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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교육에서 교수학습 략으로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간호 학생의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

효능감 과제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함이며, 간호교육에 스마트러닝을 도입하기 한 융합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후 시차설계 유사실험연구로 G시 소재 일 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실험군 86명, 조군 9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χ2-test, t-test로 분석하 다.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과 강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의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를 비교한 결과 학습자 참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065, p=.288), 학업 자기

효능감(t=2.668, p=.008)과 과제가치(t=2.070, p=.04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러닝은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에효과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교육에 스마트러닝이 교수학습 략으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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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rt learning on learner’s 

particip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 value in nursing education.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synchronized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86 experimental group 

and 95 control group  who wer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June 8.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to perform independent t-test.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rner’s participation(t=1.065, p=.288) bu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t=2.668, p=.008) and task value(t=2.070, p=.040). Therefore, the smart learning was effective in 

increas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 value for nursing students. The smart learning is expected to be useful 

as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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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가속화되고있다[1].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

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98.8%, 인터넷 이용률은

99.9%이며[2],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보를 검색할수 있는

능력은 2010년 80.6%로, 검색정보의 분별력, 활용능력이

더욱더 향상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양 확

산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스마트러닝은 학

교육의 인재양성을 한 교수학습 략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2].

스마트러닝이란모바일의속성인 “언제, 어디서나” 라는

유비쿼터스개념에교육부에서제시한 SMART(Self-directed,

Motivating, Adaptive, Resource-Free, Technology-

embedded)의 개념을 최 한 반 한 새로운 이러닝 교육

을 뜻한다[3]. 스마트러닝의 특징은 첫째, 자기주도 인

학습을 지향하고, 둘째, 체험을 통한 지식 재구성으로 동

기를 부여하며, 셋째, 필요와 성, 미래의 직업과 맞는

유연성 있는 교육체제를 지향한다. 넷째,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동화와 력학습

을 증강시키며, 다섯째, 첨단의 정보기술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학습자들에게 지원한다[1,3].

한편, 간호교육도 시 의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기기

와 인터넷 활용에 친숙한 수요자인간호 학생의 특성에

맞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인간호학은 인간의

신체와 기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인 간호

지식을 배우는 과목으로 복잡한 인간의신체구조와 기능

을 이해하는데 강의자의 언어로만 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간호 학생이 성인간호학 수업에서

배우고 습득해야 할 학습내용이 많고 반복하여 익 야

할 간호 차와 술기내용이 많아 언제어디서든 인터넷에

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시간 장소 기기의 제약 없

이 반복학습이 가능하며[1,4-5] 다양한 매체에 의한 시청

각 자료와 장감 있는 동 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이 필요하다. 이에 스마트러닝이 그 안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수업 련 활동에 얼마나 능동 , 자발 으

로 개입하는가를 학습자 참여(Learner’s participation)라

고 하는데 학습자의 참여가 높을수록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6]. 스마트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자 심의 지

능형 맞춤 학습으로 학습자의 참여를 높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4,7]. 학업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수행에 한

자신감으로 학업 지속성을 높이고 목표지향 활동을 하

도록 하므로 학업 성취를 높인다[8]. 자기효능감은 실제

인 수행경험과 리경험, 타인의 칭찬과 격려, 생리

상태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9]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유튜 등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뿐

만 아니라 동 상을 통해 리경험이 가능하다[4]. 이는

학업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스마트러닝은 교수자가 학습자로 하여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거나 학습과 련된 큰 테두리를 정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다[10]. 과제가치(Task value)는 학습자의

과제에 한 흥미, 과제수행의 요성과 유용성에 한

지각정도를 말하며[11],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과제나

활동에 해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학습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12].

이와 같이, 스마트 러닝이 학습자 참여, 학업 자

기효능감, 과제가치를 높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지

만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간호교육에서 스마트폰의 유

용성[13], 간호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7],

임상에서 스마트폰 앱 활용[14,15]등의 연구가 있었으

며, 국내에서는 스마트러닝에 한 개념, 인식에 한

연구와 요구, 활용방안 교수학습모형 연구가 수행

되었다[4,16-18]. 스마트러닝의 효과를 측정한 실험연

구는 등교육에서 용한 연구[19,20]와 방사선과 학

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2], 간호 학생을 상으로

아동간호 교과목에 용한 연구 등이 있다[21]. 아직까

지 간호교육에서 스마트러닝 효과에 한 검증이 활발

하지 않기에 간호교육 장에 용시키기 해서는 스

마트러닝의 교육 효과와 유용성에 한 탐색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성인

간호학 교과목 수업에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그 효과를 악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과 가

본 연구의 목 은 간호교육에 스마트러닝을 용하고

간호 학생의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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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 보다 학습자 참여 수가 높을것

이다.

가설 2.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 보다 학업 자기효능감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육을

받은 조군 보다 과제가치 수가 높을 것이

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교과목 수업에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시

차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G시 소재 일 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며, 2018년 1학기에 성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로 편의표집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과과정에 따라 교내수업과 교외 임상실습을하게 되는

데, 총 4개 학 2개 학 별로 교외 임상실습과 교내

수업을 번갈아가며 교차실시하여 수업 집단 간

을 최소화하 다.

연구자는 상자에게 연구 목 과 방법, 연구 참여자

로서의 권리, 익명성 보장에 해 설명하고 연구동의서

에 서명을 받은 후 시행하 다. 연구 상자 선정 기 은

스마트러닝을 용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동

상 자료를 찾아 시청할 수있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로 하 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선행연구[21]를 바탕으로 G

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독립 t-test 검정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 .50, 효과

크기 .66, 검정력 .80을 기 으로 했을 때 1개 집단에 최

소인원 3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감안하여 실험군

90명, 조군 96명으로 총 18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응답이 미비한 실험군 4명,

조군 1명, 휴학자 1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86명, 조군 95

명으로 총 181명이었다.

2.3 연 도

2.3.1 학습  참여

학습자 참여(Learner’s participation)는 학습자가 수업

련 활동에 능동 , 자발 으로 개입하는 정도로 이를

측정하기 해 Cha et al[6]이 개발한 학습자 참여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사 ·사후 측정하 다. 총 16개의 문항

으로 개발된 이 측정도구는 Likert식 5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습자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lpha값은 .89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2 학업적 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수

행과 련된 자신감으로 이를 측정하기 해 Kim &

Park[8]이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사 ․사후 측정하 다. 평가문항은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

뢰도 Cronbach's αlpha값은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3.3 과제가치

과제가치(Task value)는 학습자의 과제에 한 흥미,

과제수행의 요성과 유용성에 한 지각정도이며 이를

측정하기 해 Wigfield & Eccles[11]의 이론을 바탕으

로 Yan[22]이 개발하고 Kang[23]이 수정․보완한 도구

로 사 ․사후 측정하 다. 평가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과제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lpha값은 .91이었고 Kang[23]의 연구에

서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4 연 진행 절차

2.4.1 스마트러닝  적용한 수업 계

가. 사 비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 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 다. 연구를 한 사 비로 연구자는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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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육을 이수하 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한 지난 3년 동

안 간호학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스마트 미

디어들을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해왔다. 수업설계를 한

요구도 조사로 간호학과 졸업생 졸업 후 1∼3년 시

의 간호사 5인을 상으로 요구도 조사 개별 면담을

시행하 다.

나. 스마트러닝 교수학습모형

본 연구는 표 인 교수학습모델인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를 보완한 Lim[17]

의 스마트러닝 교수학습모형을 수정, 보완하 다. Fig. 1

Fig. 1. Instructional design model of smart learning 

in this study

첫째, 목표설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에서 제시한 성인

간호학 학습목표를 기반으로 14주의 수업 일정 동안 순

환기계 건강와 간호에 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

하도록 구성하 다. 둘째, 자원 확인은 모바일 어 리

이션과 Messenger 그리고 인터넷 웹과 소셜미디어를 활

용하 다. 셋째, 수업환경 선정은 동 상 활용과 강의식

수업을 병행하는 블 디드 러닝 방식이 고학습앱을 활

용하 다. 넷째, 수업과정설계에서 학습자원으로는 강의

계획서QR코드, 설문URL, 모바일 학습앱 ‘클래스 ’, 학

습 주제와 련된 동 상 등을 수업에 활용하 다.

참여 환경은 요한 학습주제 4가지에 해 학생들

이 련 동 상 자료를 검색하여 클래스 에 업로드 하

고 업로드된 동 상 게시물에 해동료간에 호감도에

따라 ‘빛내기’ 후기를달아주도록 하 다. 형성평가후 바

로 자신의 평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

여 스스로 학습내용에 한 이해 정도를 악할 수 있도

록 하 다. 학습자의 개별수 에 맞는 학습 리를 해

학습목표를 미달성한 학생들은 추가과제를 작성하여 학

습앱에 업로드 하 고 학습앱의 비 상담방을 통해 교수

자와 학생 간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 다. 실제 경험은

성인간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에 한 구사능력

을 증진시키기 해 동료 간에 의학용어에 한 구술평

가를 하며 모바일을 활용해 동 상을 촬 하 고 이를

학습앱에 학생들이 업로드하 다.

2.4.2 수업도  개발 

강의계획서 QR코드 작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

이버(NAVER)의 ‘QR코드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

하 다. 제작한 강의계획서 QR코드를 스티커로 인쇄하

여 학생들에게 배포하 다. 설문조사는 구 (Google) ‘설

문지’ 기능을 활용하여 평가문항을 작성하고 이에 연결

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자원 치 지정자)

을 작성하 다. 작성한 URL을 복사하여 모바일을 이용

해 카카오톡 내 학 단체 화방에 붙여넣기 하면 모든

학생들이 별도의 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속해서 설

문조사에 응할 수 있었다. 강의 시 활용한 동 상은교육

문 방송국인 한국교육방송공사(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이후 EBS)와 동 상 공유 싸이트

Youtube(http://www.youtube.com)를 통해 요 학습주

제와 련된 동 상을 다운받아 사용하 고 학습앱에도

게시하 다.

학습 앱 클래스 을 활용한 내용으로 교수자는 공지

사항 메뉴를 통해 수업 련 공지사항을 게시하 고 요

한 학습주제와 련된 동 상을 게시하 다. 한 비

상담방 메뉴를 통해 개별 학습상담을 실시하 다.

2.4.3 간호학 과목 수업에 스마트러닝 적용 

성인간호학 교과목 수업에 스마트러닝을 용한 사례

는 다음과 같다. Fig. 2 강의계획 안내는 강의계획서 QR

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배부하 고 학습앱 클래스 에

도 게시하 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교과목에서

익 야 할 구체 인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진행방

식과 과제물, 평가방법을 안내하 으며 스마트러닝의 진

행방식에 하여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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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smart learning 

in this study

사 조사로 설문URL을 모바일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 으며 결과를 일 으로 엑셀로

다운받아 분석하 다. 한 학생들의 비도에 맞는 수

업진행을 해 사 지식 평가를URL을 활용하여조사하

고 결과를 수업진행에 반 하 다. 동 상을 활용한 강

의는 웹에서 다운받은 학습주제와 련된동 상을 활용

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 학습활동은 학습 앱 클래

스 에 학생들은 과제를 업로드하 고 비 상담방 메뉴

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개별 으로학습상담을 받

았다.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업 련 공지사항을 달

받았으며, 학습주제 련 동 상을 학습 앱에도 게시하

여 반복학습이 가능하게 하 다. 형성평가는 의학용어에

한 동료간 구술평가로써 학생들이 성인간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를 구두로 발표하고 동시에 모바일로

동 상을 촬 하여 학습앱에 업로드하 다. 간과제는

간고사 결과 학습목표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부과하

으며 작성한 학습노트를 사진찍어 학습앱에 업로드하

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러닝의 효과검증을 한 설문URL

을 모바일의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배포, 조사하 으며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아 분석하 다.

2.5 료수집 방법

연구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으며,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수업 시작

참여자의 일반 특성과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

능감, 과제가치를 측정하 다. 연구자는 총 14주간의 성

인간호학 수업에 실험군에게는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을 용하 으며 조군에게는 PPT를 활용한 설명

주의 강의식 수업을 하 다. 실험군과 조군은 동일

한 교수자의 강의계획에 따라 순환기계건강문제와 간호

에 해서 동일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수업을 받았다.

두 군 모두 동일한 수업기간을 용받았으며 형성평가에

해서도 실험군은 모바일을 활용해 시행하 으며 조

군은 지필고사로 실시하 다. 과제에 해서도 실험군은

과제를 모바일을 통해 제출하 으며 조군은 노트로 제

출하 다. 사후조사로 두 군 모두에게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를 측정하 다.

2.6 연  리적 고

연구자는 상자에게 연구 목 과 방법, 연구 참여자

로서의 권리,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에 해 설명하

다.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의사를 철

회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동

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시행하 다.

조군에 한 윤리 고려를 해 자료수집이 종료

된 후에 조군에게는 2회의 스마트러닝을 용한 성인

간호학 수업을 제공하 다.

2.7 료분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ㆍ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

하 으며, 사 동질성 검증으로 실험군과 조군

의 일반 특성,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해서 χ2-test과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하 다.

ㆍ 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조군에게 학습자 참

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ㆍ 각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상  반적 특 과  집단  동질  검정

일반 특성으로 연령, 성별을비교한 결과 두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한 동질성을 검

증한 결과, 두군 간에학습자 참여(t=0.832, p=.406), 학업

자기효능감(t=1.314, p=.191), 과제가치(t=-1.406,

p=.161)에 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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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Exp. Con.
χ2
or t　

p　(N=86) (N=95)

n(%) or M±SD n(%) or M±SD

Age 2.655 .448

20-29 81(94.2%) 85(89.5%)

30-39 3(3.5%) 3(3.2%)

40-49 2(2.3%) 6(6.3%)

≥50 0(0%) 1(1.1%)

Gender 1.272 .313

Male 11(12.8%) 18(18.9%)

Female 75(87.2%) 77(81.1%)

Learner’s
participation

3.04±0.405 2.99±0.466 0.832 .406

Academic
self-efficacy

3.11±0.435 3.02±0.448 1.314 .191

Task value 3.86±0.486 3.96±0.507 -1.406 .161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181)

3.2 가  검정

제 1 가설 :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강의식 교

육을 받은 조군 보다 학습자 참여 수가 높을 것이

다.”는 총 14주의 스마트러닝 용 후에 학습자 참여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3.21±0.394 , 조군은

3.14±0.485 으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65, p=.288). 제 1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2>.

제 2 가설 :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강의식 교

육을 받은 조군 보다 학업 자기효능감 수가 높을

것이다.”는 총 14주의 스마트러닝 용 후에학업 자기

효능감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3.24±0.468 ,

조군은 3.05±0.509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668, p=.008).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제 3가설 :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식 교

육을 받은 조군 보다 과제가치 수가 높을 것이다”는

총 14주의 스마트러닝 용 후에 과제가치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4.01±470 , 조군은 3.85±578

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0, p=.040).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Variables

　

Exp. Con.

t　 p　(N=86) (N=95)

M±SD M±SD

Learner’s
participation

3.21±0.394 3.14±0.485 1.065 .288

Academic
self-efficacy

3.24±0.468 3.05±0.509 2.668 .008

Task value 4.01±470 3.85±578 2.070 .04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2. Comparison of learner's particip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 value between two 

groups                              (N=181)  

4. 논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 스마트러닝 교수학습법을 용

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다. 스마트러닝

을 용한성인간호학 수업이 간호 학생의학습자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학습자 참여

수의 차이는 실험군과 조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학생 26명

을 상으로 15주간의 온라인을 통한감각통합치료 교과

목 수업을 한 후에 학생들의 학습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24]. 본연구에서는 블 디드 러닝 방식으로 스마트러닝

을 진행하 으나 Lee & Jung[24]의 연구는 온라인 학습

에 으로 학습자가 주도해야하는 학습형태이기에 수

업진행 방식의 차이로 학습자 참여 정도가 상이했던 것

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를살펴보면, 온라인 수업환경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287명을 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학습참여는 학습자의 이러닝 비도에 의해 향을

받았는데[25], 본연구에서는 강의자의 언어에 주로 의존

하는 통 인 교실수업에 익숙한 간호 학생이 학습에

한 수동 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자가 미리 간호 학

생이 스마트러닝에 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면

학습자의 참여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학업 자기효

능감 수의 차이는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스마트러닝이 학업 자기효능감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 앱을 활용한 반복 인

학습과다양한매체를통한 지식 달등의 결과라 볼수

있다. 이는 스마트러닝의 학습효과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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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연구[26], 그리고 보건계열 방

사선과 학생들을 상으로 스마트 학습법을 용한 결과

학업 자기효능감이 유의하 다는 연구[2]와 간호 학

생을 상으로한 웹 기반 교육은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27]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스마트러닝을 통해 언제 어디

서나 QR 코드를 통해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학습활동

과 과제, 평가에 한 지침을 확인할 수있었으며, 모바일

을 통해 학습앱에 게시된 학습주제와 련된 동 상을

반복 으로 청취함으로써 학습에 한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었으리라고 사료된다. 한 형성평가로 의학용

어에 한 구술시험을 동료 간에 모바일로 동 상을 촬

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 학습에 한 자기효능감에

기여하 을 것으로 본다. 학습앱에 간과제물을 촬 하

여 업로드 하는 활동을 통해 시기 하게 학습활동을

유도하 고, 동료들의 학습결과물을 찰할 수 있는 기

회를 통해 찰자의 효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 학업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을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과제가치 수

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유의하게 향상되어

스마트러닝이 과제가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학습 상을 가치 있다고

단하고 스스로 학습과정을 주도해나가는 동기가되기 때

문에[28] 요한 변수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외 선행

연구에서는 과제가치와 다른 변인간의 인과 계를 찰

하는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3,28-30].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제가치가 학습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31] 학

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정 인 효과를 미침을 보여

주었다[30,32]. 사이버 학에서 강좌를 수강한 학생

1,29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과제가치가 학

업성취도에 정 향을 미쳤으며[33], 학의 이러닝

수강생 153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제가치는 수업

참여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

타났다[15]. 온라인 교육을 받는 학생 646명을 상으

로 한 조사에서도 과제가치는 자기효능감과 수업만족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본 연

구에서 스마트러닝이 과제가치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와 학습지속의향에도 정 인 향

을 미칠 것으로 측되며 추후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학 교과목 수

업에 스마트러닝을 용한 후 강의식 교육과 비교하여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미치는 효

과를 악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시차설계 유

사실험연구로, G시 소재 일 학교의 간호 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실험군 86명,

조군 9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 으며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test과 독립표본

t-test로, 가설검증을 한 두 군 간의 학습자 참여,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한 차이는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측정도구의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러닝을 용한 실험군과 강의

식 교육을 받은 조군의 실험 후 학습자 참여 수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 자기효능감과 과제가

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성

인간호학 수업에 있어 스마트러닝은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교육의 스마트러닝 효과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시 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 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미흡하

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교육에 있어 스마트러닝의효과를 확인하기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 학생에게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러닝 콘텐츠에 한 개발 용에 한 지속 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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