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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울시내 1개 간

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을 지원하고, 교직원과 간

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인 분석- 설계- 구현- 평가의

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

쳐 콘텐츠 요구사항 및 7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수렴하

였다. 이 중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14개의 유스케이스 목록과 다

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도와 6개 테이블과 55개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18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설계하였다.

구현 단계에서 모바일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전산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4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

하여 전문가들이 지적한 15개 문제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

한 S간호대학의 교직원 18명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만족

도 평가(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를 시행하여 요인별로 5점

만점에 3.85 ∼ 4.09점의 전체적으로 높은 사용자 만족도 점수를 받

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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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수기방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간호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모바일 웹기

반 정보시스템 개발연구로서, 본 연구의 개발과정과 결과는 추후 타

간호교육기관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핵심기본간호술, 모바일웹기반 정보시스템

학 번: 2006 - 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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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배양하는데 있

으며, 이런 간호교육의 목표가 잘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인

프라와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김조자,

안양희, 김미원, 정연옥, & 이주희, 2006).

2009년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졸업생수준, 교육프로그램, 교과과정,

교수, 입학 5개 영역에서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현재 우리나

라에서도 이러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

교육인증평가를 운영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는 임상업무를 시작하면서 간호대

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이 실제 업무수행과 다르고, 자신들의 간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는 업무수행 시 막막함과 실

수에 대한 긴장 고조를 일으키고, 또한 간호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

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경험하게 만든다(윤숙희, 2002). 이러한

신규간호사들의 임상 업무 적응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의료기관

에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지은옥, 2009), 신규간호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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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 그리고 임상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하여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

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이선경, 박선남, & 정석희, 2012).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성과 평가 부문

에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가 도입되었고, 핵심기본간호술에는 활력징

후 측정, 경구투약, 수혈요법 등 간호사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 빈도

와 중요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하는 20개 핵심

기본간호술이 포함된다.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의 목적은 임상현장에

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이 핵심기본간

호술에 포함된 내용은 병원간호사회의 검토와 임상현장의 최신동향

을 반영하여 최근 3판까지 개정되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년별 실습교과목별로 해

당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하게 한 다음 학습

성과가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목별 핵

심기본간호술의 성취여부에 대한 관리는 종이기반의 수기(手技)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수기방식의 성취평가 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기록이 분실될 수 있고, 불완전하게 기록될 수 있고, 혹은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종이기록은 별도의 보관 장소가 있

어야 하며, 장기간 보관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종이기록의 경우 실

시간 기록접근 및 기록공유가 어려우며,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박현애 et al., 2005).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관리상 문제점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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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정보시스템 도입은 수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낭비는 줄여주

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신속한 정보전달, 쉬운 정보접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박현애 et al., 2012) 이제 정보시스템의 도입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발전과 인터넷 보급 및 스마트 폰을 비롯한 모바

일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사관리, 학습관리, 도서관이용, 행정서

비스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이주민, 2010), 정보통

신기술을 사용하여 촉진되고 지원되는 학습으로 정의되는 이러닝

(e-learning) (JISC, 2001)이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모바일 러닝, 엠러닝(m-learning) 방식으로 진화하여 활용되

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교직원입

장에서는 별도의 수기기록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

서나 실시간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

여 언제 어디서든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학습하고, 본인의 성

취평가 내역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

을 지원하면서, 수기방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

를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발과정과 결과는 추후 타 간호교

육기관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시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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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핵심기본간호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간호대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을 지원하고, 교직원과 간호대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2)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대

상으로는 휴리스틱 평가를, 사용자인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는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3. 용어 정의

1) 핵심기본간호술

핵심기본간호술은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간호사 양성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

호술(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로 본 연구에

서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총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의미

한다. 20개 항목은 1)활력징후 측정, 2) 경구투약, 3) 근육주사, 4)

피하주사, 5) 피내주사, 6) 정맥 수액 주입, 7) 수혈요법, 8) 간헐적

위관영양, 9) 단순도뇨, 10) 유치도뇨, 11) 배출관장, 12) 수술 전 간

호, 13) 수술 후 간호, 14) 입원관리하기, 15) 격리실 출입시 보호 장

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16)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17)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 18) 기관내 흡인, 19) 기관절

개관 관리, 20)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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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은 간호대학

생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학습하고, 교직원이 성취평가를 관리하는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

을 의미한다.

3) 휴리스틱 평가

휴리스틱 평가는 전문가 평가자들이 사용성 원칙(usability

principles)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의 사용성 문제들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Nielsen, 1992). 본 연구에

서는 Nielsen(1994)이 사용성이 높은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

징을 기반으로 개발한 휴리스틱 10원칙의 문항을 적용하여, 각 문항

별 개방형 질문과 심각성 정도(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사용자 만족도 평가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정보시스템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요구

를 충족시켜준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Doll & Torkzadeh(1988)이 개발한(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

5개 요인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와 연구목적에 맞게 추

가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3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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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을 학습하고,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를 관리할 수 있도

록 모바일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개발대상이 되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에 대해 알아보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바일러닝, 정보시스템 개

발과정, 정보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휴리스틱 평가,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주기 간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전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2주기(2012∼2015년)

간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

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

정 운영과 교육 여건과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

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인

정하는 제도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성과 평가 부문의 세부항

목인 ‘핵심기본간호술’은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개의 간호술

(Table 1)로 구성되어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4). 이는 간호교

육과정에서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병원간호

사회의 검토와 임상현장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최근 3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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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각 항목들은 성취목표, 관련선행지식, 필요장비 및 물품, 수행시

간 및 수행방법에 대한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Table 2는 ‘피하주사’

에 대한 수행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의 예시이다.

Table 1. List of 20 core basic nursing skills

No Core basic nursing skills
Level of

difficulty

1 활력징후 측정 하

2 경구투약 하

3 근육주사(둔부의 복면, ventrogluteal site) 중

4 피하주사(간이 혈당측정 검사 포함) 중

5 피내주사 (전완의 내측면) 상

6 정맥 수액 주입 상

7 수혈요법 중

8 간헐적 위관영양 중

9 단순도뇨 중

10 유치도뇨 (indwelling catheterization) 상

11 배출관장 중

12
수술 전 간호

(심호흡 격려, 수술부위 피부준비 및 주의사항)
중

13 수술 후 간호 (배액관-JP, Hemovac 관리, IV PCA 관리) 중

14 입원관리하기 중

15 격리실 출입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하

16
산소포화도 측정(pulse oximeter)과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적용
중

17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 하

18 기관내 흡인 (endotracheal suction) 상

19 기관절개관 관리 (tracheostomy care) 상

20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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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1 손을 씻는다.

2 간이 혈당측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3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4
대상자의 이름, 등록번호 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

인하고, 입원팔찌와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혈당측정,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6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7
대상자의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채혈하기 적절한지 확인

한 다음 손이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8
채혈기에 채혈침을 끼워 대상자의 피부 상태에 맞도록 삽입깊이를

조절한다.

9 대상자의 손가락 끝을 소독 솜으로 닦은 다음 말린다.

10 혈당측정기의 전원을 켠다.

11
손가락 끝부분의 측면에 채혈기를 놓고 채혈침이 피부를 순간적으

로 천자하도록 버튼을 누른다.

12
천자부위는 힘주어 짜내지 말고 혈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한

다음 혈액방울을 검사지에 묻힌다.

13
혈당측정기의 모니터에 나온 수치를 확인하고 메모한 후 대상자에

게 설명해 준다.

14
채혈침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사용했던 소독솜과 피

묻은 검사지는 일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15 손을 씻는다.

16 혈당 기록지에 혈당 측정치를 기록한다.

Table 2. Example of protocol for subcutaneous injection for blood

glucos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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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년별 실습교과목별로 해

당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하게 한 다음 학습

성과가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런 항목별 핵심

기본간호술의 성취여부에 대한 관리는 종이기반의 수기(手技)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수기방식의 성취평가 관리는 분실, 불완전한 기록발생,

해독불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보관과 실시간 기록접근

및 기록공유, 질 관리의 어려운 점이 대두된다(박현애 et al., 2005).

또한 장기간에 걸친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특성상 수기방식의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더 부각 될 수밖에 없다.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낭비는 줄여지고, 시간과 공간 제

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핵심기본간호술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

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박현

애 et al., 2012).

한편 지금까지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와 관련된 간호교육계의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교육 평가인정 표준 및 기준개발연구(신경

림, 안양희, 박경숙, & 서연옥, 2001; 안양희, 박경숙, 양순옥, 신경

림, & 김미자, 2005; 김조자 et al., 2006),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연구(Han, Kim, Hyun, Won, & Lee, 2005; 이향련, 오가실, 안

양희, 이숙자, & 김인자, 2010),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력평가 연구(김

윤희, 강서영, 김미원, 장금성, & 최자윤, 2008; 강기선, 송영아, &

최은영, 2009)등의 연구는 있었으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관련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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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러닝, 엠러닝(m-Learning)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지식과 수행을 증가시키는 학습법인

이러닝(e-learning)은 간호교육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외연

구를 살펴보면 외과 수술 감염관리(Reime, Harris, Aksnes, &

Mikkelsen, 2008), 욕창분류(Beeckman, Schoonhoven, Boucqué,

Van Maele, & Defloor, 2008), 간호영양학수업(Buckley, 2003), 약리

학수업(Bata-Jones & Avery, 2004)에서의 교실강의와 웹기반 이러

닝 강의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이러닝 강의가 교실강의와 같거나

더 좋은 학습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국내연구에서도 특히 기본간호술 교육과 관련한 웹기반 학습 개

발 및 연구를 보면 무균술 실습교육(남미라, 2005), 유치도뇨술 교육

개발(조복희, 김순영, & 고미혜, 2004)이 있으며, 이 동영상 교육이

기본간호술을 학습하기에 좋은 학습방법으로 평가된바 있다. 또한

김영희(2010)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동영상 사전학습은 개별화

학습이 상시 가능한 반복학습으로서 간호기술 습득과 미래의 실무

향상을 위한 좋은 학습방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모바일 무선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교육

방식이 모바일 러닝 즉 엠러닝(m-Learning)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

바일 러닝은 PDA, 모바일 폰, iPod, PlayStation Portable 등과 같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학습(Winters, 2007)하는 것으로 모바일 기

술의 이동성(mobility), 신속성(speediness), 확장성(scalability), 접근

성(accessibility)과 같은 장점(한상용, 2003)에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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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엠러닝을 간호교육에서 활용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학생입장에

서 PDA 기반의 임상학습도구가 임상현장의 지식 습득 및 의사결정

능력에 도움을 주며(Garrett & Jackson, 2006), 교수의 입장에서도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PDA 기반의 시스템이 학생들

의 수행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질적 간호를 평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Bakken et al., 2005). 또한 임상간호사 교육에서

도 모바일 기술은 활용되었는데, Clay(2011)는 조산사를 대상으로

신체검진과 같은 임상수기술 교육에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PDA기반의 간호대학 임상실습 과목을 엠러닝으로

개발 및 적용한 사례연구(강인애, 이성아, 김원옥, 석소현, & 황지인,

2008)를 시작으로 임상분류체계 교육(홍해숙, 이인근, 조훈, & 김화

선, 2010), 오마하 시스템 가이드라인 교육(홍해숙, 이인근, 조훈, &

김화선, 2011), 약물계산훈련용 어플 개발(김명수, 박정하, & 박경연,

2012), 고위험약물 간호교육용 어플 개발(박정하, 2014) 등 학생교육

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였다.

3. 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

정보시스템이란 인적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자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의

미하며, 시스템 사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정

보처리를 위한 명령어와 프로그램 모듈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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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채널인 컴퓨터 통신망, 그리고 결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한다(정대율, 박

상혁, 박기호 & 오창규, 2006).

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의 목적이나 기능이 현장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하는 기능성(functionality), 시스템의 정보 처리

능력이 사용자의 기대치보다 높아야 하는 성능(performance), 시스

템이 정확하고 처리되고 처리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신

뢰성(reliability), 업무환경이 바뀌어도 저비용과 노력만으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추어야 한다(박현애 et al.,

2005).

이런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은 폭포수모

델(waterfall model), 점진적 모델(evolutionary model), 콤포넌트 기

반 모델(component-based model), 나선형 모델(spiral model)로 나

눌 수 있다. 1970년대 Royce에 의해 제시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폭포수 모델은 각 개발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전체공정이 분석 단계(요구사항정

의),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유지보수 단계로 순차적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폭포수모델 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 모델로 알려져 있다. 생

명주기는 단계별 산출물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단계에 관련된 문

서를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어진 개발일정 내에

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개발완료 단계에서 오

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검토

가 필수적이다(정대율 et al., 2006). 아울러 생명주기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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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을 위한 잘 정의된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Figure 1.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waterfall model)

분석단계는 시스템의 요구분석 단계이며 현행 시스템(As-Is

system)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

석하여 개발 대상 시스템(To-Be system)의 기능을 정의하고, 시스

템의 요구조건을 전개해 나가는 단계이며, 분석을 위한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면담조사(interviews), 관찰(observation),

회의(meeting),설문지(questionnaires), 문서분석(document analysis)

등이 있다. 설계단계는 분석단계에서 산출된 분석 문서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에 대한 방법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설계한다. 자료의 입출력을 설계하는 절차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비롯하여 자료의 저장소에 대한 설계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각종 코드설계, 처리에 대한 절차와 구조 설계, 사용자화면설계 등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적인 대안이 이 단계에서 마련된다. 구

현 단계에서는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며 테스

트 단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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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며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실

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능을 개선

하게 된다(정대율 et al., 2006).

특히 시스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은 어려우며(김준석, 한경일, & 홍세원, 2000). 많은 프로젝트들

의 실패의 원인은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부재가 큰 원인

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보다 더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

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가 바로 유스케이스(use case)이다(정대

율 et al., 2006).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해 모델링 된 유스케이스 다

이어그램(use case diagram)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시스템

기능범위를 정의하고 상호 관계를 표현하여 최종사용자와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김현영, 2010). 본 연

구에서는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유스케이

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4. 휴리스틱 평가

사용성(Usability)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의 효과성, 효율성, 사

용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ISO,1998)로 시스템이 사용

하기에 얼마나 쉬운지를 의미한다(Nielsen & Loranger, 2006). 즉

사용성 평가는 새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자가 사용

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Hwang & Salvendy, 2010) 시스템 평가 단계에서 시스템 사

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용성 평가방법은 다양한데,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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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류(card sorting), 포커스그룹(focus groups), 설문

(questionnaires), 사용로그분석(analysis of site usage logs), 인지적

워크스루(cognitive walkthrough),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등이 있다(Jeng, 2005).

이 중 휴리스틱 평가는 전문가 평가자들이 사용성 원칙(usability

principles)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의 사용성 문제들을 찾기 위한 방법(Nielsen, 1992)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수의 주요 사용성 문제를 발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Yen & Bakken, 2009; 박주환 et al., 2012)

Nielsen(1994)이 사용성이 높은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

을 기반으로 개발한 휴리스틱 10원칙의 문항은 시스템 상태를 보여

줌(visibility of system status), 시스템과 현실세계의 부합(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이용자의 조작과 자유(user

control and freedom), 일관성과 표준(consistency and standards),

오류예방(error prevention), 기억해내기 보다는 인식(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사용의 융통성과 효율성(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미적이면서 단순한 디자인(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사용자들이 오류를 인식/진단/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y from error), 도

움말과 사용설명서(help and document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항목의 자세한 정의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한편, Bertini, Gabrielli, & Kimani(2006)은 기존의 Nielsen’s 의

휴리스틱 평가가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모

바일 기기와 모바일 사용 환경을 반영한 모바일컴퓨팅에 적합한 휴

리스틱 평가원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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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ristic Definition

Visibility of

system status

The system should always keep users

informed about what is going on, through

appropriate feedback within reasonable time.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The system should speak the users' language,

with words, phrases and concepts familiar to

the user, rather than system-oriented terms.

Follow real-world conventions, making

information appear in a natural and logical

order.

User control

and freedom

Users often choose system functions by

mistake and will need a clearly marked

"emergency exit" to leave the unwanted state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an extended

dialogue. Support undo and redo.

Consistency

and standards

Users should not have to wonder whether

different words, situations, or actions mean

the same thing. Follow platform conventions.

Error

prevention

Even better than good error messages is a

careful design which prevents a problem from

occurring in the first place. Either eliminate

error-prone conditions or check for them and

present users with a confirmation option

before they commit to the action.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Minimize the user's memory load by making

objects, actions, and options visible. The user

should not have to remember information from

one part of the dialogue to another.

Instructions for use of the system should be

visible or easily retrievable whenever

appropriate.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Accelerators -- unseen by the novice user --

may often speed up the interaction for the

expert user such that the system can cater to

Table 3. Jacob Nielsen’s 10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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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inexperienced and experienced users.

Allow users to tailor frequent actions.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Dialogues should not contain information

which is irrelevant or rarely needed. Every

extra unit of information in a dialogue

competes with the relevant units of

information and diminishes their relative

visibility.

Help users

recognize,

diagnose, and

recover from

errors

Error messages should be expressed in plain

language (no codes), precisely indicate the

problem, and constructively suggest a solution.

Help and

documentation

Even though it is better if the system can be

used without documentation, it may be

necessary to provide help and documentation.

Any such information should be easy to

search, focused on the user's task, list

concrete steps to be carried out, and not be

too large.

5. 사용자 만족도 평가

최근까지 정보시스템 평가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평가모형인

DeLone & McLean(1992)의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성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사용도, 사용자만족도,

개인성과, 조직성과의 6가지 성공요인 도출 및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IS Success Model)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DeLone &

McLean(2003)은 기존에 발표했던 모델에 서비스품질을 추가하고,

개인성과와 조직성과를 순이익으로 통합하고, 사용의도를 추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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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을 업데이트하였다(Figure 2). 정보시스템의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사용의도와 사용도,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정

보시스템 사용도나 사용자 의도, 사용자 만족이 순혜택을 발생시키

고, 다시 순혜택은 사용도, 사용자 의도,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 만족도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을 측정하는 대

표적인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Oliver, 1999).

Figure 2. Updated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DeLone &

McLean, 2003)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user information satisfaction)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Ives, Oslon & Baroundi(1983)는 사용자 만족

은 정보시스템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믿는

정도이며, 결정적이지만 측정이 어려운 정보시스템의 결과를 측정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대리(surrogate)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Cyert & March(1963)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보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만족을 더 강화시킨다고 하였고, Melone(1990)은 사용

자가 만족하지 않는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은 없다고 하였다. 만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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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해 사용자는 계속 사용하므로,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과

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만족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 사용

초기의 사용자 만족여부는 향후에 계속하여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종욱, 김병곤, & 정경수, 2000).

이런 사용자 만족도를 정보시스템의 성공 측정의 핵심적인 요인

으로 보고, 사용자 만족을 규명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만족

의 영향요인들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들이(Ives et al., 1983; Bailey

& Pearson, 1983; Doll & Torkzadeh, 1988) 있었다. 이중 Doll &

Torkzadeh(1988)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콘텐츠(content),

정확성(accuracy), 형식(format), 사용용이성(ease of use), 적시성

(timeliness)등 5개 요인과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사용자 컴퓨팅

만족(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 측정모델(Table 4)을 개발하

였다. 최종사용자의 개념이 도입된 이 모델은 많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Hendrickson, Glorfeld, & Cronan, 1994;

McHaney, Hightower, & White, 1999; Kim & McHaney, 2000;

McHaney, Hightower, & Pearson, 2002; Abdinnour‐Helm,

Chaparro & Farmer, 2005; Islam, 2009) 최근에도 온라인뱅킹시스템

(Pikkarainen, Pikkarainen, Karjaluoto, & Pahnila, 2006;

Marakarkandy & Yajnik, 2013), 웹사이트(Abdinnour, Chaparro, &

Farmer, 2005; Yunpeng, Yongyang, & Mingxi, 2011) 공공기관 시

스템(Mohamed, Hussin, & Hussein, 2009)의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

도 측정모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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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UCS(end user computing satisfaction) instrument

questions

Construct No Questions

Content

1
Does the system provide the precise information

you need?

2 Does the information content meet your needs?

3
Does the system provide reports that seem to be

just about exactly what you need?

4 Does the system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ccuracy

5 Is this system accurate?

6
Are you satisfied with the accuracy of the

system?

Format
7

Do you think the output is presented in a useful

format?

8 Is the information clear

Ease

of use

9 Is the system user friendly ?

10 Is the system easy to use?

Timeliness

11 Do you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in time?

12
Does the system provide up –to- d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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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소재 1개 4년제 간호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의 핵

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을 지원할 수 있고, 교직원과 간호대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기

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는 휴리스틱 평가를, 사용자인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이

다.

2.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인 분석-설계-구현-평가의 과

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단계별 내용, 기간을

요약하면 다음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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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udy outline and research procedure

1)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목적 시스템이 무슨 특징을 지녀야

하는지, 무엇을 수행해야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분석

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Table 5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콘텐츠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

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콘텐츠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은 검토영역별로 서술하

고, 시스템 요구사항 중 사용자별로 요구한 시스템 기능은 유스케

이스 목록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다. 다이어그램

의 표기는 표준 소프트웨어 시각적 모델링 언어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적용하였고, 무료 UML 툴인 StarUML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http://staruml.sourceforge.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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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목적

대상

(명수)

횟

수

방

법

1

⦁ 기존 수기방식의 성취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서식 확인

⦁ 콘텐츠 요구사항
- 핵심기본간호술 콘텐츠 정의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영역

- 핵심기본간호술, 교과목, 학년 정보 정의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프로세스, 평가영역,

평가기준 정의

- 사용자 대상자 정의

-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 서비스 구현방식

- 시스템 명칭 및 도메인

- 시스템 적용범위

교수

(7)

임상

강사

(2)

조교

(2)

12

개

별

⦁
그

룹

면

담

⦁ 콘텐츠 요구사항
: 핵심기본간호술 콘텐츠 정의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영역

:학생이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간호

대학

생

(1)

1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영역

-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

-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간호

정보

전공

대학

원생

(5)

1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영역

-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

-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전산

개발

자

(1)

2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영역

-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

행정

직원

(1)

1

Table 5. A summary of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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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단계에서 논의된 요구사항 중

의견차가 있는 부분 합의

대학

인증

평가

위원

회

(14)

1
회

의

3

⦁ 시스템 요구사항 확정

⦁ 콘텐츠 요구사항 확정

⦁ 시스템 구현 범위 확정

교수

(2)

간호

정보

전공

대학

원생

(1)

전산

전문

가

(1)

4

개

별

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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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설계 단계의 목적은 분석 단계에서 수렴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는 것이다.

(1) 시스템 구성도

분석 단계에서 정리한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의 내용을 기

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해 학

습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찾아서 설계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분석 단계에서의 정리한 핵심기본간호술/교과목/학년 종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영역/평가기준, 시스템 사용 대상자 정의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작성되어야 하는 정보를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의 논리적 수준으

로 설계하였다. ERD 표기는 무료툴인 DA# Mode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http://dataware.kr/solution/solution_download).

(3)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별로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정리한 유

스케이스 목록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사용자별 메

뉴구성 및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설계하였다. 메뉴구

성과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은 Microsoft의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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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3) 구현

구현 단계의 목적은 설계 단계의 산출물인 시스템구성도,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토대로 웹기반 핵심기본간

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구현과정은 본 연

구자가 설계한 내용을 전산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코딩하여 구현하

면, 연구자가 테스트를 한 후 수정 내역을 제시하고, 다시 전산개

발자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시스템 개발환경과 운영환경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서버운영체제는 Linux(Fedora 20), 웹서버용 프로그램은 Apache

2.4.7, 웹개발툴은 PHP(5.5.10),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6.16,

HTML, Javascript, CSS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은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웹주소를 입력하면 해

당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설계단계에서의 정의된 논리적 ER다이어그램

을 물리적 수준으로 상세화하여 구현하였다. ER다이어그램의 표

기는 무료툴인 DA# Mode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MySQL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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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단계의 사용자별 메뉴구성 및 인터페이스 화면을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도록 구현하였다.

4) 평가

평가 단계는 개발된 시스템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단

계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휴리스

틱 평가를 하였고,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자 만족

도 평가를 하였다.

(1) 휴리스틱 평가

① 연구대상

석사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정보학 전문가 1 명, 5년 이상

의료정보분야에 종사한 간호정보 간호사 1인, 웹 정보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중급이상 전산개발자 2명을 대상으로 휴리스

틱 평가를 시행하였다. 휴리스틱 평가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가들이 사용성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데, 많은 수의 평가

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Nielsen(1994)은 3-5명의 평가자

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② 측정도구

Bertini, Gabrielli, & Kimani(2006)이 제안한 모바일컴퓨팅에

적합한 휴리스틱 평가원칙은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환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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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져,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과 오류 예방에 초점을 둔

‘도움말과 사용설명서’, ‘기억해내기 보다는 인식’ 등의 평가원칙

이 제외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Nielsen’s의 휴리스틱 10 원

칙을 이용하였다.

휴리스틱 10원칙의 문항을 번역한 후 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간호정보학 교수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별 개

방형 질문을 하여 측정하였다.

휴리스틱 10원칙은 시스템 상태를 보여줌, 시스템과 현실세

계의 부합, 이용자의 조작과 자유, 일관성과 표준, 오류예방, 기

억해내기 보다는 인식, 사용의 융통성과 효율성, 미적이면서 단

순한 디자인, 사용자들이 오류를 인식/진단/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도움말과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원칙에 대

해 5점 척도로(0: 사용성 문제 없음. 1: 사용성 문제가 있으나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음, 2: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음, 3: 사용성 문제가 있으

며 수정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음, 4: 사용성 문

제가 있으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평가하였다.

③ 조사방법

휴리스틱 평가는 2014년 4월 1일∼ 4월 8일까지 시행되었으

며, 간호정보학 전문가, 간호정보간호사, 전산개발자로 구성된

4명의 평가자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 핵심기본간호술 성

취평가 관리시스템과 휴리스틱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 및 시연

을 하고, 휴리스틱 평가 설문지와 시스템 사용매뉴얼(교직원용,

학생용), 테스트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평가자들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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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장소에서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

여 테스트 유저로 로그인하여 충분히 시스템을 경험한 후 평가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과정 중에 언제든 문의사항에

대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으

며, 평가 설문지가 완료되면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설문지 배포 후 회수까지는 3∼5일이 소요되었다.

④ 자료 분석방법

평가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문제로

지적한 휴리스틱 항목을 시스템 화면, 문제별로 세부내역을 서

술하고, 항목별 빈도와 심각성 점수를 분석하였다. 문제의 빈도

와 심각성 점수를 고려하여 수정 우선순위를 결정 후 시스템

수정에 반영하였다.

(2) 사용자 만족도 평가

① 연구대상

서울 소재 S 간호대학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수행해

본적이 있는 교직원 21명과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받아본 적

이 있는 3학년, 4학년 간호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② 측정도구

사용자 만족도 평가도구는 Doll & Torkzadeh(1988)이 개발

한(end user computing satisfaction) 도구를 번역한 후 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간호정보학 교수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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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사용에 대해 도구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

평가도구는 콘텐츠, 정확성, 형식, 사용용이성, 적시성의 5개

요인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다.

또한 연구 목적에 맞게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오

프라인 수기방법보다 편리하다’, ‘본 시스템이 자가 학습에 도

움이 된다(학생만 응답)’,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본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사

용자 태도 3문항과 , ‘기타 제언 및 건의 사항이 있으면, 상세

히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의 개방형 1문항을 추가하였다.

③ 조사방법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2014년 4월 1일∼ 4월 14일까지 시

행되었으며,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으로 구성된 평가자를 연구

자가 개별 또는 그룹으로 만나서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

리시스템에 대해 소개 및 시연을 하고, 평가문항에 대해 간략

히 설명 하였다. 그런 다음 대상자용 시스템 사용매뉴얼(교직

원용 또는 학생용)과 테스트사용자 정보 및 평가 설문지를 제

공하였다. 평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개인의 스마트

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테스트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충분히 시스템을 경험한 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

며, 필요시 평가자에게 연구자의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였다.

평가과정 중에 언제든 문의사항에 대해 질문에 응답할 수 있

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평가 설문지가 완료되면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배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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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까지 간호대학생은 3시간∼ 3일, 교직원은 20분∼ 7일이

소요되었다.

④ 자료분석 방법

평가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문항별 분류별 만족도 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은 내용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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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 휴리스틱

평가와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두

가지로, 평가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제시한 후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관리하였으며, 연구 종료 3년 후 분쇄 폐기할 것이다. 결과분석을

위한 코딩파일은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 관리하였으며 연구종료 5년

후 삭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SNUIRB No. E1403/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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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통해 정리한 콘텐츠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토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시스템 요구사항 중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는 유스케이스 목록과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1) 콘텐츠 요구사항

콘텐츠 요구사항은 핵심기본간호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

템 내에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과 동영상을 탑재하기로 하였

는데, 프로토콜의 내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프로토콜 개정판’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구성하기

로 하였다. 동영상 부분은 프로토콜의 기준으로 S 대학에서 제

작 예정인 동영상의 일부를 탑재하기로 하였다.

2) 시스템 요구사항

(1) 핵심기본간호술, 교과목, 학년의 종류 정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종류는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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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 교과목 종류는 기본1.2, 기초, 성인1 등으로 총 11개,

학년 종류는 2학년, 3학년 1학기 등으로 총 4개로 정의된다. 학

년/교과목별로 성취해야할 핵심기본간호술의 조합 종류는 85개

이며, 필수평가항목인지 선택평가항목인지 구분된다.

교과목과 학년 종류는 변경이 거의 없겠지만, 핵심기본간호

술 종류는 향후 추가, 수정, 종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과 동영상 콘텐츠 또한 변경가능성

이 있어 이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구조가 필요하다.

(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프로세스, 평가영역, 평가기준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는 교직원이 평가대상 학생과 교과

목, 핵심기본간호술을 지정한 다음 6개 영역별 평가결과를 입

력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각 학년/교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는 N회 평가가 가능하며, 전산상 평가이력은 모두 남지만,

사용자 화면에는 최종의 평가결과내역만 표출이 필요하다. 학

생이 교직원에게 성취평가를 의뢰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차

가 있어 최종 요구사항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의 6개 평가영역은 ‘1) 관련선행지

식’, ‘2) 필요장비 및 물품’, ‘핵심기본간호술항목별 프로토콜(3)

필수항목, 4) 항목순서)’, ‘5) 수행시간’, ‘6) 의사소통’이며, 각 영

역을 상(2점)/중(1점)/하(0점)로 평가하여 총점 6점 이상인 경우

에는 Pass이며, 5점 이하는 Fail이 된다.

(3) 시스템 사용 대상자 정의

시스템의 사용대상자는 교직원그룹, 학생그룹이며, 교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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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강사, 조교로, 학생은 재학생, 휴학생으로 다시 구분된다.

졸업생은 해당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교직원은 졸업생의 이

전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학생의 학년/학기, 실습그

룹, 조에 대한 사용자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학생이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입력누락 및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적절하

지 않다. 또한 사용대상자의 정보는 업무편의상 학내 학사행정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용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4)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시스템 사용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기능에

는 차이가 있다. 학생은 본인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내역을 조

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평가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별 또는 과목/핵

심기본간호술별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정보를 파일 과 동영상 형태로 조회하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유스케이스 목록,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상세 정리를 하였다.

① 유스케이스 목록,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유스케이스 목록(Table 6)과 유

스케이스 목록과 참여액터(actor)와의 관계를 유스케이스 다이

어그램(Figure 4)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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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st of use cases for the Cnspass system

Name of use case Description of use case

로그인
사용자는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화면목록 선택
사용자는 이용 가능한 화면목록을 조

회하고 선택한다.

개인정보 조회
사용자는 등록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다.

개인정보 수정
사용자는 등록된 개인정보를 수정한

다.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

프로토콜 조회
사용자는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과

동영상자료를 조회한다.

학생검색
사용자는 등록된 학생명단을 조회하

고 선택한다.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사용자는 학생의 과목별 핵심기본간

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를 조회한다.

액셀다운
사용자는 평가기록내역을 액셀파일로

내려 받는다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사용자는 학생의 과목별 핵심기본간

호술의 평가기록을 조회, 입력, 저장,

수정, 삭제한다.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

사용자는 과목과 핵심기본간호술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를 조회한다.

사용법 조회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매뉴얼을

조회한다.

관리자 연락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낸다.

로그아웃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로그아웃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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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Use cases diagram for the Cnsp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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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케이스는 ‘로그인’, ‘화면목록 선택’, ‘개인정보 조회’, ‘개

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프로토콜 조회’, ‘학생검색’, ‘학

생별 평가기록 조회’, ‘액셀다운’,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과목/

간호술별 평가기록 조회’, ‘사용법 조회’, ‘관리자 연락’, ‘로그아

웃’으로 총 14개 이다. 사용자 개인정보 등록 부분을 본 시스템

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형태로 진행 할 예정이

라 유스케이스에서 제외하였다. 참여 액터는 ‘교직원(faculty)’과

‘학생(students)‘ 두 그룹이고 교직원은 교수, 강사, 조교로 구분

되며, 학생은 재학생, 휴학생으로 구분된다.

‘로그인’, ‘화면목록 선택’, ‘개인정보 조회’,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프로토콜 조회’, ‘사용법 조회’, ‘관리자 연락’,

‘로그아웃’은 교직원과 학생 액터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이 중

‘개인정보 수정’은 비밀번호 변경’이 포함된다. 학생 액터는 ‘학

생별 평가기록 조회’를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교직원 액터는

‘학생검색’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교직원 액터만 ‘학생검색’

과 ‘학생별 평가기록입력,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 조회’를 이

용할 수 있다. ‘액셀다운’은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와 ‘과목/간

호술별 평가기록 조회’ 이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5)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

네트워크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및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

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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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플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과 상관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mobile web)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모바일 웹은 사용플랫폼과

상관없이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CSS(cascading style sheets)

만 수정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배포과정 없이 브라우저

가 설치된 환경이면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김하나 & 김

승인, 2012).

(6) 시스템 명칭 및 도메인

시스템명칭은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core

nursing skills management system)’ 으로, core nursing skill

을 pass 하자는 의미로 웹 도메인 내에 ‘cnspass’ 문구를 포함

하기로 하였다.

(7) 시스템의 적용범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은 간호대학 교육현장에 바

로 사용하기 보다는 향후 사용가능성을 염두 하여, 그 유용성

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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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1) 시스템 구성도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

는 Figure 5와 같다. 교직원과 학생은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

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웹주소를 입력 후 로그인 인증과정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인터넷표준 프로토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하였다.

Figure 5. System structure

S 간호대학에서 사용하는 학내 다른 정보시스템이 대부분 리눅

스 계열의 서버운영체계로 구축되어있어, 본 연구의 시스템 서버운

영체제도 리눅스 계열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보안을 위해 학내 웹

주소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암호

화를 하기로 하였다. 서버구성과 관련해서는 핵심기본간호술의 ‘동

영상’ 조회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동영

상 제작이 완료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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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 단계에서의 정리한 핵심기본간호술/교과목/학년 종류, 핵심

기본간호술 평가영역/평가기준, 시스템 사용 대상자정의를 토대로

개체(entity), 개체 내 속성(attribute) 데이터타입(data type)과 값

(value)을 정의한 데이터 사전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사전의 개체는

과목, 학년, 핵심기본간호술, 학년별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조합, 사

용자정보, 평가결과정보의 6개로 구성하였다. 이 중 Table 7은 핵심

기본간호술 데이터를 정의한 핵심기본간호술 개체에 대한 데이터

사전으로 핵심기본간호술번호, 핵심기본간호술명, 프로토콜, 참고영

상 등 8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있다.

Table 7. Example of the data dictionary : entity of core basic

nursing skill

Entity

name

Attribute

name

Data

type

Data

Format
Range Description

핵심

기본

간호술

번호 숫자 10 항목번호

명칭 문자 100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명

프로토콜 문자 100
프로토콜 파일이

업로드된 URL

참고영상 문자 100
동영상 파일이

업로드된 URL

사용유무 문자 Y/N 1
사용하는 항목이

면 Y, 아니면 N

생성일 날짜

종료일 날짜

수정일 날짜 수정된 일자

수정자 문자 30 수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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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사전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성

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데이터베이

스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의 논리

적 수준으로 설계하였다(Figure 6).

데이터베이스는 ‘과목’, ‘학년’, ‘핵심기본간호술’, ‘관계’, ‘사용자정

보’, ‘평가결과’의 총 6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과목’, ‘학년’ 정보는 각각 ‘과목(class)’와 ‘학년(semester)’ 테이

블로 구성하였으며, 핵심기본간호술(CNS) 테이블에는 해당 핵심기

본간호술의 항목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성일(openDate),

종료일(closeDate) 컬럼을 포함하였다. 생성일과 종료일을 참고하여

해당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사용유무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 데이

터베이스 검색속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용유무(isuse) 컬럼을

추가하였다. 또한 프로토콜(protocol)과 참고영상(video) 컬럼이 있

어 해당 핵심기본간호술의 교육자료가 업로드된 URL만 변경하면

프로그램 수정 없이 변경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관계(relation) 테이블에서는 과목(Classs) 테이블의 과목번호

(classID)와 학년(Semester) 테이블의 학년번호(semesterID), 핵심기

본간호술(CNS) 테이블의 핵심기본간호술번호(cnsID)를 연결하여 학

년별 과목별로 평가해야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조합을 정의하였다.

이때 해당 핵심기본간호술이 필수평가항목인지 여부는 관계

(relation) 테이블의 필수교육유무(manatory) 컬럼을 참조하였다. 관

계(relation) 테이블에도 생성일(openDate), 종료일(closeDate), 사용

유무(isuse) 컬럼을 포함하여 이력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사용자정보(User) 테이블에서는 직종1(Positon1), 직종

2(Postion2), 종료일(closeDate)를 통해 사용자의 권한을 판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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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DB검색속도를 위해 사용자권한(level) 컬럼을 포함하였

다.

평가결과내역를 포함하는 평가결과(Assess_result) 테이블은 관

계(relation) 테이블의 관계번호(relationID)를 연결하여 과목과 핵심

기본간호술 값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평가자아이디(stdID)와 학생아

이디(profID)는 사용자정보테이블의 아이디(userID)를 참조하며, 평

가결과를 삭제하더라도 이력이 남을 수 있도록 삭제여부(isdel)컬럼

을 추가하였다.

Figure 6. ERD for the Cnsp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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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된 유스케이스 목록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사용자별 메뉴구성 및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설계하였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지 조작이 편리한지

등에 대한 사용성이 중요하다(김승민, 2012).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화면 레이아웃과 색, 텍스트, 레이블링,

버튼(아이콘)의 위치 등을 일관성 있고 단순하게 설계하여 가독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사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용

자 중심의 화면설계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화면으

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화면하단에 화면별 단축아이콘을 추가하고,

조회대상이 제한적인 화면에서는 별도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회조건을 선택만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도록 하고, 교직원이 마

이페이지에서 주로 평가하는 과목이나 평가대상학년을 등록해두면,

등록 값 기준으로 여러 화면에서 기본 조회되는 등의 사용 용이성

을 고려하였다.

사용자별 메뉴 구성은 교직원용과 학생용으로 구분되며 상세내

용은 Figure 7, Figur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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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ow of menu for the students’ users

Figure 8. Flow of menu for the faculty users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은 총 18개로 화면 구성과 세부

내용은 Table 8과 같다. Figure 9, 10, 11는 설계된 화면 예시이다.

‘로그인화면’은 웹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되는 화면으로 등록된

ID/Password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다. 화면하단에 ‘사용

법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매뉴얼이 조회되고, ‘관리자연락’

을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자에게 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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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Category
Description Screen

로그인화면

웹주소를 입력하

면 조회되는 화

면.

등록된 ID/PW를

입력하고 로그인

할 수 있으며, 하

단에 사용법안내,

관리자연락 버튼

이 있음.

화면1. 로그인 화면

홈 화면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

한 화면 목록이

조회되는 화면

화면2. 홈화면_교직원용

화면3. 홈화면_학생용

마이페이지

사용자의 등록된

개인정보를 조회

및 수정하고, 비

밀번호를 변경하

는 화면. 사용자

권한에 따라 다

름

화면4. 마이페이지_학생_조회

조화5. 마이페이지_학생_수정

조회6. 이페이지_교직원_조회

조회7. 이페이지_교직원_수정

조회8. 마이페이지_비밀번호

변경

프로토콜

조회

핵심기본간호술

별 프로토콜과

동영상을 조회하

는 화면

조회9. 프로토콜 조회

학생검색
학생을 검색하는

화면
조회10. 학생검색

Table 8. Components of the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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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학생의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의 평가기록 리

스트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액셀

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화면. 사용

자 권한에 따라

다름.

조회11.학생별평가조회_학생용

조회12.학생별평가조회_교직원

과목/간호술

별 평가기

록조회

과목과 핵심기본

간호술을 기준으

로 학생들의 핵

심기본간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

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액셀로

다운받을 수 있

는 화면

조회13. 과목/간호술별

평가조회

학생별평가

기록 입력

학생별 평가기록

을 입력/수정/삭

제하고, 평가기준

정보 및 해당 핵

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을 확인

하는 화면

조회14. 학생별평가입력_초기

조회15. 학생별평가입력

_학생선택 완료

조회16. 학생별평가입력

_입력모드

조회17. 학생별평가입력

_저장완료

평가기록

상세조회

학생의 과목, 핵

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항목별 평

가내용을 상세히

조회하는 화면

조회18. 평가기록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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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xample of screen design for home page for faculty

and students

Figure 10. Example of screen design for my page for faculty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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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Figure 9)’은 로그인 이후 기본으로 조회되는 화면으로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화면 목록이 버튼 형태로 조회된

다. 교직원인 경우에는 5개의 화면 목록버튼이, 학생인 경우에는 3

개의 화면 목록버튼이 조회된다. 화면목록 개수에 따라 화면목록버

튼의 세로사이즈가 다르게 구성하였다. 로그인화면처럼 화면하단에

‘사용법안내’와 ‘관리자연락’ 버튼을 추가하여 로그인 후에도 해당 기

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페이지(Figure 10)’ 화면은 사용자의 등록된 개인정보를 조

회 및 수정하고, 비밀번호 변경기능이 있는 화면으로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나 수정이 가능한 항목만 조회되도록 하였다.

‘프로토콜조회’는 핵심기본간호술별 프로토콜과 동영상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사용자가 학년 또는 과목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해당 핵

심기본간호술이 리스트 형태로 필수평가항목인지 선택평가항목인지

가 구분되어 조회된다. 해당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프로토콜을 선

택하면 해당 HTML파일이 링크되어 조회된다. 동영상을 선택하면

해당 동영상이 조회된다.

학생의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액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화면인 ‘학생별 평가기록조회’

은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평가기록 리스트만 조회가 가능하

게 하고,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생검색’을 통해 조회대상의 학생을

선택하여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별 평가기록입력(Figure11)은 교직원이 학생의 과목, 핵심기

본간호술에 대한 평가기록을 조회,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과 평가기준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프로세스별로 활성화되는 항목과 버튼이 달라지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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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xample of screen design for assessment result input

학생의 과목,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항목별 평가내용을 상세히

조회하는 화면인 ‘평가기록상세조회’ 화면은 학생이 ‘학생별 평가기

록조회’ 화면에서 특정 평가 리스트에 대한 평가결과를 상세히 조회

하고자 할 때 이용할 화면으로 화면 구성은 ‘학생별 평가기록입력’

과 동일하고 화면 타이틀만 달리하였다.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는 과목과 핵심기본간호술을 기준으

로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를 조회하고 그 결

과를 액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로그인 화면과 학생검색, 평가기록상세조회 화면을 제외한 화면

에서는 모두 화면상단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과 ID가 조회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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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고, 로그아웃 버튼을 추가하여 언제든 로그아웃이 가능하게

하였다. 홈 화면을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금 다른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화면하단에는 화면별 단축아이콘을 추가하였고,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단축아이콘만 조회되도록 하였다.

프로토콜조회와 학생별 평가기록조회처럼 조회대상이 제한적인

화면에서는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조회조건을 선택하기만

하면 해당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하여 사용자 용이성을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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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2014년 2월 1일∼ 3월 31일까지 전산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모

바일 웹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 시스템 개발환경과 운영환경

시스템 개발을 위해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서버 운영체제는

Redhat 계열의 리눅스, 웹 서버는 Apache 2.4.7,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6.16, 개발언어/툴은 HTML, PHP(5.5.10), Javascript,

CSS를 사용하였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조회서비스를 위

하여 설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RTSP(Real Time Stream

Protocol)기반 스트리밍 서버를 Vlc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구축하

였다.

웹서버와 스트리밍 서버는 S 대학교 학내에 위치하며, 학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학내 방화벽(firewall)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학내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기 위한 학내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점검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두 서버 모두 보안툴(SELINUX &

Firewalld(iptable))을 적용하였다. 로그인 비밀번호 정보는 MD5

(Message-Digest algorithm 5)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하였다.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은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운영체체(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에서 웹주소

(http://cnspass.snu.ac.kr)를 입력하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은 별도 동영상 재생 어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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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ystem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Redhat 계열의 리눅스

Web Server Apache 2.4.7

Server

CPU
웹서버 :Intel Core 2 Quad Q6600

스트리밍 서버:Intel I7-3820

Memory 웹서버: 6G, 스트리밍서버 : 8G

HDD
웹서버: 250 GB

스트리밍서버 : 640 GB

Internet protocol
웹서버: HTTP

스트리밍서버: RTSP

Database MySQL 5.6.16

개발언어 HTML, PHP(5.5.10), Vlc

모바일 테스트 환경 Android 2.3.6, 4.4.2, iOS7

모바일웹 테스트 브라우저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Table 9. Implementation environment for the Cnspass system

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Figure 12와 같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MySQL을 사용하였다. 총 6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

며, Semester 테이블은 총 4개의 값을 가진 학년정보를 포함하며,

Class 테이블은 과목정보 포함하며 총 11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

CNS 테이블은 핵심기본간호술 정보를 포함하며 총 20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대한 프로토콜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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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를 포함한다. 구현단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항목순

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order’

컬럼을 추가하였다. Relation 테이블은 Semester, Class, CNS 테이

블을 참조하여 학년별,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별 필수/선택 평가항

목정보를 포함하며 총 85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

User 테이블은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며, 교직원의 시스템 사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cnsID’ 컬럼을 추가하였다. User 테이블에 ‘cnsID’ 컬럼의 값이 있

는 경우에는 ‘학생별 평가기록입력’ 또는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

조회’ 화면의 기본 조회 값이 된다. Assess_result 테이블을

Relation, User 테이블을 참조하여 학생별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결

과정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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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 Entity – relation diagram of the Cnsp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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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터페이스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은 Figure 13와 같다. 하단에 ‘사용법안내’와 ‘관리자연락’ 버튼

이 있으며 ‘사용자안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사용설명서가 조회된

다(Figure 14).

Figure 13. Login screen Figure 14. Manual viewer screen

Figure 15은 로그인 후 처음 조회되는 ‘홈 화면’으로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화면 목록이 조회된다. 교직원의 경우에

는 5개의 화면목록이, 학생의 경우에는 3개의 화면목록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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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ome page screen for the faculty and the students

Figure 16은 ‘마이페이지 화면’으로 등록된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저장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

나 수정이 가능한 항목만 조회된다.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가능한 항목이 활성화되어 표시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수정이 가능하며, 교직원은 이메일, 전화번호 외에도

주담당과목, 핵심기본간호술, 학년/그룹/조를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다. 비밀번호 변경시 대소문자 구분하여 최소 6자리를 입력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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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ypage screen for the faculty and the students

Figure 17은 ‘프로토콜 조회’ 화면으로 핵심기본간호술별 프

로토콜과 동영상을 조회할 수 있다. 교직원은 개인정보에 등록되

어있는 과목이,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등록되어있는 학년

이 기본 값으로 조회된다. 과목에 따라 해당 핵심기본간호술이

필수 또는 선택 평가항목인지 표시가 되며, 프로토콜 버튼을 클

릭하면 핵심기본간호술별 성취목표, 관련선행지식, 필요장비 및

물품, 수행시간, 프로토콜자료가 조회된다.

프로토콜의 내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프로토콜 개정판(제3판)’의 내용을 핵심기본간호술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2014년 3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

터 프로토콜을 연구용으로만 활용하며 라이선스를 명기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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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락

을 득하였다. 프로토콜 자료는 처음에는 HTML 파일로 제작하였

으나 브라우저 별로 달리 보이며, 가독성에 떨어져 이미지 파일

제작하여 반영하였다.

동영상은 S 간호대학에서 제작한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6개

에 대해, 제작에 관여한 2분의 교수님으로부터 본 연구의 시스템

서버에만 업로드 하고,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사용 허락

을 득하였다(2014년 3월 25일, 2014년 3월28일). 동영상은 MP4

파일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경구투약’, ‘근육주사’등 총 6개이며,

해당 파일은 본 시스템의 스트리밍 서버 내에 탑재되어,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어플을 통해 WiFi 환경에서만 재

생이 되도록 하였다. 프로토콜 조회 하단에는 프로토콜과 동영상

에 대한 제작자의 라이선스를 명기하였다.

Figure 17. protocol viewe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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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은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화면으로 학생은 경우에

는 본인의 평가 기록 리스트만 조회되고, 개인정보에 등록된 학

년이 기본 값으로 조회된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생을 검색하여

조회하며, 개인정보에 등록된 학년과 과목이 기본 값으로 조회된

다. 미평가 또는 최종 평가결과가 Fail인 경우에는 라인 전체가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평가기록 리스트는 액셀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학생인 경우 평가결과부분을 클릭하면 ‘평가기록 상세조회’화

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평가내역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으며, 교

직원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평가결과부분을 클릭하면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화면으로 전환되어 평가결과를 확인 및 입

력을 할 수 있다.

Figure 18. Evaluation result screen view by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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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은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화면으로 과목과 핵

심기본간호술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기록

리스트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교직원만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정

보에 등록된 과목/핵심기본간호술/학년/과목이 기본 값으로 조회

된다. 미평가 또는 최종 평가결과가 Fail 인 경우에는 라인 전체

가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평가리스트는 액셀로 다운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평가결과부분을 클릭하면 ‘학생별 평가

기록 입력’화면으로 전환되어 평가결과를 확인 및 입력할 수 있

다.

Figure 19. Evaluation result view screen by the course and the

nursing skill



62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화면은 Figure 20와 같다.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등록된 과목, 핵심기본간호술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

며, 학생을 검색한 후 평가기록을 조회,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

으며, 평가기준정보 및 해당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을 조회

할 수 있다. 평가는 n회 입력이 가능하며 평가이력은 전산상으로

남고, 화면에는 최종평가내역만 조회된다.

다른 교직원이 평가를 이미 한 경우에는 조회 또는 신규평가

만 가능하며, 본인이 평가한 평가에 대해서 평가당일에 한해서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며 익일부터는 신규평가만 가능하다.

Figure 20. Input evaluation result screen by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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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1) 휴리스틱 평가

(1) 평가자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

에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정보학 전문가 1명, 5년 이

상 의료정보분야에 종사한 간호정보 간호사 1인, 웹 정보시스

템 개발 경험이 있는 중급이상 전산개발자 2명이 참여하였으

며, 간호정보학 전문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었다. 평가자의 특성은 Table 10와 같다.

Table 10. Characteristics of the heuristic evaluators

No Major Role
Work

experience

Career

education

1 nursing
nurse

informaticist

7 years

7 months
BS

2 nursing
nurse

informaticist

1 years

4 months

Ph.D.

student

3
computer

science

system

developer
22 years MS

4
computer

science

system

developer

10 years

5 months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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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4명의 휴리스틱 평가자들은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휴리스틱을 지적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

다. 평가결과 평가자들은 각각 5개, 6개, 3개, 10개로 총 24개

휴리스틱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휴리스틱 문항과 화면

별 사용성 문제와 빈도는 Table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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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uri

sti

cs

Screen Problem

Fre

que

ncy

Sever

ity

Score

1

하단

단축아이콘

1. 선택된 페이지의 하단의 아이

콘 배경색이 변경되어야 함.

그래야 어느 화면을 이용 중

인지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음

1 3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2. 평가내용에 대한 수정작업 없

이 [수정]버튼을 클릭 했을 때

이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음.

1 2

3. 평가입력모드인지 조회모드인

지 화면상에 더 명확하게 구

분이 되었으면 함.

1 3

4. 평가기록 입력 시, 입력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었으면 함. 현재는 하

단의 [신규]버튼 표출 여부로

만 알 수 있음.

1 3

2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1. 최초평가를 하거나 재평가를

하더라도 화면에 버튼명은

[신규]로만 표시되어 이를 명

확하게 [신규평가]와 [재평가]

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1 2

3

과목/간호

술별 평가

기록 조회

1. 교직원이 평가리스트 조회 후

평가결과를 클릭하여 학생별

평가기록을 입력 후 이전의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

화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1 3

Table 11. Problems identified by the evalu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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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조회

2. 프로토콜/기준정보도 하단의

홈버튼이나 마이페이지 같은

도구모음을 제공했으면 함.

2 1

하단

단축아이콘

3. 화면을 확대 했을 때 하단의

아이콘은 우측으로 이동이 안

됨

1 4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4. 교직원이 평가리스트 조회 후

평가결과를 클릭하여 학생별

평가기록입력을 한 다음 이전

의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화

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1 3

4

마이페이지

1. 비밀번호 변경 시 [취소]버튼

을 누를 경우 내용이 초기화

되므로 버튼의 이름을 [초기

화] 또는 [reset]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함

1 2

하단

단축아이콘

2. 하단 아이콘 밑에 메뉴명칭이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

능할 것 같음

1 2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

3. 신규버튼은 하단 [수정][취소]

버튼은 상단, 신규버튼도 상단

에 위치하는 게 통일성 있을

듯

1 1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

4.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

에서는 평가결과별 조회가 가

능함. 학생별 평가기록조회에

서도 평가결과별 조회가 가능

하면 일관성 있을 것 같음. 리

스트가 많을 경우 도움이 될

듯.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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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5.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을 학

생선택 화면이 먼저 오게 위

치변경 필요

1 1

5

마이페이지
1. 이메일 및 전화번호 수정 시

형식(validation) 확인필요.
3 4

학생검색
2. 학년/그룹/조의 기본 값이

전체 또는 빈값이 되도록 함
1 4

6

과목/간호

술별

평가기록

조회

1.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조회

에서 평가결과를 클릭하면 학

생별 평가기록입력화면으로

연동된다는 사실을 매뉴얼에

는 나오나 화면에서 직관적으

로 알기는 어려움(학생별 평

가기록조회는 화면하단에 문

구 있음).

2 2

학생별 평

가기록 조

회

2.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에서 학

생검색화면 기능을 합치면 좋

을 것 같음. 즉 조회와 선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어야 함

1 1

7 학생검색

1. 학생 검색 시 졸업생을 선택

했음에도 학년 구분에 기본

값이 설정되어있어 설정한 값

을 삭제하는 불편함이 있음.

1　 2

10
하단

단축아이콘

1. 하단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1　 1

휴리스틱 항목별로 보면 휴리스틱1(시스템 상태를 보여줌)

이 총 4개, 휴리스틱2(시스템과 현실세계의 부합)이 1개, 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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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3(이용자의 조작과 자유)이 5개. 휴리스틱4(일관성과 표준)

이 5개, 휴리스틱5(오류예방)이 4개, 휴리스틱6(기억해내기 보다

는 인식)이 3개, 휴리스틱7(사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1개, 휴

리스틱8(미적이면서 단순한 디자인)이 0개, 휴리스틱9(사용자들

이 오류를 인식, 진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0개, 휴리스틱

10(도움말과 사용설명서)이 1개로 나타났다.

시스템 화면별로 지적한 휴리스틱을 보면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화면이 5개, ‘하단 단축아이콘’이 4개, ‘마이페이지’화면이 4

개, ‘학생별 평가기록 조회’화면이 3개, ‘과목/간호술별 평가기록

조회’화면이 3개, ‘학생검색’화면이 3개, ‘프로토콜조회’가 2개,

‘홈’화면이 1개 순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면 사용성 문제가 있으나 반드시 수정

할 필요가 없음(1점)이 6개,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

하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음(2점)이 8개,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음(3점)이 5

개, 사용성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4점)이 5개였

다.

4명의 평가자 중 3명이 지적한 휴리스틱 문제는 ‘마이페이

지화면에서 이메일 및 전화번호 수정 시 형식 확인이 필요하

다’는 것이었고, 2명이상이 지적한 문제는 ‘과목/간호술별 평가

기록조회에서 평가결과를 클릭하면 학생별 평가기록입력화면으

로 연동된다는 사실을 매뉴얼에는 나오나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려움’ 이었다. 휴리스틱 10번의 ‘하단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과 휴리스틱 4번의 ’하단 아이콘 밑에 메뉴명칭

이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음‘의 지적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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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리스틱 항목은 다르지만 유사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심각성 점수를 2점 이상을 받은 18개 문제 중 휴리스틱 5-2

의 ‘학생검색화면에서 선택 시 마다 학년/그룹/조의 기본 값이

전체 또는 빈값이 되도록 함’은 교직원이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시에 특정학년/그룹/조별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패턴을 고려하여 구현했던 부분으로 시스템 수정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또 휴리스틱 3-4의 ‘교직원이 평가리스트 조회 후 평

가결과를 클릭하여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을 한 다음 이전의 학

생별 평가기록 조회화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움’은 이미 학생별

평가기록 입력화면에서 선택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의

‘학생별 평가기록조회’ 단축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학생의

학생별 평가기록조회가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 시스템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16개 문제를 시스템 수정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휴

리스틱 3-3 ‘화면을 확대 했을 때 하단의 아이콘은 우측으로

이동이 안 됨’은 자바스크립트의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때문에

수정을 못하였고, 그 외 15개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5

일∼ 4월 20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였다.

Figure 21는 휴리스틱 1-1, 1-3, 2-1, 4-2, 10-2 문제를 수

정한 화면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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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xamples of the modified screens after heuris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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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만족도 평가

(1) 평가자 특성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S 간호대학

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수행해 본적이 있는 교직원 21명

과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3학년, 4학년 간

호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교직원 18명, 간호

대학생 100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Table 12). 성별은 교직원은 모두 여자, 학생은 92명이

여자, 8명이 남자였다.

평가자가 평가 시에 사용한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는 안

드로이드 80명(70.8%), iOS 32명(28.3%) 블랙베리 1명(0.9%)

이였다. 모바일웹사용 경험이 있는 평가자가 113명(95.8%), 사

용 경험이 없는 평가자가 5명(4.2%)이였으며, 평가자의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은 평균 5.29(n=116명)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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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racteristics of the EUCS by evaluators

n=118

Subjects Frequency(%)

Faculty

Professor 7(38.9)

Clinical instructor 8(44.4)

Teaching assistant 3(16.7)

Student
Junior 50(50.0)

Senior 50(50.0)

Total 118(100.0)

(2) 평가결과

평가결과를 Doll & Torkzadeh(1988)의 사용자 만족도

(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평가문항, 시스템에 대한 사

용자 태도 문항,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방형 문항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① Doll & Torkzadeh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문항 점수

사용자 만족도 평가문항은 5개 요인의 12개 문항으로 118명

의 평가자는 모든 문항에 답을 하였고, 평가결과는 Table 13

와 같다. 요인별로 보면 정확성(accuracy)이 5점 만점에 4.09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용 용이성(ease of use)이 3.85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항별로 보면 F2(정보가 명확

합니까?)가 4.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EU1(시스템

이 사용자 친화적입니까?)가 3.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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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Questions
Mean

(± SD)

Mean

(± SD)

Contents

C1

Does the system provide

the precise information

you need?

4.08

(0.62)

4.04

(0.58)

C2
Does the information

content meet your needs?

4.07

(0.69)

C3

Does the system provide

reports that seem to be

just about exactly what

you need?

3.94

(0.77)

C4
Does the system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4.05

(0.73)

Accuracy

A1 Is this system accurate?
4.06

(0.73) 4.09

(0.67)
A2

Are you satisfied with the

accuracy of the system?

4.12

(0.67)

Format

F1

Do you think the output

is presented in a useful

format?

3.86

(0.88) 3.99

(0.72)

F2 Is the information clear?
4.13

(0.70)

Ease of

Use

EU1
Is the system user

friendly ?

3.71

(0.88) 3.85

(0.73)
EU2

Is the system easy to

use?

3.99

(0.76)

Timeliness

T1

Do you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in

time?

3.91

(0.72) 3.92

(0.65)

T2
Does the system provide

up –to- date information?

3.92

(0.73)

Table 13. Analysis of the EUCS result by construct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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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ubjects

Contents Accuracy Format
Ease of
Use Timeliness

Faculty

n 18 18 18 18 18

Mean 4.35 4.58 4.53 4.33 4.39

(±SD) (0.54) (0.49) (0.47) (0.57) (0.44)

Student

n 100 100 100 100 100

Mean 3.98 4.00 3.90 3.77 3.83

(±SD) (0.57) (0.66) (0.72) (0.73) (0.64)

Total

n 118 118 118 118 118

Mean 4.04 4.09 3.99 3.85 3.92

(±SD) (0.58) (0.67) (0.72) (0.73) (0.65)

Table 14와 Table 15의 직종별 사용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교직원은 모든 문항에 대해 학생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으며, 교직원은 요인별로 보면 정확성(accuracy) 5점 만점에

4.58점으로 가장 높고, 사용용이성이 4.33점으로 가장 낮다. 문항

별로 보면 F2항목에서 4.67점으로 가장 높고, T1항목이 4.22점으

로 가장 낮다. 학생은 요인별로 보면 정확성(accuracy)이 4.00점

으로 가장 높고, 사용용이성이 3.77으로 가장 낮다. 문항별로 보

면 C1항목에서 4.04점으로 가장 높고 EU1 항목이 3.61점으로 가

장 낮다.

Table 14. Descriptive analysis result for the EUCS by user

and co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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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n Item C1 C2 C3 C4 A1 A2 F1 F2 EU1 EU2 TI T2

Faculty

Professor 7
Mean 4.14 4.29 4.00 4.43 4.57 4.57 4.43 4.57 4.43 4.43 4.29 4.43

(±SD) 0.69 0.76 0.82 0.79 0.53 0.53 0.53 0.53 0.53 0.53 0.49 0.53

Clinical

instructor
8

Mean 4.50 4.50 4.38 4.25 4.63 4.75 4.25 4.75 4.13 4.25 4.25 4.50

(±SD) 0.53 0.53 0.52 0.46 0.52 0.46 0.71 0.46 0.64 0.46 0.71 0.53

Teaching

assistant
3

Mean 4.33 4.67 4.67 4.33 4.33 4.33 4.67 4.67 4.33 4.67 4.00 5.00

(±SD) 0.58 0.58 0.58 1.15 0.58 0.58 0.58 0.58 1.15 0.58 1.00 0.00

Sub total 18
Mean 4.33 4.44 4.28 4.33 4.56 4.61 4.39 4.67 4.28 4.39 4.22 4.56

(±SD) 0.59 0.62 0.67 0.69 0.51 0.50 0.61 0.49 0.67 0.50 0.65 0.51

Student

Junior 50
Mean 4.12 4.08 4.06 4.10 4.06 4.14 3.90 4.16 3.76 4.02 3.98 3.90

(±SD) 0.59 0.67 0.68 0.74 0.79 0.64 0.89 0.65 0.85 0.82 0.80 0.68

Senior 50
Mean 3.96 3.92 3.70 3.90 3.88 3.92 3.62 3.90 3.46 3.82 3.72 3.72

(±SD) 0.64 0.70 0.81 0.71 0.66 0.67 0.88 0.71 0.89 0.72 0.61 0.73

Sub total 100
Mean 4.04 4.00 3.88 4.00 3.97 4.03 3.76 4.03 3.61 3.92 3.85 3.81

(±SD) 0.62 0.68 0.77 0.72 0.73 0.66 0.89 0.69 0.87 0.77 0.72 0.71

Total 118
Mean 4.08 4.07 3.94 4.05 4.06 4.12 3.86 4.13 3.71 3.99 3.91 3.92

(±SD) 0.62 0.69 0.77 0.73 0.73 0.67 0.88 0.7 0.88 0.76 0.72 0.73

Table 15. Descriptive analysis result of the EUCS by item

n =1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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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문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평가

결과는 Table 16와 같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오

프라인 수기방법 보다 편리하다’의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4.06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본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것이

다’의 문항은 4.05점, ‘본 시스템은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학생만 응답).’의 문항은 4.00점이었다.

Table 16. Analysis result of the user’s attitude for the system

by generation item

Item Question n Mean ±SD

1

Using this system. it is more

convenient to use than

handwritten record methods.

118 4.06 ±0.85

2

This system is helpful in self

learning

(students only need to answer)

100 4.00 ±0.74

3
If given a choice, I will continue

to use this system
118 4.05 ±0.77



77

Subjects n Item 1 2 3

Faculty

Professor 7
Mean 3.57 - 3.57

(±SD) (1.27) -　 (0.98)

Clinical

instructor
8

Mean 4.38 -　 4.25

(±SD) (0.74) -　 (0.71)

Teaching

assistant
3

Mean 4.33 -　 4.33

(±SD) (1.15) -　 (1.15)

Sub total 18
Mean 4.06 -　 4.00

(±SD) (1.06) -　 (0.91)

Student

Junior 50
Mean 4.32 4.14 4.32

(±SD) (0.59) (0.67) (0.59)

Senior 50
Mean 3.80 3.86 3.80

(±SD) (0.93) (0.78) (0.81)

Sub total 100
Mean 4.06 4.00 4.06

(±SD) (0.81) (0.74) (0.75)

Total 118
Mean 4.06 4.00 4.05

(±SD) (0.85) (0.74) (0.77)

 Table 17의 직종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문항에 대한 평

가결과를 살펴보면 1번 문항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학생의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06점으로 동일하고, 3번 문항에 대해서는 교

직원이 4.00점 학생이 4.06점이었다. 2번 문항에 대해서는 4.00점

이었다.

 

Table 17. Descriptive analysis result of user’s attitude for

system by users and genera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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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와 Table 17과 살펴보면 교직원은 12개의 사용자

만족도 문항에 대해 학생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지만, 시스템

에 대한 사용자 태도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과 점수가 같거나

낮다.

③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방형 1문항에 대해서 교

직원 8개, 학생이 14개 총 22개의 의견이 있었다.

교직원은 ‘수업시 활용면에서 유용할 것 같다’. ‘평가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공유하기에 유용하지만, 화면

이 작은 기기에서는 불편할 것 같다’, ‘실습조별 전체학생의 평

가를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대한 술기가 부족하다는 통계량이 제시되면 좋겠다’,

‘매뉴얼 제작 등 좀 더 디자인이 고려되어 더 보기 좋게 되었

으면 좋겠다’, ‘단축 아이콘이 처음 접할 때 이해가 어려워 부

가설명이 필요하다’등의 8개 의견이 있었다.

학생은 ‘동영상 로딩이 오래 걸린다’, ‘동영상 어플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다’,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필기 기능

도 있었으면 좋겠다’, ‘색구성이 촌스럽다, 교수님 요약집도 있

었으면 좋겠다’, ‘단축 아이콘의 설명이 필요하다’, ‘분실위험도

없고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어 좋다’, ‘메인로고가 예쁘고 오

프라인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다’등의 14개

의견이 있었다.

이 중 ‘단축 아이콘의 설명이 필요함’는 휴리스틱 평가의

결과와도 중복되는 부분으로 시스템 수정사항으로 반영하였다.



79

V. 논의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핵

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학습을 지원하고,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의 핵

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

템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와 의미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1. 요구사항 분석

교수, 임상강사, 조교, 간호대학생, 간호정보전공 대학원생, 전산

개발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3단계의 요구사항 분석과정을 통해 개

발할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과 콘

텐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교직원과 간호대학생 이외에도 전

산개발자, 간호정보전공 대학원생과 행정직원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

를 대상으로 시스템 서비스 구현방식, 사용자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에 반영하

였다.

한편 구현 이후 진행된 사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자 만족도 점수는 높지만, 학생이 교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

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교직원의 요구사항은 개별면담과 회의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수렴

된 반면에 학생은 경우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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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생의견 수렴을

고려할 수 있겠다.

아울러 본 정보시스템을 간호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 보다

는 그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여 진행하지 않았

던 학사행정시스템과의 사용자정보 연계 및 싱글 사이온방법 적용,

관리자를 위한 화면에 대해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과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2.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도

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후 프로그램의 확장과 변경에 따라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과

목’, ‘학년’ 정보는 당장 변경될 가능성이 낮지만 하드코딩하지 않고

모두 테이블로 구성하였으며, 정보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

심기본간호술’, ‘관계’, ‘사용자정보’ 테이블에는 생성일, 종료일 컬럼

을 포함하여 정보의 변경이력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별도의 사용유

무 컬럼을 추가하여 정보시스템의 속도 부분을 고려하였다.

특히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과 동영상자료는 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 없이 해당 자료가 업로드 된 URL

만 변경하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이런 데이터베이

스 설계구조는 향후 본 정보시스템을 학사 운영이 다른 간호교육기

관에 적용한다고 할 때 보다 손쉬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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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할 것이다.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유스케이스

목록과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별 메뉴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었

고, 구현단계에서의 전산개발자와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지 조작이 편리한

지 등에 대한 사용성이 중요하다(김승민, 2012). 본 연구에서는 모

바일 기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화면 레이아웃과 색, 텍스트, 레이

블링, 버튼(아이콘)의 위치 등을 일관성 있고 단순하게 설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사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화

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화면하단에 화면별 단축아이콘을 추가

하고, 조회대상이 제한적인 화면에서는 별도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회조건을 선택만하면, 조회가 되도록 하고, 교직원이 마이

페이지에서 주로 평가하는 과목이나 평가대상학년을 등록해두면,

등록 값 기준으로 여러 화면에서 조회되는 등의 사용 용이성을 고

려하였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결과에서는 형식(format)과 사용용이성(ease

of use)이 5점 만점에 각각 3.99점과 3.95점을 받았으며,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에 화면 색구성과 작은 화면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Gong &

Tarasewich(2004)이 제시한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 위한 설계, 심미

성을 고려한 설계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등을 참조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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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구현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모바일 웹기

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을 전산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구현하였다.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 및 사용 플

랫폼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운영체제 중 특

정 운영체제만 개발하게 되면, 특정 운영체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별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이 높아지고 유지보수도 쉽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스마트기기의 웹 브

라우저에서 웹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 이용이 바로 가능한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웹주소에 대한 바로가기 버튼을 바

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사용 용이성을

높이면서도,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의 프로토콜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여 동영상 조회 서비스를 지

원하고, 프로토콜 자료를 파일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호대학생들은 ‘본 시스템은 자가 학습에 도

움이 된다’는 5점 척도 문항에 대해 ‘4.05’점으로 높은 점수를 주어

본 정보시스템이 핵심기본간호술의 간호교육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동영상이 WiFi 환경에서 동영상 재생어플을 통해서 조회

되고, WiFi 환경에 따라 재생 속도가 영향을 받아 가끔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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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매끄럽지 않았던 기술적 제한점이 있었고,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자료를 처음에는 워드파일을 변환하여 HTML파일로 업

로드 했으나, 웹표준에 맞지 않아 브라우저 별로 달리 보이는 등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 최종 이미지 파일로 변경하였는데, 이미지

파일의 특정상 일부 내용만 선택복사가 불가한 문제가 있었다. 이

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후에는 속도 개선을 위한 서버성

능에 대한 고려 및 2014년 2분기에 표준이 확정될 차세대 웹 표준

안인 HTML5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오디오와 비디오 재생

이 가능하고, 웹 브라우저 만으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이은민,

2011; 이충영, 2012).

4.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에 대해 휴리스틱 평가와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휴리스틱 평가는 전문가 평가자들이 사용성 원칙(usability

principles)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의 사용성 문제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Nielsen, 1992) 본 연구에서

는 4명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통해 24개의 사

용성 문제를 찾아내고, 찾아진 문제 중 심각성 점수 2점을 대상으로

15개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휴리스틱 5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 수정 시 형식을 확인하지 않

음’ 문제의 경우에는 3명의 평가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반면, 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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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10번의 ‘하단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과 휴리스틱 4번에

‘하단 아이콘 밑에 메뉴명칭이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음’이 휴리스틱 항목은 다르지만 유사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

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가자별 문제로 지적한 문제의 개수도 3

∼ 10개로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역량이 휴리스틱 평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박주환 et al., 2012).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며, 사용자 만족도(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 문항, 시스

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문항 3개, 기타 개방형 문항에 대해 설문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만족도(EUCS) 문항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사용용이성

이 3.85점으로 제일 낮고, 정확성이 4.09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시스

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문항인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오

프라인 수기방법 보다 편리하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본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본 시스템은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3개 문

항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높은 사용

자 만족도 점수를 받았다.

이상으로 볼 때 기존의 수기방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

리의 문제점을 해결자하고자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개발

된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은,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과 프로토콜 조회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면서, 교

직원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관리를 지원하는 만족도

높은 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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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간호교육과정에서의 간호실무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성과 평가 부문에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졸업학년의 활력징후 측

정, 경구투약, 수혈요법 등 간호사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 빈도와 중

요도가 높아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하는 20개 핵심기본

간호술을 평가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량을

보장하고자 위함이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2).

이런 간호대학의 항목별 핵심기본간호술의 성취여부에 대한 관

리가 기존 종이기반의 수기(手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종이분실발

생 및 기록공유 · 질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교직원은 실시간 완성도 높은 핵심기본간호

술 성취평가결과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합관리 및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동영상과 파일형태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

콜을 학습하고, 본인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평가내역을 조회하

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였

다. 개발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문가그룹으로 대상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고, 교직원 및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만족도 평가 수행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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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본 시스템에 대해 시연을 하고 시스템

사용매뉴얼을 제공한 다음, 사용자가 가상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

여 충분히 시스템을 경험한 후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하였

다. 평가 설문지가 완료되면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설문지 배포 후 회수까지 간호대학생은 3시간 ∼ 3일, 교직

원은 20분 ∼ 7일이 소요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평가의 표준화를

위해 사용자가 평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사용 후 평가하

고, 평가에 소요된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실제 간호대학 교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후 재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접근성과 사용

성이 높일 수 있었고,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

여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다만

동영상이 WiFi 환경에서 동영상 재생어플을 통해서만 조회되는 제

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차세대 웹 표준안인

HTML5 등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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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휴리스틱 평가 설문지

[휴리스틱 평가 설문지]

연구제목: 웹기반 간호교육 인증평가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관리시스템 개발 및 평가

본 연구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항목 중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항목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위한 핵심

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 및 평가결과 공유, 학습지원용 시스템 개

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신 후 다음의 설

문 문항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셨던 점을 충분히 적어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조은미, 지도교수: 박현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하의 전공 분야는?

ㅁ 간호학 ㅁ 전산학(컴퓨터공학)관련

2 귀하의 업무는

ㅁ 의료정보분야 관련 업무 ㅁ 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3. 업무와 관련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________개월

4. 귀하의 학력은

ㅁ 학사 ㅁ석사과정 ㅁ석사 ㅁ박사과정 ㅁ 박사

5. 시스템 평가에 사용한 모바일 기기 정보는?

(모르실 경우 제품명을 적어주세요)

액정크기______인치/해상도 ______x______[제품명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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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사용성

문제

없음.

사용성 문

제가 있으

나 반드시

수정할 필

요는 없음

사용성 문

제가 있으

며 수정이

필 요 하 나

우선 순위

가 상대적

으로 낮음.

사용성 문제

가 있으며 수

정이 필요하

고 우선 순위

가 상대적으

로 높음

사용성 문

제가 있으

며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휴리스틱 의견
문제의

심각성

휴리스틱

1:

시 스 템

상 태 를

보여줌

시스템은 적시에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여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용자에

게 항상 알려주어야 한다.

휴리스틱

2:

시스템과

현실세계

의 부합

시스템은 시스템 중심의 용

어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용

어를 사용해야 한다.

정보가 자연스럽고 논리적

인 순서로 나타나는 현실세

계와 부합한다.

휴리스틱

3:

이용자의

조 작 과

사용자가 종종 실수로 시스

템의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을 빠져 나

6. 다음은 시스템 평가 내용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하단의 각각의 휴리스틱 항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여러 개의 의견을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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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실행취소와 재실

행을 제공해야 한다.

휴리스틱

4:

일관성과

표준

사용자가 다른 말과 상황

또는 행동이 같은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

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 표

준을 따라야 한다.

휴릭스틱

5:

오류예방

처음부터 오류를 예방하는

세심한 설계가 훌륭한오류

메시지 보다 더 좋다. 오류

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제거하거나, 사용자가 오류

를 범하기에 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

휴리스틱

6:

기억해내

기 보다

는 인식

객체, 행동 및 옵션을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가 기억해

내야 하는 부담감을 최소화

한다. 사용자가 사용법을 기

억해낼 필요는 없고 시스템

사용법이 눈에 보이거나 필

요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야 한다.

휴리스틱

7:

사 용 의

융통성과

효율성

시스템은 숙련된 사용자와

초보자 모두 만족시켜야 한

다. 사용자가 다빈도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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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

8:

미적이면

서 단순

한디자인

대화상자에 관련 없거나 불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

아야 한다. 불필요한 여분

의 정보들은 의미 있는 정

보와 경쟁하게 되어 가시성

을 감소시킨다.

휴리스틱

9:

사용자들

이 오류

를 인식,

진단, 해

결할 수

있 도 록

지원

에러 메세지는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문제를 알려주며, 발전적 해

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휴리스틱

10:

도움말과

사용설명

서

사용설명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움말과 사용설명서가 필

요할 수 있다. 도움말과 사

용설명서는 찾기 쉬워야 하

고, 사용자 업무 중심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할 단

계를 제시하고, 너무 방대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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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사용자 만족도 평가 설문지

[사용자 만족도 평가 설문지]

연구제목: 웹기반 간호교육 인증평가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및 평가

본 연구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항목 중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항목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교직원과 간호대학생을 위한 핵심

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 및 평가결과 공유, 학습지원용 시스템 개

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신 후 다음의 설

문 문항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셨던 점을 충분히 적어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조은미, 지도교수: 박현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하의 직위는?

ㅁ 교수 ㅁ 임상강사 ㅁ 조교 ㅁ학생 (학년 _____ )

2. 귀하의 성별은? ㅁ 여자 ㅁ 남자

3. 모바일 기기 사용관련 내용입니다.

1) 시스템 평가에 사용한 모바일 기기 정보는?

모르실 경우 제품명을 적어주세요)

액정크기______인치/해상도 ______x______[제품명___________]

2) 현재 모바일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____시간

3) 모바일 웹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ㅁ 예 ㅁ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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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

매

우

불

만

족

불

만

족

보

통

만

족

매

우

만

족

콘텐츠

1
시스템이 귀하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합니까?

1 2 3 4 5

2
정보 내용이 귀하의 요구를 충족시킵니

까?

1 2 3 4 5

3
시스템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출력물

을 제공합니까?

1 2 3 4 5

4 시스템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1 2 3 4 5

정확성

5 시스템이 정확합니까? 1 2 3 4 5

6 귀하는 시스템의 정확성에 만족합니까?
1 2 3 4 5

형식
7

귀하는 출력물이 유용한 형태로 제시된

다고 생각합니까?

1 2 3 4 5

8 정보가 명확합니까?
1 2 3 4 5

사용

편리성

9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입니까? 1 2 3 4 5

10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습니까? 1 2 3 4 5

적시성
11

귀하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습

니까?

1 2 3 4 5

12 시스템이 최근 정보를 제공합니까? 1 2 3 4 5

4. 시스템 평가내용입니다

[매우불만족] 부터 [매우만족]까지 각 질문 별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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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

우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 오프라인

수기방법보다 편리하다.

1 2 3 4 5

2
본 시스템이 자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학생만 응답)

1 2 3 4 5

3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본 시스템을 계속 사

용할 것이다.

1 2 3 4 5

5.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태도 내용입니다.

[매우불만족] 부터 [매우만족]까지 각 질문 별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제언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기록해주시기 바랍

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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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면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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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name Attribute name type Format Range Description

과목
과목번호 숫자 10 과목번호 (11개의 값)

과목명 문자 100 과목명

학년
학년번호 숫자 10 학년번호 (4개의 값)

학년명 문자 100 과목명

핵심기본

간호술

핵심기본간호술번호 숫자 10 항목번호 (20개의 값)

명칭 문자 100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명

프로토콜 문자 100 프로토콜 파일이 업로드된 URL

참고영상 문자 100 동영상 파일이 업로드된 URL

사용유무 문자 Y/N 1 사용하는 항목이면 Y, 아니면 N

순서 숫자 10 추가) 화면에 표출되는 항목순서의미

생성일 날짜 생성일

종료일 날짜 종료일

수정일 날짜 수정일

수정자 문자 30 수정자

학년별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조합

번호 숫자 10 학년별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조합번호(85개의 값)

학년번호 숫자 10 학년번호 (FK)

과목번호 숫자 10 과목번호 (FK)

핵심기본간호술번호 숫자 10 핵심기본간호술번호 (FK)

필수교육유무 숫자 0/1 1 필수교육이면 1, 아니면 0

사용유무 문자 Y/N 1 사용하는 항목이면 Y, 아니면 N

생성일 날짜 생성일

종료일 날짜 종료일

수정일 날짜 수정된 일자

수정자 문자 수정자

부록3. 데이터사전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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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name Attribute name type Format Range Description

사용자정보

아이디 문자 30

패스워드 문자 30

이름 문자 30

사용자권한 숫자 3
10.관리자, 20. 교수, 30.강사, 40.조교 50 재학생

60. 휴학생. 70. 졸업생

직종1 문자 2 1. 교직원 2. 학생

직종2 문자 2 1. 교수, 2. 강사, 3, 조교, 4.학생 5.휴학생

과목번호 숫자 10 과목번호

학년번호 숫자 10 학년번호

핵심기본간호술번호 숫자 10 핵심기본간호술번호

그룹 문자 A/B/C/D/E 2 실습그룹

조 문자 1/2/3/4/5 1 실습조

전화번호 숫자 30

이메일 문자 30

사용유무 문자 Y/N 1 사용하는 항목이면 Y, 아니면 N

생성일 날짜

종료일 날짜 여기에 값이 있으면 졸업, 퇴직을 의미함.

수정일 날짜

수정자 문자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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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name Attribute name type Format Range Description

평가결과

평가결과번호 숫자 10

관계번호 숫자 10 학년별 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조합번호

학생아이디 문자 30 학생으로

평가자아이디 문자 30 평가자로

평가일시 날짜 평가일시

점수1 숫자 0/1/2 1 1번 평가항목 점수

점수2 숫자 0/1/2 1 2번 평가항목 점수

점수3 숫자 0/1/2 1 3번 평가항목 점수

점수4 숫자 0/1/2 1 4번 평가항목 점수

점수5 숫자 0/1/2 1 5번 평가항목 점수

점수6 숫자 0/1/2 1 6번 평가항목 점수

합계 숫자 2 점수1~6의 합

코멘트 문자 500 평가시 평가자가 작성하는 코멘트

삭제여부 숫자 0/1 1 삭제유무

수정일시 날짜

1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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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obile web-based

core nursing skills management system

Eunmi Jo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ing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irected By Professor Hyeoun-Ae Park, PhD, RN, FAAN

With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verall core nursing skill

compete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 mobile

web-based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help education and

management of core nursing skills fo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at one nursing college in Seoul.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ethod was for this research.

In the stage of analysis, diverse opinions were gathered

through three stages from both user groups and expert groups

on the demand for content and demand for system in seven

areas. Among this, the demand on system was summarized into

14 use case lists and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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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age of design, LINUX-based system structure, a

database composed of 6 tables and 55 columns, and 18 interface

screens we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stage of implementation, a mobile web-based

information system was developed which can be used regardless

of mobile operating systems with the help of computer

developers.

In the stage of evaluation, 15 problems raised by experts

were reflected into the system improvement by conducting

heuristic evaluation on 4 experts. Moreover, user satisfaction was

measured against 18 faculty members and 100 students by using

the EUCS(end user computing satisfaction) tool and it turned out

to be high at 3.85-4.09 (out of 5) for each construct.

This research is the first of its kind for developing a mobile

web-based information system for core nursing sector in Korea

with the aim of developing sound nursing skills management

system and assisting nursing skill education.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resear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ore nursing skills management system

in other education institutions.

Keywords: core nursing skll,

mobile web-based information system

Student Number: 2006 - 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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