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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the 

effect of the learning presence of non-face-to-face class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Methods: Partici-

pants were 272 nursing students from six universities in two different citie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digital liter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SPSS PROCESS Macro 

(4.0). Results: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on the effect of learning presence on academic achievement was 0.42, and the 

moderated mediation index of digital literacy was 0.17. Learning flow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Digital literacy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that was mediated by learning flow. Conclusion: The intensity of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presence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flow increases as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ncreases. These results sug-

gest that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the level of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digital literacy are required to promot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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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전 세

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비대면 수

업을 시작하면서, 대학은 교육방식, 교육플랫폼, 교육환경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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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스템에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1-3]. 이에 전 세계 대

학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해 나가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3], 비대면 방식의 교육 완성도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5]. 비대면 수업의 주요 문제점들로 교수자 측면에서

는 단시간 내에 비대면 수업 설계를 해야 하는 부담감과 기술적

인 어려움, 학습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등을, 학습자 측면에서는 

과제의 증가, 비대면 학습환경 장애, 낮은 교육품질, 상호작용 어

려움 등을 제기하고 있다[5]. 더불어 대면 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

육 시 학습격차를 확인하거나 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4], 어떠한 요인들이 학습격차와 성취도의 차이

를 발생시키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 및 국가고시 합격과 직결된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됨

에 따라 과중한 학습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감과 갑작스러운 학

습환경 변화로 인한 적응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2,6]. 따라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

해서는 비대면 수업상황 속 간호대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 결과

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

이버 대학 학생들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1,7-9]. 2012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루어진 50

편의 국내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비대면 수업 관련 연구 동향

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결과 변수는 수업만족도, 자기효

능감이었고, 학업성취도 측정 연구는 단 2편으로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6].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심리상태로 학업성취도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자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7]. 비대면 수업이 제공되는 학습

환경과 학습 활동의 구성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실재

감을 각기 다르게 지각하고, 이러한 실재감의 차이에 따라 학습

자의 학습 경험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7,8]. 즉,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다[8]. 때문에 학습실재감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학습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감

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며, 실재감

을 지각하는 순간, 학습자는 온전히 학습상황에 존재해 깨어있

게 되면서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7]. 이처럼 학습 과정에 완벽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리상태를 학습몰입이라고 

한다[9]. 즉, 학습실재감은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8,10].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11],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7,8]. 따라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도 유의

미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실재감을 지각하게 되면 학습에 몰

입하게 되면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

로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

하는 블랜디드 학습환경에서 효과적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12] 비대면 학습 시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주요 변인

으로 주목받고 있다[4,13]. 디지털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제공되

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으로 임상 현

장에서 근거기반실무 활용 자신감 증진을 위한 간호 전문직 교육

의 주요 요소이다[14].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의 차이는 

과제수행 속도와 학습 차이를 발생시켜, 학습격차를 일으키는 주

요 요인으로,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13,15]. 간호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 문헌검색, 컴퓨터를 다루는 등 기본

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90%의 학생이 갖추고 있지만, 이를 통

합하고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실행 능력은 부족하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16]. 따라서 비대면 수업상황 속 간호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어떤 기전을 통

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이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기전을 검증하고자 할 때는 매개효과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의 효과가 어떤 상

황이나 조건에서 성립되는지 규명하고자 할 때 매개모형과 조절

모형이 통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된다[17,18]. 즉, 조
절된 매개효과는 매개효과의 강도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학습실재감이 높은 경우 학

습몰입 정도가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7-9], 디지털 리터

러시가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리터러

시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

다[4,13,15]. 이를 토대로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인과관계나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뿐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관계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통합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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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부족하며,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첫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실재감이 학업성취도의 긍정적 영향요인이며 이러한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명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둘째,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

감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수업상황

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비

대면 수업설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개념적 모형 및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디지

털 리터러시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

고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종합해보면, 학
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와[1,7-9]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7-10]. 또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7-9,11], 학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었다[7-9].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습몰입을 증가시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주요한 변인이자[13]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다[13,15].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근거로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

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개념적 모형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Figure 1).

●  첫째,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은 학업성

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둘째,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학습실재감이 높은 경우 학습몰

입 정도가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다(Figure 1A).

●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는 학습실재감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

적 간접효과에서 강화요인 역할을 할 것이다(Figure 1B).

개념적 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

시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
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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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diation effect model of learning flow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model of digital literacy. (A) Conceptual framework of 
mediation model. (B) Conceptual framework of moderated mediation model. (C) Statistical model of mediation effect. (D) Statistical model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All path coefficients are 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boldfaced line means significant effect. 
The dotted line means insignificant effect.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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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

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학습실재감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

과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국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비대면 

수업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으로, 연구 대상자는 2개 도시에 소

재한 6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

였고,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적정 표본 수를 선정하기 위

해 G*Power 3.1.9.7.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α =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0.10 [9,13], 예
측변수(연구변수, 대상자 특성)를 13개로 설정하면 최소 236명

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해 총 28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272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응

답률 97.1%). 6개 기관 협조 요청 시 비대면 수업방식을 조사한 

결과 학년별로 4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녹화강의와 과제 제출, 실시간 강의와 과제 제출, 
녹화강의와 실시간 강의, 녹화강의와 강의자료 제공 방식의 4가

지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한 간호대학생이었다.

3. 연구 도구

1)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는 일반대학생이나 사이버대학생을 대

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

(구성타당도)과 신뢰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Table 1). 각 도구별 요인분석 시 Kaiser―Mayer―Olkin 

(≥ .90)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 < .05)을 실시하여 적합성 여

부를 확인한 후, Varimax 직교회전방법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모두 원저자와 번안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학습실재감

학습실재감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다는 것

을 인지하는 것으로[8],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의 요소로 선

행문헌들[8,9,19]을 토대로 사회적, 인지적, 감성적 실재감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실재감 측정도구는 사이버대학 수강생을 대상

으로 Kim과 Pak [8]이 개발하고, Pak과 Kim [19]이 수정·보완

한 20개 문항 중 인지적 실재감(5개 문항), 사회적 실재감(5개 

문항), 감성적 실재감(5개 문항)의 3개 영역, 15개 문항으로 측정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도구와 동일하게 3개 영

역 15문항 그대로 분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만점) 학습실재감 정도가 높음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lidity Internal Reliability of the Research Variables (N = 272)

Scale
Number of 

items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

Ac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M ± SD

Learning presence 15 61.09 .89 3.80 ± 0.68

    Cognitive presence 5 3.30 22.00 22.00 .83 4.25 ± 0.66

    Emotional presence 5 3.22 21.46 43.46 .82 3.78 ± 0.85

    Social presence 5 2.65 17.63 61.09 .80 3.35 ± 0.93

Academic achievement 7 4.11 58.64 58.64 .88 3.71 ± 0.73

Learning flow 7 4.58 65.43 65.43 .90 3.77 ± 0.87

Digital literacy 20 55.43 .91 4.28 ± 0.48

    Digital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7 4.12 20.61 20.61 .84 4.52 ± 0.47

    Digital thinking ability 6 3.54 17.70 38.31 .84 4.32 ± 0.54

    Digital ethics and mindset 7 3.42 17.12 55.43 .82 4.00 ± 0.67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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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선행연구[8,19]에서 도구의 각 영역별 신뢰도 Cron-

bach’s α는 .71~.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9, 영역별로는 

.80~.83이었다(Table 1).

3)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란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 정보나 기술을 획

득하는 정도[20]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Rovai 등[21]이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9개 문항의 자가보고형 인지학습 척도를 

Kim 등[22]이 번안하고, 본 연구팀이 문항별로 ‘수업’이라는 용

어를 ‘비대면 수업’으로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2개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였다. 측정 후 2회에 걸

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40 이하인 2개 문항

(2, 7번)이 삭제되면서, 1개 영역 7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만점) 학업성취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Rovai 등

[21]의 연구에서 .79, Kim 등[21]의 연구에서 .73, 본 연구에서

는 .88이었다.

4) 매개변수: 학습몰입

학습몰입이란 자신의 학습과정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

능을 수행하는 심리상태[9]로,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k [8]이 

사이버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7개 문항의 학습몰입 도

구로 측정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도구와 동일

하게 1개 영역 7개 문항 그대로 분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만점) 학습몰입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k [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90,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5) 조절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디지

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및 관리, 소통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이다[23,24]. 본 연구에서는 Wang 

[2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3문항의 디지털 리터러시 도

구로 측정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회에 걸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과 공통분산(communality)이 .40 이하인 3개 문항(6, 
12, 17번)이 삭제되면서, 3개 영역 20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원도구에는 영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항 구성 내용

과 선행문헌[23,24]을 토대로 본 연구팀이 디지털 이해와 활용(7

개 문항, 디지털 활용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디
지털 사고능력(6개 문항,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수행하는 능력), 디지털 윤리와 태

도(7개 문항,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준법정신

과 윤리적 태도)로 최종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만점)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ang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

서는 전체 .91, 영역별로는 .82~.84였다(Table 1).

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 기관인 전

남대학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1040198-210416-HR-052-04)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21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였으며, 자가 보고

식 비대면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본 연구 대상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관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연구 

진행 승인 6개 기관에서 선정해준 대표 6명에게 연구설명문과 

비대면 설문지가 링크된 주소를 보내어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도

록 하였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연구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동

의하지 않을 때는 설문조사가 자동 종료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응답 시간 평균 15분을 고려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에 대한 안내, 대상자 권리, 익명성과 비밀보장, 자발적 동의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IBM Corp., Ar-

monk, NY, USA)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 [17]

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은 문항분석, 요인분석(주성분 분

석,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과 스크리 검사(scree 

plot),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 누적 분산백분율 50% 이상, 해석 

가능성, 요인적재량과 공통분산(communality)은 .40 이상으로 선

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변수들의 점수는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특

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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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

지 않는 경우 Welch’s test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Games―

Howell test를 실시하였다.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간의 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 후, 매개효과(간접효과)의 유의성, 즉 독립변수(X)가 매개

변수(M)를 경유하여 종속변수(Y)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16,17].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PRO-

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하여 분석 후,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17,18]. 조절된 매개효

과는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를 경유하여 종속변수(Y)에 미

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의 강도가 조절변수(W)에 의해 조절된

다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한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18]. 분석 시 변수를 평균중심화 하는 

것은 검정 시의 추정의 정확성과 가설검정 및 회귀계수의 표준오

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문헌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 하지 않았다[17,18].
간접효과,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재표본추출 수 5,000개)을 이용, 95% 신뢰구간

(bootstrapping 95% 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여 추

정된 하한 한계와 상한 한계를 토대로 검증하였다[17,18].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값은(p < .05) 

PROCESS macro의 Johnson―Neyman technique으로 확인하

였다[17,18].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 전,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36~0.73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37~2.79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Durbin―Wastson 통계량도 

1.91~1.92로 자기상관이 없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여학생(88.6%)이 남학생(11.4%)보다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27.5%로 가장 많았다. 지난 학기 학점은 3.0~3.9학점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고, 대면수업(41.5%)보다 비대면 수업

(58.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44.1%)가 가장 많았고, 보통 25.0%, 매우 만족 

22.4%, 불만족 8.5%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환경 적절성

은 매우 적절하다가 40.1%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 39.3%, 보
통 15.1%, 부적절 5.5%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비대면 수업방

식은 녹화강의와 강의자료 제공이 46.6%로 가장 많았고, 녹화강

의와 실시간 강의 22.8%, 녹화강의와 과제 제출 19.9%, 실시간 

강의와 과제 제출 1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각 변수들의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학습실재감 점수는 평균 

3.80 ± 0.68점이었고, 영역별로는 인지적 실재감 4.25 ± 0.66점, 
감성적 실재감 3.78 ± 0.85점, 사회적 실재감 3.35 ± 0.93점 순이

었다. 학업성취도 점수는 평균 3.71 ± 0.73점, 학습몰입 점수는 

3.77 ± 0.87점이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평균 4.28 ± 0.48

점이었고, 영역별로는 디지털 윤리와 태도 4.52 ± 0.47점, 디지털 

이해와 활용 4.32 ± 0.54점, 디지털 사고능력 4.00 ± 0.67점 순이

었다(Table 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

몰입,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수업선호도(t = - 6.17, p < .001), 비대면 수업 만족도(F = 25.73, 
p < .001), 비대면 수업환경 적절성(F = 17.03, p < .0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면 수

업을 선호하는 경우보다 학습실재감 정도가 더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비대면 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 보통, 불만족보

다, 만족과 보통인 경우가 불만족보다 높았으며, 비대면 수업 환

경이 매우 적절한 경우가 적절, 보통, 부적절보다, 적절한 경우가 

부적절한 경우보다 학습실재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학점(F = 5.03, p = .007), 
수업선호도(t = - 3.29, p = .001), 비대면 수업 만족도(F = 18.38, 
p < .001), 비대면 수업환경 적절성(F = 11.77, p < .0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면 수

업을 선호하는 경우보다 학업성취도 정도가 더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학점이 4.0 이상인 경우가 3.0~3.9인 경우보다, 비대면 수업

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 보통, 불만족보다, 만족인 경우가 

보통보다 높았으며, 비대면 수업환경이 매우 적절한 경우가 적절, 
보통, 부적절보다 학업성취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수업 선호도(t = - 6.43 

p < .001), 비대면 수업 만족도(F = 37.03, p < .001), 비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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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적절성(F = 13.27,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

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더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비대면 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 보통, 불만족보다, 만족인 경우가 보

통보다 높았으며, 비대면 수업환경이 매우 적절한 경우가 적절, 
보통, 부적절보다, 적절한 경우가 부적절한 경우보다 학습몰입 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는 학점(F = 4.12, 
p = .018), 비대면 수업 만족도(F = 7.74, p < .001), 비대면 수업환

경 적절성(F = 7.55,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후검정 결과, 학점이 4.0 이상인 경우가 2.0~2.9인 경우보다, 비
대면 수업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 보통보다, 비대면 수업

환경이 매우 적절한 경우가 적절, 부적절인 경우보다 디지털 리터

러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4.  학습실재감,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습실재감(r = .74, p < .001), 학습몰입(r = .77, p < .001), 디지

털 리터러시(r = .48, p < .001)와 학습실재감은 학습몰입(r = .79, 
p < .001), 디지털 리터러시(r = .49, p < .001)와 학습몰입은 디지

털 리터러시(r = .49, p < .001)와 각각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Differences in Digital Literacy,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72)

Variables Categories n (%)

Learning presenc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flow Digital literacy

M ± SD
t or F  

(p/post-hoc†)
M ± SD

t or F  

(p/post-hoc†)
M ± SD

t or F  

(p/post-hoc†)
M ± SD

t or F  

(p/post-hoc†)

Gender Man 31 (11.4) 3.82 ± 1.01 0.13 (.899) 3.85 ± 0.97 1.13 (.259) 3.71 ± 1.10 – 0.32 (.751) 4.28 ± 0.62 – 0.01 (.995)

Woman 241 (88.6) 3.79 ± 0.63 3.69 ± 0.70 3.78 ± 0.83 4.28 ± 0.46

Academic year Freshman 60 (22.1) 3.82 ± 0.62 0.80 (.971) 3.64 ± 0.66 0.45 (.719) 3.75 ± 0.78 0.14 (.936) 4.20 ± 0.45 0.92 (.433)

Sophomore 65 (23.9) 3.81 ± 0.76 3.79 ± 0.78 3.83 ± 0.83 4.31 ± 0.49

Junior 75 (27.5) 3.77 ± 0.73 3.70 ± 0.79 3.76 ± 0.95 4.29 ± 0.53

Senior 72 (26.5) 3.79 ± 0.68 3.72 ± 0.69 3.75 ± 0.89 4.33 ± 0.43

Academic score  

(n = 212)

≥ 4.0a 81 (38.2) 3.82 ± 0.62 0.80 (.449) 3.93 ± 0.65 5.03 (.007)

a > b

3.93 ± 0.81 2.51 (.084) 4.40 ± 0.42 4.12 (.018)

a > c3.0~3.9b 120 (56.6) 3.79 ± 0.75 3.62 ± 0.79 3.71 ± 0.89 4.28 ± 0.50

2.0~2.9c 11 (5.2) 3.53 ± 0.83 3.49 ± 0.74 3.43 ± 1.24 3.98 ± 0.61

Class preference Face-to-face 113 (41.5) 3.61 ± 0.71 – 6.17 (< .001) 3.54 ± 0.76 – 3.29 (.001) 3.39 ± 0.91 – 6.43 (< .001) 4.24 ± 0.52 – 1.19 (.235)

Non-face-to-face 159 (58.5) 4.00 ± 0.59 3.83 ± 0.69 4.05 ± 0.72 4.31 ± 0.44

Satisfaction on 

non-face-to-face 

class

Very satisfieda 61 (22.4) 4.31 ± 0.57 25.73 (< .001)††

a > b,c,d & b,c > d

4.23 ± 0.67 18.38 (< .001)††

a > b,c,d & b > c

4.43 ± 0.56 37.03 (< .001)††

a > b,c,d & b > c

4.49 ± 0.42 7.74 (< .001)††

a > b,cSatisfiedb 120 (44.1) 3.83 ± 0.54 3.70 ± 0.60 3.86 ± 0.72 4.29 ± 0.45

Moderatec 68 (25.0) 3.49 ± 0.57 3.45 ± 0.63 3.34 ± 0.75 4.13 ± 0.44

Unsatisfiedd 23 (8.5) 3.17 ± 0.96 3.18 ± 0.96 2.88 ± 1.11 4.15 ± 0.64

Appropriateness of 

non-face-to-face 

class environment

Very appropriateda 109 (40.1) 4.08 ± 0.61 17.03 (< .001)

a > b,c,d & b > d

3.98 ± 0.69 11.77 (< .001)

a > b,c,d

4.08 ± 0.81 13.27 (< .001)

a > b,c,d & b > d

4.43 ± 0.48 7.55 (< .001)

a > b,dAppropriatedb 107 (39.3) 3.71 ± 0.63 3.62 ± 0.65 3.68 ± 0.79 4.19 ± 0.41

Moderatec 41 (15.1) 3.55 ± 0.62 3.46 ± 0.73 3.52 ± 0.88 4.27 ± 0.45

Inappropriatedd 15 (5.5) 3.06 ± 0.79 3.10 ± 0.92 2.87 ± 0.84 3.95 ± 0.62

Favorite non- face-

to-face class

Video + live 62 (22.8) 3.78 ± 0.61 1.92 (.132)†† 3.67 ± 0.72 2.06 (.111)†† 3.68 ± 0.84 2.08 (.108)†† 4.28 ± 0.47 1.03 (.383)

Video + 

assignment

54 (19.9) 3.89 ± 0.77 3.81 ± 0.75 3.91 ± 0.89 4.37 ± 0.46

Live + assignment 29 (10.7) 3.46 ± 0.88 3.37 ± 0.89 3.38 ± 1.15 4.14 ± 0.65

Video + teaching 

materials

127 (46.6) 3.84 ± 0.61 3.77 ± 0.68 3.85 ± 0.77 4.28 ± 0.43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Post-hoc: Scheffé test. ††F: Welch analysis of variance, post-hoc: Games-Howell test.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 = 272)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flow

Digital 
literacy

r (p) r (p) r (p)

Learning presence .74 (< .001) .79 (< .001) .49 (< .001)

Academic achievement .77 (< .001) .48 (< .001)

Learning flow .49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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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점, 수업선호도, 비대면 

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 환경 적절성을 통제한 후, 학습실재감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매개효과(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은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tep 1에서 학습실재감(독립변수, X)이 학업성취도(종속변수, Y)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 = 0.74, p < .001), Step 2에서 학습실

재감(독립변수, X)이 학습몰입(매개변수, M)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92, p < .001). Step 3에서 학습실재

감(X)이 투입된 상태에서 학습몰입(M)이 학업성취도(Y)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B = 0.45, p < .001), 학습실재감(X)이 

학습몰입(M)을 통해 학업성취도(Y)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B = 0.33, p < .001). 학습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0.42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30)과 상한값(.53)이 0 (zero)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7,18] (Table 4, Figure 

1C).

6.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습 

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점, 수업선호도, 비대면 

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 환경 적절성을 통제한 후, 학습실재감

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절된 매개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은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분석하

Table 4.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N = 272)

Model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oeff. SE t p-value R2 F p-value

Mediating effect

    Step 1. X Y 0.74 0.06 12.92 < .001 0.58 57.90 < .001

    Step 2. X M 0.92 0.06 15.39 < .001 0.68 87.76 < .001

    Step 3. X, M Y 0.68 71.46 < .001

X Y 0.33 0.07 4.38 < .001

M Y 0.45 0.06 7.65 < .001

Effect Boot. SE Boot. 95% CI (LLCI~ULCI)

Indirect effect (X → M → Y) 0.42 0.06 .30~.53

Model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oeff. SE t p-value R2 F p-value

Moderated mediation effect

    Step 1. X M 0.92 0.06 15.39 < .001 0.68 87.76 < .001

    Step 2. X Y 0.30 0.07 3.99 < .001 0.69 56.72 < .001

M Y 0.45 0.06 7.54 < .001

W Y 0.07 0.08 0.91 .362

M × W Y 0.19 0.06 3.07 .003

Digital literacy Effect Boot. SE Boot. 95% CI (LLCI~ULCI)

Conditional indirect effect Mean – 1SD (3.83) 0.33 0.06 .22~.46

Mean (4.31) 0.42 0.06 .30~.54

Mean + 1SD (4.79) 0.50 0.07 .37~.63

Moderated mediation index = 0.17 0.05 .06~.27

Johnson-Neyman significance region = 3.02 (t = 2.20, p = .029) .02~.41

X = Learning presence; Y = Academic achievement; M = Learning flow (mediator); W = Digital literacy (moderator); Coeff. =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Boot. = Bootstrapping; CI = Confidence interval;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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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tep 1에서 학습실재감(X)이 학습몰입(M)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92, p < .001). Step 2에서 학

습실재감(X)이 학업성취도(Y)에 미치는 직접효과(B = 0.30, 
p < .001), 학습몰입(M)이 학업성취도(Y)에 미치는 영향(B = 0.45, 
p < .001), 학습몰입(M)과 디지털 리터러시(조절변수, W)의 상호

작용항(M × W)이 학업성취도(Y)에 미치는 영향(B = 0.19, 
p = .003)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W)가 학업성취도(Y)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7, p = .362).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건부 간접효

과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평균 미만 집단(mean - 1 

standard deviation [1SD]; effect = 0.33, 95% CI = .22~.46), 평균 

집단(mean; effect = 0.42, 95% CI = .30~.54), 높은 집단

(mean + 1SD; effect = 0.50, 95% CI = .37~.63)에서 모두 유의

하였고,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

습실재감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게 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17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06)과 상한값(.27)

이 0 (zero)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7,18] (Table 4, Figure 

1D). Johnson―Neyman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값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3.02

점(가능한 범위값: 1~5점)을 초과할 때부터였으며(Table 4), 디
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실재감이 학습몰

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강도는 디지털 리터

러시 점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강화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

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는 5점 만점에 3.71점으로 중상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등[11]의 연

구 3.44점, Kim 등[22]의 연구 2.4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학습자의 특성과 대면 및 비대면 수업상황에 따른 수업 방법

의 차이로 인해 결과에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

으며 일부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대상자로 선

정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번안된 도구를 비대면 수업에 맞게 어휘를 수정·보완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7문항으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과 비대면 자가보고식 측정에 의한 응답 편중와 성

적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정된 도구를 사용하여 학년이나 

비대면 임상실습 경험 여부 등의 계층을 파악하여 표본을 선정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실재감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0점이었고, 영역별로는 인지적 실재감(4.25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사회적 실재감(3.35점)을 가장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19,25]. 즉, 학습자들은 학

습상황과 학습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였는지를 스스로 확

인해 나가는 인지적 실재감은 높고, 타인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

소인 사회적 실재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동영상

과 같은 비실시간 유형의 학습 시 반복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적 실재감 형성이 더 원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비대

면 수업의 주요 문제점들로 제기되고 있는 참여유도와 상호작용

의 어려움들로 인해[5] 사회적 실재감 형성이 어려웠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 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과제 및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제공, 수업 동영상과 온라인 토

의에 코멘트를 남기는 댓글 달기 방식 등으로 학습자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경험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5,26].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 점수는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비
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m과 Hong [10]

의 연구 3.7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Lee 등[11]의 연구 3.27점, 
초기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Koo와 Kim [2]의 연구 3.64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습몰입 측정도구의 차이와 연구대

상자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1~4학년 전체(6개 

대학)를 대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들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3학년(1개 대학) [10], 2~4학년(2개 대

학) [11], 3~4학년(6개 대학) [2]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

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수업상황에 적합한 학습몰입 측

정도구를 고려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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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점 만점에 4.28점이었다. 선행연구 중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는 구체적 점수를 제시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웠고, 측정도구들도 

연구마다 개념과 용어 및 측정영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재타당화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

해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분석하

여 맞춤형 교육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

별로는 디지털 윤리와 태도(4.52점), 디지털 이해와 활용(4.32

점), 디지털 사고능력(4.00점) 순이었다.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

는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수행하는 능력인 디

지털 사고능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간

호대학생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대부분 갖추고 있으

나 이를 통합하여 적용하는 실행능력은 부족하다는 점과 유사하

였다[16].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전제 조건인 간호대학생

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12] 디지털 사고능력의 구

성요소인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24] 키

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학업성취도는 수업선호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비대면 수업 시 한 가지 수

업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학습내용과 목적에 따라 학습자의 참

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식을 

혼합하여 활용하는[8,25,27,28]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시간 수업방식으로 꾸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

과 혼합 방식(실시간과 비실시간 혼합) 수업에서는 학습실재감이 

높지만[25,26], 학습실재감이 낮은 경우 학습자의 몰입도를 저하

시켜 학업성취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7-9]. 또한, 비대면 수

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보다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정도가 더 높은 결과는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반복 학

습이 가능하다는 점과 학습 시간과 장소의 선택 폭을 넓혀 줌으

로써[5] 학습자의 몰입도와 성취도를 높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디지털 리터러

시는 비대면 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환경 적절성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강제

적 비대면 수업 참여하게 되면서 교수자마다 다른 수업방식 및 

목적, 평가방법 등에 대해 모호함과 혼란을 느끼게 되므로[29], 
교수자는 수업 만족도 증진을 위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상

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25]. 비대면 수

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플랫폼과[8] 온

라인 교육환경 등 교육시스템 개선 노력과 더불어 수업에 참여하

고 있는 학습자들의 학습환경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

습자들의 학습환경을 파악하여 학습 기기 대여, 학습 장소 지원

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
업성취도,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 모두 유의한 순 상관

관계가 있었다[1,7-11,13]. 즉,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

습실재감과 학업성취도 및 학습몰입 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지지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습몰입 및 학업

성취도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
습몰입이 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자가 느

끼는 학습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승하게 되며, 학습

실재감으로 가중된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습자

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실재감을 지각하게 되면 학

습에 몰입하게 되면서 학업성취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7-9]. 따라서 비대면 수업 시 학습자가 학습실

재감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피드

백과 공유 등을 통한 교수자의 촉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활동에 최대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8,9,30]. 또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완전히 몰두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명확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7],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

도록[11]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

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25]. 하지만 기존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업 목표, 수업구성 

및 학습활동, 교수전략, 수업 준비, 새로운 테크놀로지 학습, 평
가방법 등을 재설계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자

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5].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 운영 경험과 학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업을 재설

계하는 지속적 질 개선과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면, 비대면 수업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이 학

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실재

감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강화 효과가 더욱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

과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와 비교하기 어

려웠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성취도와 학습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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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과[13,15] 유사한 맥락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값은 3.02점부터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

학생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실재감이 높아진 경우 

학습에 몰입하게 되면서 학업성취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중간 이상인 경우부터 학업성취도를 

더욱 높여주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

러시를 함께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습몰입과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선별

하여 조기 개입하는 교육적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습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 사례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는 2010년부터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근

거검색 데이터베이스 활용 촉진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협업하여 학생 챔피언 제도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

다[14].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15] 지속적으로 개발·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 편성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강화된 수

업 설계[5,31], 학술정보 탐색을 위한 도서관 이용 교육 등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면 수업상황이나 사이버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학업성취도 간

의 인과관계, 단순 매개효과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조건

부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은 매개모형과 조절모

형을 통합한 연구모형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방법이다[17,18].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경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 매개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보다 이들을 결합한 조건부과정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면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재학 중인 간호대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비대면 자기 보고식 답변에 의

존하여 변수들을 측정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성에 의해 응답

편중,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던 대상자의 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로 분석하였지만, 표
본 선정 시 고려하지 못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기간, 비대면 

임상실습 경험 여부 등의 계층을 파악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방

법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응답자의 성숙이나 측정오차 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습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실재감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증가할

수록 긍정적 강화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전략 

개발 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

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맞춤형 교육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면 학업성취도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디지

털 리터러시를 평가하여 점수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 

교과목을 개발·설계·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

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적 제한이 있으므로 재타당화한 도구들

을 사용하여 지역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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