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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대

학교에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하

는 상황이 벌어졌다. 온라인 원격수업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

개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며, 동시성에 

따라 비실시간 온라인수업(Asynchronous online lesson)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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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learning pres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online learning method.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7 nursing students 
attending three universities in different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6 to July 23, 2021, via an onl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ing SPSS WIN 27.0,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ost effective online learning method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was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according to 58.2% of the respondents, while 30.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synchronous 
online learning. The main merit of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was that it was possible to listen repeatedly (61.7%) to lectures, 
and the top advantage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was that the location of the class was free (53.3%). In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nursing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were cognitive presence (β=.60, 
p<.001) and emotional presence (β=.25, p<.001).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6% of their learning satisfaction (F=54.12, 
p<.001). Similarly, cognitive presence (β=.64, p<.001) and emotional presence (β=.21, p=.001) in synchronous online learning, 
were the factors cited for significantly affecting learning satisfaction. The explanatory power was 62% (F=69.19, p<.001).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cognitive and social presence from the learning presence factors in both 
asynchronous and synchronous online learning influence and enhance nursing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Therefore,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data for future online class design in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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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Synchronous online less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사이버대학에서 사용해왔던 비실시간 온라인수업은 교수가 미리 

녹화한 동영상 수업을 교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에 업로드하는 동영상 녹화강의이다[1]. 하지만 물

리적으로 교수와 떨어진 공간에서 학생이 교수와의 상호작용 부

족을 느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

폼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온라인수업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실시

간 화상 온라인수업은 화면을 통해 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연결된 느낌

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나, 실시간 상황이기 때

문에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

이러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목받는 

개념이 학습실재감인데[3], 학습실재감(Learning presence)이란 온

라인교육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어딘가

에 존재하는 느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4]. 사이버고지 모형

(Cybergogy model)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상황 및 학습

내용에 대해 인식하는 인지적 실재감, 학습자 본인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감성적 실재감,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에 대

해 인식하는 사회적 실재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5]. 온라인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공분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실재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보

고가 있다[6]. 따라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학습실재감을 조사해

볼 필요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조사한 Im과 Hong의 연구[3] 외

에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교육으로의 전환이 일

년 이상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온라인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2,7]. 

즉, 학생들은 비대면수업의 전달력이 대면수업보다 떨어져서 스

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강하

게 인식하였다[8,9].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족

한 지식을 사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 스스로가 학습에 적

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10], 자기주도학습역량

이 높을수록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11], 학습성과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12]. 따

라서 간호대학생들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기

주도학습역량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온라인 원격수업에 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만족도와 영

향요인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활발

하나[2,14-17],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온라

인 원격수업에 관해 국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는 비대면수업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주관적인 경험을 탐

색한 질적연구[8,9]가 있었고,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간호대학

생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실재감과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전공

교과목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

습역량, 학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

에 따른 학습실재감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수업이 확대될 수 있는 뉴노멀 

시대에서 간호학 전공교과목 온라인 원격수업의 학습만족도 개선

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비실시간 동영상강의, 실시간 화상강의)에 따라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의 정도 및 관계를 파

악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라,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

습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A, B, C시 소재의 3개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온라인 원격수업으로써, 비실시간 동영상강

의와 실시간 화상강의를 1학기 이상 경험한 1-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선형다중회귀분석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변

수 4개(인지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자기주도학

습역량)를 포함하였을 때,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로 검정력 .95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29명

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대면 설

문조사에 비해 낮을 것을 고려하여, 총 200명의 설문 대상에게 

설문을 위한 인터넷 파일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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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였고, 최종 설문 완료된 176부의 설문조사 내용 중 중복적

으로 설문에 응한 8부와 설문에 부적절한 응답을 한 1부를 제외

하고, 최종 16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는 2가지로, 비실

시간 동영상강의는 교내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된 강의동영상을 

기간 내 시청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하며, 실시간 화상강의는 Zoom, 

Webex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수의 수업

이 진행되는 학습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 학습만

족도의 측정도구는 모두 설문 시행 전에 이메일로 저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다.

● 일반적 특성 및 온라인수업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으로 총 3문항이며, 온라인수업 

관련 특성으로는 전공교과목 중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교과목과 실시간 화상강의를 이용한 교과목을 조사하였고, 두 가

지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복수 선택하게 

하였으며,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이용한 질문 방식과 본인이 경험

한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을 조사한 총 8문항이 포

함되었다.

● 학습실재감

학습실재감은 학습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즉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현민함을 

인식하는 수준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 측정을 위

해 Kang 등[18-20]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Kim과 

Kang [21]이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총 10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실재감 도구는 인지적 실재감 3

문항, 감성적 실재감 3문항, 사회적 실재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실재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im과 Kang [21]의 연구에서 연구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4였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734

∼.8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습실재감 도구 전체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858이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719∼.940으로 나타났다. 

● 자기주도학습역량

자기주도학습역량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하며, 평가하는 등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능력이다. 자기

주도학습역량은 Lee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Jin [23]이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역량

은 총 25문항이며 학습과정인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로 구

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소는 학습계획에 학습요구확인 5문항, 목

표설정 3문항, 학습자원확인 3문항이 포함되고, 학습실행은 학습

관리능력 5문항, 학습전략선택 2문항, 학습실행의 지속 2문항을 

포함한다. 학습평가는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2문항, 자기성찰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가능한 점수는 25-1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Jin [23]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5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6이었다. 

●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사이버대학에서의 강좌평가를 위해 Joo 등[24]이 

개발한 측정도구 중 내용/설계요인과 전반적 만족도 요인의 문항

을 Yoo [25]가 대학의 온라인 원격수업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총 

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용/설계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전반적 만족도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만족도 

측정을 위한 9문항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9-45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 [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8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7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 수집을 위해 A, B, C시 소재 3개의 4년제 종합대학 간호학과 

교수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대상, 방법에 대

해 설명한 후 자료수집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3개 대학의 

1-4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위한 URL을 배포하였고, 온

라인을 통해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을 완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5분 정도였고,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책임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와 승인을 받고난 후 진행하였다(IRB No. 1041107-202106-HR 

-022-01).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전에 제공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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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에게 온라인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

행하였다. 연구 참여는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조사 중 언

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시 연령, 성별, 학년과 

같이 연구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이외의 개인식별정보는 수

집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름과 참여 여부를 알지 

못하며, 연구 종료 후 수집된 연구 관련 자료는 익명화하여 개인 

컴퓨터 저장장치에 자료를 보관하여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원격수

업에 대한 특성 및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 

및 학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온라인 원격수업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경험한 온라인 원격수업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95±2.11세로, 여학

생이 85.0%를 차지하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2.9%, 2학년 

20.3%, 3학년 22.2%, 4학년 24.6%를 차지하였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교과목은 

전공 이론과목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실습 18.8%, 임상

실습 11.3% 순이었다.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는 반복 청취가 가능

하다는 것(61.7%)과 수업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것(34.1%)이 장

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인 점은 장시간 화면에 집중하기 어

려움 36.5%, 교내학습관리시스템의 문제 24.5%, 교수 및 학생 간 

소통의 어려움 18.6%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이용한 교과목은 전공 

이론과목이 78.7%로 가장 많았으며, 교내실습 11.8%, 임상실습 

9.5% 순이었다. 실시간 화상강의는 수업 장소가 자유로운 것

(53.3%)과 수업 시 교수와 수강생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점

(29.3%)이 장점으로 보고되었으며, 가장 불만인 점은 장시간 화

면에 집중하기 어려움 30.5%, 인터넷 서버 및 플랫폼의 불안정 

27.5%, 와이파이의 불안정 15%, 학생 동료들에게 집(방)이 보이

는 것이 불편함 12.6%로 나타났다.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는 수업 중 질문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강

의 시 직접 질문하는 것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은 비실시간 동영상 

강의(58.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의 정도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

과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의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은 평균 

33.41±6.83점이었으며,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는 평균 35.24±5.53

점이었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은 평균 

34.52±7.08점이었으며, 실시간 화상강의에서의 전공교과목 학습

만족도는 평균 35.28±5.89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 수준은 평균 99.60±13.32점이

었으며, 자기주도학습역량을 학습과정인 하위 항목별 점수로 살

펴보면, 학습계획은 평균 44.39±6.39점, 학습실행은 평균 36.98±5.21

점이었으며, 학습평가는 평균 18.24±3.0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

과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인지적 실재감(r=.72, p<.001), 감성적 실재감(r=.52, p<.001), 사

회적 실재감(r=.3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역량(r=.46, p<.001)도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에서 자기

주도학습역량은 인지적 실재감(r=.58, p<.001), 감성적 실재감

(r=.37, p<.001), 사회적 실재감(r=.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인지적 실재

감(r=.77, p<.001), 감성적 실재감(r=.56, p<.001), 사회적 실재감

(r=.3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

습역량(r=.49, p<.001)도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은 

인지적 실재감(r=.57, p<.001), 감성적 실재감(r=.44, p<.001), 사

회적 실재감(r=.3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학습 실재감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전공교과목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4.381 385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원격수업의 종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자

기주도학습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nline Learning related to Characteristics (N=1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Age (year) 21.95±2.11

Gender
Male 25 (15.0)

Female 142 (85.0)

Grade

Freshmen 55 (32.9)

Sophomore 34 (20.3)

Junior 37 (22.2)

Senior 41 (24.6)

Subjects using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Duplicate response)

Major theoretical subjects 167 (69.9)

In-school practice subjects 45 (18.8)

Clinical practice subjects 27 (11.3)

Merits of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Freedom of time and place 57 (34.1)

Repeat listening lecture 103 (61.7)

Concentrate well in lecture 7  (4.2)

Demerits of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Problems in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41 (24.5)

Less sound quality and quality of the lecture 19 (11.4)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31 (18.6)

Difficult to focus on the screen for a long time 61 (36.5)

Class materials not viewed large due to limited screen size 2  (1.2)

Difficult to see detailed nursing practice scenes 13  (7.8)

Subjects using synchronous online 
learning
(Duplicate response)

Major theoretical subjects 166 (78.7)

In-school practice subjects 25 (11.8)

Clinical practice subjects 20  (9.5)

Merits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Freedom of place 89 (53.3)

Concentrate well in lecture 29 (17.4)

Visible to professors and students 49 (29.3)

Demerits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Wi-Fi instability 25 (15.0)

Internet server or platform instability 46 (27.5)

Problems in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8  (4.8)

Less sound quality and quality of the lecture 1  (0.6)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10  (6.0)

Difficult to focus on the screen for a long time 51 (30.5)

Class materials not viewed large due to limited screen size 4  (2.4)

Feel uncomfortable seeing my room to others 21 (12.6)

Difficult to see detailed nursing practice scenes 1  (0.6)

How to ask questions used in online 
classes
(Duplicate response) 

Direct questions in synchronous online class 105 (25.1)

Use chat in synchronous online class 78 (18.7)

Using the Q&A bulletin in learning management system 96 (22.9)

Ask questions by e-mail of the professor 66 (15.8)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SNS) such as Kakaotalk 73 (17.5)

The most effective online teaching type 
you've ever experienced
(Duplicate response)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117 (58.2)

Synchronous online learning 61 (30.3)

Q&A bulletin in learning management system 10  (5.0)

Using assignment 1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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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연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온라인 원

격수업 방법에 따른 각각의 회귀분석에서 Dubin-Watson 통계량

이 1.742(비실시간 동영상강의), 1.846(실시간 화상강의)으로 나타

나 독립변수의 수(K=4)와 표본수(n=150)에 따른 Dubin-Watson값

의 범위인 1.68≤d≤1.79로 각각의 값이 1.68보다 작지 않아, 오

차의 자기상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을 

Table 2. Level of Learning Presenc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Online Learning Methods (N=167)

Characteristics  Mean±SD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Asynchronous online video learning

  Learning presence 33.41±6.83 10-50 17-50

    Cognitive presence 12.30±2.06 3-15 7-15

    Emotional presence 8.71±3.20 3-15 3-15

    Social presence 12.40±3.62 4-20 4-20

  Learning satisfaction 35.24±5.53 9-45 18-45

Synchronous online learning

  Learning presence 34.52±7.08 10-50 20-49

    Cognitive presence 12.12±2.13 3-15 7-15

    Emotional presence 8.63±3.23 3-15 3-15

    Social presence 13.76±3.50 4-20 5-20

  Learning satisfaction 35.28±5.89 9-45 16-45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99.60±13.32 25-125 68-125

   Learning plan 44.39±6.39 11-55 28-55

   Learning practice 36.98±5.21 9-45 24-45

   Learning assessment 18.24±3.06 5-25 11-25

Table 3. Correlations among Learning Presenc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Online Learning Methods (N=167)

Variables

Cognitive 
presence

Emotional 
presence

Social 
presenc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Learning 
satisfaction

r (p)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Cognitive presence 1

Emotional presence
.43

(<.001)
1

Social presence 
.35

(<.001)
.35

(<.001)
1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58
(<.001)

.37
(<.001)

.39
(<.001)

1

Learning satisfaction
.72

(<.001)
.52

(<.001)
.35

(<.001)
.46

(<.001)
1

Synchronous
online learning

Cognitive presence 1

Emotional presence
.51

(<.001)
1

Social presence 
.31

(<.001)
.50

(<.001)
1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57
(<.001)

.44
(<.001)

.38
(<.001)

1

Learning satisfaction
.77

(<.001)
.56

(<.001)
.35

(<.001)
.49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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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한 결과, 각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603-0.792(비실시간 동영상강의), 0.589-0.724(실시간 화상강의)

사이에 있어 0.1이상이며, VIF값은 1.262-1.658(비실시간 동영상

강의), 1.381-1.698(실시간 화상강의)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적 실재감(β=.60, p<.001)과 

감성적 실재감(β=.25, p<.001)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였다(F=54.12, p<.001). 실시간 화상강의에

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도 인지적 실재감(β=.64, p<.001)

과 감성적 실재감(β=.21, p=.001)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들 변수의 설명력은 62%였다(F=69.19,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원격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

실시간 동영상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조

사하였고,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의 장점은 ‘반복청취 가능(61.7%)’

과 ‘시공간의 자유로움(34.1%)’으로, 실시간 화상강의의 장점은 

‘장소의 자유로움(53.3%)’과 ‘교수와 동료학생들을 볼 수 있음

(2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한 온라인수업의 장점에서 반복적인 강의시청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결과[1]와 국내 간호대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유연하

고 편리하며 효율성 높은 강의라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26]. 

또한, 온라인수업은 시공간적 자유로 인한 학습자의 편의성, 시간

활용의 효율성, 통학과 이동을 위한 경비 절감, 신체적 편함, 반복 

청취로 수업의 효과 증대 등의 장점이 제시된 연구[2,15]와도 비

슷하며, 이러한 결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

운 접근성과 학습속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개별화라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불만으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는 ‘장시간 

화면에 집중하기 어려움(36.5%)’, ‘교내 학습관리시스템 문제

(24.5%)’, ‘소통하기 어려움(18.6%)’이 나타났고, 실시간 화상강

의에서는 ‘장시간 화면에 집중하기 어려움(30.5%)’, ‘인터넷 서버 

또는 플랫폼의 불안정(2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

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 시청 시 주변에 아무

도 없으므로 수업 중 밥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등 집중력이 

떨어짐과 소통부재로 답답하다는 단점과 실시간 화상강의 참여시 

컴퓨터 오류 및 서버 불안정으로 출석 미인정이 될까봐 불안감을 

경험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27].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지적한 온라인학습의 단점인 자기관리 부재로 학습성취도 문제 

발생[26], 소통부재로 답답함[9], 교수와 동료학생들과 라포형성 

어려움[1]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Table 4. Influence of Learning Prese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on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Online Learning Method among Nursing Students (N=167)

Predictors
Learning satisfaction

B SE β t p

Asynchronous online 
learning

Constant 11.29 2.23 5.07 <.001

Cognitive presence 1.60 0.18 .60 9.05 <.001

Emotional presence 0.43 0.10 .25 4.17 <.001

Social presence 0.10 0.09 .07 1.14 .256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0.01 0.03 -.02 -0.27 .787

R2 .57

Adjusted R2 .56

F (p) 54.12 (<.001)

Predictors
Learning satisfaction

B SE β t p

Synchronous
online learning

Constant 8.97 2.26 3.97 <.001

Cognitive presence 1.77 0.17 .64 10.30 <.001

Emotional presence 0.38 0.11 .21 3.44 .001

Social presence 0.07 0.09 .04 0.77 .442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0.01 0.03 .01 0.19 .852

R2 .63

Adjusted R2 .62

F (p) 69.1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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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구조상의 단점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긍정적 영향

을 주는 다양한 학습요인들을 점차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이용한 질문 방식은 ‘실시간 화상강의 시 

직접질문(25.1%)’, ‘학습관리시스템 Q&A 게시판 이용(22.9%)’, 

‘실시간 화상강의 시 채팅이용(18.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소통 방식은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이메일(57.3%), 학습관리

시스템 내 문의(21%)에 비해[15] 본 연구 대상자들이 더 신속한 

소통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COVID-19 팬데믹 직후 2020년 1학기 초기 3주차 온라인

강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15] 교수와 학생 모두 

온라인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시점이라 실시간 질문을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결여된 구조적 단점

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게시판 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함으로

써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학생들은 소통이 된다고 느끼게 되기 때

문에[1], 학생의 질문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교수의 모바일폰으로 

자동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은 비실시간 

동영상강의(58.2%)가 실시간 화상강의(30.3%)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론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한 선호에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가 가장 높게 나

타난 선행연구[26,28]와 일치하였고, 미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교수의 비실시간 동영상강의 선호도가 20%인

데 비해 학생들은 64.7%가 비실시간 동영상강의를 선호한 것과

도[1]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화상강의가 대면수업과 유

사하게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교수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컴퓨터 

불안정으로 인한 학습중단과 소음 등이 불안감과 혼란을 주기 때

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2]. 또한, 비실시간 동영

상강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나 이해가 안되

는 부분은 쉬었다가 반복학습을 하는 등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화상강의도 

녹화가 가능하므로 녹화된 강의동영상을 나중에 학습관리시스템

에 제공함으로써 반복 시청이 가능하게 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학습실재감에서 비실시간 동영상강의

인 경우에는 인지적 실재감 평균 12.30점(82.00점/100점), 감성적 

실재감 평균 8.71점(58.08/100점), 사회적 실재감 평균 12.40점

(62.00/100점)으로 나타났고, 실시간 화상강의인 경우 인지적 실

재감 평균 12.12점(80.80/100점), 감성적 실재감 평균 8.63점

(57.53/100점), 사회적 실재감 평균 13.76점(68.80/100점)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에서 측정된 간호대학생의 인

지적 실재감 평균 4.22점(84.40/100점), 감성적 실재감 평균 3.90

점(78.00/100점), 사회적 실재감 평균 4.04점(80.80/100점)에 비해 

감성적 실재감과 사회적 실재감이 낮게 나타났다. Im과 Hong [3]

의 연구에서는 각 실재감별로 각각 다른 도구로 측정하여 총 43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본 연구

도구로 측정한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간호대학

생의 학습실재감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동

일한 연구도구로 대상자 수를 확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가 비실시간 

동영상강의 평균 35.24점(78.31/100점), 실시간 화상강의 평균 

35.28점(78.40/100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에 

대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평균 3.03점/4점 만

점(75.75/100점)으로 나타난 Sung [26]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Sung [26]의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내

에서 개발된 만족도 도구를 사용했고, 자료수집 시점이 2020년 1

학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객관적으로 비교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원격수업의 학습만족도는 대면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현장감이 없고 물리

적 거리로 인한 상호 어색함과 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2] 교수 

개인의 지식, 의사소통기술, 티칭 스타일이 대면수업의 학습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를[1] 토대

로 볼 때 추후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교수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

된 학습만족도를 조사해보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평균 99.60점(79.68/100

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Lee [28]의 연구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

여 조사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 69.37점(100점 만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역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Lee [2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 학기 경험한 후 진행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1

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세 번째 학

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반복된 온라인수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훈련해왔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이전

에 당연하게 여겼던 학습자의 수동적인 역할이 온라인 원격수업

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한 것이다[2]. 즉, 본 연구 대상자

들 대부분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경험한 지 세 번째 학기가 지나

면서 역설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체험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능력

인지 후천적인 훈련에 의해 증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초창기 연구

자들의 논란이 있었으나, 성숙한 성인이 되면 내재되어 있던 자기

주도성이 훈련과 경험에 의해 증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7]. 선행

연구[11]에 의하면 온라인수업을 경험한 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가 매우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반복된 온라인 

원격수업이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와 필요

성를 느끼고[8]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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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추후 종속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모두에

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적 실

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인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도 56%와 6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이 학

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Han [29]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Han [29]의 연구는 항

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

만 측정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은 측정

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지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아지고[3], 

학습상황과 학습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면서

[4], 학습과정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감성적 실재

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원격수업의 

학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

을 증진시키는 학습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학습을 한 경우 인

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실재감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연구보고[4]와 학습게시판이나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한 소통으로 

편안함과 흥미를 느끼는 감성적 실재감이 증진되어 수업만족도가 

증진되었다[29]는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토론

수업, SNS 활용 등을 이용한 학습전략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원격수업의 

학습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실재감

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 의식, 동일 공간에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 및 대인관계를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4], 

본 연구결과 중 실시간 화상강의의 장점으로 ‘교수와 동료학생들

을 볼 수 있음’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점을 토대로 학생들이 

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므로 사회적 실

재감이 실시간 화상강의에서의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실시간 화상강

의의 사회적 실재감 평균 13.76점이 비실시간 동영상강의에서의 

평균 12.40점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수업에서 소그룹을 

구성하여 토의를 여러 번 했던 경우에 사회적 실재감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소

그룹 토론수업을 많이 이용하는 추후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조사해볼 것을 제안한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부 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신중해야 한

다. 둘째, 각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이나 교수자 개인별 교수역량

이 다르므로 그 차이를 수업만족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COVID-19 팬데믹이 종결되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온라인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속도를 낼 

것이다[17]. 온라인 원격수업의 지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학 교육에서도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만족하

는 온라인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들의 온라인 원격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학습실재감 중 인

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이 수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요

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향후 온라인수업 설계 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을 비실시

간 동영상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학습실재

감과 학습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온라인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수업 유형을 선택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것에도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온

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수업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습

실재감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실재감 중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재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토론이나, 감성적 실재감을 증진시킬 수 있

다는 활발한 SNS 소통 등 구체적인 교육전략에 대한 중재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학습성취 수준이 대면수업 시의 학업성취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교과목에서 원격으로 

실습지도를 함에 있어서, 실습지도 및 집담회를 실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한 경우에 학생들의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후속 연

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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