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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is increasing attention to smart-learning as a new education paradig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CNE) and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Methods: Participants were 486 nurses from 14 organizations, including 12 
hospitals, a nurses association, and an office of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5 to 18,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for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was 6.34 out of 10.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wer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current unit career, 
and smartphone addic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10% of variance in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fforts to enhance th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of nurses 
could increase usage rate of smart-based CNE. The CNE policy makers will find this study very useful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to provide insight into the best way to develop smart-based 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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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사 보수교육은 최근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온

라인의 경우 2004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센터

를 개설하여 2015년 현재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자 수

가 2011년 16,124명에서 2012년 41,6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 이는 온라인 보수교육이 오프라인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적으며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2]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

육은 이러닝[3]의 한 형태이나,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기존의 이러

닝에서 스마트 러닝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4]. 아직 스마트 러닝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흔히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학습을 일컫는 데[5], 학

습정보에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학습자간, 학습자-교수자간 상

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주도형의 인간중심적인 학습 방법이라 

여겨진다[4]. 이에 직무개발과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6], 간호계에서도 스마트 폰을 활용한 교

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사나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용량계산 어플리케이션[7], 심폐사정 실

습 어플리케이션[8], 전문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재학습 어플

리케이션[9]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에 향후 간호사 보

수교육을 제공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써 스마트 러닝이 도입

될 것으로 여겨지나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어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스마트 러닝

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실

정이다.

Davis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

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시스템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활용의도에, 그리고 활용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이 개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시

스템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에서 인지된 유용성 및 

태도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파악하여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

교육의 활용의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최근 스마트 기술 기

반 학습에 대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학

습자의 준비정도, 시스템의 몰입도, 서비스의 품질의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11].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단계가 

아니므로 서비스 품질 요인은 제외하고, 현재로서는 학습자의 

준비정도나 시스템의 몰입도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학습자의 준비정도는 정보

화 활용역량을, 시스템 몰입도는 스마트 폰의 중독정도를 연

관지어 볼 수 있다.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의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예측되는 정보화역량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으로[12],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술이나 이

전의 정보화 교육에 영향을 받아 컴퓨터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미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간호사들은 정보역량 수준이 높을 것

으로 여겨지며, 몇몇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중정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14,15]. 그 중 ‘정

보검색’ 이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높

은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활용’ 영역은 비교적 자신감이 낮았다[15]. 이에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자료를 검색으로 인식한다면 사용용이성을 높게 인식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로 인식한다면 사용용이성이 낮아져 활

용의도나 실제 활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간호사

들의 정보역량은 보수교육 매체의 개발방향의 설정을 위해 

미리 탐색되어야 하고 매체의 활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

지만, 정보화 역량이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연구를 찾기 힘들

었다.

스마트 폰에 중독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직장

인의 51.2%가 자신을 스마트 폰 중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2시간을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16]. 이러한 중독성향이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의 장

애나 정서적 부작용 등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왔다면, 같

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

고 습관적 반복사용이 스마트 폰을 확산시킨다는 점[17] 등의 

장점 즉, 이를 스마트 시스템의 몰입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의 사용용이성

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지나친 

몰입은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Li[18]

의 연구에서 몰입과 중독은 시스템의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중독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긍정적, 부정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중립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이용시간 만으로 중독자로 치부되어왔던 

이용자들도 스마트 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와 내적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적극적인 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다[19]. 

이에, 간호사들의 스마트 폰 중독증상이 스마트 폰 활용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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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반면, 친숙한 기기 

활용으로 인한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사용용이성을 

높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의도를 조사하고,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간호정보역량과 스마트 폰 중독정도가 실제

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다면 향후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매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

램의 활용의도를 조사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스

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

독,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용의도를 파악

한다.

∙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 폰 중독 수준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용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과 스마트 기

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용의도 간에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 넷째, 간호사의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

용의도를 조사하고,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과의 상관

성 및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

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반 간호사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에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간호사회, 교육청,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호부 

혹은 간호교육팀으로 이메일과 대한간호협회 협조공문을 함께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가능성을 타진하

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육담당자는 연구 참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문의 배부와 회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을 설

명하고, 최소 3개 이상의 부서에서 자료를 배부 및 수집할 것

을 부탁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은 총 14개로 서울-인

천지역 5개 기관, 부산-경남지역 4개 기관, 강원지역 2개 기

관, 전라지역 2개 기관, 제주지역 1개 기관으로 비교적 지역

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선정하였으므로 편의표집에 해당하여 선택편견(selection bias)

이 개입하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기에는 제한

점이 따른다. 각 기관별로 30-50부 정도의 설문지 총 500부를 

배부하였고 486부를 회수(회수율 97.2%)하였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이었다. 연

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위해 중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회

귀모형에 투입될 변인의 수 10개로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118명이어서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 수는 연구를 시행하기에 

충분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1386-20141106 

-HR-012-03)을 받았다. 설문지의 배부 및 수거의 활동에 도움

을 주겠다고 동의를 표명한 14개 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병

원 간호부 또는 해당 기관장의 허락을 얻도록 한 후 연구대

상자들 모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익명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것이며, 설문조사 도중 철회의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설

문을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해하고 참

여에 동의하는 간호사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

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밀봉하

여 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결

혼상태, 교육수준, 총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병상수의 7

문항을 활용하였고, 근무지의 지역적 분포는 연구자가 일괄적

으로 표기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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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역량

간호정보역량(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이란 간호업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와 관련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Staggers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Kim[21]이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요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초보자용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기본적인 컴퓨터의 

활용 10문항,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활용 7문항, 

전산정보의 관리 6문항, 정보화에 대한 인식 5문항, 정보검색 

2문항으로 총 다섯 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

구[15]에서 하부영역별로 간호정보역량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아닌 하부영역별 점수를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Kim[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에서 .89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였고 하부영역별로는 .80에서 .92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스마트 폰 중독

스마트 폰 중독 수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표준화

된 성인 스마트 폰 중독 척도[2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

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원 도구는 모두 15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다른 도구의 반응척도가 5점인 것을 고려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고, 분석 시에는 4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총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 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한국정보

화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서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40

점에서 43점 사이는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44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합하여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일반 사용자군과 중독 위험군의 두 개 군으로 분류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이었다.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스마트 기

술 기반 보수교육이 개발된다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

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전

혀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0점에서 ‘매우 자주 활용할 것이

다’ 10점까지의 숫자평정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스마트 러닝의 활용의도

는 ‘나는 스마트 러닝의 활용의도가 있다’, ‘나는 스마트 러닝

을 즐길 것이다’, ‘나는 자주 스마트 러닝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 러닝을 권할 것이다’의 네 문항

으로 묻고 있다[23]. 하지만,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보수교육

은 개발ㆍ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즐긴다’, ‘타인에게 

권한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이 이러닝을 기초로 

응답할 것이라 여겨져 스마트 러닝이 아닌 이러닝의 활용의

도를 묻게 될 것임이 우려되었다. 스마트 기술 기반 교육은 

이러닝과는 완전히 다른 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4]에 기초하여 본 연구진이 단일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아

직 개발ㆍ적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활용의도이므로, 문항에

서 ‘개인의 활용의사가 있는가’와 숫자평정척도에서 ‘자주 사

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단일문항

이 보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활용의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 문항으로 측정하게 되어 타당도나 신

뢰도 검증이 어렵고 편이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따른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1.0 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스마

트 폰 중독 수준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

도 점수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LSD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과 스마트 기술 기

반 보수교육 활용의도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

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

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에 투입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3.6

세였으며, 20대가 4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

대 29.8%, 40대 20.8%, 50대 6.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

상자의 99.4%가 여성이었고 53.3%가 미혼이었다. 교육수준은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용의도의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3(1), 2016년 2월 http://dx.doi.org/10.7739/jkafn.2016.23.1.51 55

Table 1.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LSD

M±SD t or F (p)

Age (yr) <30
30-39
40-49
≥50
M±SD

210 (43.2)
145 (29.8)
101 (20.8)

30 (6.2)
33.6±8.8

6.27±1.78
6.50±1.61
6.33±1.87
6.09±2.30

0.69
(.556)

Gender Male
Female

 3 (0.6)
483 (99.4)

7.83±1.16
6.33±1.78

2.13
(.14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27 (46.7)
259 (53.3)

6.42±1.78
6.26±1.79

0.93
(.336)

Educational level Diploma
BSN
Master or higher 

171 (35.2)
271 (55.8)

44 (9.0)

6.25±1.81
6.42±1.74
6.18±1.93

0.61
(.545)

Total clinical career (yr) <1
1-<5
5-<10
10-<20
≥20
M±SD

 49 (10.1)
195 (40.1)
 93 (19.1)
 87 (17.9)
 62 (12.8)

8.3±8.1

6.83±1.88
6.20±1.79
6.25±1.71
6.63±1.67
6.11±1.89

2.15
(.074)

Current unit career (yr) <1a

1-<5b

5-<10c

10-<20d

≥20
M±SD

 94 (19.3)
270 (55.6)
 78 (16.0)

30 (6.2)
14 (2.9)
4.2±5.0

6.66±1.93
6.14±1.80
6.29±1.61
7.12±1.34
6.50±1.77

3.14
(.015)

a,d>b
c<d

Location of workplace Seoul-Incheon
Busan-Kyeongnam
Kangwon
Jeolla
Jeju

174 (35.8)
153 (31.5)
 61 (12.5)
 63 (13.0)

35 (7.2)

6.31±1.94
6.41±1.59
6.46±1.86
6.04±1.72
6.48±1.79

0.64
(.637)

Number of beds <300
300-<700
≥700
Others*

 69 (14.2)
171 (35.2)
185 (38.1)
 61 (12.5)

6.38±1.89
6.33±1.80
6.38±1.56
6.16±2.25

0.25
(.861)

CNE=Continuing Nurse Education; BS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 Others: Nurses association, Office of education

전문학사 소지자가 35.2%, 학사학위 소지자가 55.8%였으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9.0%를 차지하였다. 병원에서의 총 

근무경력은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9.1%, 10년 이상에서 20

년 미만 17.9%, 20년 이상 12.8%, 1년 미만 10.1% 순이었다. 

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4.2년으로,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 

19.3%, 5년 이상 10년 미만 16.0%, 10년 이상 20년 미만 

6.2%, 20년 이상 2.9%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근무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가 포함되었으며, 병

상 수는 700병상 이상인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300병

상 이상 700병상 미만이 35.2%, 300병상 미만인 경우가 

14.2%로 나타났다. 

현부서 근무경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

부서 근무경력 별 활용의도는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우

가 1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낮았다. 또한 현부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14, 

p=.01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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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Smartphone Addiction,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and Difference of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according to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486)

Categories
Number 

of Items 
n (%) M±SD

Actual 

range

Potential 

range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M±SD t (p)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30 3.23±0.50 1.53-4.67 1-5
Basic computer usage 10 3.25±0.67 1.40-5.00 1-5
Medical informatics related software usage 7 2.97±0.64 1.00-4.71 1-5
Computer 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6 3.12±0.61 1.00-4.67 1-5
Perception of informatics 5 3.52±0.56 1.00-5.00 1-5
Information search using internet 2 3.62±0.71 1.00-5.00 1-5

Smartphone addiction 15 27.27±7.18 12.00-44.00 15-60
Ordinary user group 465 (95.7) 26.66±6.71 12.00-38.40 15-39 6.29±1.78 -2.53

(.012)Addiction risk group 21 (4.3) 40.88±1.47 39.20-44.00 40-60 7.29±1.55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1 6.34±1.78 0.00-10.00 0-10

CNE=Continuing Nurse Educat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N=486)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NE

r (p) r (p)

Nursing informatics
Basic computer usage .03 (.530) .17 (<.001)
Medical informatics related software usage .18 (<.001) .19 (<.001)
Computer 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12 (.007) .23 (<.001)
Perception of informatics -.18 (<.001) .22 (<.001)
Information search using internet -.17 (<.001) .23 (<.001)

Smartphone addiction -.02 (.629)

CNE=Continuing Nurse Education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및 스마트 폰 중독 

수준에 따른 보수교육 활용의도의 차이 

간호정보역량 총점 평균은 3.23점으로, 하부영역별 점수는 

정보검색 3.62점, 정보화에 대한 인식 3.52점, 기본적인 컴퓨

터의 활용 3.25점, 전산정보의 관리 3.12점, 의료정보화와 관

련된 소프트웨어 활용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중

독 점수는 60점 만점에 평균 27.27점이었다. 점수에 따라 분

류한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95.7%, 중독 위험군이 4.3%로 나

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

용의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3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

다. 스마트 폰 중독 수준에 따른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

수교육 활용의도는 중독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

의하게(t=-2.53, p=.012) 활용의도가 높았다(Table 2).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는 기본적인 컴퓨터의 활용(r=.17, p<.001), 의료정보화와 관련

된 소프트웨어 활용(r=.19, p<.001), 전산정보의 관리(r=.23, 

p<.001), 정보화에 대한 인식(r=.22, p<.001), 정보검색(r=.2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간호정보역량의 

하부영역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 

폰 중독과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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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Intention to Use Smart-based Continuing Nurse Education (N=486)

Variables B SE β R2 Adjusted R2 t p

Nursing informatics

Information search using internet .48 .12 .19 .05 .05 3.98 <.001

Computer 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43 .14 .15 .07 .07 3.09 .002

Current unit career (reference: 1< years)

1-<5 years -.38 .16 -.11 .09 .09 -2.35 .019

Smartphone addiction (reference: ordinary user group)

Potential risk user group .99 .38 .11 .11 .10 2.59 .010

Current unit career (reference: 1< years)

10-<20 years .74 .33 .10 .11 .10 2.22 .027

Durbin-Watson=1.85 F=12.31 p<.001 VIF=1.02-1.23 Tolerance=.82-.91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던 현부서 근무경력, 간호정보역량 하부영역, 스마트 

폰 중독 그룹을 stepwise 방법으로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하

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tolerance)은 0.82에서 0.91점 사이였

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2

점에서 1.23점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오차

의 자기상관(Durbin Watson) 값은 1.85점으로 독립 변수들 간

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검증 결과 

회귀선은 모델에 적합하였다(F=12.31, p<.001).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의 유의한 예측

인자는 간호정보역량의 하부영역 중 정보검색(β=.19, p<.001)

과 전산정보의 관리(β=.15, p=.002), 현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β=-.11, p=.019)인 경우와 10년 이상 20년 미만

(β=.10, p=.027)인 경우, 스마트 폰 중독 위험군(β=.11, p=.010)

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들 예측인자는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

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변인을 10% 설명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 보수교육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

해 보수교육 대상자들의 활용의도를 조사하고, 기술수용모델

에 근거하여 간호정보역량과 스마트 폰 중독정도가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실제 활용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위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을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연령은 

활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콘텐츠의 특

성과 매체의 특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일 연구에서 간호

사와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대상자들

은 활용만족도도 낮고 활용시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

나[7] 기본적으로 교육용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기대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수교육이라는 콘

텐츠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기 때문

에 활용의도에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 모두가 스마트 폰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는 사용

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을 새롭다고 느끼지 않

아 활용에 대한 의도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간호사들의 스마

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가 가장 낮고 10년 이상 20

년 미만인 간호사들의 활용의도가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들이 10년 이하인 간호사들에 비해 보수교육 참여 동

기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24], 면허취득연수가 증가함

에 따라 간호사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의 보수교육 내용을 이

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25]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간호사들의 경우 계

속해서 변화하는 의료 및 보건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었을 수 있고, 또한 경력 증가에 따

른 역할 변화로 인해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함에 따

라 보수교육에 활용의도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나아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

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

는 내용의 보수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부서 근무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

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점과 현부서 근무경력과는 달리 총 병원근무경력은 활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하

기 어려워 반복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의 정보역량 총점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3

점인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5]에

서 평균 점수가 3.02점이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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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별로는 ‘정보검색’ 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

면, ‘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활용’ 영역의 평균 점수

는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사들은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

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보수교육 개발 시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활용보다는 정보검색의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함

을 시사하였다. 또, 스마트 폰 중독 점수 평균은 60점 만점에 

27.27점으로, 잠재적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합한 

중독 위험군이 4.3%에 불과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22]에서 만 20~59세 성인의 경우 스마트 

폰 중독위험군은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이 9.5%, 고위험 사용자

군이 1.8%이었던 것에 비해, 간호사들의 스마트 폰 중독 정도

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스마트 기술 기

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34점으로 

설문지에서 제시한 ‘보통이다’ 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산술적으로 활용의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그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기관 내 자체 보수교육 등 

비교적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많이 인식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보수교

육 활용의도는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오프라인 보수

교육에의 접근성이 낮은 간호사와 유휴 간호사의 스마트 기

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

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활용의도는 간호사들

의 간호정보역량의 모든 하부영역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스마트 폰 중독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역량[26]과,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으로도 

정보활용능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27]. 또한, 간호사

들의 정보역량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컴퓨터 

사용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낮은 자신감이 정보화 기술을 사

용하는데 장애가 되므로[28], 간호사들의 정보역량이 스마트 

기기의 보수교육 도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여겨졌고 본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의 보수교육 도입 시에는 간호사들의 정

보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기의 활용에 대한 충

분한 안내를 제공하여[29] 사용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여 보수교육 활용의

도가 높을 것이란 가정 하에 상관성을 살펴보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반복연구를 통해 규명해보아야 하겠으나, 가

장 큰 원인은 대상자들이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프로그

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활용의도의 변이정도가 크지 않고, 

스마트 폰의 중독 정도에서도 일반 사용자군과 중독 위험군

의 구성비가 현격한 차이를 띄어서 상관성이 낮았을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몰입과 교육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몰입에는 차이가 있어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변수간의 관계는 실제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

육 실시 후에 재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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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현부서 근무경력과 간호정보역량, 스마트 폰 중독 그룹

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간호정보역량의 하위변

수인 정보검색과 전산정보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도출되었고, 스마트 폰 중독정도는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나

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현부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간

호사들에 비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활용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기술수용모델[10]에 따르면 활용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인 사용용이성에는 시스템의 몰입도

와 학습자의 준비정도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계획된 행

위이론[30]에 따르면 인지된 행위통제를 낮게 지각하여 활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준비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준비정도에 

해당하는 간호정보역량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 시 교수학습활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

는 것이 검색과 정보의 공유이므로[29], 정보를 검색하고 전

산정보를 관리하는 역량이 가장 설명변량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검색 영역의 산술적 점수가 가

장 높고 활용의도 예측 변인으로도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것

은 향후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보수교육 도입에 청신호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스마트 폰 중독정도는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중독 위험군

일 경우가 활용의도를 향상시키는 예측요인이었다. 이는 중독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멀티태스킹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7]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수교육을 더 편하고 유용하게 인식

하기 때문에 활용의도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

했듯 단순히 스마트 폰 이용시간이 긴 대상자들도 스마트 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 자체 보

다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폰이 제공하는 콘

텐츠에 대한 중독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가 보편화된 

현 사회에서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스마트 폰

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

용하는 적극적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 적극성이 높은 이용

자는 다양한 앱을 선택하고 활용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켜 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찾는다고 하였으므로[19],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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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에 더욱 잘 

몰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스마트 기술 기

반 간호사 보수교육 개발을 위한 시험 단계에서 스마트 폰에 

몰입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해 보는 것은 스마트 기

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의 확산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은 이러닝에서 스

마트 러닝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ㆍ

활용되어야 하는 매체이지만, 본 연구에서 규명된 간호사들의 

활용의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태도나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

었다. 또한, 스마트 기술 기반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학습자의 준비와 시스템에 대한 몰입이므로, 간호정보역

량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몰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결과로 도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

만, 활용의도를 한 문항으로 측정하여 반응의 편이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다섯 개의 

변인이 활용의도의 10%만을 설명하여 활용의도에 실제로 중

요한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

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

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

호정보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간호사의 현부서 

근무경력과 스마트 중독 수준이 활용의도의 유의한 영향 요

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의 활용의도를 향상시켜 실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

용의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정보역량

의 향상과 스마트 폰에의 몰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 스마트 기술 기반 보수교육 개발 전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스템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중독 도

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점이 있으나 추후 시스템 개

발단계에서는 시스템 몰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 변인의 적은 부분만을 

설명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더욱 다양한 변

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오프라인 보수교육의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유휴 

간호사나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주로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의 활용의도를 조사하여 전체 간

호사들의 활용의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기술 기반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

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의 변인을 고려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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