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2008년 6월 63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년 6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4 No.1, 63-72, June, 2008

m-Learning 수업 개발과 적용사례: 간호대학 임상실습 과목

강인애1)
․이성아2)

․김원옥3)
․석소현4)

․황지인4)

 

주요어 : 학습, PDA 컴퓨터, 임상실습
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교신저자 강인애 E-mail: iakang@khu.ac.kr)
2) 한국성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3)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4)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투고일: 2008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3일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학문적인 역량과 더불어 실제로 활용되어질 지

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기르는 실용적 학문이다. 따라서 간

호학의 교육 목적은 학생이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의 건강문제

에 도움을 주며, 동료 및 타 분야의 의료인들과 협력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Ha et al., 1997, 

김일옥, 2006. p. 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육 목적은 비단 이론 수업으로만 잘 이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임상실습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사회 속의 예비전문가로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임상실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자료수집능력, 

기본간호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교육능력, 지

도력, 간호관리능력, 전문직 발전태도 및 실천 능력, 윤리적·

법적 실무능력의 9개 핵심간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통합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김미원, 2006). 이렇듯 간호학에서 임상실습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실습이 간호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에 반해,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라든

지, 교수가 임상실습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교

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활동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김미애, 1996).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의 문제점, 곧, 학습자의 요구 수용, 

교수자의 역할 및 상호작용 등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수

업방식으로서 mobile learning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한다. m-Learning은 무선의 mobile 

computing을 교육에 활용하는 수업으로, 현재 교육계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을 ‘유목민적 학생(nomadic learner)’ (Kleinrock, 

2001)이라고 호칭하듯이, 이들 개개인은 작은 무선의 모바일 

기구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선 노트북이나 개인용 PC, PDA,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

(예를 들어, 여러 이동통신사들이 PDA용으로 제작된 다양한 

학습 콘텐츠, EBS의 수능 동영상 강의 등)를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며 혹은 개인학습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들 

역시 유목민적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미 여러 대학(예를 들

어, 연세대, 숙명여대, 건국대, 제주대 등)에서는 유목민적 학

생들의 유목민적 활동이 용이하도록 u-Campus, Mobile 

campus, 혹은 e-Campus라는 이름하에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

면 어디서나 성적, 강의, 교육과정, 등록금 등과 같은 다양한 

학사 서비스 및 수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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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목민적 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학습 환경 중

의 한 방식이 기존의 유선 인터넷과 무선의 모바일 기구를 

연계하여 수업을 이루어가는 방식, 곧, mobile learning(이후로

는 m-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무선의 PDA와 유선의 인터넷 기반 PC 환경

을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m-Learning에 속하는 사례연구

로서, 앞서 임상실습에서 부족한 점으로 지적한 학습자의 참

여나, 교수자의 역할 또는 상호작용 등이 mobile 기기를 활용

한 수업을 통해 좀 더 개선 및 증진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려고 하였다. 여기서 임상실습 과목을 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실을 떠나 병원에서 임상 실습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학습 환경에서보다 학생들의 수업관리 및 상호간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m-Learning의 특성상, 이러한 

유목민적 학생들의 관리나 상호작용에 매우 적합한 수업모형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호학 임상실습은 일반적으로 교

수자와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지도에 의해 수행된다. 일반적

으로 교수자는 전체 실습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

니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지도를 하고, 임상실습 현장지

도자는 병원의 직원으로서 근무시간내에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지도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학생들

의 질문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실습시간

이 종료된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의나 참고 자료 등

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해결이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가 m-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례 연구는 m-Learning 환경 개발과 적용을 위한 일종

의 시범 연구로서, 여기서 나온 결과는 좀 더 본격적이고 활

발한 m-Learning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제반 조건과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사례 연구는 임상실습 수업을 m-Learning으로 설계 및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수업을 m-Learning 모형으로 설계 및 

적용한다.

수업 실시 후 결과로 m-Learning 모형이 임상실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인지 평가한다. 

용어 정의

 m-Learning 수업

 • 이론적 정의

m-Learning의 학습 환경은 모바일 기기가 지닌 특성으로 인

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교실 밖 외부에서의 학습활

동이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융통

성(flexibility)’과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이다

(EDUCAUSE, 2006; Farooq et al., 2002; Landers, 200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구현한 m-Learning은 blending type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무선의 PDA와 유선의 인터넷 기반 PC 환경을 연

계한 임상실습 수업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사례 연구는 K 대학 간호대학의 간호관리 임상실습, 외

과 임상실습을 m-Learning으로 개발 및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

임상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3, 4학년 약 70여명의 간호대학 

학생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설계 및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2학기 9월부터 11월까지 m-Learning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설계 및 개발

 m-Learning 수업 모형 설계 

m-Learning 수업 설계는 본 수업을 기획, 설계 개발한 교육

공학 교수 1인과 교육공학 박사과정 1인, 교육공학 석사과정 

2인으로 이루어진 연구팀과 수업을 하게 될 간호학과 교수진

들과의 회의를 거쳐 <Table 1>과 같이 설계되었다.

 m-Learning 수업 모형 개발

수업을 설계한 후에는 설계에 의해 수업에서 활용하게 될 

웹페이지, PDA, 수업에 필요한 자원 등을 개발하였다. <Figure 

1>는 웹페이지와 PDA의 개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

로, 웹페이지와 PDA의 각 메뉴는 연동되어 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개발한 PDA와 웹페이지의 모습

은 <Figure 2>, <Figure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도구

사전 검사의 설문지 문항은 크게 3항목, 곧, 1) 설문자의 IT 

활용 경험, 2) 수업에서의 PDA활용, 3) 임상실습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15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사후 설문지 문항은 3항목, 곧, 1) PDA 활용 수업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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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clerkship class flow

Activities Environment Role

Before
the 

class

Orientation
General orientation for hospital practice Offline(lecture room) Professor
Quiz Web Professor
Concrete orientation for hospital practice Offline(lecture room) Clinical instructor
Guideline of PDA and Web use Offline(lecture room) Engineer
Questionnaire prepar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PDA Student
Quiz PDA Student

During
the 

class

Clerkship Class
Ward orientation Offline(hospital) Clinical instructor
Question and answer Web Professor
Report review and Feedback PDA + Web Professor
Notice PDA + Web Professor
Homework PDA + Web Professor
Input of ward, time, clinical practice, schedule PDA + Web Student
preparation of clinical reports PDA + Web Student
Report submission PDA + Web Student
Check for notice and homework PDA + Web Student

After
the 

class

Evaluation
Feedback and Debriefing Offline(lecture room) Professor
Final evaluation Offline(lecture room) Professor
Questionnaire preparation after clinical practice Offline(lecture room) Student
Final submission the reports of clinical practice PDA + Web Student
Presentation of clinical practice reports Web(lecture room) Student

<Figure 1> Design of PDA and webpage of the class

PDA 활용 수업의 학습적 측면, 3) PDA 활용 수업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전 사후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위해서는 교육공학과 교수 1인, 교육공학과 박사 과정생 1인,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 2인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m-Learning 수업 모형을 설계 및 개발하여, 수업

을 적용하여 m-Learning을 활용한 임상실습 수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임상실습 수업 전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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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irst screen of the webpage

<Figure 3> The first screen of 

the nursing management class

<Table 2> The result of pre-survey                                                                              (N=30)

Personal experiences related to IT Item
Results

N(%) or mean

1. Are you familiar with the application of IT like 
e-mail and web discussion? 2.63

2. What kind of mobile do you have, currently? Cellular phone 100%
3. Do you feel any difficulty of use for mobile 

equipment? 2

3-1. If you feel any difficulty, what is the reason? I do not nicely deal in the IT equipment.

4. If you use the PDA or Mobile phone, what purpose 
do you use, mainly?

For class 44.44%
For study 33.33%
For subscription to magazine 22.22%

용 경험과 수업에서의 PDA 활용,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수업

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임상실습 수업 후 PDA 활용한 수업 결과, PDA 활용 

수업의 학습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셋째, 임상실습 수업에 참여한 교수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설문의 문항 중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은 평균값으로 분석하였고, 그 외 문항

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m-Learning 수업 사전 설문지 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개발하여 분

석하였으며 사전 설문은 수업참가자 70명이 PDA에 탑재되어 

있는 설문을 통해 응답한 결과로, 데이터상의 오류 및 학습자

의 미응답으로 인해 30여명의 결과만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대다수가 e-mail, 웹토론 등에 보통 수준 정도로 익숙한 학

생들이었으며, 모바일 기기로서 핸드폰, 노트북을 사용하고, 

이들을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들은 PDA의 수업활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고, 임상실

습에서의 PDA활용이 매우 적합할거라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

었으며, 기존의 교재대신 PDA 사용을 매우 환영하고 있었다.

m-Learning 수업 사후 설문지 분석

사후 설문에 대한 결과 또한 사전 설문과 같은 설문 미응

답자와 PDA 설문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로 27명의 응답을 분

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수업 전 설

문조사와 달리 수업 후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움

을 호소하는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내용은 대부분이 잦은 에러와 설계상의 문제점, 기

계의 고장이나 분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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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pre-survey(continued)                                                                   (N=30)

Personal experiences related to IT Item
Results

N(%) or mean

Expectation on the PDA class
5. If you use the PDA in the class, can you use that 

without any difficulty? 2.53

6. Are you interested in use of PDA in the class? 3.2
7. If you use the PDA in the class, do you think that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in the class? 3.16

8. Comparing with the existing class, do you think that 
the application of PDA in clinical practice will be 
effective? 

4.16

8-1. What is the reason for the answer of 8 question? 

- I do not know because of sudden use.
- It can be used for questions promptly, and it can be noted 

without forgetfulness.
- It can be used anywhere for many information.
- Time save and promptly available application in clinical 

practice 
9. If you use only PDA instead of existing clinical 

practice textbook,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more 
convenient?

2.36

9-1. What is the reason for the answer of 9 question? 

- I think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later because of no 
familiar with that.

- It is better than clinical practice textbook. 
- It will be no convenient because of small size.

Expectation on the clinical clerkship class

10. What do you look forward to? 

- To know more practice
- To be more familiar with clinical environment, and to know 

the differences between practice and knowledge
- To learn the practice of the knowledge
- To receive the help to become a nurse in the future.
- To use PDA to clinical practice
- To be effective and convenient practice by application of 

PDA in clinical practice.

11. Do you think what the most necessary facts are? 

- To assert the clinical practice with nursing theory.
- To be learning attitude as a nursing student.
- Enough explanation of nurse's works by the circumstances of 

realistic hospital.
- The knowledge of the clinical practice, teaching, learning, 

and clinical practice
12. What is the plan for more effective clinical practice? - The clinical practice appling the equipment 

<Table 3> The result of post-survey                                                                             (N=27)

After the Class with PDA Item
Results   

N(%) or mean

1. Please be on record the most activity using PDA.
  (duplication available)

Application of learning sources with PDA  attached textbook 100%
Personal memo preparation 88.99%
Schedule management 77.77%
Internet 44.44%
VOD, music, online lecture 29.62%
Search 25.92%
Game 22.22%
e-journal preparation 0%
Data search by internet 0%

2. Do you think that PDA use in clinical practice is 
convenien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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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post-survey(continued)                                                                  (N=27)

After the class with PDA Item
Results

N(%) or mean

2-1. Please describe briefly the reason.

- No use of clinical practice textbook
- Available input promptly in practice
- Convenience of reports submission
- Convenience of no writing on paper
- Often error and login repeatedly
- Often no linkage

3. Do you feel any difficulty with PDA use in the 
class? 3.18

3-1. Please describe briefly the reason.

- Often error and poor linkage
- Disconnection of internet
- Poor amend
- No login
- Anxiety of loss or broken

4. If you use only PDA instead of existing clinical 
practice textbook,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more 
convenient?

3.18

5. Do you approve of PDA use in clinical practice in 
the future? 3.29

6. If it prepares the opportunity of learning of PDA use 
in the future, would you participate? 3.3

7. Do you recommend the m-Learning to another? 3.25

7-1. Please describe briefly the reason
- There will not be time-limit
- It will be more convenient than book because of being light.
- The class will be able to proceed with situation appropriately.

The pedagogical Aspects of the PDA class

8. What of new functions or activities by PDA use was 
available in learning?

- Available check promptly by PDA use 
- Convenience of no description in clinical textbook
- Use of notice board by PDA

9. Learning with PDA, what effect for learning was 
there?

- Effectiveness of no need of clinical textbook  in practice
- No place-limit to write in clinical textbook
- It can rightly question by use of notice board

10. What effect or help by PAD use was there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 There was no effect between colleague students
- It was easy to submit homework to professor.

11. Were you promoted the interesting of clinical 
practice by PDA use in practice? 3.11

12. Do you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PDA in 
clinical practice? 3.51

13. If the class is proceeded by PDA, do you think for 
what class or situation it is appropriate?

- Online lecture in public traffic
- Subjects related to language
- Irregular subjects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PDA class
14. The linkage between PDA and PC web site was 

convenient? 2.44

15. Access to the sources in clinical practice by PDA 
use was easy? 3.44

16. What of PDA functions should be added? - Available use of internet anywhere

17. What are general technical problems related to PDA 
use?

- Unstable linkage
- Indisposition of input to keyboard 
- Limitation of internet use

또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하고자 했던 점인 

PDA로 인해 교수나 학생들과의 상호교류가 좀 더 활발했냐

는 질문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다만 과제 제출이 실시간으

로 매우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지로 학생들

은 PDA를 통해 교수나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

작용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PDA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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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보고서 등과 같은 교재를 탑재한 학습 자원의 접근용으

로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PDA 수업의 좋은 점으로서 지적했던 것은 실시간 

과제 제출과 그런 데이터가 축척되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실시간 과제제출 뿐만 아니라 자

료검색이나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결국 여러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임

상실습 수업에 적합한 방식이며 PDA를 통해 수업의 효과(장

소제약이 없이 학습이 가능)가 있을 거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

리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대한 만

큼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효과성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새

로운 방식의 도입이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서는 이미 학생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담당교수와의 인터뷰

두 명의 담당 교수와의 인터뷰는 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졌

다. 두 교수 모두 대부분 m-Learning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

한 임상실습 수업에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PDA와 웹

기반 수업이 주는 기술적 부담감이 다른 어느 것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학습 환경의 도입에는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IT와

의 친숙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m-Learning과 같이 IT의 의존도가 높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수업에 대한 학습적, 기술적 이해와 친숙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사례로 처음 

IT 활용 수업을 시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수업 참여 자체

를 처음부터 매우 조심스러워 했으며,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도 PDA의 활용보다는 이전에 사용하던 교재와의 병행

을 원했다. 또한 거의 PDA나 웹을 통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이나 피드백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것은 PDA 인

터넷 접속 상태 어려움으로 인함이라고 지적하였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PDA를 주로 정보 접근, 과제제

출용으로는 사용하였으나 의사소통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

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기존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수집 

및 공유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기기들이 너무나 잘 

발달 되어있고, 또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PDA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Smordal & 

Gregory, 2003). 또한 PDA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나 형태가 유선 인터넷 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

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기

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IT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해서라도 PDA를 둘러싼 기술적 어려움의 극복, 다양한 

솔루션의 개발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사료된다.

둘째, Star(1998)가 지적했듯이, IT가 새로운 맥락 안에 스며

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맥락에 덧붙여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 이미 맺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 다시 말해, 모바일 기기의 학습환경에 도입으

로 인해 발생할 학습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비단 기술적 측

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점

이다(Cho & Berge, 2002)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서는 PDA라는 새로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환경을 설계를 할 때 단지 PDA라는 새

로운 매체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은 기존 임상실습 수업에

서보다 학습을 이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이 

좀 더 편안하고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제만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미 이 모바일 기기에 앞서서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의 

기능을 충분히,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기

기와의 조율이라든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이 덧붙이려는 PDA라는 기기

가 그에 앞서 이미 동일한 사회적,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기기나 IT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들과의 전반적이고 균형 

잡힌 조율(alignment)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Tuckman(2002)에 의하면, ‘기술기반 학습환경 조성에 

있어서 동시에 고려되어야하는 점은 교수학습모형의 본질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IT 기반 학습환경이 

기대하는 바에 도달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키

는 환경이 되기 위해 전반적인 학습환경에 대하여 교수학습 

모형적 시각에 의한 분석과 준비가 이뤄졌어야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이 견해를 대입해 볼 때, 무선 모바일 기기와 유선 

PC 수업사이트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학습모형은 단지 기존

에 이루어졌던 학습방식이나 환경은 그냥 두고 단지 PDA 사

용과 웹 수업사이트 사용만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모형적 시각, 곧, 교수자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의 변화,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좀 더 자기주도적이면서 다른 학생

들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적인 태도와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

험 등이 강조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에게 새로운 학습환경에 수업

진행이 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수업과 최

소한의 변화만을 요구했으며, 이런 수업으로 인해 교수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학생들의 임상실습 과정에 대한 실시간 관

리 및 실습지 방문횟수의 감소 등)만을 너무 강조했다는 점이

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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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과 웹 사용법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의미 등을 충분히 이해하도

록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의 학습자들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비록 오리

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PDA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터 시작하여 웹 사이트 활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실습 중에도 PDA 사용법, 웹 사이트의 활

용법 등에 대한 기초적 질문이 잦았고 PDA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비록 이들이 

e-mail이나 모바일 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웹 사이트를 

비롯하여 PDA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여 사용

해 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비록 학생이나 교

수의 경우, PDA 사용 수업의 어려움을 대부분 기술적 어려움

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요인도 PDA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로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PDA는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라는 용어처럼 PDA 라는 모바일 기기가 단순히 기

존 수업에 다른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 개인

적으로 첨가되어 수업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Smordal & Gregory(2003)가 지적했듯이, 오히려 기존에 존재

했던 사회적, 기술적 네트워크와의 입문을 위한 하나의 출입

구(Smordal & Gregory, 2003)로서 보고 접근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Learning 수업 모형에 의해 간호대학의 임상실

습 수업을 개발,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m-Learning 환경 개발

과 적용을 위한 일종의 시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좀 더 본격

적이고 활발한 m-Learning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제반 조건과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설계 K 

대학 간호대학의 간호관리 임상실습, 외과 임상실습을 

m-Learning으로 개발 및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3, 4학년 약 70여명의 간호대학 학

생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설계 및 개발

에 착수하여, 2006년 2학기 9월부터 11월까지 m-Learning 수

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m-Learning PDA 사용 전

후 설문지(전: 15문항, 후: 20문항)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

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Learning의 대표적 도구로서의 PDA의 기능을 정보 

접근은 물론이고, 상호작용과 협력적 학습도구로서 활용하려

는 본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은 PDA를 주로 정보 접

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의사소통에는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기능으로서는 이미 핸드폰과 같은 기존의 기기가 

더욱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에 의한 친숙한 기

능의 활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졌다.

둘째, 첫째와 마찬가지로 PDA를 통한 정보의 습득 역시, 

기존에 웹이라는 방식을 통해 더욱 쉽게 이용하여 왔으며, 인

터넷 PC를 통한 정보의 양이나 정도가 PDA를 통해 얻는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기에, IT 기기로서 

PDA가 비록 휴대가 가능하고 우위의 차지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든가,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설계 당시 PDA를 활용한 수업의 효율적 측면만

을 고려하여 PDA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과의 친

숙도 및 그들의 사회. 문화적 인식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이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기술의 새로운 도입은 그것이 아무리 수업효과나 효율적 측

면에서 우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인식과 친숙도가 우

선적으로 전제될 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새로운 기기의 도입이 갖고 오는 변화는 단순히 수업의 

한 부분에 대한 첨가로서가 아니라 수업전반에 대한 인식, 학

습에 대한 인식, 교수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같은 총

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겨우 몇 년 전에만 해도 21세기 교육 메가트랜드를 말할 

때, e-Learning이 언급되곤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m-Learning

은 물론 나아가 u-Learning을 미래의 교육모형이자 방향이라

고 보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그러나 본 연구결과

에서 알 수 있었듯이, 여전히 어떤 새로운 학습방법, 특히 새

로운 IT기반의 학습 환경일 때, 그것은 참여 학생이나 담당 

교수자에게는 ‘고수준’의 방식이자 환경이 될 수 있다.

지금껏 많은 새로운 IT, 특히 그들이 교육에 접목되어 학습 

테크놀러지가 되어 적용될 때면, 그 학습 테크놀러지의 기대

되는 학습효과나 중요성과는 달리 관련 학생이나 교수자들의 

많은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익히 경험해왔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비교적 적응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나 큰 변

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m-Learning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나 교수자들의 이해와 준비상태가 분명하게 전제되지 않고 

적용되었을 때는 또다시 이전의 IT 도입 때 보아왔던 망설임

과 의구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또 다시 본 

m-Learning 수업 모형을 동일한 혹은 다른 수업환경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적 설명과 더불어 학습테크널러지의 도

입으로 빗어지는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m-Learning 수업 개발과 적용사례: 간호대학 임상실습 과목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2008년 6월 71

참고문헌

강인애 (2006). 디지털 시대의 학습 테크널러지. 서울: 문음사.

김미애 (1996). 임상간호 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6(2), 946-962.

김미원 (2006).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실습교육목표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6(2), 389-402.

김일옥, 박재순 (2006). 모성간호학 실습 교육의 현황(논평). 

여성간호학회지, 12(1), 12-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u-러닝 연구학교 워크숍 자료집. 

2006년도 하반기 u-러닝 연구학교 워크숖. 서울: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미래교육을 위한 u-러닝 교수.학

습모델 개발. 연구보고 CR2005-12. 서울: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한상용, 김경숙 (2005). 모바일 커뮤팅 환경의 교육적 활용방

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KR2003-2. 서

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ho, S. K., & Berge, Z. L. (2002). Overcoming Barriers to 

Distance Training and Education. Education at a Distance. 

USDLA Journal, 16(1). Retrieved February 8, 2002 from 

http://www.usdla.org/html/journal/JAN02_Issue/article01.html

Corlett, D., Sharples, M., Bull, S., & Chan, T. (2005).  

Evaluation of a mobile learning organizer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1, 

162-170.

Dey, A .K., & Abowd, G. D. (1999). The context toolkit: 

Aiding the development of context-enabled application. In 

Proceedings of CHI'99, 434-441.

EDUCAUSE (2006). Mobility and mobile learning. Retrieved 

Oct. 10, 2006 from http://www.educause.edu/Mobile 

Learning/5527.

Jackson, J., Ganger, A., Patrick, D., & Ginsburg, K. (2005).  

Wireless handheld computers in the undergraduate medical 

curriculum. Med Educ Online, 10(5), 1-10, Retrieved Oct. 

20. 2006 from http://www.med-ed-online.org.

Kleinrock, L. (1996). Nomadicity: Anytime, anywhere in a 

disconnected world. Mobile networks and applications, 1, 

351-357.

Landers, P. (Ed.) (2002). From e-learning to m-Learning.  

Retrieved Oct. 10, 2006 from http://learning.ericsson.net/ 

mlearning2.project_one.thebook/chapter4.

Li, L., Zheng, Y., Hiroaki, O., & Yano, Y. (2005). A 

conceptual model of ubiquitous learning community. A 

paper presented in ED_MEDIA 2005: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al Multimedia, hypermedia, & tele communications, 

June 27-July, 2 Montreal, Canada.

Plymate, W. (2005). Pervasive computing goes to school.  

EDUCAUSE review (Jan./Feb.), 60-61. Retrieved July 25, 

2006 from http://www.educasue.edu

Rogers. Y., Price, S., Harris, E., Phelps, T., Underwood, M., 

Wilder, D., Smith, H, Muller, H., Randell, c., Stanton, D., 

Neale, H., Thompson, M., Weal, M., & Michaelides, D. 

(2002). Learning through digitally augmented physical 

experiences: Reflections on the Ambient wood project. 

Equator Technical report. Retrieved July 10. 2006 from 

http://www.equator.ac.uk/index.php/articles/challengeexperienc

e/626.

Smordal, O., & Gregory, J. (2003). Personal digital assistant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19, 320-329.

Star, S. L. (1989). The structure of ill-structured solutions: 

Boundary objects and heterogeneous distributed problem 

solving. In L. Gasser & M. N. Huhns (Eds.),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pp. 37-54), London: Pitman.

Tuckman, B. (2002). Evaluating ADAPT: A hybrid instructional 

model combining web-based and classroom components. 

Computers & Education, 39, 261-269.

Wang, H., Liu, T., Chou, Ch., Liang, J., Chan, T., & Yang, 

S. (2004). A framework of three learning activity levels 

for enhancing the usability and feasibility of wireless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0(4), 331-351.



강 인 애  외

7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2008년 6월

Applied Case and Development of m-Learning Class: 
Based on a Clinical Practice Class in th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ang, In-Ae1)․Lee, Seon-Ah2)․Kim, Won-Ock3)․Sok, Sohyune R.4)․Hwang, Jee-In4)

1)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2) Researcher,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Korean Bible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4)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wo aspects: 1) how to design and implement a mobile learning course which is 
facilitated by a PDA with a web-based class homepage as a tool for mobile learning; 2) how to increase and 
enhance interactive activities among and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faculty members by utilizing a PDA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s well as collaboration. Metho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m-Learning course, data 
was collected from interviews with the involved two faculty members and a survey from 27 students. Result: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outcome of the m-Learning approach in terms of a more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in a clinical course where the students practice their clinical activities out of the classroom, far from 
their faculty members.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s of the m-Learning approach were that more thorough 
preparation was needed for the new tools from both the students and the faculty members in preparation in social, 
cultural, and mental aspects, not withstanding the assumed technical limits of a PDA. Conclusion: m-Learning must 
be more actively implemented in classes, even though several problems were noticed in terms of both technical 
aspects of the tools, and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rom the users.

Key words : Learning, PDA computer,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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