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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시기에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K시 소재 일 간호대학생 35명
에게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x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산
업간호 온라인 협력학습 중재를 통해 지각된 동기를 유발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협력학습, 산업간호, 동기, 문제해결 능력, COVID-19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dustrial nurs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 applying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on perceived motiva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period. The study was carried out accord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tudy subjects were 35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K City. 
Data collection was from October 19 to November 12, 202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2.0 with the χ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The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ived motiva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This suggests that the industrial nurs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 
applying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in the COVID-19 period can be applied as a way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perceived motiva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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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한 COVID-19(이하 코로

나19)는 사회, 정치,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
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에서도 전면적인 온라인과 
같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해야만 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컴
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원격 교육방식으로 시공간의 
유연성, 학습 과정 및 학습 컨텐츠의 폭넓은 수용성, 즉
각적인 피드백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능력 및 수준에 따라 습득에 대한 차이를 보이며, 기술적
인 어려움, 시간 관리, 산만함, 집중 부족, 고립, 불안 및 
혼란 등과 같은 단점도 보고되고 있다[1]. 

협력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달성하는 교육적 접근 방법으로 
개인이 책무성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하며, 학습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의
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2,3]. 협력학
습을 적용하면 학습 동기를 높이고[4,5], 문제해결 능력
[6-8] 및 의사소통 능력[6-10] 등을 함양할 수 있으며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협력학습은 고립감, 개
인적 집중 부족, 시간 관리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의 단
점을 감소시킬 수 있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보
완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11]. 

온라인 협력학습은 온라인 상에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
하고,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상호작용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언제 어디서든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12]. 초기
에 적용된 온라인 협력학습은 음성과 테스트만을 이용하
여 상호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상이나 미디어 등을 다
양하게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구성된 학습자들이 공
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학습이 진행
된다[13]. 온라인 협력학습 활동에서도 협력학습의 문제
점인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으나 학업성취가 높은 집
단은 온라인 협력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다고 하였다
[14]. 학생에게 자료를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방법 등의 
지도를 통해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온
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통합적 학습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15].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임상 

실습교육 운영 규정에 따라 병원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한 2020년 상반기에는 병원, 지역사회 보건의료기
관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 실습교육이 불가능하여 비대면 
온라인 시뮬레이션간호 실습교육[16], 온라인 정신간호
학 실습 교육[17], 웹기반 원격 간호 실습교육[18] 등 다
양한 온라인 실습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하였
다. 2020년 9월 코로나19 발생자 수의 감소에 따라 간
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지역
사회간호학 실습의 한 분야인 산업간호 실습교육이 이루
어지는 산업간호 실습 기관에서도 임상현장 실습교육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부분적인 실습 재개는 대
면과 비대면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 교육의 필요성을 야
기하였으며, 임상실습 교과목의 특성상 상호작용이 필요
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그러나 실습과 같은 현장교육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혼합 교육을 제
공한 연구도 미비하다.

간호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
려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성 개발,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발 등 기술적인 지원 등이 필요
하며[19], 간호 임상실습 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임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20]. 따
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실습과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
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 중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이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이 간
호대학생의 지각된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다. 

2)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이 간
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다.

3)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이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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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가설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의 효과

를 검정하기 위한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동기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3)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
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유사 실
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K시에 소재한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역사회간호학 
실습Ⅱ 교과목을 수강하며,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크
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test 로 분석한 대상자 수는 선행 연구[18]에서 지각된 
동기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을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사후 자신감은 실험군 평균이 7.7, 표준편차 
1.4, 대조군 평균 5.9 표준편차 1.8이었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를 적용하여 계산된 표본 크기는 실험
군, 대조군 각각 14명으로 전체 28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으로 총 대상자 38
명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에서 결석 등으로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대조군 3명이 탈락하여 최종 실험
군 19명, 대조군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에서 11월 6일까
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
램은 온라인 협력학습 절차[21]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
라 분류하였다.

2.3.1 프로그램 준비 단계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

램의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교
과과정인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
다. 산업간호 업무에 필요한 핵심 직무를 검토하기 위해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2], 직업건강간호학[23], 산업
안전보건법[24],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이지북
(easy book)[25], 산업안전보건공단 360 VR 전용실습
관 실습[26]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협력학습 내
용으로는 산업분야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 
산업간호 과정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
가 3인의 내용타당도 및 적합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산업
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협력학습과 임상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한 혼합 교수-학습 방식을 설계과정에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온라인 협력학습이 일어날 수 있
는 온라인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여 학생들이 온라
인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실시간 
화상 활동이 가능한 매체 중 Zoom을 선정하였다. 줌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실시간 활동 내용
의 녹화가 가능하다. 줌 접속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분석
한 결과 참여 학생들은 화상 접속이 가능한 개인 PC 또
는 노트북, 모바일 핸드폰 중 한 가지는 모두 갖춰져 있
었다. 실시간 화상 활동 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
면 화질, 소리 등이 끊길 수 있으나 시범 운영한 결과 실
시간 온라인 협력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다. 장시간 사용시 육체적 피로감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
지는 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활동에서 40분 접속 후에
는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지도하였다.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학습 성과가 높은 집단의 경우 
리더 학생이 있으며, 두 명 정도의 학생이 리더 학생을 
지원하며, 그 외의 학생들도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14], 리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리더 학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서 학습자들의 온라인 협력적 발생 과정에서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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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ustrial Nurs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
Session Topic Methods & Contents

Orientation Program orientation 

1st Industrial nursing case study
360 VR dedicated practice 

Prevention of diseases
Zoom video meeting

2nd Industrial nursing case study
360 VR dedicated practice 

Prevention of diseases
Zoom video meeting

3rd Industrial nursing case study
360 VR dedicated practice 

Prevention of diseases
Zoom video meeting

4th Industrial nursing case study
360 VR dedicated practice 

Prevention of diseases
Zoom video meeting

5th Industrial nursing 
presentation

Real time presentation on Zoom
Occupational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ystem, role of health care manager

6th Industrial nursing process 1 Assessment of Industrial nursing process  

7th Industrial nursing process 2 Diagnosis of Industrial nursing process   

8th Industrial nursing process 3 Action plan of Industrial nursing process  

9th Industrial nursing process 4 Evaluation plan of Industrial nursing process  

10th Industrial nursing 
presentation

Presentation in lecture room
Conference & evalu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All Encouraging team collaborative learning
Daily discussion on Zoom Meeting

있는 어려움을 지도하였다.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무

임승차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학습자는 학습 수행의 시
기를 미루는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높다[15]. 이러한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학생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개별 
연락 후 학습을 독려하였다. 또한, 학습 목표에 따라 학
습 계획 세우는 방법을 지도하였으며, 자료정리 양식과 
발표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과제 예시를 제시하였
다.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 상호작용의 빈도가 향상되
고 과제의 성취결과가 향상되므로[15] 과제 발표 후에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3.2 프로그램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 산업간호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10회기

로 수행하였고, 각 회기당 9시간 소요되었다. 온라인 협
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주제, 교육 방법, 컨텐츠는 Table 1과 같다.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의 메시지 전달 
이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나타난다[15]. 온라인 학습활
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 1~4회기 시작 
전 SNS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온라인 협력 
내용에 대한 교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전 오리엔테
이션은 실습 전주 금요일에 이루어졌다. 집단에 대한 만

족감이 협력적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13]에 따라 협력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이 함
께 협력학습에 참여하는 조원에 대해 라포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팀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오리엔테
이션 후 집단별 모임을 하도록 구조화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조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별평가 및 팀 내 개별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온라인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1~4회기의 오전 
section은 개별 학습 부분으로 안전보건공단 360 VR 
전용실습관 실습[26]으로 산업간호 분야 직군의 안전보
건 정보를 PC-VR로 실습하도록 하였다. 해당 내용은 요
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오후 section은 산업현장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사례를 제시하였다. 토의학습을 
진행한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실시할 대처방법을 논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팀별로 온라인 협력학
습 활동을 위해 Zoom을 통해 협력학습을 최소 40분 이
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1~4회기까지는 회기당 활동 녹화 
동영상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리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녹화 영상을 확인하면서 팀 역동 및 학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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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점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5회기는 줌에서 산업보건 및 직업 건강간호체계, 보건

관리자의 역할을 개별 발표하도록 하였다. 
6~9회기는 오프라인 학습인 산업간호 현장실습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2곳과 S병원 산업의학센터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산업간호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 기관에 따
라 건강검진팀, 사업장 보건관리팀으로 배치 부서에 따
라 산업간호를 접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기간동안 여러 부서를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자와 협의 후 실습을 진행하였다. 협력학습은 산업 
간호과정 사례보고서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
다. 6회기의 사업장 자료수집의 경우는 코로나19의 확산
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서 기존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자료를 해석한 후 자료 분석 
및 건강문제를 도출하도록 제시하였다. 

7회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
도록 하였다. 8회기에는 세부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
도록 교육하였다. 9회기 평가계획은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집담회를 통한 
보고서 발표 및 교내시뮬레이션실에서의 핵심 기본간호
술 평가로 설계하였다. 팀별 발표는 25분 내외로 하도록 
하고, 발표자료에 대한 다른 팀원 학생들의 피드백을 10
분 내외로 받도록 하였다. 집담회 발표 후 온라인 협력학
습, 현장실습 산업간호 관련하여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
도록 하여 사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3.3 프로그램의 평가 단계
프로그램 평가 단계에서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집담회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협력학습의 교육적 효
과는 학습자 개인의 능동적이고 고유한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4] 개별평가와 조
별평가를 혼합하여 평가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지각된 동기
지각된 동기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중요성과 자신감을 

평가하는 것이다[27]. 산업간호 중요성과 산업간호 수행 
자신감을 숫자 평정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자가 보고 설문지에 0~10점의 11점 척도로, 0
점은 ‘전혀 아니다.’, 10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

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산업간호 중요성과 산업간호 
수행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4.2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 상황을 수용하고 분석하여 문제

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탐색 후 최적의 해결방
안을 선택한 후 그 선택방안을 실천하는 능력이다[28]. 
본 연구에서는 Lee 등[28]이 대학생/성인을 대상으로 개
발한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능력 도구는 5개의 능력요소,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문제명료화 5문항(문제인식 5), 원인분석 
10문항(정보수집 5/분석 5), 대안개발 10문항(확산적 사
고 5/의사결정 5), 계획/실행 10문항(기획력 5/실행과 
모험감수 5), 수행평가 10문항(평가 5/피드백 5)으로 총 
45개 문항이다. 각 문항당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각 능력
요소별 하위척도의 경우 문제명료화 .69, 원인분석 .79, 
대안개발 .81, 계획/실행 .83, 수행평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값은 .92이었으며, 능력요
소별 하위척도의 경우 문제명료화 .78, 원인분석 .60, 대
안개발 .77, 계획/실행 .85, 수행평가 .82이었다.

2.4.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사이

에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과정에 개입되는 능력으로, 개
인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통
용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28]. 본 연구에서는 Lee 등[28]이 대학생/성인을 대상
으로 개발한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의
사소통 능력 도구는 5개의 능력요소, 7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석능력 14문항(정보수집 7/경청 
7), 역할수행능력 14문항(고정관념적 사고극복 7/ 창의
개방적 의사소통 7), 자기제시능력 7문항(자기드러내기 
7), 목표설정능력 7문항(주도적 의사소통능력 7), 메시지 
전환능력 7문항(타인관점이해 7)으로 총 49개 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값은 .80이었고 능력요소별 하위척도의 경우 해석능력 
.72, 역할수행능력 .49, 자기제시능력 .49, 목표설정능력 
.68, 메시지전환능력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값은 .91이었고 능
력요소별 하위척도의 경우 해석능력 .86, 역할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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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9) Cont. (n=16)

χ2 or t p
n (%) or M ± SD n (%) or M ± SD

 Gender
Female 15 (78.9) 14 (87.5)

0.45 .666*
Male 4 (21.1) 2 (12.5)

 Age (years) 23.68 ± 1.89 24.00 ± 2.19 -0.46 .650 

 Major satisfaction
Very good 5 (26.3) 4 (25.0)

2.62 .453Good 9 (47.4) 7 (43.8)
Fair 5 (26.3) 5 (6.2)

 Previous semester 
 record

over 4.0 8 (42.1) 5 (31.2)

1.73 .631
3.5 - 4.0 6 (31.6) 7 (43.8)
3.0 - 3.5 2 (10.5) 3 (18.8)
under 3.0 3 (15.8) 1 (6.2)

 Subject health state
Very good 3 (15.8) 4 (25.0)

0.58 .901Good 6 (31.6) 5 (31.3)
Fair 10 (52.6) 7 (43.7)

 Sleeping hours 6.84 ± 0.96 6.56 ± 1.41 0.69 .492
 Studying hours 2.74 ± 1.79 2.25 ± 1.07 0.10 .659†

 Stress
Yes 8 (42.1) 9 (56.2)

1.64 .440
No 11 (57.9) 7 (43.8)

 Depression Yes 3 (15.8) 2 (12.5) 0.77 1.00*
No 16 (84.2) 14 (87.5)

*Fisher’s exact test ;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90, 자기제시능력 .78, 목표설정능력 .78, 메시지전환능
력 .88로 나타났다.

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일반적 특성의 비교와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Fisher' exact 
test, χ2 test, t-test,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3) 중재에 따른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Mann-Whitney U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배

경, 연구 진행 과정에 관해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
게 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
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는 사후 설문을 마친 

후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실험이 끝난 후 대조군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

성 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실험군은 여학생 78.9%, 남학생 21.1%이고, 대조군

은 여학생 87.5%, 남학생 12.5%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666). 연령은 실험군 23.68±1.89세, 
대조군 24.00±2.19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650). 전공 실험군의 경우 매우 만족이 26.3%, 대조
군이 25.0%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453), 직전 
학기 성적은 실험군에서 4.0 이상이 42.1%, 대조군에서
는 31.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631). 실
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52.6%, 43.7%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901) 두 집단에서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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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cor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wo Groups                            (N=35)

Variables Group
Exp. (n=19) Cont. (n=16)

t p
Mean±SD  Mean±SD

Perceived 
motivation

Importance
Pre-test 7.37 ± 2.19 7.56 ± 1.36 -0.31 .761
Post-test 8.53 ± 1.22 7.75 ± 1.30 1.83 .077

Confidence
Pre-test 6.79 ± 1.93 6.38 ± 2.09 0.61 .547
Post-test 7.32 ± 1.42 6.06 ± 2.05 2.13 .041

TOTAL
Pre-test 14.16 ± 3.76 13.94 ± 2.91 0.19 .850
Post-test 15.84 ± 1.98 13.81 ± 2.97 2.41 .022

Problem-solving 
ability

Issue specification
Pre-test 3.62 ± 0.70 3.64 ± 0.49 -0.08 .938

Post-test 3.92 ± 0.54 3.71 ± 0.56 1.09 .238

Cause analysis
Pre-test 3.47 ± 0.45 3.54 ± 0.31 -0.53 .602
Post-test 3.75 ± 0.35 3.48 ± 0.45 1.97 .057

Counter proposal 
development

Pre-test 3.46 ± 0.59 3.57 ± 0.33 -0.66 .511

Post-test 3.63 ± 0.38 3.30 ± 0.41 2.46 .019

Plan & practice
Pre-test 3.48 ± 0.68 3.36 ± 0.61 0.56 .581

Post-test 3.69 ± 0.69 3.16 ± 0.55 2.47 .019

Performance 
assessment

Pre-test 3.71 ± 0.58 3.63 ± 0.38 0.44 .666
Post-test 3.93 ± 0.57 3.41 ± 0.51 2.82 .008

TOTAL
Pre-test 3.55 ± 0.49 3.55 ± 0.30 0.01 .707†
Post-test 3.78 ± 0.39 3.41 ± 0.40 2.89 .007

Communication 
ability

Analytic ability
Pre-test 3.97 ± 0.56 3.83 ± 0.50 0.75 .459
Post-test 4.01 ± 0.42 3.82 ± 0.37 1.43 .163

Role duty
Pre-test 4.00 ± 0.67 3.43 ± 1.00 1.93 .109†
Post-test 3.97 ± 0.67 4.07 ± 0.33 -0.60 .707†

Self-presentation ability
Pre-test 3.48 ± 0.65 3.54 ± 0.63 -0.25 .804
Post-test 3.83 ± 0.56 3.75 ± 0.64 0.42 .676

Goal creation ability
Pre-test 3.30 ± 0.58 3.17 ± 0.64 0.64 .530
Post-test 3.41 ± 0.65 3.25 ± 0.90 0.60 .556

Message conversion 
ability

Pre-test 3.85 ± 0.74 3.99 ± 0.54 -0.63 .531
Post-test 3.92 ± 0.58 3.83 ± 0.59 0.48 .636

TOTAL
Pre-test 3.72 ± 0.47 3.59 ± 0.35 1.27 .211
Post-test 3.83 ± 0.47 3.74 ± 0.38 0.53 .601

†Mann-Whitney U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2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시행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두 그룹간의 종속변수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의 
효과검정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이 지각
된 동기,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는 Table 3과 같다.

3.3.1 지각된 동기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여
한 실험군의 지각된 동기는 15.84±1.98점, 대조군은 
13.81±2.97점으로 중재 전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증
가, 대조군에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41, p=.022). 

지각된 동기의 하위영역인 중요성 점수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7.37±2.19점에서 8.53±1.22점으로 증가하였
다. 대조군은 7.56±1.36점에서 7.75±1.30점으로 증가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각된 동기 중 중요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3, 
p=.077). 자신감 점수는 중재 전 6.79±1.93점에서 
7.32±1.42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6.38±2.09점
에서 6.06±2.05로 감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지각된 동기 중 자신감 점수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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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3, p=.041).
따라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동기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3.2 문제해결 능력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여

한 실험군의 문제해결 능력 중 대안개발 점수는 중재 전 
3.46±0.59점에서 3.63±0.38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조
군은 3.57±0.33점에서 3.30±0.41점으로 감소하여, 실
험군과 대조군의 대안개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6, p=.019).

계획/실행 점수에서는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
업간호 실습교육 중재 전에서 실험군 3.48±0.68점, 대
조군 3.36±0.61점이었는데, 중재 이후 실험군에서는 
3.69±0.69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16±0.55점
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7, 
p=.019). 수행평가 영역에서 실험군은 3.71±0.58점에
서 3.93±0.57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3.63±0.38
점에서 3.41±0.51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82, p=.008).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여
한 실험군의 문제해결 능력 총 점수는 중재 전 실험군에
서 3.55±0.49점에서 중재 후 3.78±0.39점으로 증가하
였다. 대조군은 3.55±0.30점에서 3.41±0.40점으로 감
소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 능력점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9, p=.007).

따라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 
능력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3.3 의사소통 능력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여

한 실험군의 의사소통 능력 총 점수는 중재 전 
3.72±0.47점에서 3.83±0.47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조
군은 3.59±0.35점에서 3.74±0.38점으로 증가하였으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53, p=.601).

하위영역으로 해석능력(t=1.43, p=.163), 역할수행능
력(t=-0.60, p=.707), 자기제시능력(t=0.42, p=.676), 
목표설정능력(t=0.60, p=.556), 메시지 전환능력
(t=0.48, p=.63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

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능력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K시의 일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프
로그램의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실습이 부분적
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
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
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
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지각된 
동기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
호대학생 4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웹기반 원격 방문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실험군에서 지각된 동기가 높아
진 연구 결과[18]와 유사하다. 또한 모바일러닝 환경에서 
모바일기기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과 협력학
습 태도에 대해 조사한 Nam과 Jang의 연구[13]에서 대
상자가 모바일 기기를 편리한 도구로 인식하여 학습 동
기를 높이고 협력적 학습 태도를 향상시켜 지각된 동기
가 높아진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를 미루어 원격 방문
간호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
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학습자가 인식하는 접근 용
이성, 편리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동기의 하위 영역 중 산업간호 중요성 점수는 
실험군에서 증가하였으나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웹기반 원격 방문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에서 중요성 점수가 높
아졌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18]와 유사
하다. 산업간호사는 의료인이자 산업보건 전문인력이며, 
산업안전보건법[24]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간호사는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근로
자 건강에 대해 일차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검진, 
작업환경관리, 건강증진 업무 등 포괄적인 보건 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29]이므로 실험군, 대조군 학습
자 전반적으로 산업간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두 군간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동기의 하위 영역 중 산업간호 수행 자신감 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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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웹기반 원격 방문간호교육을 적용
한 연구에서 자신감이 높아진 연구결과[18]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360도 PC-VR 프로그램[26]
을 통해 산업 간호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산업간
호사의 직업건강 이지북[25]을 활용하여 보건관리자로서
의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산
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제공하여 자신감에 차
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해
결을 위해 팀원 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
을 모색하였으며, 산업간호과정에 따라 산업간호 수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
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간호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문제해결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협력학습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5,7-9]. 문제해결 능력
을 향상하기 위해 1~4회기에 수행된 온라인 협력학습 과
정에서는 산업간호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한 실
제적인 문제를 제시한 후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그 의미를 팀원들과 논의하도록 하였다. 5~9회기에 
수행된 온라인 협력학습 과정에서는 실제 산업장을 대상
으로 산업간호 과정을 적용하면서 사정 과정에서 문제 
인식을 통해 문제를 명료화하도록 하였다. 산업장에 대
한 정보수집과 분석 과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
였다. 산업간호 진단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와 이슈를 확
인하고, 산업간호 계획단계에서 해결방안을 탐색한 후 
확산적 사고를 적용한 협력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
도록 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력을 발휘하여 
실제 산업간호 현장에서 산업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보고서
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 
대해 조별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학생
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팀이 산업간호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경청, 수용한 후 
이후 더 나은 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하는 피
드백 과정으로, 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향
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의사소
통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에게 협력 
프로젝트 학습을 제공한 후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 
중 해석 능력, 역할수행, 자기제시 능력, 목표설정 능력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10]와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 전체점수, 메시지 전환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0]와는 차이가 있다. 
학습자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팀원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증가하면 인
식을 수렴할 수 있으나 단기간의 협동학습에서는 논의가 
피상적일 수 있다[12].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감각
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은 사회적 실재감이 감소하며, 정보의 왜곡 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12]. 대학생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30]에서 수업 중 사고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업 외의 활동으로 동료
와의 교류나 그룹스터디 활동 등은 의사소통 능력 개발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적
인 협력학습 활동 및 균등한 참여, 협력학습 활동을 증진
하는 구조화된 설계와 지원[11] 및 수업 외의 다양한 협
력활동 설계를 포함한 온라인 협력학습과 전통적인 산업
간호 실습교육 설계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 표집으
로 조사하지 못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 일 대학 간호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지각된 동기, 문제해결 능
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
램은 간호대학생에게 온라인 협력학습 중재를 통해 지각
된 동기를 유발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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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혼합 학습설계이므로, 단독 
온라인 또는 단독 오프라인 학습설계 중재와 비교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기의 간호대학
생들에게 반복 연구하여 타당도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
다. 셋째, 온라인 협력학습을 적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적
합한 산업간호 실습교육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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