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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러닝(m-learning)이 

간호교육현장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모바일 기반 평가(MBT: 

Mobile-based Test)는 모바일 기기(PDAs, Mobile phones, 

Tablets)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지필고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모바일 기반 학습역량 평가 시스템이 개발되어 교육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되, 평가 문항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을 포함하는 MBT는 단순히 암기형 지식을 평가하는 것을 너머 

임상 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합적 간호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 이론(ARCS)의 요소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Mobile-based, 

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이하 

NCE System)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3D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framework)에 근거하여 성인간호학 내용으로 

임상간호역량을 평가하는 40문항으로 이루어진 NCE System을 

개발하였다. 



iii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으로 NCE System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 설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NCE System의 효과를 평가하였고, 정성적으로는 NCE System의 

학습 경험을 포커스 그룹 면담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 

60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30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은 NCE System을 사용하였고, 그 중 19명은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다. 대조군에 속한 학생들은 NCE 

System 문항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질적 자료는 주제 분석 방법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NCE System의 간호역량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996, p=.324). NCE 

System에 대한 효과성(편리성, 이점, 유용성, 만족도)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95, p=.002). 

마지막으로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의 학습만족도는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82, p=.002). 

 질적 주제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NCE System 경험을 

새로운 학습 콘텐츠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실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NCE System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총체적 맥락에서 간호실무에 대해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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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학습 효과와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간호교육 커리큘럼에 확대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모바일기반평가, 멀티미디어, 간호역량, 간호교육, 학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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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은 교육 과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Risling, 2017).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원격 

학습으로 정의되는 이러닝(e-learning; JISC, 2004)은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러닝(m-learning) 방식으로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학습 방법의 중요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빠르게 부각되었다. 

모바일 기기는 학습자 개인에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제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새로운 

교육학적 도구로서 유용하다. 모바일 기반 평가(MBT: Mobile-based 

Test)는 모바일 기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Mobile 

phones, Tablets)를 사용하여 학습을 평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MBT는 최소한의 공간활용, 비용감소, 편리성, 뛰어난 이동성, 시험결과 

채점 및 분석의 효율화, 즉각적 피드백 등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Laborda, Royo, Litzler, & López, 2014).  

사진, 비디오 클립, 그림, 음성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제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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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타 학문 분야에서는 

지필시험(Paper-based Test, PBT)을 대체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방식(Smart device-based Test, SBT)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 시험에도 그 적용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Lee, Kwon, Hwang, 

& Ko, 2020; Lim, Yim, & Huh, 2017). 

최근 몇 년간 국외에서는 MBT에 대한 실행 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Nikou & Economides, 2018; 

Tarighat & Khodabakhsh, 2016; Yarahmadzehi & Goodarzi, 2020). 

국내 의학교육 연구에서도 SBT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유용성과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보고하였다(Kim & Hwang, 

2016; Lee et al., 2020; Lim et al., 201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학문에 한정되어 있고 간단한 형성평가 또는 자가평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간호학에서 모바일 학습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학생들의 

지식, 학습만족도, 간호기술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Furió, Juan, 

Seguí, & Vivó, 2015; Kim & Suh, 2018; Lee & Shin, 2016). 특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간호 임상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엄미란, 김현숙, 김은경, & 

성가연, 2010; Bambini, Washburn, & Perkins, 2009; Choi, Lee, Jeon, 

& Kim, 2020).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와 부족한 

임상실습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진, 비디오 클립, 음성,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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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 자원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은 이론 교육만큼이나 실무 교육이 중요한 응용학문으로 

간호 이론과 임상실무는 이분화 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통합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필시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상실무 교육이 중요한 간호학 교육에서는 텍스트만을 사용한 학습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평가 방식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간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의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매해 이만 여명의 간호사를 배출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는 암기형 또는 이해형 오지 선다형 텍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다형 텍스트 시험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임상 간호실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MBT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 기존의 MBT 대상 연구들은 단순히 그 효과를 

평가하는 정도로만 국한되었다. 또한 MBT 개발의 명확한 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Nikou & Economides, 

2018).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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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무능력이 탁월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는 간호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Mobile-based, 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이하 NCE System)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이론 틀을 적용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

가 시스템(NCE System)을 개발하고 사용성을 평가한다. 

2) NCE System과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의 간호역량 점수를 비교

한다. 

3) NCE System과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4) NCE System과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의 학습만족도를 비교한다. 

5) NCE System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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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 

   (1) 이론적 정의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PDAs, Mobile phones, 

Tablets)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평가의 새로운 방법이다(Yarahmadzehi 

& Goodarzi, 202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NCE System은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평가를 위해 

ARC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학습동기 

이론(Keller, 2010)과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서은영, 

2012)에 근거하여 개발한 간호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평가 

방식이다.  

 

2)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 

    (1) 이론적 정의 

 텍스트 기반 평가는 시험 문항이 글자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은 NCE System과 문항 

난이도와 학습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텍스트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모바일 기반 평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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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사용성 

(1) 이론적 정의 

시스템 사용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의미한다(Nielsen,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rooke (1996)이 개발한 “System Usability Sale”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NCE System과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에 공통되는 Mobile-based Test System에 

대한 사용자 평가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4) 간호역량(Nursing competency) 

(1) 이론적 정의 

    간호역량은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ICN, 

2003), 전문적 실무를 능숙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등의 조합이다(O'Shea,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통한 결과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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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성 

(1) 이론적 정의 

효과성은 기대되었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게 되었을 때 그 정도를 

의미한다(Deniston, Rosenstock, & Getting, 196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NCE system의 편리성, 멀티미디어 이점, 유용성, 

만족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객관적 평가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6) 학습만족도 

   (1) 이론적 정의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는 욕구를 제공하는 

요소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달성한 성과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Keller, 201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영진 & 서응교(2019)가 개발한 학습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학습목표, 학습동기(흥미), 

학습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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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정보화 시대의 평가 방식 

평가는 학습자의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Hahn, Kropp, Kirschstein, Rücker, & Müller-Hilke, 2017). 

평가에서 얻은 정보는 추가 교육 및 학습 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며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Bachman, 2005).  

 전통적인 방식인 지필시험(Paper-based Test, PBT)은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초보적인 방식은 지필시험을 치르고 

OMR 카드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활용 

분석(Computer-using analysis)이다(권근희, 민성원, & 나건, 2015).  

좀 더 진보한 방식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CBT)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컴퓨터에서 제공된 문제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다. 간호교육에서는 1994년 미국의 

간호사국가자격 시험(NCLEX-RN)이 CBT 방식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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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다. CBT는 기존의 시험 방식과 비교할 때, 시험지 인쇄 및 

채점에 필요한 인력, 시간, 경비가 적고, 피드백 및 시험 결과를 

제공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시험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바일기반평가 

(Mobile-based Test, MBT), 스마트기반평가(Smart device-based 

Test, SBT), 유비쿼터스바탕검사(Ubiquitous-based Test, UBT)라고 

한다. 이는 아이폰, 스마트폰, 테블릿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고, 채점 및 성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Kwon, Rhee, Choi, & Kim, 2015).  

첫째, CBT에 비해 효과적인 공간 활용과 시험자가 자유로운 

자세로 응시가 가능하다. 둘째, 이동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시험 채점 및 결과 통보가 가능하다. 셋째, 시험 

및 문항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넷째, 터치, 펜슬 기능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험 유형을 

접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문항 미 선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메모 및 문제 검토 기능 등 유용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자 

측면에서는 수기 채점의 오류를 방지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 출제가 

가능하며, 학습자 개인 맞춤 피드백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효율성의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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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텍스트 문항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현실감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간호실무역량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eterson, Gordon, Elliott, & Kreiter, 2004). 멀티미디어 

정보를 사용하여 간호교육 및 평가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과 실제 임상 지식을 축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 타 학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평가 방법(SBT 또는 

UBT)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Kwon 등(2015)의 의과대학 학생 

대상 임상의학종합평가 연구에서는 UBT 사용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UBT가 의학교육 평가도구로서 유용하며, 

편리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지필시험 석차와 

UBT 성적 간의 상관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필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의대학생들의 UBT 사용 후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그들의 임상수행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Kim & Hwang, 2016).  

무엇보다 UBT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임상실습이 중요한 

의학분야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제 현실감을 줄 수 있는 

문항들로 UBT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UBT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Wood, 2009). PBT, CBT와 비교하여 SBT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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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및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SBT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학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Lim et al., 2017).  

마지막으로 기존의 텍스트 평가 방식과 비교하여 SBT의 

유용성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유용성에서는 긍정적이라 

답변을 한 반면, 학생들은 전통적인 PBT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20).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SBT가 의학 

지식을 더 잘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PBT보다 더 객관적인 지식 

평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새로운 평가 방식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실무가 중요한 학문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임상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단지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간호교육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로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과 평가는 유용한 교육방법이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매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간호교육에서의 모바일 학습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방법 변화의 시초는 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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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었다. 그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자료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었다(Rosenberg, 2001).  

이후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1990년대 초반 PDAs가 소개되어 

보급되어 사용되다가 최근 스마트 폰, 테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로 

진화되었다. 모바일 기술은 편리성, 휴대성, 접근성의 장점과 앱을 

이용한 동영상, 사진, 오디오, 녹화 등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Lee, Min, Oh, & Shim, 2018).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간호교육에서도 모바일 러닝(m-learning)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모바일 러닝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상 환경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서도 최신 정보를 즉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Mann, Medves, & 

Vandenkerkhof, 2015). 또한, 모바일 학습은 기존의 학습보다 학생들의 

지식,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유용성과 효율성이 

있다(Furió et al., 2015).  

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실습 및 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학습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어션 개발 및 사용을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Pandey et al., 2013; Ter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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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에서는 모바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수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Beard, Greenfield, Morote, 

& Walter, 2011; Brubaker, Ruthman, & Walloch, 2009; Cibulka & 

Crane-Wider, 2011; George, Davidson, Serapiglia, Barla, & 

Thotakura, 2010; Swan et al., 2013; Wyatt et al., 2010).  

Wyatt 등(2010)의 연구에서는 교실이나 실습현장에서 

상호교환적인 모바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숙제나 사례연구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Johansson 등 

(2013)은 간호학생들이 즉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 

도움을 느끼며, 임상실무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조군과 비교할 때 지식에 차이는 없었지만, 간호 

실무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Schlairet, 2012). 또한, 

간호학생들에게 아픈 신생아를 돌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네 가지 모듈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술기 점수가 향상되었다(Thukral et al., 

2014).  

최근 국내에서도 간호학생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그림,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가 실습 교육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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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디오 클립을 이용한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한 간호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의사소통역량과 지식의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Choi, Song, & Oh, 2015).  

기본간호술기가 녹화된 스마트폰 동영상이 학생들의 간호 

기술과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Jeong, 2017), 

약물계산 연습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약물계산능력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Kim, 

Park, & Park, 2012). 유치도뇨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습동기와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Lee et al., 2016).  

유아 기도폐쇄 간호 동영상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학생들은 유아 간호에 대한 술기, 지식, 수행 

자신감이 향상되었다(Kim, Shin, Lee, Kang, & Bartlett, 2017). 또한,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간호하는 가상 체험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간호 지식과 고혈압환자 간호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Kang & Suh, 2018). 선행연구들로부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모바일 학습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술기능력, 지식,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는 녹화된 간호술기 동영상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학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기존의 모바일 교육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상호작용과 



 

 

 

 

15 

학습을 하고, 학습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3. 임상실무를 위한 간호핵심역량  

 “역량” 이란, 어떤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간호역량”을 정의하였다. 

간호역량이란, 실제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올바른 결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으로(Benner, 1982), 지식, 판단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행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ICN, 2003). 또한, 

간호역량은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지식, 

행동, 능력의 개인적 태도와 자질의 조합이다(O'Shea, 2002). 또한, 

간호역량의 의미가 과거 경험의 본질을 기술, 지식 등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최근에는 태도, 동기, 의사소통, 자기 평가, 성숙도, 

통찰력 등 기술 이상의 총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Axley, 2008).  

 간호역량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Lenburg (1999)는 

간호역량에 필요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Competency Outcome 

Practice Assessment (COPA) Model을 제시하였다. 사정과 중재 

기술(모니터링과 자료수집, 신체사정, 치료적 중재), 의사소통(말하기, 

쓰기, 컴퓨터 사용), 비판적 사고 능력(근거기반간호, 실무에 이론 

통합적용, 문제해결, 의사결정, 과학적 탐구), 인간 돌봄과 관계기술 

(타인의 문화적 배경 존중, 환자 옹호, 환자 중심간호제공,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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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교육기술(말하기, 보여주기, 건강간호 및 증진, 멘토링, 교육), 

관리기술(계획, 타인과 협력, 인적과 물적자원 활용, 팀워크), 

리더쉽(협력, 적문적 책임감, 지속적 자기개발, 대체개발, 비전제시), 

지식통합 능력(의사결정을 위한 근거기반 간호제공, 정보통합)의 8가지 

간호역량을 제시하였다. COPA Model은 다양한 교육과 실무 환경에서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중재마련에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정의하였다(Lenburg, Klein, Abdur-Rahman, Spencer, & Boyer, 2009). 

 일반 간호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간호능력(사정, 계획, 평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건강증진), 전문 직업적 

능력(책임감, 법적 및 윤리적 실무), 간호관리(건강관리, 위임 및 감독, 

전문직간 협조), 전문성(질 향상, 지속적 교육, 전문직 발전)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ICN, 2003). 간호학생들의 역량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교육기반역량, 문화기반역량, 개인적기반역량, 

연구기반역량, 전문적기반역량, 임상실무기반역량의 6가지 영역과 

12가지 하위영역이 제시되었다(Nehrir, Vanaki, Mokhtari Nouri, 

Khademolhosseini, & Ebadi, 2016). 

  국내에서는 일반 간호사의 성공적인 간호수행을 위해 임상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간호역량을 7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비판적 

사고능력, 연구 수행능력,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용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리더쉽,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인식능력과 보건의료 정책변화 

적응능력이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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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역량을 바탕으로 최신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6개의 

핵심역량(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사고 역량, 

리더쉽 역량, 안전관리 역량, 국제화 역량)과 18개의 하위역량을 

도출하였다(서문경애 등., 2021).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에 

대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는 전문직적 

간호역량, 치료적 간호역량, 행정적 간호역량, 관계적 간호역량, 

인문학적 간호역량, 인성적 간호역량 등이 6가지 범주로 

나타났다(이선경, 박선남, & 정석희, 2012).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임 등(201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간호지식, 간호중재, 문제해결능력, 전문직관, 대인관계 및 협력, 

간호관리 및 리더쉽, 연구능력역량의 7가지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역량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임상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속성, 태도, 가치관, 의사소통, 협력, 책임감 등을 포괄하는 

개인의 통합적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미래 간호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간호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임상환경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간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이선경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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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간호학 교육의 학습목표 

 최근 간호사 국가고시는 의학 중심에서 간호개념 중심으로, 

질병중심에서 증상중심으로, 지식 위주에서 실무 위주로, 의료인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9). 이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사의 역량과 

간호실무현장을 반영한 문항 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간호교육기관에서도 연속성 있는 교육을 위해 간호사 

국가고시의 새로운 출제 범위에 맞게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있다. 

 학습목표(Learning objectives)란, ‘배우고 익히는 것’의 학습과 

‘개인의 행동이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최종 결과’의 목표를 합친 

용어이다(고자경, 2000). 즉, 학습자가 습득을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학습의 성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학 

교수는 과목별 학습목표를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간호역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복남 & 김명자, 2019).   

 성인간호학의 학습목표는 대분류 10개, 중분류 32개, 소분류 

96개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대분류는 인체 시스템별, 중분류는 

증상 및 간호진단을 중심으로, 소분류는 간호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질환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학습목표의 

수준은 Bloom식 분류 중 인지적 영역(지식, 이해, 분석, 적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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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9).  

 

Table 1. Learning Objectives of Adult Health Nursing 

Main category Middle category 

1. Immune/body damage 1) Skin integrity disorder  

2) Surgery patient problem  

3) Emergency patient problem  

4) Immune disorder 

2. Alteration in comfort 1) Ache  

2) Fatigue  

3) Pain 

4) Nausea/vomiting   

3. Ingestion/absorption/metabolic 

  disorder 

1) Dysphagia  

2) Digestive absorption disorder  

3) Defecation disorder  

4) Malnutrition  

4. Fluid imbalance/urination 

 disorder 

1) Body fluid imbalance  

2) Electrolyte imbalance  

3) Dysuria 

5. Activity/self-care disorder 1) Mobility impairment  

2) Disuse syndrome  

3) Self-care deficiency 

6. Cardiovascular/blood disorder 1) Activity intolerance  

2) Cardiac output reduction  

3) Heart tissue perfusion disorder  

4) Peripheral tissue perfusion disorder 

5) Bloo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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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piratory dysfunction 1) Ineffective respiratory tract 

cleaning  

2) Ineffective gas exchange  

3) Ventilation disorder 

8. Neurocognitive disorder 1) Cognitive impairment  

2) Brain tissue perfusion disorder  

3) Neuromotor disorder 

9. Control function disorder 1) Endocrine control disorder 

10. Sensory dysfunction 1) Vision/visual impairment  

2) Hearing/hearing impairment 

 Note. Adapted from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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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ARCS 학습동기 이론 

Keller의 ARCS 학습동기 이론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그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이다(Keller, 1979). ARCS 이론은 행동 및 성취동기에 있어 

‘기대’와 ‘가치’ 두가지 변수로 이루어 진다고 본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뿌리를 두고 있다. Keller는 

학습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고 동기 관련 이론들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네 가지 범주(흥미, 관련성, 기대, 결과)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하였다. 이후 Keller의 이론은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네 

가지 개념으로 정리되어, ARCS라는 약어로 쓰이게 되었다(Keller, 

2010).  

ARCS 학습동기 이론은 학습 환경의 동기부여 측면을 

중요시하며,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제안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양한 학문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업 학교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유용성과 효율성이 보고되었다(김범년 & 김영렬, 

2011; 이혜경, 2009; Annamalai, 2016; Hodges & Kim, 2013; Karimi 

& Hosseini Za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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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의 학습동기 이론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수 및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수자가 학습자의 동기적 측면을 고려한 

교수설계의 체계적 과정을 보여준다. ARCS 학습동기 이론은 개인적인 

특성이 입력(Input)되고 환경적 영향이 노력, 수행, 결과의 

출력(Output)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eller, 1999).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의 구성요소들을 도식화하였다. ARCS 

이론의 세 개의 행 중, 첫 번째 행은 학습동기, 호기심, 능력,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은 노력, 수행, 

만족도의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은 

이러한 산출물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나타낸다(Figure 1). 

 

Figure 1. Macro model of motivation and performance (Keller,1999) 

 

 ARCS 학습동기 이론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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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주의집중(Attention)은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는 학습의 

선행조건으로,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련성(Relevance)은 학습내용이 자신의 목적, 목표, 관심사 등 

학습자의 삶에 있어 중요한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감(Confidence)은 학습자의 노력이 

학습목표의 획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신념을 

의미하며,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동기 요소로 

중요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족감(Satisfaction)은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는 욕구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학습 노력에 대한 결과가 

학습자의 기대와 일치하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면 학습동기는 유지된다.  

ARCS 학습동기 이론에 근거한 모바일 교육용 콘텐츠 설계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의호 & 양해슬(2015)은 ARCS 이론을 

적용한 구체적인 모바일 학습용 앱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범년 

& 김영렬(2011)은 학습동기 전략 요인과 스마트 러닝이 학습몰입, 

자아효능감 및 학습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a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언어 학습 환경에서 

전략적 피드백 제공을 적용한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간호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술 간호와 실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실험군의 지식과 

학습동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 Hw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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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학생들에게 ARCS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한 모바일 

임상간호술기 콘텐츠를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술기 수행의 

점수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Kim & Suh, 

2018). 

 

2.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 

본 연구는 NCE System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3D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framework)(서은영, 2012)을 기반으로 하였다.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은 시뮬레이션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실습 

영역(Scope of practice, X축), 시뮬레이션의 난이도를 구분하기 위한 

복잡성(Complexity, Y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어느 단계에서 평가할 것인지(Student’s competency, Z축)의 

삼차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2). 실습 영역(X축)은 간호사 

국가고시의 필수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간호 영역(X1), 모성, 

아동, 정신간호 영역(X2), 가족, 집단, 지역사회 영역(X3)으로 나누어져 

있다.  

복잡성(Y축)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뉴만의 체계 이론에서 외부 환경요인을 규정하는 세 가지 구분을 

근거로(Fawcett, 2013), 간호 대상자의 질병 특이적(Disease-specific, 

Y1), 개인 특이적(Individual-specific, Y2), 상황 특이적(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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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Y3) 상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생의 역량(Z축)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학생들의 역량을 Miller (1990)의 역량 

피라미드(The pyramid of competence)에 근거하여 “knows how”, 

“shows how”, “does” 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의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Expanding knowledge, Z1), 임상 기술을 재현하는 

단계(Presenting clinical skills, Z2), 리더쉽을 발휘하여 현재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적 간호를 수행하는 단계(Demonstrating 

leadership, Z3)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Figure 2. The conceptual framework of 3D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서은영, 2012) 

 

3.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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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은 학습목표를 구체적이고 위계적으로 분류한 

체계이다(Bloom, 1956). Bloom과 그의 동료들은 교육목표를 크게 

인지적(Cognitive domain), 정의적(Affective domain), 

심동적(Psychomotor domain)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학습 

성취도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Bloom의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습 자료의 계획과 설계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인지적 영역은 교육 현장에서 목표 중심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Kim, Patel, Uchizono, & Beck, 

2012; Yeo, 2019).  

 Bloom 학습목표 분류체계의 세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영역은 지적 능력(지식)으로, 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ve),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흥미, 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되는 정의적 영역의 행동은 수용(receiving), 

반응(responding), 가치화(valuing), 조직화(organizing), 

인격화(characterizing)의 5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Bloom, Krathwohl, 

& Masia, 1984). 마지막으로 심동적 영역은 신체적 동작(기술)으로, 

관찰(observing), 모방(imitating), 연습(practicing), 

적응(adap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성호, 2009). 

 Bloom의 분류학은 교수자들에게 교육 과정이나 평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학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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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교육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및 플립러닝 

수업방법을 적용한 후 Bloom의 분류체계 영역별 교육효과를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강미정 & 강경자, 2021; 김신향 & 함연숙, 

2015).  

 

4.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간호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효과와 학습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ARCS 학습동기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Figure 3).  

 

Figure 3.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ARCS 학습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간호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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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인인 호기심, 동기, 기대감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주의집중(Attention, A), 관련성(Relevance, R), 자신감(Confidence, 

C)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ARCS 학습동기 이론의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학습자의 주의집중(A)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항에 도표, 그림, 

영상을 포함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의력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였다.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미래 실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관련성(R)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습자가 문항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C)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물인 만족감(S)은 학습자가 학습 결과에 

만족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학습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데, 본 연구의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은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평가를 위해 ARCS 학습동기 이론(Keller, 2010)과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서은영, 2012)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간호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간호역량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평가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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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적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양적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Mobile-based, 

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이하 

NCE System)을 사용한 학생들이며, 대조군은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한 학생들이다. 

가설 1.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간호역량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효과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습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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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평가를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와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1.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개발 

1) 문항 개발 

(1) ARCS 학습동기 이론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문항은 ARC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Table 2). 

주의집중(A)은 시험 문항에 사진, 그림,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지속시킨다. 학습자가 

임상실습 중 경험하였거나 향후 간호사로서 문제해결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관련성(R)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 상태보다 간호과정에 중점을 두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자신감(C)은 학습자가 문항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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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족감(S)은 학습 종료 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결과에 만족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뜻하며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간호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주의집중, 관련성 파악, 자신감 획득, 만족감 경험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Table 2. The ARCS Model for NCE System 

A(attention) ·Providing curiosity through the use of various 

multimedia  

·Specific nursing examples and situations 

R(relevanc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that learners 

will need in the future 

·Presenting real clinical situations in a hospital 

setting 

C(confidence) ·Providing learning goals for each question 

·Providing questions with various levels of 

difficulty 

S(satisfaction) ·Feel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learning  

·Positive feelings about the learning process 

·Feeling satisfaction of using 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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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X축인 실습 영역은 기본간호학을 포함하는 성인 

간호학(Adult Health Nursing, X1)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Y축의 

복잡성은 간호대상자의 질병 특이적(disease-specific)과 개인 

특이적(individual-specific) 상황을 구현하였다. 

‘질병 특이적’ 수준(Y1)은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과 기본 술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를 

말한다. ‘개인 특이적’ 단계(Y2)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적, 물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간호로, 

간호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 이상의 역량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상황 

특이적’ 수준(Y3)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까지 

고려한 가장 복잡한 단계의 간호로,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에는 질병 

특이적(Y1) 상황과 개인 특이적(Y2) 상황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역량 수준은 

Z1(지식), Z2(임상 기술), Z3(태도)의 세 단계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인 학생들의 지식(Knowledge)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5문항, 멀티미디어 15문항을 개발하였다. 두번째 단계인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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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Clinical skills)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간호술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태도(Attitude)를 평가하는 단계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성인간호학은 간호사 국가고시의 주요과목 중 하나로 현재까지 

간호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송라윤 등., 2011).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의 구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질환으로 되어 

있다(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9).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의 10가지 대분류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분류하에 

핵심질환을 선정하여 각 4문항씩, 총 40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대분류에 따라 제시된 핵심질환을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 호흡기질환, 암, 소화기질환, 퇴행성 

관절염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포함하였으나(질병관리청, 2021), 

단순히 질병 중심이 아닌 간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여 대상자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간호과정에 

따라 질병이해를 제시한 소분류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문항에 맞게 

학습목표를 수정하여 각 문항의 상단에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 문항 각각의 성인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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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대표질환, 문항내용과 문항구현방식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NCE System Algorithm   

No 
Learning 

Objective 
Disease Content Material 

1 Ⅴ-1 
Degenerative 

arthritis 

Nursing intervention  

after total hip 

arthroplasty(THA) 

Text 

2 Ⅸ-1 Cushing syndrome 

Nursing education for 

Cushing syndrome 

patient 

Picture 

3 Ⅰ-1 Herpes zoster 
Skin integration 

disorder assessment  
Picture 

4 Ⅳ-2 Hyperkalemia 
Electrolyte imbalance 

patient intervention 
Picture 

5 Ⅱ-3 Breast cancer 

Therapeutic 

communication with 

mastectomy patient 

Animation 

6 Ⅷ-2 
Traumatic brain 

injury (TBI) 

TBI patient nursing 

intervention 
Text 

7 Ⅳ-3 Acute renal failure 
Dysuria patient 

intervention 
Photo 

8 Ⅴ-3 Cerebral infarction 
Nutritional imbalance  

patient care 
Photo 

9 Ⅰ-4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mmune abnormality 

assessment 
Picture 

10 Ⅱ-1 
Degenerative 

arthritis 

Narcotic analgesics 

medication after 

surgery 

Photo 

11 Ⅱ-2 
Chronic kidney 

disease  

Transfusion nursing  

priority 
Picture 

12 Ⅲ-1 
Aspiration 

pneumonia 

Dysphagia patient 

care  
Video   

13 Ⅸ-1 Hypoparathyroidism 

Hypoparathyroidism 

patient electrolyte 

imbalance 

Text 

14 Ⅴ-1 
Rheumatoid 

arthritis 

Mobility disorder 

patient care 
Picture 

15 Ⅶ-2 Chronic obstructive COPD patien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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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disease(COPD) 

intervention 

16 Ⅵ-2 Arrhythmia 
Management of 

emergency situation  
Photo 

17 Ⅸ-1 Diabetes mellitus 

Nursing education for 

self-insulin 

medication 

Photo 

18 Ⅳ-3 Glomerulonephritis 

Nelaton 

catheterization 

priority 

Video 

19 Ⅶ-1 Pneumonia 
Endotracheal suction 

care 
Photo 

20 Ⅷ-1 Alzheimer 
Fall prevention 

intervention 
Photo 

21 Ⅵ-5 Leukemia 

Side effects 

management in  

post-transfusion 

Figure 

22 Ⅸ-3 Diabetes mellitus 
Hypoglycemic patient 

intervention  
Video 

23 Ⅴ-3 Stroke Bedsore assessment Photo 

24 Ⅲ-3 

Inflammatory 

bowel 

disease(IBD) 

IBD patient 

assessment 
Animation 

25 Ⅲ-2 Liver cirrhosis 

Hepatic 

encephalopathy 

patient intervention 

Photo 

26 Ⅰ-2 Lung caner 
Chest tube drainage 

management 
Photo 

27 Ⅹ-2 Otitis media 

Performance of 

antibiotics skin 

test (AST) 

Video 

28 Ⅹ-1 Glaucoma 
Glaucoma symptom 

assessment 
Text 

29 Ⅲ-2 Stomach cancer 
Patient care after 

partial gastrectomy 
Video 

30 Ⅷ-3 Parkinson disease 
Parkinson patient 

nursing plan 
Text 

31 Ⅵ-3 Angina pectoris 
Nursing education for 

angina pectoris 
Video 

32 Ⅶ-3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ursing intervention 

after pulmonary 

function test  

Photo 

33 Ⅰ-3 Colorectal cancer 
Emergency situation 

of blood transfusion 
Video 

34 Ⅶ-3 Pulmonary Priority for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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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sis hospitalization of 

tuberculosis patient 

35 Ⅷ-3 
Trigeminal 

neuralgia 

Trigeminal neuralgia 

patient care 
Picture 

36 Ⅵ-4 Hypotension 
Hypotension patient 

intervention 
Figure 

37 Ⅹ-1 Conjunctivitis 
Nursing education for 

conjunctivitis patient 
Picture 

38 Ⅹ-2 Hearing loss 
Hearing loss 

assessment 
Video 

39 Ⅱ-1 Lung cancer 

Pain management 

after surgery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Photo 

40 Ⅳ-1 Burn 

Fluid & electrolyte 

imbalance nursing 

intervention 

Photo 

  

(4) Bloom의 교육목표에 따른 분류 

 NCE System 40문항은 Bloom의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간호역량을 인지적(Cognitive domain), 정의적(Affective domain), 

심동적(Psychomotor domain)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지식(knowledge)을 측정하는 문항은 인지적 

영역의 여섯 단계(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evaluation))에 맞게 개발하였다(Bloom, 1956). 둘째, 정의적 

영역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감수(receiving), 반응(responding), 

가치화(valuing), 조직화(organizing), 인격화(characterizing))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셋째, 심동적 영역은(관찰(observing), 

모방(imitating), 연습(practicing), 적응(adapting)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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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clinical skills)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이성호, 2009).  

 

(5) 문항 난이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간호학 40문항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하’ 문항 25%, ‘중’ 문항 50%, ‘상’ 문항 25% 비율로 구성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8). 또한, 동일한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문항을 배치하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반 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의 문항 수는 10~100, 멀티미디어의 

비중은 5~50%로 나타났다(권근희 등., 2015; 유순규 등., 2018; 

Bogdanovic, Barac, Jovanic, Popovic, & Radenkovic, 2014; Kim & 

Hwang, 2016). 본 연구에서는 총 40문항 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은 35문항으로 88% 비중을 차지하였다.    

    

2) 문항 내용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NCE System algorithm은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와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서은영, 2012)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문항에 

삽입되는 동영상은 간호대학 교수가 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임상간호술기, 연구자가 구상하여 촬영한 간호상황, 환자교육,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평가 문항의 개발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첫째, 임상간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질환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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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둘째, 임상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필수적인 역량(간호수행, 공감, 지지적 간호, 문제해결능력, 태도)을 

포함하였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단편적 지식 측정부터 간호실무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평가 문항은 

간호 지식과 임상실무의 최신 지견을 담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임상간호사, 임상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팀 4인을 구성하여 문항의 

난이도,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연결성, 적절성을 확인한 후 40개의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3) 문항 탑재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사진, 도식을 포함한 총 40개 문항은 

Word 파일 안에 문항 template으로 정리하여 NSDevil (Korea)과 

협약을 맺고 NSDevil의 UBT Clould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시스템 

운영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모바일 앱에서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용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메인 

화면에는 시험 리스트가 보이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되도록 

개발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과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항으로 시험을 치게 하였다. 시스템 

로그인 화면은 동일하게 하여 대상자들이 연구의 대상자군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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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효과 평가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의 

사용성, 효과성, 학습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approach)이다. 혼합연구방법 중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 후 분석하는 방법의 동시적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각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Creswell, 2017).  

양적 연구는 NCE System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사후설계(randomized control group post-test only)를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NCE System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 도출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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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재의 조작화와 자료수집시점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 간호학생들에게는 NCE System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조군 학생들에게는 실험군과 동일한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였지만,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문항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적용된 

성인간호학 문항은 각 총 40문항으로, 문항 난이도, 학습목표 분류별 

문항 수 및 학습내용은 모두 동일하였다. 즉, 두 군에 적용한 중재의 

차이점은 멀티미디어 문항과 텍스트 문항이라는 것이었다(Figure 4). 

 

 

Figure 4. NCE System multimedia item vs text item 

 

실험군은 NCE System 사용 직후에 시스템 사용성,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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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이용 경험이 어떠했는지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조군은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 

사용 직후 시스템 사용성, 효과성, 학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시스템 

사용성은 두 군에게 동일한 설문 문항으로,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공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간호역량 

점수는 시험을 종료한 후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는 정답문항 개수의 총합 

점수이다. 효과성과 학습만족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자 배정된 

중재를 경험한 후 두 군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Figure 5). 

 

Group Intervention Post test 

Experimental       Xe        E1 

Control       Xc        C1 

Note. E1 = Usability, Effectiveness, Learning satisfaction, FGI 

C1 = Usability, Effectiveness, Learning satisfaction 

Xe = Using NCE System 

Xc = Using text-based test system  

 

Figure 5.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3) 연구 대상 

(1) 양적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1년 9월 서울 소재 일개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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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 소재 일개 간호대학 3, 4학년 학부과정 학생 

나. 기본간호학 간호 술기 실습과 임상실습 기경험자 

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본 연구 대상자는 기본간호학 간호 술기 실습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3, 4학년 학부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수 산출을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에 근거하여(Kang & Suh, 2018), 본 

연구에서는 0.7로 하였으며 단측검정,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로 

했을 때 각 군당 26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다. 모집할 대상자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각 군에 30명씩 총 6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 

참여자 수는 총 60명이었다.  

참여대상자의 배정은 연구보조자 1인이 

무작위할당프로그램(https://www.randomizer.org/)을 사용하여 단순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30명으로 나누었다. 참여대상자는 

본인이 실험군이나 대조군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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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적 연구 대상자 

 질적 연구는 실험군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 포커스 그룹 면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그룹 당 4~6명으로 

나누어 총 4그룹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총 19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4) 연구 측정도구 

(1) 양적 연구 도구 

본 연구 참여대상자들에게 사후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스템 사용성, 효과성, 학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문헌, 기존 도구의 문항 일부를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고, 전문가(간호대학교수 및 임상경력 5년 이상 

간호사 3인)에게 연구 시작 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가.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최근 성인간호학 평균 성적, 

임상실습 만족도, 모바일 기반 평가 경험을 조사하였다. 

 

나. 시스템 사용성 평가 

시스템 사용성 평가는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성을 조사한 것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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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e(1996)이 개발한 “System Usability Sale” 를 윤종원, 임성수, 

& 조성배(2010)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용성 척도는 시스템 편리성, 복잡성, 안정성, 

사용성을 측정하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수 번호의 긍정 

문항과 짝수 번호의 부정 문항 각 5문항씩이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계산 방법은 홀수 문항의 값에 1을 빼고, 짝수 문항의 값에서는 

5를 뺀 후 절대값을 취하여 각 항목값을 모두 합산한 후 2.5를 곱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Sauro(2016)의 연구에 따르면 SUS 

결과값이 68점인 경우가 50 백분위수에 해당되는 값으로 평균 68점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면 해당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Bangor, Kortum, & Miller, 2009; Sauro & Lewis, 2016). 

 

다. 간호역량 점수  

간호역량은 시험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시스템에 탑재된 총 

4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난 후 정답을 맞추었을 때, 각 1점씩 배점하여 

총 40점 만점으로 계산한 값이다. 대상자들이 정답을 맞춘 문항 수만큼 

총점이 계산되어 관리자용 시스템 정보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성인간호학 성적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간호역량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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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CE System의 효과성 

NCE System의 효과성 측정 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기반 시험을 수행한 연구(Jang & Suh, 2021)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도구는 

9문항 11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도구를 수정·보완한 이유는 중재연구로 인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에 매칭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 

10문항은 편리성 1문항, 이점 4문항, 유용성 4문항, 만족도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성인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경험 5년 이상의 성인간호학 강사 3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았으며 I-CVI (item-level CVI)는 1.00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 범위는 10-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NCE System 효과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8이었다. 

 

마.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영상을 활용한 

플립러닝 강의에 대한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서영진 & 서응교, 2019). 학습만족도 도구는 5문항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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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 범위는 5-25점까지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학습만족도 신뢰도 .6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9이었다. 

 

(2) 질적 연구 도구 

 질적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NCE system을 사용한 후, 사용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평가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은 기존의 문항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평가 방식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앞으로 이와 같은 평가 시스템이 활용된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자료수집 방법 

(1) 양적 연구 자료수집  

   가. 참여자 모집 및 중재 적용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학교 게시판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47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모집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 순서대로 

대상자들에게 연구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무작위 배정 컴퓨터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시스템 관리 서버

에 등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본인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

고, 연구자 또한 그룹 배정을 알지 못하는 이중맹검법(double blind)을 

적용하였다.  

중재 전 참여자들에게 평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메일로 발송하여 시스템 접근방법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알

려주었다.  

자료수집은 대조군(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군)과 실험군(NCE 

System군)을 구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첫 4일 동안은 

대조군이, 다음주 4일 동안은 실험군 순으로 실시하였다. 중재 중 

오류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중재 전에 전달 받은 링크 주소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하였다.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 로그인 시 본인의 

연구용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성인간호학 

40문항을 50분 동안 자유롭게 풀도록 하였고,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시스템 사용성, 효과성, 학습만족도의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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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6). 

 

Figure 6. Flow diagram of participant progress through the study 

 

(2) 질적연구 자료수집  

 NCE System 사용 후, 실험군 참여자에게만 시스템 경험 후의 

만족도, 장점, 느낀 점,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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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참여 대상자의 

의견을 집단 면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집단적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방법이다(Morgan, 1997). 면담 참여자들에게 NCE System 사용 

경험은 어떠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4~6명 정도의 학생을 한 그룹(3학년 1명, 4학년 3명 이상)으로 

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인원수가 제한되어 Zoom을 통한 온라인 

그룹 면담 방식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30명의 실험군 참여자 중 

19명의 학생들이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고, 4~6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총 4회 포커스 그룹 면담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기 전 익명성, 자발성, 비밀 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동의 하에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한 후 

연구자가 필사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개인 

면담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자가 필사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1) 양적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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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시스템 사용성, 간호역량 점수, 

효과성, 학습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조사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역량 점수, 효과성, 학습만족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p<.05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질적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Braun & Clarke, 2006). 먼저, 녹음된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로 녹취록을 만들었다. NCE System 사용 경험에 대한 주요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위해 필사한 모든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필사본에서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을 찾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화하였다.  

생성된 코드들은 유사한 개념으로 모아 잠정적인 주제를 정하고 

분류하였다. 주제를 확인하는 단계로 추출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연관된 개념들로 연결하여 범주화하였다. 각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최종 주제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주제들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질적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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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및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Sandelowski, 

1986). 먼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NCE 

System을 사용한 경험을 참여자가 표현한 대로 충실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NCE System 사용 경험에 대한 

진술이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여 풍부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에게도 의미있고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제3자가 연구의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집필한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가능성을 위해 

연구자의 의견은 최소화하고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과거 경험이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IRB No.2106/004-017).  

 본 연구 대상자들을 위한 서면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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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중재, 자료의 관리, 연구자의 연락처, 연구 참여로 얻게 되는 

이점 등을 적시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연구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양적 자료는 사전 사후 분석을 위하여 

고유번호를 포함하였으나 연구 담당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커스 그룹 면담의 녹음 파일은 암호가 설정된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신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동의서는 3년, 그 외 연구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5년간 보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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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 문항 개발 영역과 둘째, 간호대학생들에게 

NCE System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으로 확인한 결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개발 

1)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Mobile-based, 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이하 NCE System) 문항은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의 10개 대분류(인체 시스템별)를 기준으로 각 

대분류당 4문항씩 총 40문항을 개발하였다(부록 1). 각 학습목표   

대분류는 3~4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져 있어, 중분류당 한 문항씩 

균등하게 문항을 출제하였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문항개발 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문항의 난이도를 ‘하’ 10문항,‘중’ 

20문항, ‘상’ 10문항으로 개발하였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8). 

동일한 대분류내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문항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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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지 않도록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하에 제시된 핵심질환을 

참고하여, 당뇨, 고혈압, 암,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퇴행성질환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수술 후 간호, 출혈, 빈혈, 수혈 등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중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상단에는 간호과정에 의거해 기술한 

소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성인간호학 학습목표(Learning objectives), Bloom’s 교육목표 

분류, 난이도에 따른 문항개발 결과를 요약하였다(Table 4). 

 

Table 4. Configuration of NCE System 

No Learning objectives of 

Adult Health Nursing 

Bloom’s 

taxonomy 

Difficulty 

1 2 3 4 5 6 7 8 9 10 C P A L M H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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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    ● 

Total 4 4 4 4 4 4 4 4 4 4 20 15 5 10 20 10 

Note. C: Cognitive, P: Psychomotor, A: Affective; L: Low, M: Middle, H: High 

 

2) ARCS 학습동기 이론의 적용 

NCE System은 학습동기 이론(ARCS)의 주의집중(Attention, 

A), 관련성(Relevance, R), 자신감(Confidence, C), 

만족감(Satisfaction, S)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학습자의 

주의집중(A)을 위해서는 시험 문항에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호사로서 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문항에 넣어 학습의 임상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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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으로써 관련성(R)을 확보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각 문항 상단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간호중재를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C)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학습결과에 대한 만족감(S)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기 ARCS의 4가지 전략을 NCE 

System에 적용한 예를 표로 제시하였다(Table 5). 

 

Table 5. ARCS Main Strategy of NCE System 

ARCS Main strategy 

Attention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간호역량 평가 방식에 호기심을 유발하여 

참여하도록 함 

·간호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위해 사진,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활용함 

·멀티미디어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시키도록 함 



 

 

 

 

57 

Relevance 

 

 

·간호사-환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사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함 

·임상 환경과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적용하여 친밀성을 가지도록 함 

·성인간호실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여 간호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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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간호대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긍정적 기대감을 높임 

·각 문항 마다 학습목표를 제공하여 성공적 학습기회를 제공함 

·문항 난이도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Satisfaction ·새로운 매체를 통한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 

·NCE System을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도록 함  

 

 

3) Bloom의 교육목표에 따른 분류 

NCE System 문항은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세 영역에 맞게 개발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인지적 단계(Knowledge)의 문제의 예시로 

질환의 대표적 증상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개발하였다.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 피부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에서와 같은 증상을 보여주는 

질환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인지적 단계의 문항들은 이 영역에 속하는 

여섯 가지 속성, 즉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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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이 어떠한지 평가하였다. 

예를들어,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장기간 입원 중인 노인 환자에게 

간호술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준비 물품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해당 물품을 학습하여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심동적(Psychomotor) 영역은 관찰, 모방, 연습, 적응의 4가지 

속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간호를 수행하는 태도(Attitude)를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예로,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을 사정(assessment)하는 간호상황 

동영상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정의적(Affective) 영역에 속하며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5가지 속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요컨대, NCE System에서 개발한 

성인간호학 40문항은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의거할 때, 인지적 

영역 20문항, 심동적 영역 15문항, 정의적 영역 5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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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CE System Items based on Bloom’s Taxonomy 

Classification  

No Content Bloom’s Taxonomy 

1 Nursing intervention after THA 

 

C- Application, Analysis 

2 Nursing education for Cushing 

syndrome patient 

C- Synthesis, Evaluation 

3 Skin integration disorder 

assessm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4 Electrolyte imbalance  

intervention 

C- Synthesis, Evaluation 

5 Therapeutic communication 

 

A- Valuing, Organization  

6 TBI patient intervention 

 

C- Application, Analysis 

7 Dysuria patient intervention 

 

P- Practicing 

8 Nutritional imbalance care 

 

P- Practicing 

9 Immune abnormality assessment 

 

C- Synthesis, Evaluation 

10 Narcotic analgesics medication  

 

P- Practicing 

11 Transfusion nursing priority 

 

C- Synthesis, Evaluation 

12 Dysphagia patient care  

 

C- Application, Analysis 

13 Electrolyte imbalance pati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14 Mobility disorder patient care 

 

C- Application, Analysis 

15 COPD patient intervention 

 

P- Practicing 

16 Management of emergency 

situation  

P- Practicing 

17 Self-insulin medication 

 

C- Knowledge,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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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atheterization priority 

 

A- Receiving, Responding 

19 Endotracheal suction care 

 

P- Practicing 

20 Fall prevention intervention 

 

P- Observing, Imitating 

21 Side effects managem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22 Hypoglycemic patient intervention 

  

A- Receiving, Responding 

23 Bedsore assessm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24 IBD patient assessment 

 

C- Application, Analysis 

25 Hepatic encephalopathy 

patient intervention 

P- Practicing 

26 Chest tube drainage management 

 

P- Observing, Imitating 

27 Performance of AST 

 

P- Observing, Imitating 

28 Glaucoma symptom assessm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29 Patient care after surgery 

 

C- Application, Analysis 

30 Parkinson patient nursing  

 

C- Application, Analysis 

31 Nursing education for angina 

pectoris 

A- Receiving, Responding 

32 Nursing intervention after 

Pulmonary function test  

P- Practicing 

33 Emergency situation  

 

A- Receiving, Responding 

34 Priority for hospitalization  

 

P- Observing, Imitating 

35 Trigeminal neuralgia patient care 

 

C- Knowledge, Comprehension 

36 Hypotension patient intervention 

 

P- Practicing 

37 Nursing education  

 

C- Knowledge, Com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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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Hearing loss assessment 

 

P- Observing, Imitating 

39 Pain management  

 

C- Knowledge, Comprehension 

40 Fluid imbalance nursing 

 

P- Practicing 

Note. A: Affective, C: Cognitive, P: Psychomotor 

 

4) 시스템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은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링크 주소를 

입력하고,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하면 할당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사용한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은 디자인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는 동일하였다. 대상자들은 차례로 문항을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문제를 풀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미처 풀지 못한 문항으로 되돌아와 문제를 클릭하여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어느 부분에서나 이전 문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위해 System Usability Survey (SUS) 

도구를 이용하였다(Table 7). SUS의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의 결과값을 

나타내며,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SUS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71±10.97이었다. 이는 시스템 사용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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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기준 점수인 68점보다 높아,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이 사용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Results of NCE System Usability Scale Both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0) 

No Items  Mean±SD 

1. I think I will use this system often. 3.22±0.85 

2. I think this system is unnecessarily complex. 3.45±0.67 

3. I think this system is easy to use. 3.52±0.65 

4. I need a technical person to use this system. 3.47±0.75 

5. I think the various functions in this system are 

well combined. 

3.03±0.80 

6. I think this system is too unstable. 3.50±0.60 

7. I think most people will quickly learn how to 

use this system. 

3.70±0.50 

8. I think this system is very difficult to use. 3.75±0.44 

9. I feel very confident using this system. 2.28±0.74 

10. I think I need to learn a lot to continue using 

this system. 

3.17±0.83 

 Total 3.31±0.68 

 

 

 

 



 

 

 

 

64 

2.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효과 평가 

1) 정량적 효과 평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대조군과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간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참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실험군 22.5세, 대조군 

22.2세 였고, 실험군에서 여학생이 28명, 남학생이 2명 그리고 

대조군에서 여학생이 27명, 남학생이 3명이었다. 학년은 실험군에서 

4학년 23명, 3학년 7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4학년 21명, 3학년 9명으로 

두 집단 간 나이와 성별, 학년 분포는 동질하였다. 최근 성인간호학 

성적은 실험군에서 A (A+, Ao, A-) 20명, B (B+, Bo, B-) 10명이었고, 

대조군에서는 A 21명, B 9명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불만족스럽다’ 실험군 2명, 대조군 6명,  

‘만족스럽다’ 실험군 14명, 대조군 11명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사용 경험은 

실험군에서는 ‘있다’ 로 응답한 참여자가 14명, 대조군에서는 ‘있다’ 로 

응답한 참여자가 8명이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경험은 실험군의 14명이 ‘있다’ 였고, 대조군의 7명이 

‘있다’ 로 응답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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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Two Groups at Baseline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30) 

 

 

t/χ2 

 

 

p 

n(%)/M±SD n(%)/M±SD 

Age(yr)  22.50±1.38 22.17±1.49 -0.899 .372 

Gender Male 2(6.7%) 3(10.0%)  

0.218* 

 

1.000 

Female 28(93.3%) 27(90.0%)  

Grade Third 7(23.3%) 9(30.0%)  

0.341 

 

.559 
Fourth 23(76.7%) 21(70.0%) 

Grade point 

average 

A(A+,Ao,A-) 20(66.7%) 21(70.0%)  

0.077 

 

.781 
B(B+,Bo,B-) 10(33.3%) 9(30.0%)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10.0%) 2(6.7%)  

 

 

 

3.608 

 

 

 

 

.462 

 Satisfied 14(46.7%) 11(36.7%) 

 Neutral 11(36.7%) 10(33.3%) 

 Dissatisfied 2(6.7%) 6(20.0%) 

 Very 

dissatisfied 

0(0.0%) 1(3.3%) 

MBT 

experience 

Yes 14(46.7%) 8(26.7%)  

2.584 

 

.108 
No 16(53.3%) 22(73.3%) 

MBT with 

multimedia 

experience 

Yes 14(46.7%) 7(23.3%)  

3.590 

 

.058 
No 16(53.3%) 23(76.7%) 

Note.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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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효과: 가설 검정 

가설 1.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험 

결과 점수인 간호역량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점수 차이값에 

대한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한 결과, 실험군은 28.63점, 대조군은 

27.73점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996, 

p=.324).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Nursing Competenc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N=60)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30) 

 

 

t 

 

 

p 

M±SD M±SD 

Total 

score 

28.63±3.33 27.73±3.67 -.996 .324 

 

가설 2.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효과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NCE System의 효과성은 편리성, 이점, 유용성, 만족도의 네 

가지 영역과 총점을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성 정도의 

차이값에 대한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한 결과, 편리성은 실험군 

4.83점, 대조군 4.57점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와 텍스트 문항에 대한 

이점에 대해 실험군은 4.43점, 대조군은 3.93점, NCE Syst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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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은 실험군 4.58점, 대조군 4.28점, 만족감은 실험군 4.73점, 

대조군 4.33점이었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간의 NCE System의 

효과성에 대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t=-3.295, p=.002),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특히, 간호역량 평가를 

위한 도구로 멀티미디어와 텍스트 문항의 이점을 묻는 문항에 대한 두 

집단간 평균점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NCE System Effectivene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N=60) 

 

 

Variable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30) 

 

 

t 

 

 

p 

M±SD M±SD 

Effectiveness Convenience 4.83±0.46 4.57±0.57 -1.996 .051 

Advantage 4.43±0.49 3.93±0.83 -2.839 .007 

Usefulness 4.58±0.48 4.28±0.50 -2.434 .018 

Satisfaction 4.73±0.45 4.33±0.66 -2.741 .008 

 Total 4.56±0.40 4.17±0.51 -3.295 .002 

 

가설 3.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은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학습만족도 정도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습만족도 차이값에 대한 independent t-

test를 시행한 결과, 실험군은 4.33점, 대조군은 3.84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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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가설 3은 지지되었다 

(t=-3.282, p=.002)(Table 11).  

 

Table 11. Comparison of Learning Satisfa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N=60)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30) 

 

 

t 

 

 

p 

M±SD M±SD 

Learning 

satisfaction 

4.33±0.54 3.84±0.62 -3.282 .002 

 

 

2) 정성적 효과 평가: 간호학생들의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 NCE System을 사용한 실험군 30명 중에 

19명(4학년: 15명, 3학년: 4명)이 인터뷰에 동의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NCE System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고 면담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질적 주제 

분석법(qualitative 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한 결과 

9개의 하위 주제와 이 주제들을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는 3개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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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방법을 경험함’ 및  ‘간호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이었다(Table 1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진이나 이미지 문제는 실제 임상실습에서 

접하였던 내용으로 이전의 실습 경험이 연상되었다고 하였다. 간호상황 

동영상을 통해서는 환자와 간호사의 반응을 보고 이론적 지식으로만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활용 콘텐츠가 미래 학생교육과 평가에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영상 속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었고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NCE System 사용은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70 

Table 12. Themes on the Experience of NCE System  

핵심 주제 주제 하위 주제 

 

 

 

 

 

 

새로운 

학습콘텐츠로 

생생한 

간호실무를 

효율적으로 

학습함 

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익함 

`·생생한 환자의 반응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음 

 ·시험을 치면서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음 

 ·음성, 이미지, 동영상을 통한 

학습의 폭이 넓어짐 

2. 새로운 학습방법을 

 경험함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흥미로움을 느낌  

 ·시험을 치면서 학습이 가능하여 

효율적이었음 

 ·총체적 맥락에서 간호중재에 

대해 생각하게 됨 

3. 간호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간호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었음 

 ·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역량 

학습을 경험함 

 ·부족한 임상 실습에 보완적인 

학습도구임. 

 

 

주제 1.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익함 

참여자들은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평가 문항을 풀면서 학습 

내용에 생동감과 흥미로움을 느끼고, 평가 문항에 집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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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텍스트 문항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이해하기 쉬웠다고 진술하였다. 

1) 생생한 환자의 반응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음 

     학생들은 간호상황 동영상을 통해 환자와 간호사의 반응을 간접

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고,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간호중재

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동영상으로 간호상황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동영상 문제를 풀면서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환자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임상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G2-1) 

 

“저희가 수업 중에 배우는 것이 이론적인 것은 많지만 실제 간호 현장 

상황을 보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G3-2) 

 

“종이시험을 볼 때는 글로만 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제가 온전히 

상상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동영상으로 아예 그 

상황을 보여주고 환자의 반응에 따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간호중재를 해야 하는지가 더 잘 보여서 문제를 풀 때도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G2-4) 

 



 

 

 

 

72 

2) 시험을 치면서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음 

학생들은 글자로만 이루어진 시험에 비해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고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약물이 과거 실습 경험과 연결되면서 더 기억에 잘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시험을 치면서 글자로만 이루어진 시험이나 공부보다는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오감을 활용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G1-1) 

 

“멀티미디어 시험을 보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특히, 동영상 자료가 저는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요.” (G4-3) 

 

“저는 문제를 풀면서 도움이 된다고 느꼈던 게 실습현장에서 보는 

물품들이랑 이론에 나오는 특정 질병에 대한 물품, 약물을 보면은 그 

두개가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품들이 

나와있어서 실습을 할 때 봤던 현장들이랑 연계가 되면서 머릿속에 

기억에 더 잘 남기도 했고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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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 이미지, 동영상을 통한 학습의 폭이 넓어짐 

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시험에서는 

불가능한 유형의 문제들까지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학습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문항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지필고사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언어적인 

표현들까지도 문제에서 볼 수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G1-3) 

 

“이번 시험은 문항 이동이 자유로워서 좋았고, 영상이나 그림 같은 것이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필로 시험칠 때보다 좀 더 다양한 범위의 

것을 물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이해가 쉬웠어요.” (G2-2)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사실 

환자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표출하는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중재해야 하는 것을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G5-1)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이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생동감 있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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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소통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2. 새로운 학습방법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평가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신선함을 느꼈다. 동영상을 통한 학습으로 지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에 이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1)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흥미로움을 느낌 

    학생들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학습내용에 흥미와 현실

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적극

적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영상으로 보거나 그

림으로 접하면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멀티미디어를 통해 잘 

와 닿았던 것 같아요.”(G2-2) 

 

“새로웠어요. 그냥 시험에서 글자로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는 읽기

가 싫은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부담이 될 되는 느낌, 흥미도 있었어

요.” (G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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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비강 캐뉼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미리 알고 임상에 갈 수 

있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영상에서 흥미로웠던 건 간호사 선생님으로 역

할을 하셨던 분의 말들을 통해서 실제로 ‘임상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 되

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동영상으로 풀었던 문제

가 굉장히 좋았어요.” (G1-1) 

 

2) 시험을 치면서 학습이 가능하여 효율적이었음.   

    학생들은 간호역량 평가 방식이 단순히 평가를 넘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특정 간호술기 문항에서는 단순

히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기억

이 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지속적으로 익힌

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제가 배운지가 좀 되어서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영상 사례나 물

품 사진들을 보니까 ‘맞아,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생

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이전 시험은 줄글로 나오니까 

똑같은 사례이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

다는 것을 느꼈어요.” (G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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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생리식염수 등 물품 사진을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로 

실제로 보니까 좀 더 현장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습을 나갔을 때 항상 보던 물품

이라서 더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G5-2) 

 

“직접 저희가 미리 체험을 해보는 느낌? 학습과 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거 같아요.” (G3-2) 

 

“시험을 치면서도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G2-4) 

 

“저는 유치도뇨 실습을 한 것이 사진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론이 머릿

속에 떠오르기보다 제가 손에 익은 것이 즉, 상황적 경험에서 연결이 되

어 나오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글자로 보면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눈

으로 상황을 연결해서 보니까 실습할 때 순간들이 기억이 더 잘 떠오르

는 것 같았어요.” (G3-1) 

 

3) 총제적 맥락에서 간호중재에 대해 생각하게 됨 

간호사는 환자를 통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이므로 글자로는 간호역량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고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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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 한 학생은 간호학 이론을 공부할 때 간호실무와 거리감을 느

낀다고 말하면서 NCE System이 기존의 교육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저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쓰는 거지?’ 입력은 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이론을 끝내고 실습을 시작할 때 나름 딜레마였거든요. 그런데 이

렇게 시험을 본다면 학습과 평가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어

요.”(G5-4)   

 

“의사나 간호사는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으로 엑팅이 꼭 필요하고 이것

은 글로만으로 채울 수 없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직업

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동영상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G3-3) 

 

“아무래도 필기시험은 문제들의 의도가 특정 질환이고 여기에 맞는 간

호를 해라, 이런 식이라면 이 평가 시스템은 투약오더 전체를 보여주니

까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하는지 파악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G4-1)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생들은 기존의 시험방식으로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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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던 실제적 간호에 대한 배움을 NCE System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습방법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3. 간호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학생들은 실습 시간에 술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았지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환자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간호중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전인적인 

간호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느꼈다고 하였다. 

1) 간호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느낌을 받음 

    간호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이지만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임상 상황을 보는 느낌이어서 공감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로

서 실제 임상에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상으로 간호상황과 사진으로 준비물품 사진이 있었는데 그냥 

이론적인 지식만 문제를 풀면서 쌓는 느낌이 아니고 간호현장을 미리 

익힐 수 있고 익숙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제 역량 향상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G3-4) 

 

“단순히 서면으로 시험을 볼 때는 이론적 지식만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실습이나 간호실무에 대한 역량을 함께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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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아서 추후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G2-3)  

 

“확실히 현실감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직접 처치를 해야 한다는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니까 ‘아, 

진짜로 우리 손으로 이걸 하는거구나’ 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G2-2) 

 

2) 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역량 학습을 경험함 

    학생들은 간호상황 영상을 보면서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어 만족하였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중에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시험을 보는 과정인데 학습이 되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환자랑 의사소통 하는 과정 같은 

영상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의사소통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학습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G2-4) 

 

“저는 심전도 문제가 좋았어요.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는데, 정말로 

심전도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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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요.” (G5-4) 

 

“이전의 지필고사와는 다르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의 

간호역량을 평가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G3-5) 

 

3) 부족한 임상실습에 보완적인 학습도구임 

    임상실습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평가 방식이 현재 교육내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학습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암기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NCE System과 같은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EKG, 투약오더 같은 문제가 기존의 시험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환자에게 8시에 무엇을 투약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문제가 주어졌는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제를 보면서 실습을 

많이 못 나갔거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G3-2)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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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요. 이런 형식은 처음 봤는데, 실습센터나 임상실습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임상실습을 보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G2-4) 

 

“앞으로는 단순히 시험을 보는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간호현장이나 

임상실습에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이나 임상실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G2-1) 

 

“핵심간호술기 할 때는 준비물이 다 준비된 상태니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그냥 외운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 이것은 안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임상에 가면 특정 

간호술기에 필요한 물품을 머릿속에 정해놓고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G1-1)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실무를 미리 경험하면서 자신의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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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NCE System의 간호역량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기반의 기존 평가(대조군)와 비교해서 NCE System 평가 

방법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CE System 효과성과 

학습만족도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는 참여자들이 NCE System을 통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수용하고, NCE System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 

방식에 흥미로움과 성취감을 표현하였고, 간호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학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간호역량 평가 문항 개발’ 과정과 ‘간호학생들에게 적용한 효과 및 

경험’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특징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간호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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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라는 것이다.  

NCE System은 ARCS 학습동기 이론의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주의집중(Attention)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간호상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친밀성을 높이고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관련성(Relevance)은 간호사로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학습목표와 간호중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간호수행의 자신감(Confidence)을 높였다.  

NCE System의 평가 문항은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을 

기반으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에 따라 핵심질환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된 평가 

문항은 간호대학 교수, 임상간호사, 임상강사로 구성된 전문가 4인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연결성, 난이도,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 

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참여학생들의 간호역량 측정을 위해 각 

문항을 Bloom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인지적(지식), 심동적(임상 기술), 

정의적(태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국 간호교육에서도 전공별 학습목표에 따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ang, Lee, & Cho, 2019). 전해질 불균형 학습 분류에 

따라 ‘간경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고칼륨혈증’ 에 대한 간호 시뮬레이션 

결과,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향상되었다(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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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Oh, 2013). 내분비 조절 장애 분류에 따른 ‘응급 고혈당 환자’ 

중재 연구에서는 실험군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ng & Jeong, 2015).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 지식과 

이를 근거로 정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가 필수적이다. 졸업 

후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직무 달성을 위한 필수적 간호역량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간호교육현장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이선경 등.,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지식과 실무를 

연결하여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애니메이션, 사진, 도표,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텍스트 문항에서는 

불가능 했던 간호중재, 환자교육, 간호상황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성인간호학   

40문항은 Word 파일 안에 문항 template으로 정리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시스템 사용자인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용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배정된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시스템 운영 및 디자인 설계는 

동일하였다.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참여학생들의 사용성(SUS)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2.71±10.97이었다.  이는 사용 가능성 

평가의 기준 점수인 68점 이상으로 평균보다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85 

해당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히 학습을 하거나 학습에 대한 퀴즈 

형식의 평가에 그쳤던 모바일 교육 콘텐츠와의 차별성을 가진다(Nikou 

& Economides, 2018). 또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모바일 교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의 

가치와 실제적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반복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성과 공유성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진, 음성,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활용하여 간호학생들에게 기존의 지필시험과는 다른 새롭고 흥미로운 

평가 방식 체험을 제공하였다는 점, 둘째, 언택트 시대 비대면 교육 

환경에 기반한 온라인 클라우드 평가 방식으로 그 활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점, 셋째,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습도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 넷째,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간호실무의 현장감을 구현하여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간호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에 이은 온라인 평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학습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추후 간호학생들을 위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해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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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된 평가 시스템을 실제 시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오류나 부정행위 방지, 공정성 확인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Lee, 

Kim, Park, & Henning, 2021).  

 

2.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의 

효과 평가 

 최근 모바일 기기는 교육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콘텐츠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Coulby, Hennessey, Davies, & 

Fuller, 2011; Dalby & Swan, 2019; Fuad, Deb, Etim, & Gloster, 2018). 

이에 NCE System은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도구로서 그 

효과를 입증한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 설계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 60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30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을 적용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의 

간호역량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NCE System 

효과성과 학습만족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생들의 간호역량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평균 1점 정도 

더 높았지만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CE System이 기존의 텍스트 기반 시험만큼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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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 객관적인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NCE System 효과성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효과성은 크게 편리성, 이점, 유용성, 만족도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간호학 교육에서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기반 평가(Smart device-based 

testing, SBT)를 적용한 연구에서는 SBT의 만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Lee et 

al., 2020). 또한, 학생들은 SBT가 의학 지식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필시험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도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Kw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바탕검사 

(Ubiquitous-based testing, UBT) 전·후 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도구로서 UBT의 유용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 답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항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고, 다른 영역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기존 

지필시험과 UBT 성적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이점에 대한 실험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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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평균점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교육 콘텐츠에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적 효과가 포함된 자료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와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Low et al., 2011; Von 

Jan, Noll, Behrends, & Albrecht, 2012).  

의대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문항이 실제 임상환경에서와 

같은 현실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임상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 Hwang, 

2016). 전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SBT 모의시험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멀티미디어 문항 효과에 대한 점수가 높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h, 2012).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평가 

경험이 있는 학생 수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두 군이 동질하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 중재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SBT의 경험이 가장 많은 그룹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BT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Lee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의 MBT 경험이 NCE System에 대한 효과성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교육 내용을 평가할 때, 학습만족도, 학습동기, 태도는 정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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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Palmer & Koenig-Lewis, 2011). 

ARCS 학습동기 요소를 적용한 연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학습동기와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Lin, 2009; Hodges & 

Kim, 2013). 본 연구에서는 NCE System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학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을 활용한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글자로만 

이루어진 학습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 Johnson, 2007; El-Sayed & El-Sayed, 2013; King 

& He, 2006). 이는 ARCS 학습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필시험은 통합적 사고능력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기억하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어, 직무의 현실성 

또는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중심의 

멀티미디어 문항을 개발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실제 직무상황에서의 

역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적용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Lim, 

2014). 하지만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데는 개발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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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NCE System을 사용한 학생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학습콘텐츠로 생생한 간호실무를 

효율적으로 학습함’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익함’ 으로 생생한 환자의 반응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았고 시험을 치면서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자극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출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경험함’ 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흥미로움과 신선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전인적 관점에서 간호중재를 

생각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간호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고 부족한 임상실습에 보완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였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점수는 두 

군간 차이가 없어 텍스트 기반 시험과 비교할 때, 대체가능한 평가 

시스템임이 입증되었다. NCE System 효과성과 학습만족도에서는 

실험군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이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호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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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을 통하여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NCE System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제공하여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긍정적 경험을 

심어주었다고 하겠다.  

한편, 학생들은 NCE System의 기능적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특징적인 것을 언급하자면, 시스템 장점으로는 

마지막에 자신이 푼 문제와 풀지 않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실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문항에서 제시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컬러풀하고 확대하여 볼 수 있어 

가독성이 좋았으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덜 되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을 큰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이에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 적용 시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 오류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좋은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필고사에서 

메모하면서 푸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메모기능이나 펜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NCE System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학습경험과 평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확인하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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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통합하는 간호역량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NCE System은 

간호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간호실무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NCE System을 간호교육에 도입하는 시점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간호학 간호 술기 실습과 병원 임상실습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Benner(2009)의 이론에서 

진전된 초보자(advanced beginner)의 수준으로, 2년 이상의 학부 

수준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시대의 간호교육 

 4차 산업혁명의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은 교육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언택트 활동은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교수학습 방법에도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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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습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활성화 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Chuang, 

Lai, Chang, & Wan, 2018; Lin & Lin, 2016; Strandell-Laine et al., 

2018; Yoo & Lee, 2015). 모바일 콘텐츠는 특히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면 학습성과가 향상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allegos, 

Gehrke, & Nakashima, 2019). 본 연구는 단순히 학습만이 아닌 모바일 

평가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간호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적용 범위 확장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최근 새로운 교육 매체로 

대두되는 기술로 온라인 교육보다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성소민 & 이민구, 2017; Kilmon, Brown, Ghosh, & 

Mikitiuk, 2010; Yu, Yang, Ku, & Mann, 2021). 가상현실은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성취도, 몰입감,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임상기술, 의사소통에서 

정교한 실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적용하여 경험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Goh & Sandars, 202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글자와 음성을 이용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Chan & Z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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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크게 

증가시켰다. 빅데이터 기술은 특히 보건 전문 교육, 연구 및 실습에 큰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중요하다(Ellaway, Pusic, Galbraith, & Cameron, 2014). 예를 들어, 

교육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결과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화한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로서, 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개인 수준의 역량 데이터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Schwerdtle & Bonnamy, 2017). 본 

연구에서 개발한 NCE System은 간호교육의 디지털화 과정을 

발전시키는데 잠재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교육 패러다임은 단순히 암기식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 

과정과 학습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상호작용하는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시스템안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최연구, 2017).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자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들은 제한이나 

비용없이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는 의료인이다. 간호사는 디지털 시대 변화의 

주체로서 고도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오의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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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필수적 간호역량을 위한 새로운 

학습 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변화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들의 동질성 보장을 위하여 서울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서만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타대학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제한점은 학습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NCE System 적용 전후 차이의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학습만족도에 대해 일회성으로만 효과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간호역량 측정을 위해 각 문항을 

Bloom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적 영역의 여섯 단계는 모두 적용하였으나, 심동적 및 정의적 

영역의 가장 상위 단계의 속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체계적 

사전 설계를 통하여 모든 하위 속성을 적용한 평가 시스템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간호역량 측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기술화의 어려움으로 실제 구현하지는 못하였다. 모바일 간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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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라는 장점으로 인해 간호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을 간호교육 과정에 

적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여 좀 더 적극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간호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임상사례들을 성인간호학 교과목의 지식과 통합한 평가 

문항의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환자 사례에 대한 학습내용을 체계화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 문항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2)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체계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간호사 국가고시가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간호교육현장에서 향후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이 다각도로 개발되어 간호학생 교육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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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역량 평가 문항은 학생들이 간호사 

역할을 공감하고 간접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 간호역량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환자 안전문제로 부족한 임상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매체로 역할을 

한다면 향후 NCE System과 같은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은 간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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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NCE System)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혼합방법연구이다. 정량적 효과 평가를 위해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 적용 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점수, 효과성과 

학습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정성적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NCE System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 이론(ARCS)의 요소를 반영하여 

학습내용을 구성하였고,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에 근거하여 

성인간호학 내용으로 간호역량을 평가하는 총 40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문항은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에 탑재되었다.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 설계로 총 60명의 간호대학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30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NCE System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텍스트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역량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NCE System이 텍스트 기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NCE System의 효과성과 

학습만족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해 실험군 19명을 대상으로 NCE 

System의 학습 경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NCE System을 사용한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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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유익함’, ‘새로운 학습방법을 경험함’, 

‘간호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의 긍정적인 학습 효과와 학습 경험을 확인하였다. 추후 간호 

교육 커리큘럼에 확대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학습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두 개 이상의 대학 범위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통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정도 차이를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추가 반복 연구를 통한 다양한 범위와 영역(아동, 모성, 

지역, 관리)의 간호실무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그쳤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평가 종료 후 학생들에게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확대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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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간호역량 평가 문항 

Multimedia(Experimental) Group Text(Control) Group 
4. 다음 심전도 사진을 보고 환자에게 예상되는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1) Calcium gluconate를 정맥으로 서서히 주입한다. 

2)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우, 바나나, 오렌지주스 등을 

섭취하도록 한다. 

3) 포도당 용액에 속효성 인슐린을 섞어서 정맥 투여한

다. 

4) 이뇨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 

5) 생리식염수에 칼륨보충제를 희석하여 구강 투여한다. 

4. 심전도 결과 Tall or Peaked T waves 가 

나타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1) Calcium gluconate를 정맥으로 서서히 주

입한다. 

2)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우,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을 섭취하도록 한다. 

3) 포도당 용액에 속효성 인슐린을 섞어서 

정맥 투여한다. 

4) 이뇨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 

5) 생리식염수에 칼륨보충제를 희석하여 구

강 투여한다. 

 

7. 다음은 45세 여성 환자로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어 신

장내과에 입원하였다. 담당 주치의는 유치도뇨를 삽입하

고 시간당 소변량을 확인하라는 처방을 내었다. 아래의 

사진을 유치도뇨 술기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A.                       B.  

 

7. 다음은 45세 여성 환자로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어 신장내과에 입원하였다. 담당 주치

의는 유치도뇨를 삽입하고 시간당 소변량을 

확인하라는 처방을 내었다. 유치도뇨 술기 순

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A. 유치도뇨세트에 일회용 윤활제를 짜서 준

비한다. 

B. balloon port에 연결된 주사기에 들어 있

는 증류수를 주입하여 ballooning을 시행한

다.  

C. 겸자를 풀어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잠근다. 

D. 소변수집주머니를 도뇨관과 연결한다.  

E. 도뇨관을 반창고로 대퇴에 고정시킨다. 

 

1) A-B-C-D-E 

2) C-A-B-D-E 

3) B-A-C-D-E 

4) A-C-B-D-E 

5) C-D-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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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1) A-B-C-D-E 

2) C-A-B-D-E 

3) B-A-C-D-E 

4) A-C-B-D-E 

5) C-D-A-B-E 

 

9. 다음 사진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32세 여성 환자는 

그 외 체중감소, 관절통, 발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증상을 대표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간호사가 교

육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처: 보건복지부) 

1)“감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셔야 해요” 

2)“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자외선차단제를 바르

세요” 

3)“관절염 예방을 위하여 최대 강도로 근육운동을 하세

요” 

4)“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투약을 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5)“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9. 전신 홍반성 낭창증(SLE)을 진단 받은 

32세 여성 환자에게 간호사가 교육할 내용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감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셔야 해

요” 

2)“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자외선차

단제를 바르세요” 

3)“관절염 예방을 위하여 최대 강도로 근육

운동을 하세요” 

4)“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투약을 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5)“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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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행성 관절염으로 금일 인공슬관절 치환술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65세 여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

제를 투여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준비해야 할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5)  

10. 퇴행성 관절염으로 금일 인공슬관절 치

환술 후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65세 여

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자 한

다. 간호사가 준비해야 할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Morphine 앰플 

2) 수액세트 

3) 3cc 주사기 

4) Ketoprofen 앰플 

5) Normal saline 50cc  

 

17.  

다음의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담당간호사가 교

육해야 하는 자가 주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약물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사 후 10초간 주

사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세요” 

2)“주사부위는 복부에만 맞으세요” 

3)“주사부위는 돌아가면서 맞으셔야 지방위축을 막을 

17. 휴물린엔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게 담당간호사가 교육해야 하는 자가 주사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약물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사 후 

10초간 주사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세요” 

2)“주사부위는 복부에만 맞으세요” 

3)“주사부위는 돌아가면서 맞으셔야 지방위

축을 막을 수 있어요” 

4)“사용중인 약물은 반드시 냉장실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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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요” 

4)“사용중인 약물은 반드시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5)“상완부는 흡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가장 추천 

드리는 부위입니다.” 

 

 

하세요” 

5)“상완부는 흡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가장 추천 드리는 부위입니다.” 

 

 

19.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장기간 입원 중인 80세 남성 

환자에게 특정 간호술기를 수행하려고 한다. 담당 간호사

가 해당 술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5)  

 

 

 

 

19.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장기간 입원 중

인 80세 남성 환자에게 특정 간호 술기를 수

행하려고 한다. 담당 간호사가 해당 술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흡인카테터  

2) 생리식염수  

3) 흡인 세트 

4) 멸균비닐장갑  

5) 윤활제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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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영상을 보고 담당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재로 옳은 것은? 

1)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여 환자에게 마시도록 한다. 

2)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투약을 중지한다. 

3) 환자에게 침상에 누워 잠시 휴식하라고 한다. 

4) 1시간 후에 인슐린 측정을 다시 하도록 한다. 

5) D20W 125cc를 정맥주사한다. 

 

22. 금일 점심 식전에 에피드라 인슐린 13단

위를 맞은 환자가 오후 4시경 담당 간호사를 

호출하였다. 환자가 어지럽고 식은땀을 호소

하는 상황에서 혈당을 측정하니 62가 나왔

다. 담당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재

로 옳은 것은? 

 

1)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여 환자에게 마시도

록 한다. 

2)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투약을 중지한

다. 

3) 환자에게 침상에 누워 잠시 휴식하라고 

한다. 

4) 1시간 후에 인슐린 측정을 다시 하도록 

한다. 

5) D20W 125cc를 정맥주사한다. 

 

23. 80세 남자 환자로 5개월 전 뇌졸중 진단 받고 좌측

마비로 침상 생활 중이다.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통

증 자극에는 움츠리는 운동 양상을 보인다. 기저귀를 착

용한 채 장기간 침상 생활로 1개월전 욕창이 발생하여 

매일 드레싱을 받고 있다. 다음은 환자의 천골 부위 욕창

사진이다. 이 환자의 욕창 단계는? 

1) 욕창 0단계 

2) 욕창 1단계 

3) 욕창 2단계 

4) 욕창 3단계 

5) 욕창 4단계 

23. 80세 남자 환자로 5개월 전 뇌졸중 진단 

받고 좌측마비로 침상 생활 중이다.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에는 움츠리는 

운동 양상을 보인다. 기저귀를 착용한 채 장

기간 침상 생활로 1개월전 욕창이 발생하여 

매일 드레싱을 받고 있다. 천골 부위에 피부

가 파여 피하조직이 노출된 완전 피부손상이

다. 그러나 뼈, 인대, 근육이 노출되거나 만

져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 환자의 욕창 단

계는? 

 

1) 욕창 0단계 

2) 욕창 1단계 

3) 욕창 2단계 

4) 욕창 3단계 

5) 욕창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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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제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27세 여성이 다음과 같은 증

상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을 대표하는 질환에 대한 간

호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2) 통증은 주로 하복부에 있다. 

3) 치료를 위해 항염제(steroid), 면역 억제제, 항생제 

등을 처방한다. 

4) 자극을 줄이기 위해 저단백 식이를 섭취하도록 한다. 

5)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4. 어제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27세 여성이 

잦은 설사, 복부 통증, 피로감, 입맛 없음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을 대표하는 질환에 대

한 간호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로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2) 통증은 주로 하복부에 있다. 

3) 치료를 위해 항염제(steroid), 면역 억제

제, 항생제 등을 처방한다. 

4) 자극을 줄이기 위해 저단백 식이를 섭취

하도록 한다. 

5)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3개월 전 폐암 진단 받은 53세 남자 환자로 금일 부

분 폐엽절제술 시행 후 아래의 사진과 같은 장치를 연결

하고 있다. 아래 장치를 관찰하던 담당간호사가 물의 파

동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

위로 옳은 것은? 

   

1) 환자의 자세를 바꾸어 보거나 기침을 유도한다. 

2) Tube 연결 선을 분리시켜 본다. 

3) 흉관을 일단 잠근다. 

4) 일단 그대로 두고 간격을 두고 관찰한다. 

5) 위 장치를 새 것을 교환한다. 

26. 3개월 전 폐암 진단 받은 53세 남자 환

자로 금일 부분 폐엽절제술 시행 후 밀봉흉

곽배액관을 연결하고 있다. 아래 장치를 관찰

하던 담당간호사가 물의 파동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위로 

옳은 것은? 

 

1) 환자의 자세를 바꾸어 보거나 기침을 유

도한다. 

2) Tube 연결 선을 분리시켜 본다. 

3) 흉관을 일단 잠근다. 

4) 일단 그대로 두고 간격을 두고 관찰한다. 

5) 위 장치를 새 것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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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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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간호대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통합적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책임자명: 장 소 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통합적 간호역량 평가를 위해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

용한 입체적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간호대학에

서 간호 이론과 실습을 이수한 학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

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장소영 연구원(02-740-8831)이 귀하에게 이 연구

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

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의 통합적 간호역량 평가를 위해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활용한 입체적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간호대학에서 기본간호학 이론과 실습을 이수한 만 18세 이상 현재 3학년과 4학년 학

부과정생 60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는 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며, 참여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2)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달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중재를 시

작하게 됩니다.  

3) 중재 전 5분 동안 인구학적 조사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후,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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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문항에 답하게 할 것입니다(50분 소요예상).  

4) 모바일 기반 평가 시스템의 문항은 객관식 문항을 포함하여 비디오클립,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입니다.  

5) 중재를 마치고 나서는 본 연구의 입체적 평가 시스템 사용경험과 사용성 평가와 관

련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설문조사 5분). 이로서 설문조사연구는 마치

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전조사 5분, 테스트 50분, 사후설문조사 5분으로 총 1시간 정도 소요되며, 1회로 참여

는 종료됩니다. 만일 귀하가 추가로 진행될 포커스그룹면담 참여에 동의한다면 20분 동

안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귀하의 의견에 따라 자료화하거나 폐기할 수 있

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전공교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것과 유사한 문항이므로 연구 참여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

험요소는 최소한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아날로그 형식의 

평가 방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참여하게 되므로 향후 간호역량 평가방법

이 IT와 접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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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성적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장소영(02-740-8831)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조사지에 기입한 연령, 성별, 학년, 최근 학기 성인간호

학 교과목 평점입니다. 성적을 수집하는 목적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평가 시스템

의 결과 점수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장소영 연구책임자 및 지

도교수인 공동연구자 서은영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연구책임자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연구실 내 장금장치

가 달린 캐비닛에 보관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입

니다.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

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

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

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

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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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 소 영 전화번호: 02-740-8831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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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간호대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통합적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책임자명 : 장 소 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

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나의 정보(본인이 조사지에 기입한 성인건강간호학I 교과목 성적)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추가 진행되는 포커스그룹면담 참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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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하시거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연령은 만 (        )세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학년: ① 3학년 ② 4학년 

4. 가장 최근 받았던 성인간호학 성적은? 

① A (A+ A0 A-) ② B (B+ B0 B-) ③ C (C+ C0 C-) ④ D (D+ D0 D-) 

5. 현재 임상실습 만족도는? 

① 아주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아주 만

족스럽다 

6.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간호역량 평가시스템 사용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7. 멀티미디어(사진,그림,동영상)를 활용한 모바일기반 간호역량 평가시스템 사용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135 

Table 4.1. 학습만족도 (공통) 

다음은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 경험 후 학습만족도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답에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

지않

다(1)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 

1. 모바일기반평가의 내용은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모바일기반평가는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3. 모바일기반평가의 수준은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4. 모바일기반평가는 학습 내용 습득에 도움을 주

었다. 

     

5. 모바일기반평가는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데 도움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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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Text Group 

다음은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답에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

지않

다(1)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 

1. 모바일평가시스템의 사용은 편리 하였다.       

2. 텍스트문항은 문제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텍스트문항은 간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되었다. 

     

4. 텍스트문항은 간호 사례를 더 잘 이해하게 하였

다.  

     

5. 텍스트문항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과

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모바일기반평가는 통합적 간호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7. 다른 영역(아동, 기본, 여성간호)의 평가에도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8. 간호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역량 평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모바일평가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

각한다. 

     

10. 모바일평가시스템 경험은 만족스럽다.      

 

 

 

 

 

 

 

 

 

 

 

 

 



 

 

 

 

137 

Table 4.3.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Multimedia Group 

다음은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답에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

지않

다(1)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 

1. 모바일평가시스템의 사용은 편리 하였다.       

2. 멀티미디어(사진,그림,동영상)문항은 문제의 의도

나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멀티미디어문항은 간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멀티미디어문항은 간호 사례를 더 잘 이해하게 

하였다.  

     

5. 멀티미디어문항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일하

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모바일기반평가는 통합적 간호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7. 다른 영역(아동, 기본, 여성간호)의 평가에도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8. 간호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역량 평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모바일평가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생

각한다. 

     

10. 모바일평가시스템 경험은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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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사용성 평가(System Usability Scale) 

다음은 모바일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답에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

지않

다(1)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5) 

1.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

다. 

     

2.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3.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

다. 

     

4.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5.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잘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이 너무 불안정 하다고 생

각한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의 사용

법을 빠르게 익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이 사용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9.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10. 이 모바일평가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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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pplication of  

Mobile-based, 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for Nursing Students 
 

Soyoung Ja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mobile learning   

is being adopted to nursing education field rapidly. A Mobile-based 

Test (MBT) is a method where one can evaluate students' learning 

results by using mobile devices (PDAs, Mobile Phones, Tablets). 

This has emerged as a new method of evaluation which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per-based Test (PBT).  

MBT, which includes items using multimedia, is useful 

because it can evaluate students' comprehensive nursing competency 

by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the clinical field beyond simply 

evaluating memorized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bil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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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utilized, Nursing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NCE 

System) based on the elements of the ARCS learning motivation 

theory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was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the NCE 

System using a mixed-method design. The effectiveness of the NCE 

System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by using a randomized 

controlled post-test design. A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the NCE System with an experimental group.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0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of a nursing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30 students 

were assigned randomly and respectively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pplied the 

NCE System and 19 of them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used a text-based evaluation system. 

Th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thematic analysis. 

 As shown in the study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competence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996, p=.324). The 

effectiveness (convenience, advantages, usefulness, satisfa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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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CE Syst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t=-3.295, p=.002).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3.282, p=.002). 

 In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became aware of the NCE 

System experience as a new learning content. They evaluated that 

they could efficiently learn nursing practice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NCE System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nursing practice in a holistic context 

combining theory and practice. 

In conclusion, since learning effect of the NCE System and 

positive learning experience for nursing university students was 

confirm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pplied to the futur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to improve the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Mobile-based test, Multimedia, Nursing education, 

Nursing competency, Learning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9-3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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