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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and learn-

ing flow.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2 nursing students.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17,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SW (SPSS) 21.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mean metacognition of this study was 3.53/5, and mean of learning flow was 3.34/5. 

The significant learning flow according to metacognition level (F=46.75, p<.001). The significant 

correlates of metacognition were learning flow (r=.54, p<.001).

Conclusions: The finding of study showed that metacognition was very important for enhancing 

learning flow influenced these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implemen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with improved metacognition in nursing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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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

한 대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간호대학은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습 중심에서 성과 중

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교수들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

하여 적용하고 있다1). 이는 학습성과 기반의 교육

에서 학습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 학습몰입

이기 때문이다2). 몰입이란 깊이 몰두하여 흥미를 

수반하는 상태로3) 학습몰입은 학습에 대해 도전할 

만하다고 지각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

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을 의미 한

다4). 또한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및 학

습만족도가 높다5). 특히 몰입의 경험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5), 몰입의 능력과 습관

은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5,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은 학

습 성과와 학업성취 뿐 아니라 취업 및 진로 등을 

준비해가는 대학생활의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이다7,8).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9)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이전의 

학습과정에서 습득된 지식, 기술과 경험을 새로운 

과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알고 조절

하는 것을 의미 한다9,10).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

이 높을수록 집중력, 과제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11). 또한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관계

없이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낮은 학습자

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학습장애 대상자 치료의 전략으로 주로 사용해 오

고 있다12).  

메타인지는 학습효과를 높이는 변인으로 자기학

습, 이해, 의사소통 등의 중심 요소로 강조되면서 

교육학 및 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12,13). 최근 간호학 영역에서도 메타인지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외 선행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 연구 등
14,15,16) 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메타

인지와 학습효과17,18), 웹 기반 학습자의 메타인지

와 학습활동에 대한 연구19) 등 국외 간호학 영역에

서의 관련 연구 등에 비해 메타인지 전략 개발 등

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메타인지가 문제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등 문제해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13) 고려해 볼 때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

결해나가야 하는 간호교육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역량을 갖춘 인재 양

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학습성과 기반의 교육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은 학

업성취에 주요한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을 위한 메

타인지 전략 활용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

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수

준과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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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

학 재학생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간호대학의 학

과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훈련을 받은 연구보

조자가 각 대학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

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

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

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effect size) .25, 

검정력(1-β) .80, ANOVA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 크기는 200명이었다. 탈락률과 거부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자

의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은 285명이었

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총 27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략들

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메타인

지 수준의 측정은 Pintrich 등이20) 개발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를 Choi와 Son21)이 우리 문화권에 맞게 수

정·보완한 총 31문항의 메타인지 영역의 도구를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메타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

를 사용한 Chung과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

었다.  

2.3.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Csikszentmihalyi(1996)의 몰입 개

념을 기초로 Kim 등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습자는 학습몰입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89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

용하였고,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수준

과 학습몰입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고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 정도는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의 

기준점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선행연구24)를 

바탕으로 상위 30%를 상위집단, 하위 30%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메타인지와 학습

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 .05, 양측 검정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은 21.12세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10.3%, 여자

가 89.7%였으며, 1학년이 22.0%, 2학년이 21.3%, 

3학년이 24.6%, 4학년이 32.0%였다. 전 학기 평균 

학점은 3.50∼3.99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3.00

∼3.49가 31.3%였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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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되어서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36.5%로 높았다. 대상자

의 79.8%가 학업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M (SD) or n 

(%)

Age (year)

21.12 (2.24)

18 40 (14.7)

19 60 (22.1)

20 52 (19.1)

21 52 (19.1)

 22 68 (25.0)

Gender
Male 28 (10.3)

Female 244 (89.7)

Grade

1 60 (22.1)

2 58 (21.3)

3 67 (24.6)

4 87 (32.0)

Academic-score

2.00∼2.49 11 ( 4.0)

2.50∼2.99 21 ( 7.7)

3.00∼3.49 85 (31.3)

3.50∼3.99 123 (45.2)

4.00∼4.50 32 (11.8)

Applicat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102 (37.5)

Nurse of a good 
impression

99 (36.4)

Inducement of 
parents or friends

52 (19.1)

Service mind  8 ( 2.9)

Etc. 11 ( 4.0)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217 (79.8)

Moderated 41 (15.1)

Unsatisfied 14 ( 5.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2)

3.2.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의 정도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의 정도를 

살펴보면, 메타인지 수준의 평균은 3.53점/5점, 학

습몰입의 평균은 3.34점/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 (SD) Range

Metacognition 3.53 (0.34) 1-5

Learning flow 3.34 (0.38) 1-5

Table 2. Degree of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N=27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은 학업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보다 메타인지 수준이 높았다(F=4.10, p=.018). 

학습몰입 정도는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18세보다 22세 이상이 학습몰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3.19, p=.016). 또한 학습몰입 정도는 

학업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

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습몰

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4.17, p=.019)(Table 

3). 

3.4.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

의 정도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의 정

도를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학습몰입

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6.75, 

p<.001), 메타인지 수준이 상위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학습몰입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학습몰입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 수준은 학습몰입과 

양의 상관관계(r=.54, p<.001)를 보여 메타인지 수

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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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tacognition Learning flow 

M (SD) t or F (P) M (SD) t or F (P)

Age (year)

18a 3.47 (0.26) 3.21 (0.41)

19b 3.54 (0.37) 3.34 (0.42) 3.19

20c 3.56 (0.41) 0.78 3.29 (0.41) (.016)

21d 3.58 (0.42) (.475) 3.35 (0.32) a<e†

 22e 3.59 (0.38) 4.35 (0.38)

Gender
Male 3.48 (0.27) 0.54 3.47 (0.48) 1.79

Female 3.54 (0.39) (.587) 3.33 (0.43) (.076)

Grade

1 3.41 (0.36) 3.24 (0.43)

2 3.51 (0.44) 0.45 3.39 (0.44) 2.17

3 3.54 (0.50) (.712) 3.34 (0.41) (.090)

4 3.56 (0.36) 3.43 (0.39)

Academic-score

2.00∼2.49 3.23 (0.36) 3.26 (0.51)

2.50∼2.99 3.67 (0.50) 1.62 3.35 (0.42) 1.60

3.00∼3.49 3.55 (0.45) (.176) 3.42 (0.45) (.179)

3.50∼3.99 3.58 (0.41) 3.38 (0.45)

4.00∼4.50 3.59 (0.34) 3.43 (0.38)

Application-motivation

High employment 3.53 (0.37) 3.33 (0.47)

Nurse of a good impression 3.28 (0.30) 3.38 (0.41)

Inducement of parents or friends 3.57 (0.48) 0.05 3.30 (0.40) 0.15

Service mind 3.55 (0.42) (.958) 3.41 (0.42) (.724)

Etc. 3.28 (0.27) 3.38 (0.48)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a 3.63 (0.36) 4.10 3.63 (0.37) 4.17

Moderatedb 3.51 (0.42) (.018) 3.41 (0.35) (.019)

Unsatisfiedc 3.36 (0.31) a>c† 3.34 (0.31) a>c†

† Scheffe test.

Table 3. The Difference i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2)

 Variables
Metacognition  level 

F (P) Scheffé 
Higher(n=82)a Middle(n=112)b Lower(n=78)c

Learning flow 3.68 (0.45) 3.34 (0.31) 3.09 (0.37) 46.75 (<.001) a>b,c; b>c

Table 4. Degree of Learning flow according to Metacognition  Level (N=272)

Variables
Metacognition  

r (p)

Learning flow .54 (<.00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272)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수준은 5점 

만점 중 3.5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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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Oh 등25)의 연구에서 3.37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6)의 연구에서 3.50

점 보다 높은 점수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5)의 연구에서 7점 만점 중 5.06점(5점 환산 시 

3.62점) 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메타인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를 비교

한 결과 연령, 학년, 성별의 메타인지는 차이가 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Chung과 Yu27)의 

연구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인지 수준이 높

다고 한 Stewart 등12)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한

편 보건의료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Kim의28) 연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5)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년이나 연

령에 따른 메타인지의 차이는 선행연구마다 상이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28)의 결과와도 일

치하여 메타인지 전략 개발과 적용에 성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공 학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한 학

생에 비해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전공 학업의 만족의 기반이 전공 흥

미를 반영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전공에 대한 흥

미가 전공 학업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인지활동을 촉진함에 따라 메타인지 수

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의 정도는 5

점 만점 중 3.3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an과 

Kim28)의 2.76점 보다 높은 결과로 선행연구5,7)와

도 결과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의 정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의 정도를 분

석한 결과는 연령별, 전공 학업만족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7)와 유사한 결

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공 학업에 대한 동기수준

이 높아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상위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학습몰

입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메타인

지 수준은 학습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는

데, 이는 선행연구28)의 결과와 동일하며 Kim5)의 

연구에서 메타인지 상위 집단이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정

도가 높아 과제 수행이 원활하여  문제해결의 능력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수준을 높인다면 학습몰입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

음을 알려준다. 이에 간호교육자들이 간호대학생

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학습몰입의 수준도 높아져 

학습 성과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메타

인지 수준을 높여 학습몰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몰

입을 촉진하여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위한 메타인지 전략 활용 교

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를 통해 간호대학에서는 임상간호현장이 요구하

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메타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고 성과중심의 

교육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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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대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에서 메타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수-

학습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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