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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스마트 폰 보급률은 68.6%로 10명 중 7명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1], 스마트 폰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태블릿 PC 등을 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호사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인식 및 활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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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When developing smart-based continuing nursing educational (SCNE)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ention to use of nurse 
education managers and staff nur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perceived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of SCNE among nurse 
education managers and to define perceived ease to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among staff nurses. And we compared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
tion to use SCNE of nurse education managers and staff nurse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4 to November 20 
of 2014. A total of 71 nurse education managers from 71 institutions and 486 staff nurses from 14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
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intention to use SCNE 
of nurse education managers and staff nurses were 5.86 vs. 6.67 (t = -3.44, p= 0.001).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SCNE of nurse education 
managers were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education (β = 0.19, p= 0.044), perceived positive attitude (β = 0.34, p= 0.002) and perceived negative 
attitude (β = 0.40, p< 0.001)(Adjusted R² = 0.60)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education (β = 0.13, p= 0.028), perceived ease to use (β = 0.50, 
p< 0.001) and perceived usefulness of staff nurses (β = 0.20, p= 0.010) were influencing factors for staff nurses (Adjusted R² = 0.55). Conclusions: Staff 
nurse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use than nurse education managers for SCN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CNE must be 
developed for staff nurses using strength such as ubiquity and freedom from the limitation of space and time. 

Key words: Continuing nurse education, Smartphone, Nursing informatics, Intention, Perception

How to cite this article:
Kim MS, Jung HK, Kim SM, Kim MH.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use of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among nurse education managers and staff nurses. J Health Info Stat 2016;41(3):307-317. Doi: 
http://dx.doi.org/10.21032/jhis.2016.41.3.307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6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Hyun Kyeong Jung
179 Gudeok-ro, Busan 49241, Korea
Tel: +82-51-240-7568, E-mail: hyunk-Jung@hanmail.net

Received: July 6, 2016 Revised: August 16, 2016 Accepted: August 22, 2016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2016.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함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관련 어플리케이

션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되었다[2].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

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초래하여 스마트 교육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고[3], 임상에서는 의료진에게 누적된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행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진료를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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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4]. 일 연구에서 의료진의 

56%가 임상실무에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5] 근거 기반의 실무, 전문가 교육, 환자 교육 및 질환별 자가관리 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진다[6]. 

이러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위한 계속교육 및 보수교육의 

형태로 개발, 운영되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례나 관련 문헌은 찾

기 힘들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일 지역의 의료인을 대상으

로 보수교육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교육을 가장 선

호하였던 것을 볼 때[7] 의료인은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실무위주여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간호직의 경우 각 기관별로 교육담당

자가 기관자체 개발 보수교육이나 대한간호협회의 전달 보수교육을 실

시하여 개인의 보수교육 실태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교

육에 대한 요구도가 의사에 비해서 높고[7],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자 수가 2011년 18,079명에서 2013년 74,063

명으로 크게 늘어난 점[8]을 볼 때, 향후 간호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

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 시 일반간호사들은 스마트 기기 활

용 보수교육의 주 사용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교육담당자의 인

식이나 의도는 소속 간호사들의 보수교육이수방법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집단의 인식과 활용의도를 조사하여 비교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교육은 자기주도성, 정보기술활용 등의 특성으

로 중요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학습을 방

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므로 교사들의 교육적 활용과 기능에 대한 이

해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 연구[9]를 참고로 할 때, 간호교육담당자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

시 중요하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세 가지 요소가 행위의 의도를 결정짓는다[10]. 그러나 교

육담당자에게 보수교육이수에 대해 직접적인 주관적 규범이 될 만한 

중요한 타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스마트 기기 활용의 보수교육이 개

발ㆍ활용되지 않는 시점이므로 지각된 행위통제 역시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담당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태도만이 활용의도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행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는 주관적 규범의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변수이다. 반면, 일반간

호사들의 경우에는 콘텐츠 개발 후 실제 주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보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정보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활용의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높게 인식하면 스마트 러닝에서의 학

습수행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활용은 기존 미디어나 생활기기와 유사성을 높게 인식

하여 활용이 용이하다고 지각될 때 스마트 기기가 기존의 미디어 및 

생활기기를 대치하는 경향을 보인다[12]고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스

마트 기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학적 도구로 부

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경험자들의 지속적 활용에 초점을 둔

다면 개인이 지각하는 기기 활용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중요

한 변수로 지목된다[3]. 특히,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은 만족도

와 높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므로[13] 향후 이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활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간호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

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도에 대한 조사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들의 활용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는 서로 다른 측면의 이론을 바탕으

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두 집단의 활용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를 탐색하여 향후 스마트 기기 활용 보

수교육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활용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용의도를 비교한다. 

둘째,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를 분석한다.

셋째,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

용의도와 관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

용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Ajzen and Madden [10]의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라 간호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온,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기능에 대

한 태도는 스마트 기기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Davis [11]의 기술수용모델에 따라 일반간호사가 인식하는 

온,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은 스

마트 기기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09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 기기 활용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용

의도를 파악하고, 이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전국의 간호

사 보수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교육담당자이

고 두 번째는 각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반간호사이다. 우선, 교육담당

자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보수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웹 

페이지 개발업체에 웹 설문지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주 동안 7차례의 

수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인터넷 설문도구를 구축하였다. 이후, 본 연구

의 표적모집단인 전국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명단을 대한간호

협회로부터 확보한 뒤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의료기관, 시도간호사회

(지부), 교육청, 교육기관을 포함한 총 213개 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웹 

설문 참여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설문조사에 응

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1주 후에 한 번 더 협조공문을 보내었다. 그 결

과, 전체 213개 기관 중 71개의 기관이 이 설문에 참여하여 33.3%의 응

답률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그룹의 자료수집을 위해 앞서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었던 기

관의 교육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대한간호협회 협조공문을 함께 발송

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연구참여

에 동의한 교육담당자는 연구 참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문의 배부와 

회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을 설명하고, 최소 3개 이상의 부서에 

자료배부 및 수집을 요청하였다. 이에 총 14개의 기관이 동의의사를 표

명하였고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486부를 회수(회수율 

97.2%)하였다. 두 그룹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

학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1386-20141106-HR-012-03)

을 받았다. 웹 설문대상자인 보수교육담당자에게는 협조공문과 함께 

본 설문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과 기밀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여 온라

인 동의서를 받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는 설문지의 배부 및 수거의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동의를 표명한 기관의 교육담당자로 하여금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게 하고 설문의 익명성

과 기밀성, 설문조사 도중 철회의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설문을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밀봉된 설문지를 전달 받았다. 

이론적 틀

본 연구에서 간호교육담당자에게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일반간호

사에게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의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위주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론에서 포함된 

변수 중 몇 가지를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행위의도가 행위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Ajzen and 

Madden [10]에 따르면, 행위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의 함수로 세 가지 요소가 행위의 의도를 결정짓

는다고 하였다. 태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위로부터 초래될 

결과들의 가능성과 각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주관적 규범은 행

위에서 상황의 역할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한 중요한 

타인의 태도와 그들의 뜻을 순종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지각된 행위통

제는 자신이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를 본 연구에 접목하자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의도는 더욱 

강해지고(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중요한 타인이 인식하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보

다 높은 활용의도를 갖게 한다(주관적 규범). 또한 활용이 쉽고 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낄 때(지각된 행위통제)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

육 활용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기술 기

반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

된 행위통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측정 가능한 변수

로써 스마트 교육의 기능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사용자의 의도와 정보화기술을 설명하는 이론으

로 어떻게 개인이 기술을 지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는가에 대해 기술하는 이론으로[11], Ajzen and Madden 

[10]이 제시한 행위의도를 유발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그 결

과인 행위를 유발시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새로운 시스템

이 업무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정도(지각된 유용성)에 따라 시스템 

사용여부가 결정되며 물리적 정신적으로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

각하면(지각된 사용용이성) 사용을 재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용

성과 사용용이성이 시스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활용

의도에 활용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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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관 형태의 2문항을 이용하여 총 6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Table 1).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총 7문항으로 구

성되며, 보수교육 외 연간 교육참여 횟수를 묻는 1문항, 온라인 보수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각 1문항, 온-오프라인 교육의 선호도 

각 1문항,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효과성 각 1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은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회귀분석에 투입 시 각

각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선호도를 

[14]. 기술수용모델 이후에 대두된 지속이론[3]에 따르면 기술적용 시

작단계 이상 유경험자들의 지속적 활용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기기 활용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중요한 변수로 지

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변수로 

채택하였다(Figure 1).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4문항을, 직무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 근무경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Number of items Referenc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Total nursing experience
Institution

6 -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on/
off -line continuing education

Number of education participation in a year excluding obligatory  
continuing education

Knowledg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typ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type of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erceived effectiveness of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7 -

Reason for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Reason for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Reason for not registering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of teaching method for continuing education 

4 -

Perceived attitude Perceived positive attitude for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Perceived negative attitude for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9
7

Yu and Yang [15]

Perceived ease to use and  
usefulness

Anticipated perceived ease to use for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Anticipated perceived usefulness for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5
4

Liang et al. [16]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Participants’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when it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1 -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Perceived ease to use

Perceived usefulness

Education manager

Attitude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Staff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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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선호하는 이유 각 1문항, 온

라인 보수교육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1문항, 보수교육 시 제공되는 교

육방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방법을 묻는 1문항의 4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태도

보수교육담당자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

사하기 위해서, Yu and Yang [15]이 개발한 ‘웹 기반 학습에 대한 태도’

를 묻는 1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도구 사용은 저자에게 이메일로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긍정적 문항 9개

와 부정적 문항 7개로 구성되었으며 간호학과 교수 1인이 확인하고, 이

후 영어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간호학 박사수료생 1인이 원도구와의 의

미일치를 확인하였다. 단,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웹 기반 학습’ 대신에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전

혀 적절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5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점수

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 사이로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변환처

리를 하여 활용하였다. Yu and Yang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시 기대되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적용 시 기대되

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용모델

을 기반으로 Liang et al. [16]이 개발한 ‘웹 기반 보수교육에 대한 태도’

를 묻는 9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도구는 지각된 유용성을 묻는 5문

항과 사용용이성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

반’ 대신 ‘스마트 기기 활용’ 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원 도구에서는 

각 문항을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의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자의 혼선을 줄이고 응답관련 피로

도 감소를 위해 다른 질문지에서의 반응척도와 같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Liang et al.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유용성 0.96이었고, 사용용이성 0.95로 나타났고, 본 연

구에서는 각각 Cronbach’s α 0.93과 0.87이었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활용의도

스마트 기기 활용의도를 묻기 위한 도구는 본 연구진이 단일문항으

로 개발하였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이 개발된다면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하여 이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

에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0점에서 ‘매우 자주 활용할 것이다’ 10

점까지의 범위를 주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

트 러닝의 활용의도는 ‘활용의도가 있다’, ‘즐길 것이다’, ‘자주 사용할 

것이다’, ‘타인에게 권할 것이다’ 의 네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14]. 하지

만 아직 스마트 기기 기반 보수교육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즐긴다’, ‘타인에게 권한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웹 기반 

학습을 기초로 평가될 것이라 여겨져 정확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활용의사가 있는가’와 ‘자주 사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여겨졌고, 척도를 numerical rating scale 

(NRS)를 활용하여 활용의사와 빈도에 관한 문항을 한꺼번에 측정하

고자 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피로를 줄여 명확하게 활용의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한 문항으로 측정하게 되어 타당도

나 신뢰도 검증이 어렵고 편이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활용의도 점수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LSD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육담당자군과 일반간호

사군의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 인식과 선호도에 대한 차이는 χ²- 

test 또는 t-test, paired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관련변수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

상자들의 스마트 러닝에 대한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군별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

sion)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용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기 활용 보

수교육 활용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우선, 

교육담당자는 71명으로 100.0%가 여성이었고, 40대 29명(40.8%), 50대 

25명(35.3%) 순으로 많았다. 소속기관은 종합병원 34명(47.8%), 상급종

합병원 21명(29.6%), 교육기관 9명(12.7%), 시도간호사회 7명(9.9%) 순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간호사는 486명으로 99.4%가 여성이었다. 

20대 210명(43.2%), 30대 145명(29.8%)으로 많았고 학사가 271명(55.8%)

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일반간호사가 336명

(69.1%)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두 그

룹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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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온라인/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의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교육을 알고 있는 경우는 교육담당자 97.2%, 일반

간호사 85.2%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²=7.74, 

p= 0.005),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경험도 교육담당자 24.6%, 일반간호사 

37.4%가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χ² = 4.23, p = 0.040).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보수교육 선호는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χ² =2.35, p = 0.125). 보수교육 유형별 교육 효과는 온라인 보수교육

의 경우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t= -1.46, p = 0.146), 오프라인 교육

의 경우 교육담당자 6.82점, 일반간호사 5.94점으로 교육담당자가 오프

라인 교육의 효과를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4.64, 

p< 0.001). 교육담당자들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3.49점, 

부정적 태도는 3.30점으로 긍정적 태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t=2.97, p = 0.004), 간호사들의 유용성 인식은 3.29점, 사용용이성 3.48

점으로 사용용이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였다(t= -9.00, p< 0.001). 스마트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교육담당자 5.86점, 일반간호사 6.6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3.44, p= 0.001) (Table 3). 

이에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선호이유를 다중선택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온라인 보수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가 각각 시, 공간의 제약이 적고(100.0% vs. 71.8%),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83.3% vs. 84.7%), 학습진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83.3% vs. 49.4%)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집단의 양상이 유사하였는데, 교육의 효과가 좋고(81.8% vs. 

61.4%), 면대면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54.5% vs. 3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면대면 교육을 선호하고(55.8% vs. 36.8%) 온라인 교육에 대

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28.8% vs. 2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Figure 2). 

변수 간 상관관계

교육담당자 그룹과 일반간호사 그룹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활용의도와 이와 관련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선 

교육담당자의 경우 활용의도와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온라인 보수교

육에 대한 효과성(r= 0.54, p< 0.001)과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

한 긍정적 태도(r= 0.69, p< 0.001)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r= -0.72, p< 0.001)와 

Table 2. Intention to use a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manager and staff nurse (n=557)

Variables Categories
Education manager 

(n=71)
Staff nurse 
(n=486)

Intention to use a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Education manager (n=71) Staff nurse (n=486)

n (%) n (%)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71 (100.0) 483 (99.4) 5.86±2.19 6.66±1.81 1.59 (0.111)
Male - 3 (0.6) - 8.33±1.16

Age (y) 20-29 2 (2.8) 210 (43.2) 7.00±2.83 0.70 (0.558) 6.59±1.80 0.49 (0.687)
30-39 15 (21.1) 145 (29.8) 5.47±2.13 6.81±1.64
40-49 29 (40.8) 101 (20.8) 6.21±1.99 6.70±1.93
50-59 25 (35.3) 30 (6.2) 5.60±2.43 6.53±2.29

Marital status Married 60 (84.5) 227 (46.7) 5.98±2.21 1.12 (0.267) 6.78±1.82 1.27 (0.205)
Unmarried 11 (15.5) 259 (53.3) 5.18±1.99 6.58±1.11

Education Diploma 2 (2.8) 171 (35.2) 6.50±2.12 1.19 (0.903) 6.58±1.83 0.61 (0.608)
Bachelor's degree 14 (19.7) 271(55.8) 5.79±1.58 6.76±1.77
Master's degree 43 (60.6) 39 (8.0) 5.95±2.29 6.49±2.06
≥Doctoral course 12 (16.9) 5 (1.0) 5.50±2.61 6.20±1.30

Total career (y) <10 19 (26.8) 336 (69.1) 6.11±2.13 0.35 (0.792) 6.62±1.83 1.22 (0.302)
10-<20 20 (28.2) 87 (17.9) 5.62±2.08 7.00±1.68
20-<30 25 (35.2) 57 (11.7) 5.68±2.29 6.51±1.91
30-<40 7 (9.9) 6 (1.2) 6.43±2.57 6.50±1.87

Affiliation General hospital 34 (47.8) 174 (35.8) 5.79±2.06 3.59 (0.783) 6.79±1.91 0.89 (0.448)
Tertiary hospital 21 (29.6) 220 (45.3) 5.67±2.27 6.65±1.56
Nurse association 7 (9.9) 35 (7.2) 5.86±2.19 6.26±2.23
Educational institution 9 (12.7) 57 (11.7) 6.56±2.70 6.63±2.13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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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on-line and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in education manager and staff nurse (n=557)

Variables Categories
Education manager (n=71) Staff nurse (n=486)

χ² or t (p)
n (%) or Mean±SD

Number of education 
   participation in a year 
   excluding obligatory 
   continuing education

0
1
2

≥3

8 (11.3)
26 (36.6)
20 (28.2)
17 (23.9)

155 (31.9)
199 (40.9)

94 (19.3)
38 (7.8)

27.96 (<0.001)

Knowledg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Yes
No

Subtotal

69 (97.2)
2 (2.8)

71 (100.0)

414 (85.2)
72 (14.8)

486 (100.0)

7.74 (0.005)*

Experience of on-line
   continuing education

Yes
No

Subtotal

17 (24.6)
52 (75.4)
69 (100.0)

155 (37.4)
259 (62.6)
414 (100.0)

4.23 (0.040)*

Preference type of 
   continuing education 

On-line
Off-line
Subtotal

6 (35.3)
11 (64.7)
17 (100.0)

85 (54.8)
70 (45.2)

155 (100.0)

2.35 (0.125)

Perceived effectiveness of 
   continuing education

On-line
Off-line

5.11±1.72
6.82±1.41

5.47±1.68
5.94±1.49

-1.46 (0.146)
4.64 (<0.001)**

Perceived positive attitude
Perceived negative attitude

3.49±0.56
3.30±0.69

-
-

2.97 (0.004)*

Perceived ease to use
Perceived usefulness

-
-

3.29±0.63
3.48±0.64

-9.00 (<0.001)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5.86±2.19 6.67±1.81 -3.44 (0.001)*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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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ason for on-line and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preference and acceptable teaching method using smart-bas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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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

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r = 0.43, p < 0.001), 지각된 유용성(r = 0.66, 

p< 0.001) 및 사용용이성(r= 0.62, p< 0.001)이 활용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활용의도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의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온

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 정도와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

한 긍정적 태도 및 부정적 태도,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변수

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상관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난 변수는 없었으며, Dubin-Watson을 이

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교육담당자 1.73, 일반간호사 

2.21로 비교적 자기상관에 대한 위험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상으로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도 10보

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담당자(F =27.11, p< 0.001), 일반간호사

(F = 47.99, p< 0.001)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각각 0.60과 

0.55로 나타났다. 교육담당자의 스마트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태도(β = 0.40, p< 0.001), 긍정적 태

도(β = 0.34, p= 0.002),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인식(β = 0.19, p= 0.044)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는 지각된 유

용성((β = 0.50, p< 0.001), 지각된 사용용이성(β = 0.20, p= 0.010),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인식(β = 0.13, p = 0.028)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연구이므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안점

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intention to use a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n=557)

Group Variables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

Tolerance VIF

Education manager Number of continuing education participation in a year 0.06 0.18 0.03 0.35 (0.728) 0.95 1.06
(n=71)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education 0.23 0.12 0.19 2.05 (0.044) 0.70 1.43

Perceived positive attitude 1.32 0.40 0.34 3.28 (0.002) 0.54 1.86
Perceived negative attitude 1.27 0.33 0.40 3.82 (<0.001) 0.52 1.92
F=27.11, p<0.001, R2 =0.62, Adjusted R2 =0.60

Staff nurse Number of continuing education participation in a year 0.06 0.12 0.03 0.45 (0.652) 0.95 1.06
(n=486)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education 0.15 0.07 0.13 2.22 (0.028) 0.81 1.24

Perceived ease to use 1.49 0.30 0.50 5.04 (<0.001) 0.29 3.42
Perceived usefulness 0.56 0.28 0.20 2.01 (0.010) 0.31 3.21
F=47.99, p<0.001, R2 =0.56, Adjusted R2 =0.55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and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education (n=557)

Variables

Intention to use

Education manager (n=71) Staff nurse (n=486)

r (p) r (p)

Number of education participation in a year 0.08 (0.523) 0.08 (0.088)
excluding obligatory continuing education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education 0.54 (<0.001)** 0.43 (<0.001)**
Perceived positive attitude 0.69 (<0.001)** -
Perceived negative attitude -0.72 (<0.001)** -
Perceived ease to use - 0.66 (<0.001)**
Perceived usefulness - 0.62 (<0.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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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 및 일반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높았

지만, 실제 온라인 수강경험은 비교적 낮았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중 73.7%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

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결과와 유사하나[17], 전체 보수교육 

이수자 중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율이 급성장하는 추세인 것과는 대조

적이었다[8].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자체 개발 보수교

육이나 대한간호협회 전달보수교육 등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시간 이수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

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교

육 이수자 전체를 분석했을 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자가 50%에 육박

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8,18]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시·공간의 제약

이 적고 접근성은 극대화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 콘텐츠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써 시장점유의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경험이 있는 일반간호사들은 통계적 차이는 없

었지만,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교육담당자

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간호사들이 온라

인 보수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84.7%), 시 ∙ 공간의 제약이 적고(71.8%), 학습진도를 스스

로 조절할 있다는 점(49.4%)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보수교

육의 교육운영 및 활용의 편의성 부분이 교육선택에 있어 중요함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시간 제약 및 참석인원제한, 교대 

근무자에서 근무병행과의 어려움, 장소의 제약, 1일 강의시간 과중, 접

근의 어려움, 교육방법 부적절성 등의 기존 오프라인 보수교육의 문제

점[19]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기반의 온라인 보수교육이 대두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온라인 보수교육이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요구

를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응급간호 및 의료수가관리에 

대한 면대면 교육과 웹기반 온라인 보수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Kim [19]

의 연구에서 웹기반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한 결과와 달리, 본 연구

에서 두 집단 모두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면대면 교육은 교육 중간 평가의 기회, 다양한 

감각 기관 활용에 따른 교육 만족도, 교육 시간 내에서의 정보량 조절 

및 정보의 최신성, 학습자 간 또는 교육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에

서 효율적이므로[20] 향후 개발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간호사 보수교육

은 기존 면대면 교육의 이러한 장점을 기술적으로 최대화하는 형태로 

개발하여 교육효과측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교육담당자보다 일반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았

지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Sim et al. [21]이 병원소속 간호사들의 의료관련 앱 사용의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높아지나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

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이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사용여부가 나뉘는 흥미중심의 게임이 아니라 간호사

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활용의도를 조사하

였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병원에 소속된 일반간호사가 비교적 높은 활용의도를 보였으므로 

향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은 임상실무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초기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활용의도는 대상자의 온

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스마트 기반 교육에 대한 태도, 지각된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행위의

도와 관련된 기존 모델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기틀에 부합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10,11,14]. 교육담당자의 경우 영향요인은 교육적 기능에 대

한 부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인식 순으로 나

타났다. 즉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기

존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활용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간호교육담당자와 일반간호사로 나누어 인식

을 비교한 연구를 찾기 힘들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교육담당자

의 경우 각 기관 간호사의 교육전반을 관할하므로 그만큼 큰 책임감

을 가지고 효과적인 교육매체를 선택하여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다 보

수적인 관점에서 교육매체를 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담당자

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해당 

보수교육 콘텐츠의 상용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설계

방안 마련, 콘텐츠 개발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22]. 보수교육

을 위한 교수설계 시에는 스마트 기기가 가지는 활동성, 학습자가 교수

학습에서 중심적 활동을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지향성, 능동적 지능적 

학습가능성 등의 스마트 교육이 가지는 교육개념을 우선 고찰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 후 콘텐츠를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 수준이나 선행

학습의 이력 등을 파악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러닝과 웹 기반 러닝을 동원한 블렌디드 러닝 등도 고

려해 볼만 할 것이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의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사용용이성,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인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앱을 개발한 후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습 

용이성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연구와 유사하였다[23]. 특히 앱의 활

용의도는 그에 대한 태도나 앱 사용의 능숙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

여[21] 스마트 기기 활용 보수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최신의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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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태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고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김없는 학습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이수실태

가 중요한데, 이동하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끊김이 발생하여 교

육이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느끼는 유용성

은 매우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보수교육에 활용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소셜러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24]. 

소셜러닝 환경이란 말 그대로 학습자 간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

하여 학습내용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

고, 전문가에게 혹은 학습자 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며 그룹 활동이나 

블로그, 메신저, 쪽지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용 용이성이나 교

육의 효과성은 극대화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콘텐츠 개발 시에는 이러

한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간호교

육담당자와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를 비교하여 향후 보수교육

의 콘텐츠 개발에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상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웹 기반 교육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여 결과가 웹 기

반에 천착하여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 시 편의추출로 인해 편

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

용한 설문의 응답률은 평균 27%로 보고되고 있어[25] 본 연구의 33.3%

의 응답률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으나, 전수조사나 확률

적 표본추출이 아니어서 선택편견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조사

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소수의 변수만을 조사에 포함시

킴으로써 계획된 행위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의 통합적 인과관계를 분

석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보수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인식과 활용의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온라인 보수교육 인식도는 높았지만 실제 이수

경험은 비교적 낮았으며 교육효과의 측면에서 대체로 오프라인 교육

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일반간호사의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의 장점들

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활용의도도 교육담당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호사 보수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편리한 휴대성과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 보수교육 제공은 충분한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한 간호사 보수교육의 적절한 교육주제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를 바탕

으로 실제 보수교육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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