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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생성, 관리, 유통 등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강의실 없

는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교육 체계를 운

영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2012).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거리를 벗

어나 교육 참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과 집합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Kim, 2000).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집합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양되었고, 무기한적으로 학교교육을 연장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

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상 2학년에 교내실습, 

3, 4학년에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 실무역량을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이 간호대학생에게 학습만

족도 및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다(Kim, Kim, Oh, & Jung, 2020). 일반

적인 이론수업이 아닌 실습이나 특수교육 등이 필요한 

학습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

으며(Kim & Choi, 2020), 이에 집합 교육 안에 존재

하는 실제적 학습 문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 특성 지표, 실습 

교과목을 고려한 모두 요인들을 온라인 교육에서도 실

현 가능하도록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20; Kim & Choi, 2020; Lee, 2012). 

온라인 교육에서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루기 위해

서는 융통성 있는 학습내용,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다양한 수준별 내용 등 교수 설

계 변수들과 학습자의 배경, 학습태도, 학습동기, 자기

조절 학습전략 등의 학습자 관련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et al., 2020; Park, Yoo, & 

Choi, 2005). 그 중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수행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이러닝 준비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

러닝을 위한 준비도는 정보기술 활용성, 사회적 상호작

용, 정보 공유 및 관리, 자기주도성을 의미한다(Kim, 

Kang, & Shin, 2012). 교수자의 학습 설계가 효과적

이더라도 학습자의 환경 요인에 따라 학습성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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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Choi & Cha, 2014; Kim, 

2009).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가 교수자와 함께 하지 않

고, 독립된 공간과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면대면 환경과는 달리 학습자에게 별도의 준비가 필

요하다(Kim et al., 2012). 온라인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네트워크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정보기술

에 대한 이해, 정보가공 및 생산, 활용 능력, 정보 윤리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Piskurich, 2003; Kim, 

2009). 

이러한 이러닝 준비도를 포함한 학습자의 요인은 일

차적인 환경인 가족과도 연관된다(Puspitasari & 

Usman, 2019). 특히 가족 환경 내의 경험이 학습몰입

을 쉽게 경험하도록 하는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ang, 2012). 가족의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 유대관계 즉, 가족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이 잘 작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족건강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이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

을 도모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과

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 및 사회 체계와도 원활

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를 말한다

(Yoo, 2004). 이러한 가족건강성은 대학생의 몰입과 

관련되며(Lee, Jung, & Choi, 2017),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과만족도, 진로에 대한 태도성숙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Choi & Ha, 

2020).

지금까지 대학생의 온라인 교육에서 간호학문은 전

공지식과 실습,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학습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관리

하며, 학습자, 교수자,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

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Kim, Kim, & 

Lee, 2010). 온라인 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는 학습양식,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습자 배경, 학

습방법, 학습환경 등에 대한 변수들이 연구되었다(Lee, 

2012; Park et al., 2005; Yilmaz, 2017). 하지만, 시

대에 발맞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고, 학습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설계와 학습자의 가족

건강성과 같은 가족 환경의 복합적 요인들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건강성과 이러닝 준비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교육 학습성

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성과의 차이

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 가족건강성, 온라인 교

육 학습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교육 학습성과

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

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조사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독립변수는 이러닝 준

비도, 종속변수는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매개변수는 가

족건강성이다(Fig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 G, J시 소재 3개의 간호대학에서 학습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

인 교육에서의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변수는 총 11개이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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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표본수는 114명이 필요하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간호

대학생 14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33부가 회수

되었다.

3. 연구 도구

1) 이러닝 준비도

이러닝 준비도는 Kim, Kang과 Sin (2012)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12). 연구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정보기술 활용성, 사회적 상호작용, 정

보 공유 및 관리, 자기주도성의 4개 하부 요인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러닝 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0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이었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Yoo, Lee, Kim과 Choi (2013)가 개

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를 사용하였다(Yoo, 

Lee, Kim, & Choi, 2013). 연구도구는 총 22문항으

로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5개의 하부 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

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 등(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이었다.

3)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Lee (2017)의 인지된 성취도 7문항과 

Shin (2003)의 학습만족도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이다(Lee, 2017; Shin, 2003). 각 문항은 이해

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전제를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 이었고, Shin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9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06월 10일부터 2020년 07월 30일까지 실시

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D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IRB No. 1044342 

-20200514-HR-003-02). 참여자 설명문, 동의서 및 

설문지는 학생 휴게실 내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및 면대면 학습

을 병행하면서 감염예방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을 감안하여 개인위생 및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

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방법, 

참여의 자발성 및 철회의 자율성, 정보의 비밀유지 등

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

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

에 넣어 밀봉 후, 학생 휴게실에 비치된 회수용 박스에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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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총 140부를 배부하였고, 133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PSS;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를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이러닝 준비도, 가족건강성,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고, 경로의 효과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9세였으며, 여자가 

109명(82.0%) 대부분이었다. 대학교 3학년이 47명

(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37명(27.8%), 4학

년 27명(20.3%), 2학년 22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상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72명

(54.1%)로 가장 많았고,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상자는 

45명(33.8%),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상자가 16

명(12.1%)이었다. 온라인 학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6명(64.7%)으로 온라인 학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47명(35.3%)이었다. 진학에 대한 만족 여부에서는 ‘만

족한다’가 118명(88.7%)으로 대부분이었고, ‘만족하지 

않는가’가 15명(11/3%)로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t=-1.53, p=.136), 학년(F=0.44, p=.724), 거주상

태(F=2.89, p=.092), 온라인 학습 경험(t=1.03, p=.304), 

진학 만족(t=0.62, p=.542)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다(Table 1).   

2. 이러닝 준비도, 가족건강성, 온라인 교육 학

습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서술적 통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133)

Variables Categories
n (%) or Learning outcomes

Mean±SD Mean±SD t or F(p)

Age (yr) 21.9±4.40

Gender Male 24 (18.0) 3.08±0.89 -1.53

Female 109 (82.0) 3.39±0.86 (.136)

Grade Freshmen 37 (27.8) 3.42±0.89 0.44

Sophomore 22 (16.5) 3.21±0.92 (.724)

Junior 47 (35.4) 3.39±0.90

Senior 27 (20.3) 3.22±0.79

Residence status Living alone 45 (33.8) 3.42±0.83 2.89

With parents 72 (54.1) 3.34±0.94 (.092)

With relatives 16 (12.1) 3.33±0.87

Online lecture experience Yes 86 (64.7) 3.39±0.87 1.03

No 47 (35.3) 3.23±0.87 (.304)

Department satisfaction Yes 118 (88.7) 3.35±0.90 0.62

No 15 (11.3) 3.23±0.63 (.542)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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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인 이러닝 준비도, 가

족건강성, 학습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족건강성은 이러닝 준비도(r=.64,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성과는 이

러닝 준비도(r=.39, p=<.001)와 가족건강성(r=.46, 

p=<.001)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이러닝 준비도, 가족건강성, 학습성과에 대한 서술적 

통계에서 이러닝 준비도는 3.84±0.85점(5점 만점), 가

족건강성은 3.96±0.59(5점 만점), 학습성과는 3.33± 

0.87(5점 만점)을 나타냈다(Table 2).

3.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

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방법론에 따라 3단계 검정을 실시

하고,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Sobel test를 확인하

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

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을 만족하였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10~.98, .08~.97로 나타나 정규분포 

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상관계수는 .39∼.64로 서

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는 

1.66~2.08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분산팽창

지수는 1.00∼1.68로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매개효과 방법론 1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이러닝 준비도가 가족

건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92,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러닝 준비도가 온라인 교

육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58,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정결과, 이러닝 

준비도는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B=.25, p=.101)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건강성

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B=.36, p=.001)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25)가 2단계의 

회귀계수(B=.5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러닝 준비도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건강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1%였다. 매개변인인 가족건강성을 통

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값이 3.2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Table 3), 

모형에 대한 경로는 Figure 2와 같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

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3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성과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주도

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는 정도가 중요한 만큼, 학

Table 2. Correlations 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Variable
ER

r (p)
FS

r (p)
LO

r (p)
Mean±SD Skewness Kurtosis

E-learning readiness 1 3.84±0.85 -.30 -.18

Family strengths .64** 1 3.96±0.59 -.98 .97

(<.001)

Learning outcomes .39** .46** 1 3.33±0.87 -.10 .08

(<.001) (<.001)

ER=e-learning readiness; FS=family strengths; LO=learning outcomes; SD=standard devi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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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만족도나 성취도를 포함하는 학습성과는 학습자가 판

단한 학습의 가치, 학습경험 및 학습환경을 포함하는 

특성들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Lee,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배경 및 특성 요인, 웹 교육을 지

원하는 환경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 등이 학습성과에 

관련된다고 하였다(Lee,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경험, 거주환경, 진학만족 등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 

및 특성 관련 요인에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이 일반적인 이론교과목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

해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과목에도 온라인 교육이 적용

되어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환경, 학습수준 등은 

학업성취도와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존감 

및 자신감, 우울,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무에 대해

서는 차이를 보였다(Bae & Park, 2013; Lee, 2008; 

Yoon, 2015). 하지만, 이 선행연구의 경우 온라인 교

육이 아닌, 면대면 교육에서의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

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다. 추후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을 구분하여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

으며, 학습자의 배경이나 특성에 대해서도 반복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는 이러닝 준비도, 가족건강성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러닝 준비도, 이

러닝 학습전략, 이러닝 학습만족도에 대한 연구(Kwon, 

2018), 가족건강성, 학습몰입,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

(Kang, 201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하기에(Kwon, 2018) 정보기술 활용성, 

정보 공유 및 관리, 자기주도성 및 상호작용으로 구성

된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성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model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Learning outcomes

Step Variable Ɓ SE β t p Adj. R2 F Z(p)

Step 1 ER → FS .92 .10 .64 9.41 <.001 .40 88.46

3.28
(.001)

Step 2 ER → LO .58 .12 .39 4.82 <.001 .14 23.19

Step 3 ER → LO .25 .15 .17 1.65 .101 .21 18.74

FS → LO .36 .10 .35 3.51 .001

3.275=0.919*0.360/SQRT(0.3602*0.0982)+(0.9192*0.1032)

ER=e-learning readiness; FS=family strengths; LO=learning outcomes;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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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등의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가족건강성은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을 증가시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Kang, 2012; Yoo et al., 2013).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학

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주도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준비도 및 가족환경을 포함

한 가족건강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

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닝 준비도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건강성을 매개하여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이러

닝 준비도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Yilmaz, 2017), 그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구

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동일한 연구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성인학

습자의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이러닝 

학습전략이 매개변수로 유의하게 나타났다(Kwon, 2018). 

이렇듯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성과에는 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매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요인들

을 확인하여 온라인 교육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교육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닝 준비도와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외에서는 온

라인 교육의 성공적인 도입 및 성과를 위해 이러닝 준

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모델들이 다양하

게 개발되고 있다(Darab & Montazer, 2011). 특정 

관련 분야의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 속에 기초과정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Darab & Montazer, 2011). 2020년 코로나19의 팬

데믹 현상으로 인해 간호학문에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던 온라인 교육이 이론교과목 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교과목까지도 온라인 교육으로 적용되는 등 갑작스

러운 학습방법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팬데믹 상황

에서 학교의 폐쇄 및 면대면 교육의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만큼(Viner et al., 2020), 

앞으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가 마련되

어야 한다(Gates, 2020; McCoy, 2015). 간호대학생

의 기초교육과정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의사

소통, 협력,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보기술활용 등의 이

러닝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

어지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를 위한 공

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가족의 통합과 분화가 조

화를 이루는 환경, 가족의 후원과 자극을 모두 제공하

는 복합적 가정환경이 필요하다(Kang, 2012). 하지만, 

가족마다 성장과정, 교육, 문화, 생활태도 등의 경험적 

격차로 인해 상황인식과 시각, 가치관과 의식에서의 심

각한 단층과 단절현상은 가족건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Kim & Han, 2011). 가족

은 구성원들과 자주 대화하고, 학습자의 성과를 모니터

링, 가족의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가정학습 활동으

로 가족회복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건강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Amatea, Smith-Adcock, & Villares, 

2006).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교육 학습성

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완전매

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닝 준비도가 온라인 교육 학습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건강

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의

의가 있다. 이러닝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

생의 기초교육과정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의

사소통, 협력,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보기술활용 등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온라

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구성원들과 자주 대

화하고, 학습자의 성과를 모니터링, 가족의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가정학습 활동으로 가족회복력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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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으로써 가족건강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학습자

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가족의 통합과 

분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가족의 후원과 자극을 모

두 제공하는 복합적 가정환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닝 준비도와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을 매개효과를 파악하였기에, 이외

의 다양한 변수들은 적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에 다양한 매개요인을 반영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측

정한 점과 온라인 학습성과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 측

면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문의 이론교과

목과 실습교과목을 구분하여 온라인 교육 학습성과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간호

대학생의 이러닝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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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Learning Outcomes in Online 

Education: Mediating Effect of E-learning Readiness

Kim, Nam Yi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him, Moon Sook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treng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arning readiness and learning management system-based online 

education learning outcomes. Our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proposing strategies to increase 

online education learning outcomes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surveyed by 133 nursing students who took online education using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at three nursing colleges in Daejeon, Jeonbuk, and Gyeongbuk.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treng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arning readiness of the subject and online 

education learning outcom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effectiveness of the pathway.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arning readiness and online education learning outcomes of nursing students, family 

strengths were determined to exert absolute mediating effect. Conclusions: Our results indicate 

that in order to improve e-learning readiness, the basic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should 

include web-based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interaction for online education. Improvements in family strengths can be achieved 

through home study activities, such as frequent conversations with members, monitoring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and sharing family leisure activities.

Key words : Family strengths, Online education, Learning outcomes, Nursing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