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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이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정해
가천대학교 길병원

The Effects of Web-based Video Program Selection Attributes of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Jung-Hae Park
Gil Medical Center of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인천 및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의 수술실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50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7월
부터 8월까지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인천과 경기에 있는 대학병원 수술실 250명의 간호사이다. 수집 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5.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모형을 통해 위에 적합도 지표를 기반으로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술실 신규간호사는 수술과 1차적으로 직결되는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
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였다. 학습 몰입을 통하여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이 있었고, 위생 안전요인
의 경우 학습 몰입이 없어도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중요성을 인지하여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긍정적 영향이 
미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각적 효과에 더 비중을 둔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간호의 위생 안전요
인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요인 그리고 간호 관련 요인 모두가 환자의 생명과 회복에 핵심적 단계임을 신규간호사에게
적합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ected factors on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among new operating room nurse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to August 2019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participants were 250 
new operating room nurses from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Incheon and Gyeonggi.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0 and AMOS 24.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elected factors namely web-based video programs on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Results: The factors of 
'hygiene & safety' and 'patient care' from the web-based video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arning flow. The higher the learning flow of the nurses, the greater their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Just the 'hygiene & safety' factor significantly increased nursing performance.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new nurses perceive that 'hygiene & safety' i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their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even without the learning f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web-based video programs based on nurses' need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stoper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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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하

여 수업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주목
되어 왔으며, 웹 기반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등장
함에 따라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1]. 이러한 활성화는 
점점 확대되어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2].

웹 기반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 전달이 아니라 개인 상
황에 따라 학습의 변화가 가능한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통제권을 보유한다. 즉, 원하는 때에 필요
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과 언어 외에도 시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에 따르면 웹 교육의 개선 과제로 ‘필요 콘텐츠 부
재’가 29.5%, ‘교육 효과 측정 도구 부재’가 19.1%로 가
장 높아 웹 기반 교육의 불만족과 의구심이 높은 상태임
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선택
속성을 반영하여 웹 기반 교육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해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4].

한편, 최신의학 기술과 의료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
였으나 의료 제공 시 높은 오류 발생률로 병원 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5]. 즉, 수술실 환경에서 간호 
오류의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족
한 간호사 수, 응급 수술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간
호사가 증가 되고 있어[6], 최근 변화된 수술 간호 업무에 
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실무교육을 제공함
이 매우 중요하다[7].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간호 교육 이러닝의 효과나 만
족도를 검증하거나, 간호 교육을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에 집중되어 간호사가 실무 경험상 요
구하는 교육 콘텐츠 선택 속성을 반영한 연구는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8-10]. 특히,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라도 
새로운 직무에 관하여 불안감을 보유하게 되는데,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경우 지식과 기술의 미숙뿐만 아니라 경험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에 적응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11]. 또한, 최신 수술의 종류와 방
법, 내용 그리고 기구 등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수술실 
간호가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됨을 고려할 때, 수술실 신
규간호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체계적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

상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속성이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신규간호사
의 경우 아직 간호 수행능력을 검증할 이력이 충분히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신을 측정하여 차후 간
호 수행을 적합하게 이행할지 검증할 것이다. 다수의 연
구에서 수행에 대한 확신은 실제로 차후 수행과 밀접한 
연관을 보유함이 도출된 바 있다[12]. 또한, 많은 선행 연
구가 동영상을 활용하는 학습은 학습 몰입을 증진하여 
수행과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 것에 
기초하여[13], 본 연구는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에서 학습 
몰입의 효과에 주목하여 이러한 수술실 신규간호사 대상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속성이 학습 몰입
을 매개로 간호 수행에 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학습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과제 해결이나 
어떤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오로지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신 과정과 활동을 한 가지 생각으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 경험’이기 때문에 학습에 흥미를 더하고 높
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성취도를 증진
함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14].

본 연구 결과는 차후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간호 수행 
증진에 유의하게 기여할 수 있는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
램 구성과 선택속성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간호 수행 확
신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함이 판별될 경우, 수술실 신규
간호사의 선택속성을 학습 몰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시사점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더욱 흥미와 자발
성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학습에 임함으로써 적합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차후 간호 수
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
택 속성을 확인한다.

2)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
택 속성과 학습 몰입 그리고 간호사 수행능력에 관
한 확신을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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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속성이 수술실 간호사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다. 

4) 수술실 간호사의 학습 몰입이 간호사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5)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
택 속성이 간호사의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 중 학습 몰입의 매개 역할을 확인한다.

6)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
택 속성이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

그램 선택속성이 차후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시 
학습몰입과 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의 

수술실 근무 중인 간호사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구조방정식을 위한 적정 표본인 300명 산정하
였고 수집한 265개 자료 중 불성실한 표본 8개와 7개의 
응답 거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250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반

적인 특성 8문항,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 90
문항, 학습몰입 10문항,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 22
문항으로 총 1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속성은 Yun (2000)[15]

의 연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
다. 항목은 도입, 무균술, 멸균과 소독, 수술실 안전관리, 
수술환자 간호 과정, 마취와 수술 간호, 수술 시 환자 체
위, 수술 부위 관리 그리고 수술실 상식으로 총 9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강함을 나타
내었다. Yun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15]. 

2.3.2 학습 몰입
학습 몰입은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몰입

의 정의 및 특성에 관한 이론에 기반하여 Kim, Tack, & 
Lee(2010)가 학습 상황에서의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성인용 학습 몰입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16-17].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관한 몰입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었다. Kim 등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4이었으며[17],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3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은 Jang(2000)이 개발하고 

Choi(2006)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의 ‘간호 수
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18-19]. 총 115문항으로 그 항목은 전문성 개발력, 윤
리적 가치 지향성, 협력, 타인 육성, 자기조절, 자신감, 영
향력, 자원 관리, 임상적 판단과 대처, 안전관리, 병동 대
처능력, 유연성 총 12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관한 간
호 수행 확신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Choi(2006)의 연구
에서 Cronbach`s a는 .96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G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약 1달)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페이지에 명시된 연
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연구
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과 이득, 자발적인 참여와 언제든
지 중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참여 중지 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집단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보장이 유지되며 설문 결과는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됨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URL이 수
록된 모집 공고문을 각 대학병원에 자료 수집 공문을 통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2021

488

하여 요청하여 수술실의 온라인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안내하였다. 설문 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가 자발적으로 조사 후, 설문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과 

AMOS 24.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
였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입력 입력 오류 및 이상치 
등을 점검하였고, 정규성을 탐색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
한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기준으로 구하였다. 전
체 분석에 가능한 유효 표본은 250명으로 하위문항이 지
나치게 많은 경우 검정력이 저하될 수 있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주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 묶기(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지표로 x2,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cker-Lewis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적합도(Goodness of 
Fit Index; G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이용하여 측정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
후, 구조모형을 통해 위에 언급된 동일한 적합도 지표를 
기반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간접효
과 유의성 측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기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력은 학

사졸업이 201명(80.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 33
명(13.2%), 여성 217명(86.8%)이었다. 간호사 직급은 일
반 간호사가 218명(87.2%)으로 가장 많았다. 웹 기반 간
호 교육의 적합성 문항에서 82명(32.8%)가 매우 적합, 
132명(52.8%)가 적합, 8명(3.2%)은 보통, 7명(2.8%)는 
적합하지 않다, 21명(8.4%)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수술실 간호사경력 연수 평균 5.62년이고, 간
호 웹 기반 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입사 후 평
균 6.24개월 이후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0.14세이었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N=250)

Variables n (%) Mean±SD

Education

Associate 
degree  39 (15.6)

Bachelor 
degree 201 (80.4)

Master 
degree  10 ( 4.0)

Gender
Male  33 (13.2)

Female 217 (86.8)

Position

Staff nurse 218 (87.2)
Charge 
nurse  27 (10.8)

Head nurse   4 ( 1.6)
Team leader 

or higher   1 ( 0.4)

Appropriatene
ss of

web based 
learning

Most 
unlikely  21 ( 8.4)

Unlikely   7 ( 2.8)

Average   8 ( 3.2)
Likely 132 (52.8)

Most likely  82 (32.8)
Working 

period (year) 5.62±5.93

Appropriate 
time for web 

based 
learning 
(month)

6.24±13.63

Average age 30.14±5.62

3.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탐색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은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3 근처를 나타냈고, 표준편차
는 .51 이상에서 1 이하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을 측정하
기 위한 하위 문항들의 신뢰도는 .877에서부터 .962 정
도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정규성
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준치인 2.5 이하이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
서 사용된 변인들이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웹 기반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선택 속성들 중 평균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살
펴보면 1)멸균 소독, 2) 무균술, 3) 환부 관리, 4) 안전관
리, 5) 환자의 체위, 6) 도입, 7) 마취 간호, 8) 수술 상식, 
9) 간호과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이변량 상관을 살펴보면, 웹 고유의 
선택 속성은 학습 몰입 변인과 .187~.394 정도의 정적상
관을 나타냈고, 간호 수행능력 변인과는 .119~.37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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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psis

Sterilizati
on and 

disinfecti
on

Safety 
managem

ent

Introducti
on

Patient 
positionin

g

Caring 
for the 
diseased 

area

Common 
sense for 
surgery

Nursing 
process

Anesthesi
a care

Learning 
flow

Nursing 
performa

nce

Asepsis 1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0.65** 1                   

Safety 
management 0.51** 0.47** 1                 

Introduction 0.30** 0.24** 0.22** 1               

Patient 
positioning 0.29** 0.19** 0.22** 0.57** 1             

Caring for the 
diseased area 0.24** 0.29** 0.19** 0.45** 0.39** 1           

Common 
sense for 
surgery

0.27** 0.16** 0.24** 0.60** 0.41** 0.45** 1         

Nursing 
process 0.26** 0.17** 0.29** 0.24** 0.22** 0.19** 0.28** 1       

Anesthesia 
care 0.19** 0.19** 0.18** 0.20** 0.21** 0.25** 0.16** 0.64** 1     

Learning flow 0.39** 0.40** 0.38** 0.35** 0.24** 0.26** 0.21** 0.19** 0.25** 1   

Nursing 
performance 0.30** 0.37** 0.28** 0.22** 0.23** 0.22** 0.19** 0.12* 0.16** 0.31** 1

Mean 3.53 3.57 3.36 3.25 3.27 3.43 3.23 3.06 3.25 3.08 3.02

SD 0.63 0.54 0.61 0.63 0.82 0.59 0.71 0.87 0.79 0.61 0.71
No. of Items 15.00 12.00 22.00 12.00 2.00 9.00 9.00 6.00 3.00 29.00 115.00

Cronbach’s α 0.96 0.94 0.95 0.93 0.83 0.93 0.90 0.94 0.88 0.94 0.93
Skewness 0.23 -0.61 -0.43 -0.14 0.63 -0.95 0.71 -0.88 -0.34 0.41 0.51

Kurtosis -0.42 1.00 0.00 -0.93 -0.83 0.30 -0.96 0.08 -0.44 -0.11 0.09
**p< .01, *p< .05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Study                                                        (N=250)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습 몰입과 간호 수행
능력간의 관계도 약 .311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3.3 주요 연구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3.3.1 웹 간호 학습의 속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 응답을 통해 웹 간호 학습의 속성과 관련된 9가

지 항목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에서 단일한 요인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선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요인을 정의하여 구조모형을 추
정하려는 이유에서이다. 요인 추출법으로 주축요인분석
(principal axis factoring)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정 
방법으로 베리맥스를 활용하였다. 요인은 eigenvalue 
기준으로 1보다 큰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출
된 요인의 수는 총 3개로 전체 항목의 변량의 약 55.9%

를 설명하고 있었다. 해당 3개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1) 
위생안전 요인, 2) 환자 관리 요인, 3) 간호 관련 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3.3.2 간호수행능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 응답을 통해 간호수행능력과 관련된 12가지 항

목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가지의 
선택속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요인구조를 추
출하여 구조모형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하고자 요인분석
을 진행하였다. 요인 추출법으로는 주축요인분석
(principal axis factoring)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활용하였다. 요인은 고
유값(eigenvalue) 기준으로 1보다 큰 요인을 선정하였
으며, 이로 인해 추출된 요인의 수는 총 3개로 전체 항목
의 변량의 약 52.4%를 설명하고 있었다. 해당 3개 요인
에 대해서는 각각 1) 개인역량 기반 수행능력, 2) 협력 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2021

490

The result of direct effects
　 　 　 β B S.E. z p

Learning flow ← Hygiene and safety factor .66 0.74 0.15 5.13 0.000

Learning flow ← Patient management factor .25 0.24 0.08 2.72 0.006
Learning flow ← Nursing related factor .01 0.01 0.18 0.03 0.974

Nursing performance ← Learning flow .44 0.38 0.15 2.58 0.009

Nursing performance ← Hygiene and safety factor .52 0.51 0.19 2.72 0.006
Nursing performance ← Patient management factor .14 0.11 0.09 1.24 0.214

Nursing performance ← Nursing related factor -.22 -0.25 0.18 -1.34 0.18

The result of indirect effects
　 　 　 　 　 β B BootCILB BootCIUB

Nursing performance ← Learning flow ← Hygiene and safety factor .29 0.12 0.08 0.26

Nursing performance ← Learning flow ← Patient management factor .09 0.11 0.02 0.13

Nursing performance ← Learning flow ← Nursing related factor .00 0.11 -0.00 0.11

**p< .01, *p< .05

Table 3. Summary of Direct & Indirect Effect of the Model of Study

반 수행 능력, 3) 환경 적응기반 수행능력이라고 명명하
였다.

3.3.3 학습몰입과 관련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 응답을 통해 간호수행능력과 관련된 12가지 설

문 응답을 통해 학습몰입과 관련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주요 매개변인인 학
습몰입의 잠재요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일한 차원의 하
위문항을 묶기 위한 (item parceling) 목적이다. 주축요
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활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은 직교회전인 베리맥스
(varimax)를 활용하였다. 요인은 고유값(eigenvalue) 
기준으로 1보다 큰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출
된 요인의 수는 총 3개로 전체 항목의 변량의 약 64.2%
를 설명하고 있었다. 해당 3개 요인은 문항 축약을 위한 
결과이므로 단순하게 학습몰입1~학습몰입3이라고 명명
하였다.

3.4 구조모형 검정 결과
3.4.1 측정모형 타당도 검증
완전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앞서 도출한 웹 간호 교
육기반 관련 선택속성과 학습몰입, 그리고 간호 수행능력
과 관련된 요인을 기반으로 3 요인 모형을 구축하여 구
조모형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측정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x2(80)=151.221이고 .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값은 모
형이 실제 데이터와 그만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카이제곱값은 표본 수에 민감함으로 다른 지표의 결과를 
병행하여 살펴보았다[20].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 
값은 일반적으로 .05~.08 수준이면은 수용할만한 적합
도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RMSEA 값은 .06으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비교적합지수(CFI), 적합도
(GFI), Tuker_Lewis 지수(TLI)는 모두 .9 이상으로 일
반적으로 권장 수용 수준인 .9 이상으로[21], 역시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로써 측정모형의 타
당성은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4.2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정
총 15개 관측변인에서 파생된 분산-공분산 행렬에서 

120개의 정보를 활용가능하며 본 모형에서는 40개의 경
로 및 오차분산, 공분산 등의 자유모수를 추정하였으므로 
자유도는 80이고 이는 앞서 다룬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
일한 모형(equivalent model)으로서 모형 적합도 역시 
동일하다. 정리하면, x2(80) = 151.221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며 RMSEA값은 .06으로 양호하였
고, TLI는 .923, CFI는 .942 그리고 GFI는 .936으로 전
반적으로 양호함을 나타냈다.

본 모형에서 주요 잠재 요인 간 경로는 아래 Table 3
과 동일하다. 위생안전 요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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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timated parameters of the full lat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표준화 계수로 .655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환자관리 요인이 부각된 웹 기반 간호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β=.247, p<.01). 그러나, 간호 관련 요인
을 같이 고려하는 것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5, p>.05). 

간호사들의 학습몰입이 높아질수록 간호수행능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β=.442, p<.05). 
웹 기반 간호 학습에서 다른 요인들과 매개변인의 효과
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간호 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위생안전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p=-.224, p>.05). 즉, 위생안전관련 요인에 대한 요소가 
웹 러닝에 많이 반영될수록 간호사들의 간호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몰입의 간접효과를 사용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반복추출횟수는 5000번으로 지정
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반 신뢰구간(BootCI)를 도출하였
다. 그 결과 위생안전 요인과 환자관리 요인이 간호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몰입이 모두 유의하게 매개하
고 있었다(p<.05). 웹 기반 학습에서 위생 안전 관련 내
용과 환자 관리 내용의 강화될수록 간호사들의 학습 몰
입을 높이며 이는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
그램 선택 속성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차후 간호 수행능
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첫째, 수술실 신규간호사들이 웹 기반 동영상 프
로그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항목은 멸균, 소독, 무
균술, 환부관리, 안전관리, 환자의 체위, 도입, 마취 간호, 
수술 상식 그리고 간호 과정 순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동영상을 보며 학습해
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1차적 학
습 주제가 멸균과 소독 그리고 무균술을 의미하며 이는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 직무임을 반
증하는 것이다[22]. 반면, 상대적으로 도입이나 마취에 
대한 간호, 수술 상식 그리고 간호 과정 등 수술 후 환자 
간호에 대한 사항은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1차 적으로 멸균과 소독 그리고 무균술에 관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육 자료들에 대한 비중을 확장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수술실 신규간호사가 그 중요
도를 저조하게 인지하는 수술 후 간호 관련 영역들도 환
자의 생명과 회복을 위한 핵심적 분야임을 감안할 때, 이
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보다 흥미롭게 구성하
여 수술실 신규간호사로 하여금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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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구축함으로써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그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일조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 속성이 이들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무균술과 멸균 소독, 안전관리와 같은 위생 안전요
인과 도입, 환자 체위, 환부관리, 수술 상식과 같은 환자 
관리요인이 학습 몰입을 유의하게 증진함이 도출되었다. 
반면, 간호 과정이나 마취 간호와 같은 간호 관련 요인은 
학습 몰입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수술실 간호사는 실제
적인 수술과 가장 가깝게 직결되는 위생 안전요인과 수
술 시 환자 관리요인에 대해 몰두하며 동영상 교육을 수
용하지만, 수술에 대한 2차적 과정인 수술 후 간호 등에 
관한 동영상 콘텐츠는 그 중요성을 낮게 인지한다는 것
이다. Kim과 Kim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실 간호
사는 수술 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 인지에 비하여 그 
실천 이행은 유의하게 낮음이 규명되었고[24], 
Mackintosh & Bowles (2000)도 수술 후 통증 관리 등
의 간호가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25]. 하
지만 수술 후 간호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
고 있으며[26], 학습 몰입이 본 연구에서 차후 간호 수행
에 관한 전반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유의하게 증진함을 
고려할 때, 수술 후 간호에 대하여도 불필요한 실수를 저
지르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영상을 통한 교육의 중요
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후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구성 시 학습 몰입을 증진하는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은 그 교육적 내용을 더
욱 알차게 구성하여 몰입을 증강하되 수술 후 2차 적 과
정인 간호에 있어서도 환자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을 감안하여[27], 수술실 신규간호사에게 그 중요성을 경
각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교육 단계를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에 비중 있게 구축하여 수술 후 간호에 관한 교육 동영
상도 몰입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전략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 
선택 속성이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 
중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생 안전요인
과 환자 관리요인이 간호 수행능력 확신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학습 몰입이 유의하게 매개하였으나 간호 관
련 요인이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에
서 매개하지 않았다. 즉, 수술실 신규간호사는 수술과 가
장 밀접하게 연관된 무균술, 멸균, 소독, 안전관리나 도
입, 환자 체위, 환부관리 그리고 수술 상식 학습에 몰두하

여 이러한 학습의 결과로서 차후 간호 수행능력을 효과
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간호 과정이나 마
취 간호와 같은 수술 후 간호 관련 요인에는 몰두하지 못
하여 결국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신으로 연결되
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호 관련 요인은 차후 간호 수행능
력에 관한 확신의 요소 중 임상적 판단과 대처에 해당하
는 개인역량 기반 수행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함이 
자명하므로 간호 관련 요인에 관한 동영상 학습의 몰입
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ang (1996)은 
기본 간호 실습 교육에서 동영상 학습의 효과를 도출하
여 수술 후 간호에 관한 동영상 학습이 몰입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28]. 따라서 차후 웹 기반 동영상 프
로그램은 불균형한 차후 간호 수행능력이 형성되지 않도
록 수술 후 간호에 대한 학습에도 비중을 두고 신규간호
사의 몰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간호 관련 요인에 관한 흥미
롭고 그 중요도에 관한 경각심을 주는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간호사가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 학습 
중 보유하는 몰입의 흐름과 강도가 간호 관련 요인 학습 
중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예로, 
간호 관련 학습 중에도 신규간호사가 몰입하는 핵심적인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 학습 요소를 간호 관련 
요소에 삽입하여 각 요인의 연관성을 적합하게 파악함으
로써 수술실 간호를 총체적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자연스럽게 간호 관련 학습에 관한 몰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의 선택 속성이 간호 수
행능력에 관한 확신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서 위생 안전
요인만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수술과 가장 밀접하
게 연관된 무균술, 멸균, 소독, 안전관리에 관한 동영상 
학습은 학습 몰두 없이도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
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수술실 간호사가 위생 안전요인에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 학습 내용이 몰입을 유도할 만큼 흥미롭지 못하더라
도 해당 학습 내용을 성실하게 학습하여 차후 간호 수행
능력에 관한 긍정적 확신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몰
입을 통한 간호 수행능력 확신의 증강도 중요하지만, 기
본적으로 수술실 간호사가 해당 주제의 중요성을 인지한
다면 학습 내용의 난해함이나 지루함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지 부하 등을 기꺼이 극복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이
기 때문에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은 차후 각 학습 영역
이 보유하는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창출하여 간호의 위생 안전요인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요
인 그리고 간호 관련 요인 모두가 환자의 생명과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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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단계임을 신규간호사에게 적합하게 이해시킴을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
그램 선택 속성이 학습 몰입을 매개로 차후 간호 수행능
력에 관한 확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수술실 신규간호사는 수술과 1차 적으로 직결되는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여 학습 몰입을 통하여 더욱 확고한 차후 간호 수
행능력에 관한 확신이 있었고, 심지어 위생 안전요인의 
경우 학습 몰입이 없어도 차후 간호 수행능력에 관한 확
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규명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차후 수술실 신규간호사의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음을 반영하기를 제언한다. 첫
째, 학습 몰입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수술실 신규간호사
에게 모든 간호영역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교
육 단계를 웹 기반 동영상 프로그램에 선행 조건으로 포
함시켜야 한다. 둘째, 중요성을 적게 인식하는 간호 관련 
요인 교육 콘텐츠의 비중을 다른 요인과 같게 구성함을 
기본으로 하여 몰입을 창출하는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의 핵심적 학습 요소를 간호 관련 요인 학습에 
적용하여 몰입의 전이를 기대해야 한다. 셋째, 수술실 신
규간호사가 간호 관련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으로써 학습 몰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생 안전요인과 환자 관리요인 콘텐츠보다 동영상 콘텐
츠를 더 흥미롭고 생생하게 구성함으로써 시각적 자극 
효과를 기본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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