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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학과에서의 교육과정은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

서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 가르치고 학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실무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지식에 대한 요건으로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

습량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표

준화된 지식을 평균 수준에 맞추어 대량 전달하는 기존

의 강의형식의 교육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1].

이러한 교육방식은 개인의 수준, 적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이 되지 못하여 학습자는 소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임하게 되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1]. 현대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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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적용이 학업크래프팅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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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 간호대학생의 학업크래프팅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6주간이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8명을 선정하

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간호관리학 학습을 진행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

조군보다 학업크래프팅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토대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

대학생이 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유용한 매체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간호교육, 간호관리학, 애플리케이션, 학업크래프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application on 
study crafting in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6 weeks from September 1, 2019, and 38 
subjects were selected for each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who conducted nursing management learning using the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appli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tudy crafting tha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application is a useful medium for nursing students to find 
meaning for learning and to lea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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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추진되

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 요구된다[1].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를 위해

서는 자기주도학습으로 전환이 있어야 함이 시사되고

있다[2].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관적인

의미 부여가 중요시되는 것으로 이와 연관되는 학업크

래프팅(study crafting)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학업크래프팅은 잡크래프팅(job crafting)에서 파생

된 말로 학업경험을 의미 있게 구성하고 능동적으로 주

도해 나가는 전략을 일컫는다[2]. 잡크래프팅은 의미 있

는 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행해지면서 자신의 직무

에 대해 고찰하고 변화를 주도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과

정이며[3], 학습 또한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고 하여 학업크래프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학

업크래프팅은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을 말하며, 구성주

의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4].

구성주의는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 ‘발견학습’, ‘학습자 중심

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5]. 학업크래프팅 척도의 타

당화에 대해 연구한 Choi와 Shin [2]은 학업크래프팅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이 의미

있다고 여기고, 그 결과로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학업크래프팅은 잡크래프팅에서와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 세 영역은 과

제, 관계, 인지를 말한다[4]. 즉 학업 의미, 학업 만족,

삶의 의미,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2], 첫째, 과제

크래프팅을 위해서는 자신의 학습분량을 스스로 결정

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시간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인지 크래프팅을 위해서 학습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교과라고 판단될지라도 최종

적으로는 진로 방향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한다. 셋째, 관계 크래프팅을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Brooks와 Brooks [6]는 구성주의 학

습의 기본원리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살펴보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격려

하고 수용하며, 학습자 스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전략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습 결과보다 학습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학습자의 의미 구성에 대해 중요시하여야 함을 언급하

였다.

이러한 학업크래프팅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면서 본 연구자는 접

근성, 이동성, 편의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학

습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7]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

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률은

83%이고[8], 국내 사용률은 20~40대에서 99~100%로 상

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9].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을 활용한 교육 분야는 영어 프리젠테이션 수업에서

상호작용 부재, 고립감 심화, 실재감 부족, 수업참여도

의 하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증되었으며

[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본간호

자율실습에 스마트폰 동영상을 활용하였는데, 스마트폰

을 활용한 동영상 촬영 및 재 영상화와 즉각적인 피드

백이 임상수행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11]. Kim

& Kim [12]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교육 매체로

쌍태아 임부 산전 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컨텐츠 항목인 정확성,

이해성, 객관성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

관적인 만족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선행연

구를 살펴보았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용 애플리

케이션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자율성, 주관적

인 의미감을 경험하게 하며,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 간호대학생의 학업크래프팅에 어떤 효

과를 미치는지 확인하여 간호관리학 학습 과정에서 학

습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도하여 학업경험

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Ⅱ.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간호대학생의 학업크래프팅(과

제 인지, 관계 영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

다.

가설1.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한 실험군은 강의로만 학습

한 대조군보다 학업크래프팅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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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활용하여 정규교과과정과 교과과정 외 학습을

진행한 실험군과 강의로만 학습을 진행한 대조군 간의

학업크래프팅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6주간 ‘B’시 소재 한

개 대학과 ‘C’시 소재 한 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간

호관리학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독립표본 t검정에서 양측이면서 검정력 .80, 유의수

준 .05, 효과크기 .70으로 설정하였을 때 실험군, 대조군

각각 16명으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당 38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학업크래프팅

간호대학생의 학업크래프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lemp와 Vella-Brodrick [13]이 개발한 잡크래프팅 척

도를 Lim et al. [1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Choi와 Shin [15]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타당

화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과제 크래프팅

(4문항), 인지 크래프팅(5문항), 관계 크래프팅(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크래프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와 Shin

[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였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4.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실험 군에게 적용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

리학 교과목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역량을 향

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16].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이론적 내용으로 간호전문직의 이해,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간호단위관리이

다. Part 2는 이론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7개 챕터에 대

해 각각의 챕터별로 오지선다형으로 기본적인 문제들

이 제시되고, Part 3는 각각의 챕터에 대한 심화문제로

구성이 된다. Part 4는 이론적 내용의 7개 챕터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형 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제시된다. 학

습자는 기본문제, 심화문제 및 종합문제를 각각 풀고

나면 자신의 점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Figure 1).

그림 1. 간호관리학 애플리케이션 구성 내용
Figure 1.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or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using smartphone

대조군은 간호관리학 수업에서 강의로만 학습하였고,

실험군은 강의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활용

하여 학습이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매 차시 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연관된 콘텐츠 항목을 선행, 반복, 복습하

고 기본 및 심화로 제시되어진 문제를 풀이하여 자신의

학습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액세스 시간과

관리자 웹 사이트에서 얻은 점수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학습 상태에 따라 학생들에

게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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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분석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정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된 캐비닛에 보관

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x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업크래프팅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Ⅳ.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8명(23.7%), 여성이 58명

(76.3%)으로 여성이 많았다. 학과 성적으로는 ‘상’이라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명(10.5%), ‘중’ 47명(61.8%),

‘하’ 21명(27.6%)이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종류

로는 안드로이드가 27명(35.5%), 아이폰이 49명(64.5%)

이었다. 선호하는 수업 형태를 알아본 결과 강의 29명

(38.2%), 매체 활용 21명(27.6%), 혼합형태 16명(21.1%),

실습 5명(6.6%), 기타 5명(6.6%)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2) (Table 2).

2. 연구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학업크래프팅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49.7±6.44점, 대조군은 47.7±3.98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Table 3).

3.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효과 검증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습한 실험군

의 학업크래프팅은 중재 전 40.8점에서 중재 후 49.7점

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의 학업크래프팅은 중재 전

44.1점에서 중재 후 47.7점(t=9.34, p<.001)으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Table

4).

Ⅴ.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교육

용 애플리케이션을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학

업크래프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

리케이션으로 학습한 실험군은 강의로만 학습을 진행

한 대조군보다 학업크래프팅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크래프팅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Park [17]은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학

업크래프팅 정도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학업크래프팅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업크래프팅은 학업 경험을 의미 있게 구성하고 능

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전략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스

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이

학업크래프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고

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학업크래프팅은 과제, 인지, 관

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언급되었다[4]. 스

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관리학 학습 전, 중, 후에 학습 내용과 연관된 콘텐

츠 항목을 선행, 반복, 복습할 수 있으므로 학습 분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간을 배치할 수 있어 과제 크래프팅

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 크래프팅은 학습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2].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

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 받고, 교수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용도와 사

용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함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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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간호관리학의 7개 챕터에 대한 PPT 파일의 학습

목표와 내용이 전달되고, 간호사 국가고시와 연결되는

교과목으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어지는지 강조됨으로

학습자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지 크래프팅

에 대한 충족이 있으리라 본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

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동안 교수

자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학습 상태에 따라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에서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

록 격려해야 함이 강조된 관계 크래프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세워 수업 전략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외 활용하는 시간에 대해 학습

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관리학 학습에 대한 학업크래프팅

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자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하는 시간을 배정할 수 있

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며, 학습한 결과는 퀴즈를 통

해 점검한 후 교수자의 피드백이 제공된다[16]. 이러한

과정은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어 학습역량을 증진하기

에 효과적임을 연구결과로 알 수 있다. 이에 간호관리

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들에

게 적용하여 학업크래프팅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

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스마

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업크래프팅 정도가 높은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활

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간호대학생이

교육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

게 하는 매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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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38) Control group(=38)
t or x2 p

n(%) n(%)

Gender Men 8(21.1) 10(26.3) -.53 .595

Women 30(78.9) 28(73.7)

Grade High 6(15.8) 2(5.3) 1.75 .084

Moderate 24(63.2) 23(60.5)

Low 8(21.1) 13(34.2)

Type of smartphone being used Android 13(34.2) 14(36.8) -.24 .814

iPhone 25(65.8) 24(63.2)

Preferred learning style Lecture 16(42.1) 13(34.2) .57 .570

Media 9(23.7) 12(31.6)

Blended 9(23.7) 7(18.4)

Practice 2(5.3) 3(7.9)

Others 2(5.3) 3(7.9)

표 2. 학업크래프팅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Study Crafting before Nursing Management Application between Two Groups

(N=76)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n=38) Control group(=38)

t or x2 p

M±SD M±SD

Study crafting 49.7±6.44 47.7±3.98 1.63 .108

표 3.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효과

Table 3. Differences in Study Crafting in the Two Groups
(N=76)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38) Control group(=38)

t or x2 p
M±SD M±SD

Study crafting Pretest 40.8±3.90 44.1±4.42 9.34 <.001

Posttest 49.7±6.44 47.7±3.98

Differences 8.8±5.35 3.6±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