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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천 소재 G 학 간호학생을 상으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지식, 자신감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설계로 연구 상은 실험군 31명, 조군 32명, 총 63명의 1학년 간호학생이었고, 연구기간은 2011

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재 기간 2주 동안 실험군에게는 기존의 강의 심의 통  실습교

육과 더불어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Mosby’s Nursing Skills  피부와 

막의 투약, 수   심정맥  간호에 한 9개 항목)을 주 3회 이상씩 총 120분 이상 제공하 으며, 

조군에게는 통  실습 교육만을 제공하 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지식과 교육만족도가 

증가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자신감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와 막의 

투약, 수   심정맥  간호의 기본간호 실습에서 통 인 실습과 함께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

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은 간호학생의 기본간호 술기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율 인 교수학습 

략이 될 수 있다.  

■ 중심어 :∣기본간호실습∣e–learning 자기주도학습∣지식∣자신감∣교육만족도∣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ducational effects of self directed learning applying 

basic nursing practice contents of e-learning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Method: This study applied a quasi-experimental pre-test and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with 63 freshman nursing students (31 experimental group, 32 

control group) of G. university in Incheon, Korea as subjects. The e-learning content was about 

the application of topical medications, central line care, and blood transfusion. All were available 

at the web site in school. Self-directed e-learning was more than 120 min.(3 times a week, 2 

weeks)during Sep-Nov in 2011. In both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for the 

pre-homogeneity.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higher level of improvement in 

knowledge and learning satisfaction but not significantly. However, the self-confidenc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When self-directed learning using 

e-learning contents added to the conventional practical class, it may be beneficial for the nursing 

students to learn skill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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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본간호 실습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기본간호 지식

을 바탕으로 실습실에서 련된 술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실제의 간호 장에서 기본 인 간호를 수

행할 수 있는 술기능력을 기르는데 목 이 있다[1]. 이

러한 기본간호 술기 수행능력의 향상은 비 간호사로 

하여  상자에게 능숙한 기본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에 한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임상 응력

을 높이고 더 높은 수 의 기술력을 갖춘 임상 수행능

력을 개발하는데 석이 된다[1].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간호사의 실무 장에서의 실기

능력 부족과 반 인 응능력 부족 상이 문제 으

로 두되면서[2], 기존의 실습교육에 추가 인 매체를 

더 한 새로운 실습교육 방법들이 개발  평가가 되고 

있다. Alinier, Hunt와 Gordon[3]는 통 인 실습교육

에 시뮬 이션을 추가한 경우 간호술기에 향상을 보

다고 하 다. Salyers[4]는 통 인 실습교육에 비해 

웹기반의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의 지식습득, 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더 높았고, 교육만족도는 통 인 실습에

서 더 높았으며, 웹기반의 학습은 통 인 실습교육의 

안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하 다. 온라인 학습, 웹

기반 학습 등으로 표 될 수 있는 e-learning은 시공간

의 자율성  구나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학습환경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5]. Blended e-learning은 

e-learning과 면 면 수업을 혼합한 강의로서 반복 인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e-learning 장

과 e-learning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면 면 수업

을 통하여 효과 인 교육이 될 수 있다[6]. 기본간호 실

습교육은 자율 인 실기학습이 요구되며[7], 학생들의 

참여태도를 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용이 필수 이

다[8]. 이러한 자발성을 진시키기 해서는 여러 교육

매체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학습 로그램으

로 평가된 웹 기반 학습[9-11]은 반복 인 시각  학습

을 통해 정신운동 기술(psycho motor skill)의 향상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출 수 있어서 자기

주도학습의 효율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

습의 효율  향상은 실습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 인 임상환경에 응하

는데 필수 인 요인이다[12]. 

따라서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서 교육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e-learning학습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은 간호

학생의 참여태도의 극성을 높여서 실습교육의 목

을 효과 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철 하고 효

과 인 실습은 기본간호수행에 한 자신감에 한 

향을 미치며[13], 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

본간호 술기는 향상된다[14]. 간호학생이 기본간호 실

습 후 자신감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임상실습에 임할 

때 간호사로서 필요한 임상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이라고 하 다[15]. 

그 동안 자기주도학습에 한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계[16], 사 학습에 

한 효과의 조사연구[17], 학습의 자기주도성 향요인

[18], 자율학습 지도방법에 따른 기본간호 실습교육 효

과[8] 등이 있었고, 간호사를 상으로 실무수행에 미치

는 향[19] 등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간호 실습에서 

e-learning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한 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 다. 기본간호 실습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심 정맥   

수  간호는 해부, 생리 등과 련된 지식이 필요한 술

기로, 시각  실제  효과를 이용하여 심도 있게 이 지

식을 달함으로서 효율 인 간호술기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learning학습콘텐츠는 이런 

장 들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하므로 통

인 기본간호 실습교육의 효과를 한층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

약, 수 과 심정맥  간호의 기본간호 실습교육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

습이 간호학생의 기본간호 술기에 한 지식과 자신감 

 기본간호 실습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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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을 상으로 기본간호실

습 때에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

주도학습 후 이에 따른 지식, 자신감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제 1 가설 :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

군보다 지식이 향상될 것이다. 

제 2 가설 :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

군보다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다.

제 3 가설 :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

군보다 교육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e-learning기본간호

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이 지식, 자신감, 교

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상자는 인천 역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 1학

년 학생으로 연구의 상자 수는 유의수  0.05, 검정력 

80%, 효과의 크기는 기존의 유사 선행연구들이 수행되

어 있고[11-13], 평균과 표 편차로 구해진 0.8을 이용

한 Cohen[18]의 공식을 기 으로 군별로 26명이 

하나[11-13],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 교육이수

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험군, 조군 각각 35명 

총 70명을 상으로 기자료를 수집하 다. 실험군은 

설문지 불성실 2명, 도 이탈 2명을 제외한 31명, 조

군은 설문지 불성실 2명, 도 이탈 1명으로 32명, 총 63

명이 최종 연구 상자가 되었다. 상자의 선정기 은 

최근 3개월 이내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수

과 심정맥  간호의 기본간호 실습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

로 하 다. 

3. 연구도구
3.1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

주도학습
컴퓨터 기반의 멀티미디어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처

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로 하여  자신이 배운 

지식들의 효과에 해 피드백  자료를 제공하고, 문

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방법이다[21]. 이 

 e-learning은 교수와 학습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형태의 학습이다[21]. 본 연구에서 e-learning기본

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은 간호학생이 

기본간호 실습 이외의 시간에 자기 주도 으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에 속하여 해당 항목

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는 Mosby(2010)가 개

발하고 한국간호과학회의 감수(2011)로 한국어로 번역

된 한국어  Mosby’s Nursing Skills(Elsevier Korea, 

2011)로 총 227개의 기본간호 술기로 그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수 과 심정맥  간호에 해

당하는 9개 항목을 의미한다. 9개의 각 항목에 한 콘

텐츠는 텍스트 설명문, 체크리스트, 이미지  애니메이

션, 비디오  평가문제, 추가 설명문으로 이루어지며

(Figure 1), 기본간호 실습과 련된 지식과 수행방법으

로 구성되어 있다[22]. Mosby’s Nursing Skills 콘텐츠

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내용타당도나 합성을 검증

받고 개발된 실습콘텐츠이고, 재 한국 간호교육의 경

향은 미국의 앞선 간호 로그램을 수용하면서 개발되

는 경향이므로 Mosby’s Nursing Skills 콘텐츠가 합

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재 로그램으로 선택하 다. 

3.2 자기주도성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한 자기주도성

은 Guglielmino[23]의 자기주도학습 비도 측정도구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기 로 하여 Yoo[24]가 32개의 문항으로 요약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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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학습에 한 애착 8문항, 학습자로서의 자

기 확신 8문항, 도 에 한 개방성 8문항, 학습에 한 

호기심 4문항, 자기이해 2문항, 학습에 한 책임수용 2

문항, 총 32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정말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Yoo[24]의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7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79이었다.

 

그림 1. e-Learning 실습콘텐츠 예시화면

3.3 지식 
지식은 기본간호 실습수업에서 피부와 막( , 코, 

귀, 질) 약물투여, 수 과 심정맥  간호에 한 지식

으로 기본간호 실습서[25]와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22]에 공통 으로 수록된 기본간호 실습술기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다. 문항은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11문항, 수 간호 4문항, 심정맥  

간호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 다. 내용타당도는 

기본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을 구하 고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95이었다. 모든 문항은 정답은 1 , 

오답은 0 을 주었으며, ‘모른다’ 0  처리하 다. 총 

수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20 이며, 수가 높을

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uder-Richardson = .71이었다.

3.4 자신감
자신감이란 간호학생이 기본 간호술을 자신 있게 수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 Hong[8]의 간호학

생의 기본간호술에 한 자신감 측정도구를 참조하고 

수정 보완하여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수

과 심정맥  간호 총 12 문항의 자신감 측정척도로 

구성하 다. 문항은 5  척도이며, ‘  자신없다’ 1 , 

매우 자신있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총 수의 범 는 최  12 에서 최고 

60 이다. Hong[8]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93,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3이

었다.

3.5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는 기본간호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데 도

움이 된 정도에 한 학생의 주 인 평가로서, 

Hong[8]의 간호학생의 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기 로 

수정 보완하여 피부와 막( , 코, 귀, 질) 투약, 수 과 

심정맥  간호 총 12 문항에 한 만족도 척도로 구

성하 다. 문항은 5  척도이며, ‘  도움 안됨’ 1 , 

매우 도움됨’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총 수의 범 는 최  12 에서 최고 60

이다. Hong[8]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95,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

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1년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 

사 조사는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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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시작 1주 에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 인 특성, 자

기주도성, 지식, 자신감을 측정하 다. 사후조사는 실험

군의 경우 2주간 통  강의 심 실습수업과 

e-learning기본간호 실습 콘텐츠 이수한 직후 마지막 

시간에 지식, 자신감과 교육만족도를 평가하 고, 조

군은 2주간의 통 인 강의 심의 실습수업만을 들은 

직후 마지막 시간에 측정하 다[11][15].

5. 윤리적인 고려
연구 상 간호학생들은 연구자가 직  설문조사의 

목 과 참여방법을 설명한 후 구두동의를 구했으며, 참

여 여부는 상자의 자율 인 의지에 따르는 것임을 확

인하 다. 설문조사의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학번으로 확인하 고 모든 개인  자료는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 다. 설문 조사의 단이나 자기주도학

습 참여 여부는 상자가 결정할 수 있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자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다. 

6. 연구진행절차
실험군과 조군은 실습분반을 기 으로 e-learning 

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자발

인 의지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상자에 따라 각각 구

분되었다.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는 기본간호 실습  

시각 인 해부생리 이해를 통한 반복  실습이 요구된

다고 볼 수 있는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약, 수

과 심정맥  간호로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의 효

과를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통  실습은 시각매체 제외한 교과서 

이용하는 강의와 시범, 교수지도하에 실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험군과 조군은 두군 모두 2주간 이 통

 실습을 받았다. 실험군은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을 하 고 조군은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실험군은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에 사용법에 하여 20분 정도 기본

인 매뉴얼을 통한 구두 교육을 실시하 다. 홈페이지의 

주소와 들어가는 방법, 교육내용  자메일을 통한 

상담방법에 한 사용자 지침을 함께 제공하 다. 

Pilot 연구를 통하여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

의 이수를 한 속시간을 확인하기 해 3명의 교수

와 5명의 간호학생에게 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하

여 모든 내용을 검토 시 소요되는 시간을 비조사 하

다. 평균소요시간은 120±22.1분으로 최소 60분에서 

최  200분이 소요되었고, 이수기간은 1주 이내 3명, 2

주 이내 5명으로 조사되었다.

사 조사 결과를 토 로 실험군은 e-learning기본간

호실습 콘텐츠의 6개 주제 9개 항목에 하여 항목당 

10분 이상씩 주 3회 이상 속하여 2주간 총 120분 이

상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졌다. 자기주도학습은 수업시간을 제외

한 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수업 후에 학교의 용 

산실에서 수시로 웹사이트에 속하여 이루어졌고, 각 

개인당 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속의 확인은 방문횟

수와 각 항목 당 콘텐츠 이수 수로 표시되도록 하

다. 각 항목마다 제공된 학습순서인 학습요약, 체크리스

트, 비물품, 테스트, 상학습, 이미지 학습, 추가학습

의 순서로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하 다. 

조군은 실험군과 확산을 차단하기 하여 개인 아

이디를 부여받지 못하고,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

구 종료 후 e-learning 콘텐츠를 이수하도록 하 다. 

7.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PC 2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고, 실험군과 조군은 정규분포임을 확인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일반 인 사항은 빈도와 백분

율, 자기주도성, 지식, 자신감은 평균과 표 편차로 분

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test와 Fisher's exact test 나 X2 test로 하 다. 실험

군과 조군의 가설 검증은 지식과 자신감은 후 차이

를 이용한 독립표본 t-test, 교육만족도는 실험군과 

조군을 비교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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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1 일반적 특성과 자기주도성의 동질성 검증 
상자의 성별은 실험군이 여성 96.8%, 조군이 

87.5%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연

령은 실험군이 19.5세, 조군이 19.0세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는 실험군이 무교가 

45.2%, 조군이 기독교가 60.6%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실험군이 취업률 

67.7%, 조군이 성과 취미, 취업률 각각 46.9%이었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우 계는 실험

군, 조군 모두 보통인 경우가 64.5%, 65.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학과 선택 의지는 

실험군의 경우 본인과 타인 의지 48.4%, 조군의 경우 

본인 의지 59.4%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론수업 흥미는 실험군, 조군 모두 있음이 

반 이상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습

흥미는 실험군, 조군 모두 88.6%, 96.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본간호학 자율학습태도

는 보통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험군 67.7%, 조군 

59.4%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본

간호 실습수업 참여태도는 실험군, 조군 모두 극

이 가장 많아 각각 58.1%, 75.0%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주도성은 실험군이 118.9±11.0

 조군이 114.0±9.1 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표 1].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과 자기주도성에 한 동질성 검정결과 모두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인 지식과 자신감에 

한 동질성을 검정하 다. 실험  지식은 실험군이 

13.5±2.7 , 조군이 12.7±2.2 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자신감은 실험군 26.5±10.51 , 조

군 30.9±9.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N=63) 

변수 구분
실험군 
(n=31)
n(%) 

조군
(n=32)
n(%)

X2 or t
(p)

일반적 특성
성별 여성 30(96.8) 28(87.5) 0.176*

(.355)남성  1(3.2) 4(12.5)

연령
(세)

18 7(22.6) 11(34.4) 1.964
(.374)19 19(61.3) 14(43.7)

≧20 5(16.1) 7(21.9)
M±SD 19.5±3.0 19.0±1.2 0.801

(.426)

종교
기독교 13(41.9) 14(43.6)

0.392*

(.942)
천주교 3(9.7) 3(9.4)
불교 1(3.2) 2(6.3)
무교 14(45.2) 13(40.7)

간호학과
선택동기

적성과  
취미 7(22.6) 15(46.9) 4.094*

(.129) 취업률 21(67.7) 15(46.9)
기타 3(9.7) 2(6.2)

교우관계
 어려움 1(3.2) 0(0.0) 1.056*

(.590)보통 20(64.5) 21(65.6)
 좋은편 10(32.3) 11(34.4)

간호학과
선택의지

타인권유 3(9.7) 2(6.2)
1.925*

(.382)
본인반
타인반 15(48.4) 11(34.4)
본인 13(41.9) 19(59.4)

이론수업
흥미

없음 1(3.2) 0(0.0) 1.050*

(.592)보통 13(41.9) 14(43.8)
있음 17(54.7) 18(56.2)

실습수업
흥미

없음 0(0.0) 0(0.0) 4.198*

(.053)보통 6(19.4) 1(3.1)
있음 25(80.6) 31(96.9)

기본간호   
자율학습
태도

소극적 3(9.7) 4(12.5) 0.477*

(.788)보통 21(67.7) 19(59.4)
적극적 7(22.6) 9(28.1)

기본간호
실습수업 
참여태도

소극적 0(0.0) 0(0.0) 2.032*

(.188)보통 13(41.9) 8(25.0)
적극적 18(58.1) 24(75.0)

자기주도성 M±SD 118.9±11.0 114.0±9.1 1.904
(.062)

 종속변수
지식 M±SD 13.5±2.7 12.7±2.2 1.303

(.197)
자신감 M±SD 26.5±10.5 30.9±9.4 -1.738

(.087)
 * Fisher's exact test

2. 가설검증
1.1 제 1 가설 검증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지

식이 향상될 것이다.’ 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

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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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3.5 에서 16.0 으로 2.5  높아졌고, 조군은 

12.7 에서 15.1 으로 2.4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t=0.137. p=.892) 제 1 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표 2]. 

1.2 제 2 가설 검증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자

신감이 향상될 것이다.’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자

신감이 6.5 에서 39.4 으로 12.9  높아졌고, 조군

은 30.9 에서 39.0 으로 8.1 이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t=2.292, p=.025)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2].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과 자신감의 실험전후 차이검증 
                              (N=63)

종속변수
사 조사
M (SD)

사후조사
M (SD)

차이값
M (SD)

t p

지식
실험군(n=31) 13.5(2.7) 16.0(1.5) 2.5(2.2) 0.137 .892
대조군(n=32) 12.7(2.2) 15.1(2.0) 2.4(2.3)

자신감
실험군(n=31) 26.5(10.5) 39.4(8.9) 12.9(9.3) 2.292 .025
대조군(n=32) 30.9(9.4) 39.0(6.9) 8.1(7.1)

1.3 제 3 가설 검증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교

육만족도가 높을 것이다.’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총 

교육만족도가 46.9±5.5 으로 조군 44.1±7.8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서(t=1.647, 

p=.105), 제 3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세부항목별로 

볼 때 피부와 막투약(t=1.772, p=.081), 심정맥  간

호(t=1.148, p=.255), 수  간호(t=0.593, p=.555) 모든 항

목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교육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후 교육만족도 비교        
                     (N=63)

교육만족도
세부항목 (문항수)

실험군  
(n=31)
M (SD) 

조군
(n=32)
  M (SD)

 t p

교육만족도(12) 46.9(5.5) 44.1(7.8) 1.647 .105
  피부,점막투약(6) 24.6(2.8) 22.9(4.2) 1.772 .081
  중심정맥관(4) 14.6(2.5) 13.7(3.9) 1.148 .255
  수혈(2)  7.7(1.2)  7.5(1.9) 0.593 .555

Ⅳ. 논 의

웹기반을 이용한 e-learning은 다양한 시각  이미지

와 반복 인 개별학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 로그램으로 평가되므로 

[9-11], 본 연구에서는 피부와 막( , 코, 귀, 질)의 투

약, 수 과 심정맥  간호에 한 기본간호 실습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

습이 간호학생의 지식, 자신감,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간호술기의 변화나 차이 검증

은 본인 스스로의 자기주도학습 참여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8],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며  다른 연구과제로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e-learning 기본간호 실습콘텐츠 통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지식과 

교육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자

신감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간호 실습교육에서 웹기반 학습이 수행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식과 교육만족도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선행연구[15]의 결과와 유사하 다. 그

리고 지식, 교육만족도, 수행능력에 효과 이며[26], 교

육만족도, 유용도, 용성, 자신감 모두에서 효과 이라

는 연구결과[27]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

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조군에 비해 지식과 교육만족

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볼 때 모두에서 효과 이라는 결

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의 유의한 향상은 반

복 인 학습과 충분한 지식 등이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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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e-learning

의 반복 학습효과로 향상되고 지식은 자심감과 유의한 

상 계가 있고[28], 기술은 시행에 있어서 개인의 지

식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9].

본 연구에서 e-learning 기본간호 실습콘텐츠의 자기

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지식 정도

가 상승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연구하여 웹기반 교육이 

통 인 기본간호 실습과 비교하여 지식의 향상에 유의

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15][30][31]과 일

치한다. 그러나 웹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지식을 유의

하게 향상시키며[11][26][32], 간호사의 교육에서 지식 

향상에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27]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 이 듯 웹기반 e-learning 학습콘텐츠가 상자의 

지식 향상에 있어서 일 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통 인 교육과 웹기반 콘텐츠 간에 단순한 지식 달

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식 측정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의 범 는 제한되므로 확정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처치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연구 상자

가 알게 되었다. 이것이 조군으로 하여  열심히 하

고자 하는 동기유발 요인이 되어 지식결과에 향을 주

었을 수도 있다. 그 외 실험군과 조군 두 군의 자기주

도성 정도는 동질하나 두 군이 모두 매우 높은  등이 

지식 향상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

구 상자 실험군과 조군의 자기주도성은 평균 116.4

으로 간호 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11][16][1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상자의 자기주도성은 높은 수 으로 조군도 스스로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자의 이런 특

성이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의 교육  효과를 보기 해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큰 향요인으로 밝 진 자기주도성에 한 통제를 하

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자발 으로 학습하는 

것임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정도에 향을 받을 수 

있으며[16][18][33],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자기주도

성의 향을 통제하기 해 실험군과 조군의 자기주

도성 정도를 측정하여 동질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

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자

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25). 이는 웹기반 교

육이 기본간호 수행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결과

[11][26][31]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스스

로의 자율학습 참여시간이 길수록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며, 학생이 극 으로 참여하도록 교육자의 끊

임없는 심과 지도의 진자 역할이 요하다[8] 이러

한 간호학생의 자신감(자기효능감)은 기본간호 수행능

력과 정  상 계가 있다[14][16][34]. 따라서 자신

감의 유의한 향상은 기본간호 수행능력의 향상을 나타

낼 수 있다. 한 자신감의 향상은 간호학생의 자기주

도성을 강화하는 동기가 되어 다른 실습 교육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문직 태도를 갖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

서 간호학생의 기본간호 술기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실습교육에서 e-learning실습콘텐츠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모든 간호학과에서는 기본간호 수행능력의 향상

이 기본간호 실습교육의 궁극  목표이며, 이를 해 

다양한 실습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의 기본간호 실습이 학교 내부 실습실을 이용하여 이루

어지고, 기자재의 비와 실습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실질 인 실습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할 수 있다[2]. 이러한 경우 특히 e-learning기본간

호실습 콘텐츠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은 제한된 실습환

경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의 실습을 학생스스로 보완함

으로서 간호학생의 자신감을 향상시킴으로서 기본간호 

수행능력의 향상과 함께 앞으로 임상 실무능력 향상에

도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

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교

육만족도 수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웹기반 교육과 통  간호교육을 비교하여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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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31]와 일치한다. 그러나 웹기반 교육이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26][27] 연구결과와 통

 기본간호 실습교육이 웹기반 학습보다 유의하게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4]와는 상이하다. 한 기본간

호 교육방법에 한 문헌분석연구에서 통  실습교

육에 웹기반 교육을 추가한 재가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 [35]와 상이하다. 이 듯 

다양한 결과는 통 인 실습교육이 직  체험 실습

을 가능하게 하고, 피드백을 통한 기본간호 술기의 향

상을 가져오게 함으로서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의 구

성, 수 , 근성 등도 교육만족도에 향을 주었을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효율 인 자기주도학습을 

한 e-learning 실습콘텐츠는 학습자의 상호작용 기능의 

보완과 학습동기 유발을 극 화시키기 해 보다 입체

으로 실감 있게 구성하여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 볼 때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

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실험군 학생들의 주  평가를 

볼 때 e-learnin기본간호실습 콘텐츠의 실습 항목별 교

육내용이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실습을 한 실습교과서

보다 내용이 많고 심도 있게 개발되어 있었던 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e-Learning기본간

호실습 콘텐츠는 타당도나 합성을 검증받고 개발된 

실습콘텐츠이지만 미국 간호학생 상으로 개발된 것

이어서 재 한국의 간호학생 간호 로그램과 차이

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상자에게 합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의 개발은 학습 동기화

와 교육만족도의 극 화를 해 매우 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웹기반 e-learning 통한 자기주도학습이 

효과 인 것으로 연구된 바 있어서[5], 실제 인 시각  

효과와 반복 인 학습을 통해 정확한 술기 습득이 필수

인 과제인 기본간호 실습에서 e-learning기본간호실

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 지식, 자신

감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

었다. 특히 피부나 막( , 코, 귀, 질)의 약물투여, 수

과 심정맥  간호에 한 기본간호실습을 주제로 

한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이 미치는 향을 봤을 때 실험군이 조군보다 지

식과 교육만족도가 증가되고, 자신감은 유의하게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제의 기본간호 실습에

서는 통 인 실습과 함께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학습은 기본간호 술기에 

한 자신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 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간호학생의 기본간

호술기에 한 자신감의 유의한 향상은 임상에서 간호

술기의 수행능력 향상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e-Learning 통한 자기주도학습이 권장되어야 

되겠고, 이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교육

만족도와 지식을 높이기 해서는 간호학생에 을 

둔 e-learning 콘텐츠의 개발을 제안한다. 한 본 연구

가 일개 학에 제한되었고, 기본간호 실습 주제에 따

라 e-learning 자기주도학습의 교육  효과가 다를 수

도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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