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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온라인 교육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대상자는 국내 의료기관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90명으로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특성, 온라인
학습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조사했다. 본 연구 결과, 온라인 학습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유용성, 중요성 인식과 관련성이 있었다. 온라인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근무병원 규모,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과 중요성 인식이었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직위,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과 중요성,
온라인 학습 태도였다. 온라인 간호교육 개발에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학습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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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attitudes and digital literacy toward online 
learning of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from 190 nurses working in hospital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nline learning attitude were gender, working hospital size, and perceptions of 
internet usefulness and importa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literacy were age, working 
position, perceptions of internet usefulness and importance, and attitudes toward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and educational development of nursing could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rapidly 
evolv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arner factors 
such as  attitudes and digital literacy toward online learning. 

Key Words : Online learning, Digital literacy, Attitudes, Nursing education, Nurses

*Corresponding Author : Sisook Kim(everduna@hanmail.net)
Received April 28,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June 26,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에게 온라인 교육은 교대 근무에 따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참석인원의 제한, 근무 병행과의 어려움, 강

의시간 과중 등 현장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시·공간적 유연성과 스마
트 기기와의 연동으로 최신 임상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접
근과 전달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간호학습은 직접 간호
시간 확보와 양질의 간호제공에 있어 교육의 비용 효율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67-374,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36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368

성이 높다[1, 2].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
기술의 발전 속에서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
고 있어 병원 간호사들에게  온라인 간호교육은 실무정
보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와 다양한 전문 지식을 제공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는 간호사를 포함한 온라
인 학습자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프로그램의 호
환성, 불량한 음질, 인터넷 연결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
은 교육에 방해가 되며[3]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부담
이나 저항으로 본격적인 학습 궤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
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4]. 예를 들
어 간호사의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접근성은 온라인 간
호학습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며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
이 도심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온라인 학습에 대한 요구
도는 높아질 수 있다[5]. 웹기반 교육을 포함한 온라인 교
육에 대한 선호도는 신규간호사나 임상 교육간호사에서 
높았던 반면 경력간호사나 간호관리자는 온라인 교육에 
대패 평가절하하거나 저항을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4, 6]. 간호교육에서 온라인과 집합식 교육을 비교
한 메타분석을 보면 온라인 간호교육에 대한 효과는 아
직까지 분명하지는 않는데[2, 7]. 온라인 간호교육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온라인 환경과 함
께 온라인 교육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을 다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 이상을 의미
한다[2, 10].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
시는 학습의 자율성 및 자기효능과 관련되며 학습관리 
시스템의 활용과 수업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학습자 요인이다[8, 9]. 즉, 온라인 학습에는 디지털로 
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질적·문화적 온라인 학습 자
원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되며[9]. 간
호교육과 같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자
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공식적인 학습내용과 상호작
용할 수 있다[3]. 

온라인 학습 기회가 많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에서 디지
털 리터러시의 수준이나 관련 요인이 알려져 왔으나[8, 
11, 12] 간호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파악은 찾아
보기 어렵고 간호 정보학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13]. 
간호사 혹은 간호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수행 능력이나 학습자간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

지만 온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검
색 및 처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고 온라인 
학습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통제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14, 15]. 다른 한편으로 요즘의 대학생들은 디
지털 기기에 익숙하며 온라인 학습시 기술적인 문제보다 
학습과 기술의 통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9] 병
원 간호사들은 온라인 교육에서 웹기반 혹은 스마트기기 
기반에 대한 구분이나 학습방법에 혼란이 있어[16] 간호
사의 세대별 혹은 간호사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학습 전
략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기대와 잠재적 가능성에 기반하여 
온라인 간호학습에 대한 의도나 인식은 증가해왔으나 실
제 온라인 간호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24.6∼37.4% 정도
로 높지 않았는데[16] 앞으로의 온라인 간호교육 개발에
는 효과적인 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이
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온라인 교육 태도 및 디지털 리터
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온라인 간호교육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

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
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인터넷 사용특성, 인터넷에 대한 인식,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리터러시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

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환자 간호를 위한 온라인 교

육 요구도 조사[17]에 참여한 국내 의료기관 내·외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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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44명 중 온라인 학습경험이 있는 
190명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간호교육 요구도를 제외한 
온라인 학습 관련 자료를 이차 분석했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8 중간 효과 크기 0.15를 기준
으로 139명이 산출되어 표본 수는 충분했다. 

2.2 연구 도구
2.2.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준, 근무병원의 규모, 직위를 조사했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은 온라인 학습 시 선호하는 디지털 기기, 인터
넷 사용 기간과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사했고, 인터
넷 사용에 대한 인식은 접근성, 유용성과 중요성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했다.

2.2.2 온라인 학습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학습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Ng [9]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했다. 도구 사용을 위하여 원저자에게 
한국어 번역 및 사용의 허락을 받았고 번역 및 적용과정
은 WHO guideline[18]에 따라 일차번역, 전문가 패널
과 역 번역, 사전 조사와 포커스 인터뷰, 최종 완성의 순
서로 진행했다. 이 도구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 7문
항과 온라인 학습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기술, 인
지, 사회-감성의 3개 영역 10개 항목의 총 17개 문항으
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
우 동의함’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
라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온라인 학습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학습 태도와 디
지털 리터러시의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각각 .869
와 .898였고 본 연구에서 .811와 .841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연구자의 소속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 원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였
다. 자료수집 과정은 국내 두 개의 간호사 온라인 카페 
장에게 허락을 받아 게시판에 모집공고와 피험자 설명문, 
동의서 및 설문링크를 개시하였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
여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에는 원자료 총 244명의 대상자 중 온라인 학습경험이 
있는 1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온라인 학습 시 선호하는 디지
털 기기에 따른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했다. 일반적 특성 중 성
별, 교육수준, 직위의 하위집단은 정규분포를 만족할 만
큼 표본 수가 크지 않아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test와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했다. 인터넷 사용 특
성,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했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 특성이 온라인 교육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Du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하였고 공차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으로 다중 공산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
다. 잔차 분석으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
분산성의 가정성을 확인했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 차이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는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여성(86.3%)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107명, 56.3%)와 20대(50명, 
26.3%)가 많았다. 직위는 대부분 일반 간호사(163명, 
85.8%)였으며 근무지는 병원 72명(37.9%), 종합병원 61
명(32.1%), 상급병원 57명(30.0%)이었다. 온라인 학습 
시 선호하는 기기는 스마트폰(72명, 37.9%), 노트북(57
명, 30.0%), 데스크탑 컴퓨터 33명(17.4%), 테블릿 
PC(28명, 14.7%) 순이었으며 디지털 기기에 따른 온라
인 교육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1 참조) 

3.2 인터넷 사용 특성과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상관관계

인터넷 사용 기간은 인터넷 사용 인식 중 접근성
(r=.32, p<.01), 유용성(r=.20, p<.01) 및 중요성(r=. 38,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터넷 접근성은 유용성
(r=.21, p<.01) 및 중요성(r=.35, p<.01)과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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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ttitudes Digital Literac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Female 164(86.3) 3.70±0.58 -1.93(.054)† 3.63±0.51 -0.99(.325)†

Male 26(13.7) 3.47±0.68 3.47±0.68

Age (year) (Mean±SD) 32.2±5.6

20~29 50(26.3) 3.70±0.56 0.33(.717) 3.70±0.56  2.77(.065)

30~39 107(56.3) 3.64±0.60 3.62±0.51
≤40 33(17.4) 3.71±0.55 3.42±0.56

Marital Status Married 95(50.0) 3.66±0.54 -0.05(.985) 3.68±0.51  1.74(.083)

Unmarried 95(50.0) 3.67±0.61 3.54±0.56
Education Level College 44(23.2) 3.65±0.59 0.30(.985)‡ 3.61±0.43  1.46(.482)‡

University 127(66.8) 3.69±0.55 3.64±0.53
over Master 19(10.0) 3.56±0.71 3.40±0.74

Work Position Staff Nurse 163(85.8) 3.69±0.58 1.41(.495)‡ 3.62±0.55  1.04(.595)‡

Nurse Manager 15(7.9) 3.50±0.60 3.59±0.41
Administrative Nurse 12(6.3) 3.61±0.51 3.50±0.43

Working Place Hospital 72(37.9) 3.75±0.55 1.75(.178) 3.68±0.51  1.13(.325)

General Hospital 61(32.1) 3.66±0.56 3.60±0.46
Superior General Hospital 57(30.0) 3.56±0.62 3.54±0.63

Preferred device for 
online learning

Desktop computer 33(17.4) 3.78±0.58 1.55(.203) 3.74±0.56  1.25(.292)

Notebook computer 57(30.0) 3.65±0.60 3.56±0.57
Smartphone 72(37.9) 3.58±0.56 3.56±0.43
Tablet PC 28(14.7) 3.80±0.57 3.67±0.67

†Mann-Whitney test, ‡Kruskal-Wallis test 

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digital literacy toward online lear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gital devices                                                                                 (N=190)

Variables Internet Online learning
Period Time to use Accessibility Usefulness Importance Attitudes Digital literacy

Internet
 Period 1 　 　 　 　 　 　
 Time to use -.03  1 　 　 　 　 　
 Accessibility  .32**  .06 1 　 　 　 　
 Usefulness  .20**  .01 .21** 1 　 　 　
 Importance  .38** -.05 .35** .59** 1 　 　
Online learning
 Attitudes  .08 -.07 .14* .33** .37** 1 　
 Digital literacy  .01  .27 .13 .33** .25** .53**

1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use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digital literacy towards online learning

있었다. 온라인 학습 태도는 인터넷 사용 인식 중 접근성
(r=.14, p<.05), 유용성(r=.33, p<.01), 중요성(r=.37,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용성
(r=.33, p<.01), 중요성(r=.25,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
다. (Table 2 참조)

3.3 온라인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 모형은 유의했으며(F=3.55, 

p<.001)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를 14.9% 예측할 수 있

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여성(β=-0.16, p=.028), 종합병원 근무(β=-0.16, 
p=.045), 인터넷 사용 인식 중 유용성(β=0.21, p=.006), 
중요성(β=0.25, p<.001)이 있었다. (Table 3 참조)

3.4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명하는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했

으며(F=8.03, p<.001) 이를 설명하는 예측력은 34.2%였
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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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20, p=.003), 일반간호사 직위(β=0.14, p=.025), 
인터넷 사용 인식 중 유용성 (β=0.20, p=.004), 중요성
(β=0.15, p=.033), 그리고 온라인 학습 태도(β =0.42, 
p<.001)가 있었다. (Table 4 참조)

Variable B S.E 𝛽 t p
Constant 2.23 0.39 　 5.69 <.001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female) -0.27 0.12 -0.16 -2.21 .028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

-0.20 0.10 -0.16 -2.01 .045

Internet Characteristics
Usefulness 0.18 0.06 0.21 2.77 .006
Importance 0.20 0.60 0.25 3.25 <.001

Adjusted R2 =.149, F(p)=3.55(<.001)

Table 3.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Online 
Learning

Variable B S.E 𝛽 t p
Constant 1.85 0.35 　 5.35 <.00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18 0.06 -0.20 -3.00 .003

Work Position
 (Staff Nurse) 0.29 0.13 0.14 2.25 .025

Internet Characteristics
Usefulness 0.18 0.05 0.20 2.93 .004
Importance 0.11 0.05 0.15 2.15 .033
Attitudes toward Online Learning 0.39 0.06 0.42 6.36 <.001
Adjusted R2 =.342, F(p)=8.03(<.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Digital Literacy toward Online
Learning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온라인 학습 태도 및 디지털 리터
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근
무환경 및 온라인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 개발에 근
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온라인 학습 태도는 선행연구[9]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Xing 등[5]의 연구에서 온라
인 학습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은 직급이나 경력과 상
관없이 높은 편이었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간호교육은 빠르
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교육과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강사섭외에 시공간적 편
의성이 더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간호사 면허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해왔다.

온라인 학습 태도는 인터넷 사용 기간이나 시간보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즉 접근성, 유용성, 그리고 중
요성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특정 시스템에 대
한 유용성과 편의성에 의해 사용자의 태도와 의도가 형
성될 수 있다는 테크놀로지 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19]과 일관되며, 인터넷 사
용 인식에 따라 온라인 간호 학습을 어떻게 이용하고 받
아들이는가를 설명한다. 즉 필요한 때에 접근가능하고 전
문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 간
호학습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자체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간호교육이 유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혹은 중
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온라인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에서도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웹기반의 교육방법보다 비디오
강의나 시범을 선호하며 신규간호사보다 경력자에서 웹
기반 온라인 교육의 선호가 더 낮았다[6]. 온라인 간호교
육은 반복 훈련이 필요하거나 실습하기 어려운 중증환자 
간호, 새로운 임상 실무가 도입되는 업무교육에 활용이 
높다. 예를 들어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근골격계나 심
혈관계 질환자 간호나, 투약간호, 간호중재에 대한 온라
인 교육요구도가 높았고[6]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연령이 낮거나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상경력 개
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사가 높았다[20]. 따라서 온
라인 교육의 개발과 적용에는 인터넷 사용특성 및 온라
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 유용성 및 중요성에 대한 간호사
의 인식과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 규모,  직무에 따른 
세부적인 차별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과 관
련된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 동료나 강사와 협업하는 사
례 등 온라인 학습을 활용하는 지침서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가 높일 수 있었는데[3] 정보통신 기
술의 활용이나 처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온라인 학습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무하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성별은 온라인 학습 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온라인 학습  태도
에 대한 성차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해 왔는데, 일
부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문적 자기효능감을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1]. 태
도는 지속적인 신념과 행동을 반영하므로 온라인 학습 
태도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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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그러나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직에서 온라인 학습 
태도가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 대한 자기효능과 학습적 
자기효능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이와 직위는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리터러
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었고 대상자 대부분은 20대와 
30대 연령층(82.7%)과 일반 간호사(85.8%)였다. 2018
년 현재 국내 20∼30대 연령층의 컴퓨터 보유율은 88.6
∼91.0%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이른다[22]. 인
터넷의 대중화는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과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사용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온라인 간호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반
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며[23] 디지털 기기에 익숙
할지라도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3]. 본 연
구에서 일반간호사의 직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와 유사하게 Mather와 
Cummings의 연구[24]에서 간호 관리자의 경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모바일 학습에 대한 혼란으
로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어려움이 있었
다. 중장년층 직장인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는 수용 능
력이나 이해능력의 영역에서 20∼30대 젊은 층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활용능력 영역에서 업무 필요성이나 의지
가 부족했으며[1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간호교
육에 대한 의도는 나이나 직무 보다 교육의 유용성과 용
이성 인식과 관련성이 있었다[16]. 간호 교육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간호정
보를 관리하는 만큼 나이나 직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
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위한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학습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온라인 간호학습에 대한 디지털 리
터러시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
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으로[10] 디지
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대상자에 따라 측정 
범위를 달리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에는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개인적 
장치 보안 기술을 별도의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25]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컴

퓨터 활용능력이 강조되고 있다[26]. 본 연구에 사용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온라인 학습에 요구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인지적 학습의 융합, 현장학습
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을 평가한다[9]. 온라인 학습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사용하
는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학습의 실현
에 필수적이며 전환이 빠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회·문
화, 정치·경제적인 삶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3]. 따라서 
온라인 간호교육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성별, 나이, 근무병원 규모, 직
급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유연성
과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간호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온라인 학습 개발과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 특성과 온라인 환경으로 관점을 전환시켰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의 몇 개 하
위집단의 표본수가 작은 것 등 일반화에 한계가, 온라인 
학습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였
으나 온라인 학습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지 않아 관
련 변수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간호사의 온라인 학습과 교육개발은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근무환경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
신 기술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학
습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효율적인 온라인 간호교육
을 위한 학습자 요인으로 온라인 간호교육에 앞서 사정 
및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온라인 학습에 대
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관련된 간호업무를 학습하고 전문
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주도인 학습자의 조건이자 자
신에게 필요한 학습주제를 선별하고 온라인 교육의 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온라인 교육의 참여자로 상호작용하
는 기능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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