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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과학  지식에 근거하여 건강에 련된 간호문제

를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간호 재 활동을 실천하는 

학문이다(Ham, Kim, Cho, & Lim, 2011). 한 간호교육의 목

표는 학생들이 간호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  지도력을 개발하여 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해 간호교육과정은 이론

교육을 통해 과학  간호행 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실습교육

을 통해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Yoo, 2001). 특히 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능력 에서 가장 핵심 이고 기본 인 실무 능력

으로, 간호사들이 어떤 의료 장에서든지 상자의 건강문제

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필수 인 기술이다(Baek, 2004; Park 

& Lee, 2008). 

따라서 기본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략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으로 비롯된 학생들의 수동 인 

태도를 지양하고, 학생들로 하여  낯선 임상환경에 한 

응력을 높이도록 하며, 보다 능동 으로 상자에게 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Yoo, 2001). 

새로운 실습교육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율실습은 교

수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

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면서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말하

는데(Ko, 1999), 우리나라의 간호실습교육에서 자율실습방법

은 교수요원의 부족, 시설의 낙후성, 실습교육비의 부족 등을 

보완해  실 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Baek, 2004). 자

율실습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의 참여태도가 요한데, 학

습태도와 련된 자아효능감은 학업성취에 특히 요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Kim, Park, & Jeon, 2013). 

자아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취하기 해 필요한 행동을 

조작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신념으로, 어

떤 행동을 선택하게 하거나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심

리  요인  하나이다(Bandura, 1977).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간호학생이 실습 시 맡은 바 역할을 능률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기

본간호 수기 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ark & Lee, 2008).

실습만족도는 실습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

인 반응으로(Han, 2000), 실습교육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업무수행능력이 증 된다(Kim, 

2006). 한 기본간호술 성취도는 교수의 교육방법이나 평가

방법, 실습지도 내용 등의 외 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향

을 받지만(Kim, 2005), 학생들의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습에 

한 태도, 자신에 한 평가, 자신감 등 간호학생들의 내

인 요인들도 성취도에 요하게 작용한다(Kim, 2005). 선행연

구에서도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습만족도와 임상수기술 

수가 높으며,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본간호수기 수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h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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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실습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비디오 녹화학습법을 용하거나(Yeun, 1999) 휴 폰 동

상을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연구(Kim, 2008)들이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비디오 녹화학습법과 컴퓨터 기반 교육방

법은 비용과 시간소모가 많으며 무엇보다 즉각 인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단 이 있는 반면(Yoo, 2001), 휴 폰 동 상은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최근 사회 으로 큰 

인기를 리고 있는 스마트폰(smartphone)은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매체로, 동 상을 통한 평가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Park, 2012). 특히 학습자는 동 상으로 자기

찰과 자기평가를 통해 장에서의 문제 을 즉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 략을 세우는 자기주

도학습을 유도할 수 있어 효과 이다(Kim, 2008). 

2009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스마트폰 열풍과 더

불어 교육분야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

게 되었다(Jeong, Lim, Ko, Sim, & Kim, 2010). 타 분야에서

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로는 교육 설계와 련된 연구와 

트 터, 페이스북, 메신  등의 소셜 네트웨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한 이른바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연구 등을 들 수 있다(Kang, 2011). 간호학에서는 앱

을 이용하여 건강 리를 하는 연구(Jun & Ha, 2013),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한 연구(Lee et al., 

2013) 등은 많이 있으나 스마트폰을 실습교육에 용한 경우

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 실습의 특성상 즉

각 인 행동수정이 가능한 교육매체로 스마트폰 동 상을 자

율실습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스마트폰 동 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기평가는 간호술기술 향상  

자신감과 실습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곧 자아효능감의 증진으

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방안으로 

스마트폰 동 상을 용하여 자율실습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스마트폰 동 상을 활

용한 자율실습의 효과 극 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   가설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방안으로 기본간호 자율

실습에서의 스마트폰 동 상 활용이 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만 실시한 조군의 자

아효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 실시한 조군의 실습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 실시한 조군의 실습 

수행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방법  정규 시간 외에 실

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실습을 실시하되, 스마트폰 동 상을 

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

실습만 실시한 조군간의 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한 비동등성 조

군 후시차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강원도 일개

학 4년제 간호학과 학생  기본간호학을 수강했고 자율실

습 실시 정인 3학년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독립표본 t검정에서 양측 검정이면서 유의수  .05, 선행연구

를 참고한 효과크기 .70, 검정력 0.80으로 설정한 경우 각 그

룹 당 필요 인원수는 3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율을 고

려하여 각 그룹별로 45명씩 총 90명의 상자를 모집하 으

며 연구기간동안 설문지의 답이 부실하거나 3회의 실습기간 

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실험군 5명, 조군 5명은 제외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실험군 40명, 조군 40명으로 총 80명 

이었다.

연구 도구

●자아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Kim (2004)의 일반  자아효능

감 척도를 Kim, Chun과 Choi (20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질문지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 척도 즉, 1 (매우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그 다), 4 (매우 그 다)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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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사  측정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84, 사후 측정

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78이었다.

●실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실습만족도는 Lee (1999)에 의해 개발되고 Seong 

(2008)에 의해 수정 보완된 학습만족도 평가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질문지는 실습자 태도 1문항, 실

습자 만족도 4문항, 실습 내용의 합성 2문항, 실습에 한 

성취도 5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 즉, 1 (  아니다), 2 (아니다), 3 (보

통이다), 4 (그 다),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으며 수

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습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실습 수행능력(강사평가  자가평가)

본 연구에서는 무균술 항목  단순도뇨를 실습 수행능력

을 평가하기 한 도구로 선정하 다. 이는 Baek (2004)의 선

행연구에서 기본간호실습실 개방 자율실습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균술이었으며 여러 가지 무균술 에서도 연습

한 실습시간에 비해 실기 숙련도가 낮아 학생들이 어려워하

는 것이 배뇨에 한 기본간호술기로 나타났다. 한 도뇨술

은 무균술과 조직력 등의 선행학습이 충분해야 수월하게 달

성할 수 있으며 실습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 상 촬  후 자

신의 무균술에 한 검 등을 할 수 있어 술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하 다. 이를 토 로 실습 수행능력은 한국간호

평가원(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4)에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해 제시한 핵심

기본간호술 평가항목  단순도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다. 

총 34개 문항에 하여 ‘충분’, ‘부족’, ‘안함’으로 표시하고 

총 100  만 으로 수행시간은 10분으로 하 다. 상자들은 

자율실습 시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연습을 하 고 연구진행 3

차 시 단순도뇨 술기의 강사평가  자가평가를 실시하여 

수로 환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사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해 임

상경력 평균 4년 이상으로 기본간호 실습강사 경력자 1인, 

재 간호학과 실습조교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사는 평가 당

일에만 자율실습실로 오도록 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알 수 

없도록 하 다. 한 학생의 술기 수행 동안 강사가 평가를 하

고 술기를 마친 학생은 자가평가를 시행하 다  

연구 차 

본 연구는 조군 후시차 설계연구로 실험의 확산을 막

기 해 자율실습 스 이 앞선 A반은 조군으로, 나 인 

B반은 실험군으로 임의 선정하 으며 조군은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험군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연구를 실

시하 다. 실험군의 경우 실습실 사용 일정에 문제로 인하여 

조군에 비해 연구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실험의 횟수와 시

간은 조군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조군은 기본간호 술기 

연습 시 기존 방법 로 자율실습을 실시하 고 실험군은 스

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자율실습을 하 다. 

연구 차는 총 3차로 이루어졌으며 조군은 1차 시는 사

 자아효능감에 한 사 (3월25일) 설문조사를 하 고 1차

(4시간), 2차(4시간) 동안 8시간에 기존 방식 로 기본간호 자

율실습을 실시하 으며, 3차에는 단순도뇨 술기에 한 강사

평가  학생본인의 자가평가와 사후 자아효능감(3월27일), 

실습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여기서 기존의 기

본간호 자율실습은 수업시간에 배운 수기술  학생이 미진

하다고 느끼는 수기술을 스스로 선택하여 정규시간 외에 개

방된 실습실에서 스스로 실습하고 시간을 인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수업을 마친 단순도뇨술을 실시하

다.

실험군은 1차 시에 자아효능감에 한 사 (4월1일) 설문조

사를 하 고 자율실습을 해 스마트폰을 지참하도록 하여 

조원 2인이 짝이 되어 술기를 실습하는 장면을 10분간 촬

하고 촬 한 동 상을 본인에게 주고 자신의 실습내용을 동

상을 통해 확인하여 술기  오류가 났던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행동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촬  후 확인 행

동수정, 다시 촬  후 확인 행동수정,이 과정을 반복하 다. 

조군과 마찬가지로 1, 2차 동안 스마트폰 동 상 촬 을 포

함한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하 으며 3차에는 단순도뇨 

술기에 한 강사평가  학생본인의 자가평가와 사후 자아

효능감(4월10일), 실습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Figure 1).

윤리  고려 

연구 시작  연구 상자의 윤리  교려를 하여 일 

학의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의 (승인번호는 CKU-15- 

01-0203)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해 연구 상 학생에게 연구

의 목 ,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되며 익명

성과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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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re test Treatment Post test

  ► General characteristics
  ► Self efficacy

(3.25)

Self-directed practice
of nelation catheterization

1st(4hours/3.25), 
2nd(4hours/3.26)

  ► General characteristics
  ► Self efficacy

(4.1)

Self-directed practice
of nelation catheterization

1st(4hours/4.1), 
2nd(4hours/4.8)

  ► Smartphone video
    recording of the peer
  ► Peer Feedback
  ► Re- recording

  ► Self efficacy
  ► Practice Satisfaction 
  ► Skill Competency
    Lecturer's evaluation
    Student's self-evaluation

(4.10)

  ► Self efficacy
  ► Practice Satisfaction 
  ► Skill Competency
    Lecturer's evaluation
    Student's self-evaluation

(3.27)

<Figure 1> Research process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학업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은 

 -test와  t-test ,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실습 수행능력

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연령, 성별, 공만족도, 학과성 , 

기본간호 이론수업 흥미, 실습수업 흥미, 실습 참여태도 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자아효능감에 한 동질성 검사 

두 군의 자아효능감 평균 수는 실험군이 2.71±0.29 , 조

군이 2.62±0.26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5, p=.125). 자아효능감의 하 역별 분석결과로 실험군

은 자신감 2.57±0.37 , 자아조 효능감 2.93±0.30 , 과제난이

도선호 2.45±0.42 으로 조군의 자신감 2.49±0.36 , 자아조

효능감 2.83±0.26 , 과제난이도선호 2.35±0.48 에 비해 

반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신감(t=1.00, p=.321), 자아조 효

능감(t=1.66, p=.100), 과제난이도선호(t=0.99, p=.326) 모두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가설 1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만 실시한 조군 간의 자아효능

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재 후 실험군의 

자아효능감 평균 수는 2.76±0.21 이었고, 조군의 평균

수는 2.72±0.24 으로 두 군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94, p=.351).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가설 2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만 실시한 조군 간의 실습만족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실습만족

도 평균 수는 4.28±0.39 으로, 조군의 평균 수 4.05±0.53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6, p=.034).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가설 3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하여 기본간호 자율실습을 실시한 

실험군과 기본간호 자율실습만 실시한 조군 간의 실습 수

행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실습 

수행능력의 강사평가는 평균은 96.60±2.91 이고, 조군의 평

균은 96.85±3.03 으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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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40)

Control 

group(n=40) t or χ2  p
n(%) or  Mean±SD

Age 21.18±1.30 22.28±3.50 1.86 .068

Gender
Male
Female

5(12.5)
35(87.5)

2(5)
38(95)

0.162* .432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14(35)
24(60)

2(5)

10(25)
28(70)

2(5)
0.047* .696

Grade
High
Average
Low

8(20)
22(55)
10(25)

9(22.5)
28(70)
3(7.5) 

0.006* .117

Interest in Fundamentals
nursing theory

Interest
Moderate
Not interest

20(50)
17(42.5)

3(7.5)

20(50)
17(42.5)

3(7.5)
0.060* 1.00

Interest in
Fundamentals
nursing practice

Interest
Moderate
Not interest

28(70)
12(30)

0(0)

21(52.5)
18(45)
1(2.5)

0.031* .168

Practice attitude
Active
Moderate
Negative

18(45)
22(55)

0(0)

18(45)
19(47.5)

3(7.5)
0.021* .282

*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elf-efficacy before Intervention                 (N=80)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40) Control group(n=40)

t p
Mean±SD Mean±SD

Confidence 2.57±0.37 2.49±0.36 1.00 .321
Self-efficacy adjustment 2.93±0.30 2.83±0.26 1.66 .1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2.45±0.42 2.35±0.48 0.99 .326
            Total 2.72±0.29 2.62±0.26 1.55 .125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s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Skill Competency between Two Groups  

                                 (N=80)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40)

Control 

group(n=40) t p
Mean±SD Mean±SD

Self-efficacy 

Confidence 2.68±0.30 2.59±0.35 1.20 .234
Self-efficacy adjustment 2.92±0.20 2.89±0.22 0.61 .542
Task difficulty preference 2.53±0.36 2.51±0.51 0.25 .801
     Total 2.76±0.21 2.72±0.24 0.94 .351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attitude 4.30±0.52 4.35±0.66 -0.38 .708
Practice Satisfaction 4.26±0.42 4.02±0.61 2.07 .042
Practice suitability of content 4.34±0.49 4.18±0.57 1.37 .175
Achievement of the Practice 4.26±0.51 3.97±0.58 2.37 .020
      Total 4.28±0.39 4.05±0.53 2.16 .034

Skill Competency* Lecturer's evaluation 96.60±2.91 96.85±3.03 -0.38 .708
Student's self-evaluation 93.90±6.21 95.80±4.85 -1.52 .131

* Conducted a nelaton catheterization evaluation

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3). 한 실험군의 실습 수행

능력 자가평가의 평균은 93.90±6.21 이고, 조군의 평균은 

95.80±4.85 으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기본간호 자율실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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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첫째, 자아효능감 정도는 실험군, 조군 모두 재 후 자

아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군 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실험군의 경우 동 상 촬 을 통해 

자신의 술기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

을 교정해서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Kang (1996), Yeun (1999)

의 비디오 녹화학습의 효과에 한 연구에서도 비디오 녹화

학습을 병행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한 실험군의 자신감이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 다. 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실습시킨 후 자기효능감을 연

구한 Jho (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실습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동 상의 활용은 간호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인다는 Sally와 Andrew (2006)의 연구와 자율실습에 동 상

을 활용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용한 Song (2013)의 연구에서

는 학업  자아효능감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

구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이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한 이 의 연구결과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자

아효능감은 개인 삶의 여러 경험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심리  상이므로(Bandura, 1977) 한가지의 경험으로 

단기간에 상승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자아효능감에 향을 주는 다

양한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재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실습만족도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eun 

(1999)의 연구에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비디오 녹화학습 

방법을 용한 결과, 학습방법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 한 스마트 폰을 활용한 동 상 촬   재

상화와 즉각 인 피드백이 임상수행평가에 한 만족도를 

높 다는 Park (2012) 연구결과와도 비슷하다. 한 간호학생

에게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학습을 병용한 실습교육에서 만

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ang, 1996). 실습만족도를 

하 역별로 살펴보면 실습자 만족도(t=2.07, p=.042)와 실습

에 한 성취도(t=2.37, p=.020)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련 문항

으로는 “ 상자의 문제를 단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 상

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있는데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

한 자기 찰은 이미 확립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율 인 

방법으로(Hartley & Kehle, 1998) 자신에 한 정보를 많이 알

수록 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근거 하에 동기유발이 증가되

어서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Hartley & Kehle, 1998). 

따라서 자기 찰 역시 에서 언 한 재 상화나 즉각 인 

피드백과 더불어 시청각 기자재가 가지는 장 으로 실험군의 

실습만족도를 높 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수가 평가한 단순도뇨 (실습) 수행능력 정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 학생이 자가평가한 수

행능력도 실험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비디오 녹화학습의 효과연구 Kang (1996), Yeun (1999)

의 선행연구에서 보여  비디오 녹화학습의 용이 기본간호

학 실습성취도에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 비디오 녹화 학습은 스스로가 수행한 것을 장소와 상

없이 반복 으로 재 상화하여 자가평가를 함으로써 행동의 

강화를 받아 재학습의 교육이 되었으며 객  찰로 비평

인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과도 차이를 보 다(Kim, 2008). 

실험군과 조군 간에 교수가 평가한 수행능력에 차이가 나

지 않은 이유는 실험군은 조군과 같은 자율실습시간을 받

았지만 스마트폰을 촬 하여 자신의 실습모습을 촬 하고 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즉, 스마트폰 기기 조작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다보니 실제 술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조군에 

비해 었을 수 있다. 한 자율실습을 시행하기 에 스마트

폰을 자율실습에 활용하는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실습 시 

본인 촬 과 피드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

으나 연구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율실습시간에 스마트폰을 

실습 외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연구자의 통제 부족 속에 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 서로

의 술기 모습을 스마트폰 동 상으로 촬 하고 상호 피드백

을 하다 보니 잘못된 술기를 서로 답습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후에는 학생들의 촬 한 동 상을 연구자가 검해 

주는 간과정을 거쳐 필요시 재촬 을 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여야 술기의 오류를 일 수 있다고 본다. 한 학생이 자

가평가한 수행능력도 실험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군의 경우 실습실 사용 일정에 문

제로 조군에 비해 연구기간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이 앞에서 연습했던 부분을 잃어버렸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반복 

연구를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기본간호 자율실습이 자아효능감과 실습 수행능력보다

는 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

청각 매체의 가장 진화 된 형태인 스마트폰은 녹화된 상물

의 반복 시청, 자기 찰  즉각 피드백과 행동수정이 가능

하고 휴 가 간편하여 실습에서의 활용범 는 매우 넓어 보

인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이라는 교육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

을 실습교육에 잘 활용한다면 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그리

고 실습 수행능력의 향상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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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지 까지 효과 인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을 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매체들이 사용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진화된 

매체가 개발될 것이다. 이들 매체들을 교육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 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기본간호 자율실습이 

자아효능감, 실습만족도  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기본간호 자율실습이 자아효능감과 실습 수행능력보다

는 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본간호 자율실습 시 단순도뇨술만 가지고 스마트폰 동 상을 

촬  후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 자아효능감, 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의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충분한 연구기간을 가지고 여러 술기에 

용  비교분석을 통해 실습에 효과 으로 스마트폰 동

상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스마트

폰 촬  후 학생들 간의 피드백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피드

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아효능감 증진을 한 사  로그램 운 등의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한다. 촬 된 동 상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효과를 측정을 

한다면 실습 만족도 뿐 아니라 자아효능감과 실습 수행능력

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지방 일 개 학

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확 해석하

기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후 간호 교육 장 뿐 아

니라 임상에서도 간호술기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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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Skil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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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a 
smart phone affected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skil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40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0 in the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a smart phone was given to nursing student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25 March 
2015 to 10 April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21.0. Results: In self-efficacy and skill competenc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practice 
satisfa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 is effective 
in practic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intervention can be utilized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 as an effective 
education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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