs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60

Educational module: writing worksheet of recognition and confirmation of information 
needs by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Practice (IP, 
GPD), PD

120

3 Information
resources

Defi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of how to use library homepage; 
Medical and nursing-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base; Nursing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Application case of selection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80

Educational module: writing worksheet of sel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by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Practice (IP, 
GPD), PD

40

4 Information 
search

Definition; Search using medical and nursing-related database; Search  using key word 
and search tools; Application case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search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Demo.

100

Nursing-related information search: internet search engine (e.g., google, naver etc) Practice (IP) 20

Educational module: writing worksheet of information search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via nursing and medical-related database

Practice (IP, 
GPD), PD

120

5 Information
evaluation

Definition; Comprehension of the contents of information collected: search results, how 
to read journal articles
Criteria for  information evaluation; Evaluation of applica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Determining the need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arch; Application case 
of information evaluation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40

Education module: writing worksheet of information evaluation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Practice (IP, 
GPD), PD

80

6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

Defini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Selection, extraction, and arrangement of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elected; How to write a 
reference; Definition of information integration; Synthesis and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pplication case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50

Education module: writing worksheet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integration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Practice (IP, 
GPD), PD

70

7 Information
use

Definition; Planning and execution; Use of  information products integrated (e.g., 
reports, writing of presentation materials etc); Application case of nursing-related 
information use using educational module for demonstration

Lecture 40

Education module: writing worksheet of information use using scenario of problem 
situation in nursing

Practice (IP, 
GPD), PD

140

8 Information
ethics

Definitio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ir acquisi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n 
nursing practice; Introduction to examples of information ethics in academic and 
nursing practice situation 

Lecture 60

Applying to information ethics to scenario of academic and nursing practice situation Practice
(GPD), PD

60

Demo.=demonstration; EBP=evidence-based practice; GPD=group practice & discussion; IP=individual practice; NILC=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PD=presentation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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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은 4주간, 

2회/주, 8회기, 총 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간

호정보학, 간호연구 및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정보활용역량의 8개 공통 구성요소인 정

보요구, 정보자원,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관리, 정보통합, 정보

이용 및 정보윤리를 교육주제로 선정하고, 회기별로 각 구성요소

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구성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학년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로 구성된 5개의 교육모

듈(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와 정보활용 워크시트로 구성)을 개발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2)

Exp.
(n=21)

Cont. 
(n=21) χ² p

n (%) n (%) n (%)

Gender Male   7 (16.7) 3 (14.3) 4 (19.0) 0.17 1.000*

Female 35 (83.3) 18 (85.7) 17 (81.0)

Age (year) ≤24 36 (85.7) 18 (85.7) 18 (58.7) - 1.000*

≥25 6 (14.3) 3 (14.3) 3 (14.3)

Mean±SD 22.0±4.52 22.4±6.15 21.6±1.9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5 (11.9) 4 (19.0) 1  (4.8) 2.59 .185*

Satisfied 15 (35.7) 8 (38.1) 7 (33.3)

Neutral 22 (52.4) 9 (42.9) 13 (61.9)

Dissatisfied 0  (0.0) 0  (0.0) 0  (0.0)

Very dissatisfied 0  (0.0) 0  (0.0) 0  (0.0)

Average academic grade ≥4.0 5 (11.9) 3 (14.3) 2  (9.5) 2.49 .314*

3.5-3.99 16 (38.1) 10 (47.6) 6 (28.6)

3.0-3.49 14 (33.3) 5 (23.8) 9 (42.9)

<3.0 7 (16.7) 3 (14.3) 4 (19.0)

Computer literacy: writing report Very high 5 (11.9) 5 (23.8) 0  (0.0) 7.32 .731*

High 19 (45.2) 7 (33.3) 12 (57.1)

Neutral 12 (28.6) 5 (23.8) 7 (33.3)

Low 6 (14.3) 4 (19.0) 2  (9.5)

Very low 0  (0.0) 0  (0.0) 0  (0.0)

Computer literacy: preparation 
of presentation materials

Very high 3  (7.1) 3 (14.3) 0  (0.0) 4.51 .864*

High 14 (33.3) 6 (28.6) 8 (38.1)

Neutral 18 (42.9) 8 (38.1) 10 (47.6)

Low 6 (14.3) 3 (14.3) 3 (14.3)

Very low 1  (2.4) 1  (4.8) 0  (0.0)

Computer related licence Yes 22 (52.4) 14 (66.7) 8 (38.1) 3.44 .064

No 20 (47.6) 7 (33.3) 13 (61.9)

Necessity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Very high 4  (9.6) 3 (14.3) 1  (4.8) 1.36  .459*

High 35 (83.3) 17 (81.0) 18 (85.7)

Neutral 3  (7.1) 1  (4.8) 2  (9.5)

Low 0  (0.0) 0  (0.0) 0  (0.0)

Very low 0  (0.0) 0  (0.0) 0  (0.0)

Completion of statistics course Yes 16 (38.1) 10 (47.6) 6 (28.6) 1.62 .204

No 26 (61.9) 11 (52.4) 15 (71.4)

Education for literature search Yes 9 (21.4) 3 (14.3) 6 (28.6) 1.27  .454*

No 33 (78.6) 18 (85.7) 15 (71.4)

Education for database usage Yes 10 (23.8) 3 (14.3) 7 (33.3) 2.10  .147*

No 32 (76.2) 18 (85.7) 14 (66.7)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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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강의, 개별실습, 소그룹실습 및 토의에 사용함으로써 간호정

보활용역량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은 실험군에서 실험직후와 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간호정보활용역

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학년 대상 Shorten 

등[8] 연구, 1∼4학년 대상 Kim과 Lee [17]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군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이 향상된 

것은 교육모듈의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개별 및 소

그룹실습을 통해 각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함으

로써 학생들이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실험군에서 실험직후와 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학년 대상 Ha 등[2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모듈의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를 읽

고, 정보요구에 대한 단서와 인식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후 정보

요구 명료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특성과 범위를 결정하

고, 정보검색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여 적

절한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서 7차시 정보이용 회기에서 결과물(보

고서, 발표자료)로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Jo와 Gu [10]의 경로분석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

량이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바, 본 연구에서도 

간호정보활용역량의 향상은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and Effects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42)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P-P1 P1-P2

Sources F p
Mean±SD Mean±SD Mean±SD t (p) t (p)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xp. (n=21) 3.28±0.25 4.24±0.40 4.39±0.40 -15.74
(<.001)

-3.26
(.004)

Group  48.85 <.001

Cont. (n=21) 3.36±0.13 3.44±0.24 3.38±0.34 -1.83
(.082)

0.87
(.393)

Time 110.19 <.001

Group
 × Time

 91.74 <.001

t (p)
-1.27
(.211)

7.77
(<.001)

8.75
(<.001)

Problem solving
ability 

Exp. (n=21) 3.26±0.33 4.07±0.51 4.31±0.25 -11.75
(<.001)

-3.19
(.005)

Group 22.25 <.001

Cont. (n=21) 3.40±0.30 3.44±0.35 3.24±0.38 -0.95
 (.356)

1.95
(.065)

Time 35.92 <.001

Group
 × Time

52.43 <.001

t (p)
-1.46

 (.153)
4.65

(<.001)
7.04

(<.00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 (n=21) 3.27±0.42 4.11±0.52 4.36±0.53 -6.89
(<.001)

-3.78
(.001)

Group 27.07 <.001

Cont. (n=21) 3.37±0.33 3.41±0.34 3.34±0.34 -0.94
 (.357)

0.78
(.443)

Time 35.65 <.001

Group
 × Time

36.61 <.001

t (p)
-0.86

 (.396)
5.16

(<.001)
7.48

(<.001)

Evidence-
based
practice
competency

Exp. (n=21) 4.07±0.48 5.58±0.66 5.98±0.74 -10.86
(<.001)

-3.54
(.002)

Group 44.74 <.001

Cont. (n=21) 4.26±0.40 4.43±0.39 4.32±0.46 -1.74
 (.098)

1.04
(.310)

Time 74.00 <.001

Group
 × Time

59.66 <.001

t (p)
-1.38

 (.175)
6.93

(<.001)
8.77

(<.00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P-P1=pretest vs posttest1 comparison; P1-P2=posttest1 vs posttest2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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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실험군에서 실험직후와 4

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

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대상 Jeon 

[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군의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은 교육모듈의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

를 제공받아 스스로 정보요구를 확인하고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 능력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별실습 시 교육모듈을 

통해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그룹 토의 시 동료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Jo와 Gu [10]의 경로분석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

고한 바, 본 연구에서도 간호정보활용역량의 향상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역량은 실험군에서 실험직후와 4주 

후에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근거기반실무역

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 등[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군의 근거기반실무역량

이 향상된 것은 1회기 교육에서 근거기반실무 소개, 간호정보활

용역량과 근거기반실무의 연계성에 대한 강의로 대상자의 근거기

반실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 정보검색, 정보통합 및 정보이용에 대한 교육이 근거기반

실무역량 중 근거검색 및 문헌검토, 근거의 공유 및 적용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문헌에서 정보활용역량이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되고 있으며

[4-7], 근거기반실무역량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11] 

본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간호정보활용역량 향상이 근거기반실

무역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지한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 프로그램에서 다룬 구성요소를 보면 

Shorten 등[8]은 정보자원, 정보검색 및 정보평가, Tarrant 등[9]은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관리 및 정보통합, Turnbull 등[21]은 정

보자원, 정보검색 및 정보평가, Ha 등[22]은 정보요구 및 정보검

색으로 일부 구성요소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

보검색이 4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다음은 정보평가 3편, 

정보자원 2편, 다른 구성요소는 1편에서만 다루어져서 본 프로그

램이 더 포괄적으로 구성요소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와 비교 시 본 프로그램에서만 다룬 구성요소는 정보이용과 

정보윤리였는데, 정보이용은 정보요구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수집, 평가 및 통합하여 수행 활동을 하는 영역으로[1] 통

합된 정보결과물을 이용함으로써 간호정보활용역량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정보윤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근거기반실무가 확산되면서 의료소비자의 정보

를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보호 및 보안하

는 건전한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부각되는 영역이므로 

간호대학생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해보면 본 프로그램은 주 2회, 4주간 8회기, 총 20시

간으로 운영하였다. Ha 등[22]이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정

보요구와 정보검색을 구성요소로 하여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

로그램을 6회기, 총 8시간을 운영한 것과는 프로그램의 수행기간

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이 Ha 등[22]의 연구에 비해 

구성요소를 더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

그램과 거의 유사한 7개 구성요소를 다룬 일반대학생 대상 연구

[19]에서 총 20시간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을 감안할 때 본 프

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의 구

성요소별 교육시간 배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2시간을 배정하였고, 

정보요구와 정보검색 교육에 각각 4시간, 정보관리와 정보통합 

교육시간을 합하여 2시간으로 배정하여 운영한 결과 운영시간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에서 정보요구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배정한 것은 선행연구[10]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

활용역량을 조사한 결과 문제규명 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

상황에서 정보요구를 인식 및 명료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

끼는 것을 시사하여 정보요구 교육시간을 충분히 할애한 것이다. 

정보검색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배정한 것은 본 연구자가 연구시

작 전에 교육모듈을 이용하여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시연해 본 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이다. 정보관리와 정보통합 교육을 1회기, 2시간으로 배정하여 함

께 실시하였는데, 선행 프로그램에서 정보관리 교육시간을 Morley

와 Hendrix [16]는 의과대학생 대상으로 1시간 30분을 배정하였

고, 정보통합 교육시간을 Jung [18]은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1시간

을 배정한 것에 기반하였다. 또한 Kim [19]의 연구에서 정보관리 

및 통합의 내용을 함께 구성하여 제시한 것은 본 프로그램에서 

정보관리와 정보통합을 함께 다룬 것을 지지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간호정보활용역량의 각 구성요소를 효과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간호대

학생 대상 선행 프로그램에서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로 구성된 

교육모듈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본 프로

그램에서 개발된 교육모듈은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정맥주입, 욕창, 투약오류, 유치도뇨관 및 감염관리를 주제로 하

여 2학년 간호대학생이 정보요구를 해결하기에 적합하고 흥미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듈당 1개의 간호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보요구에서부터 정보이용까지 간호정

보활용역량의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구성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이해시켰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접근으로 생각되며, 추후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에서 권

장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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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에서 개설된 간호정보

학 교과목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학부 간호교육과정에서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권유한다.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할 때는 

강의 7시간(0.5점), 실습 14시간(0.5학점)으로 1학점을 배정하고, 

교육시간 외에 개인별 및 그룹별 과제를 할당하여 제출하도록 하

는 것이 간호정보활용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 및 유지시키

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2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고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의 8개 공통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시키고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와 간호정보활용역량 워크시트로 구성된 

교육모듈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처

음 시도된 연구이며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

인하였다는데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RCN 간호정보활용역량 개념틀 구성요소와 간

호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된 간호정보활용역량 표준 및 권고안, 대

학생 대상의 정보활용역량 표준 및 모델 관련 선행문헌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

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활용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이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간호정보활용역량, 문

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근거기반실무역량 증진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

한 질적 연구를 시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과 연계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

여 임상수행능력 및 근거기반실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확실히 검증하기 위

해 자가보고형 설문지와 함께 객관화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학

생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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