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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를 상으로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수행하 다. 자료수집은 학업

을 병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 과정에 있는 간호사 231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분석은 

퉁계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 과정 간호사의 수업만족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능감 간에는 모두 유

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업  자기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자

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개발된 교육 로

그램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재 연구 한 필요함을 제안한다. 

■ 중심어 :∣수업만족도∣학업적 자기효능감∣자기주도적 학습능력∣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by targeting nurse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 level of their class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o identify their effect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ata was collected by targeting 231 nurse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for data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levels of participants' class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it was identified that class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ffected academic self-effica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base data when developing a program to 

enhance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it is suggested that an interventional 

research of analyzing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ed education program would b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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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의료환경은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 치

료와 간호의 문화, 재원일수의 단축으로 인해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의료환경의 변화는 

직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한 가치를 보

다 요하게 인식하게 하 다[1]. 한 간호조직 측면에

서는 임상 장이 변해 가므로 인해 간호사들에게 요

구하는 것들이 차 늘고 있다[2]. 이처럼 간호사에 

한 사회의 요구와 간호 상자의 기 가 높아진 만큼 병

원에서도 문 인 간호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

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간호계도 문화되면서 세분화

되어 간호사가 담당하는 범 가 커짐에 따라 체계 인 

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많아지고 있다[3]. 

그동안 한간호 회는 간호교육제도를 4년으로 일

원화해  것을 건의하는 정부 활동에 매진해온 결과 

간 신문[4]에 의하면 국 85개 문 학 간호과  약 

90%에 달하는 75개 학이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되었

다. 한 간호사 석·박사학  취득자는 2000년 이후 크

게 늘기 시작해 지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원화 되어있던 간호교육이 일원화 되고 간호

사의 문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문 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취업 후에 계속교육을 통해 학사학 를 취

득하기 한 과정은 필연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문 학 졸업 간호사들이 별도의 시간과 비

용을 투자하며 학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문학사학 를 가진 간호사들이 

스스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성찰을 통

해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한 학습 련 자기주도성과 간호실무 수행능력은 

서로 상 성이 있으며[6][7], 간호실무 수행능력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 확 와 모

든 실무 역의 고른 발달을 해서는 간호사가 스스로 

학습하려는 자발성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한 지속

이고도 꾸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7].

자기주도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해 문제

해결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더 정 이므

로[12] 이러한 정 인 학습태도는 자기주도  학습능

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수업에 

한 집 도와 참여도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  

수행  성취 수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업 상황

에 련된 다른 동기 , 인지  변수들과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수행  성취 수 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8][9]. 수업만족도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학업

을 계속하려는 의지 등을 알 수 있는 선행지표이며 교

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한 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10]. 학생을 상으로 한 이유정[11]의 연구에서

는 반  만족  교육의 질 만족이 높으면 자기주도 

학습력이 높아진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단순히 학습능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간호실무 수행능력 향상과 확 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에게 요한 부분이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

감과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련된 연

구는 미진한 상태로 주로 학부생을 상으로 이루어졌

고[13], 학업  자기효능감과 련된 연구는 학사학  

특별과정과 학원생과, 학부생을 상으로 이루어졌

다[14][15]. 이처럼 간호학부생, 학사학  특별과정과 

학원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방송

통신  간호학 과정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업 병행 간호사  자기주도  학

습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방송통신  간호학 공과정

에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

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악하고자 한다. 

한 이들간의 상 계와 더불어 수업만족도, 학업  자

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높여 문제해결력을 높

임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략을 세

우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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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

력을 악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높

여 문제해결력을 높임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한 략을 세우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만

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도를 악한다.

2)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

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를 악한다.

3)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만

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상 계를 악한다.

4)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만

족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3. 용어정의
3.1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한 

욕구 충족 정도, 즉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내용이 최 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6]. 본 연구에서는 평정의 정도를 일직선상에 표시하

게 하는 것으로 일직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끊어놓고, 

그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게 하는 도표 평정척도

(Graphin rating scale)를 이용하 으며[17], 수업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

제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행 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을 말한다[18][19]. 본 

연구에서는 김아 [8]이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척

도를 이용하여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

호의 3개 하 역으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여부와 상 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

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고 합한 학습 략을 선택, 실

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

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 등[20]이 개발한 자

기주도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학습계획, 학

습실행, 학습평가의 3개 하 역으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

사를 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련변수들을 선정

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

기효능감으로 각 변수의 정도를 악하고 이들간의 상

계와 더불어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

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

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본 연구의 상자는 경기지역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로 재 간호사로 재직 

인 자로서 본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본수는 G*Power3.1 표본 수 계산 로그램을 활용

하여 상 계 분석시 필요한 상자수를 산출하 다. 

단측검정으로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8][20] ρ=.26으로 하 다.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55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 상자수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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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 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1)
특성   구분 N(%) Mean(±SD)

연령

 

23-25세 14(7.4)
33.33±7.9526-30세 99(42.9)

31-35세 39(16.9)
36-40세 34(14.7)
41세 이상 42(18.2)

성별 남자 6(2.6)
여자 225(97.4)

결혼 상태 미혼 135(58.4)
기혼 96(41.6)

자녀유무 유 84(36.4)
무 147963.6)

근무경력 5년 미만 82(35.5)
7.78±5.8610년 미만 78(33.8)

10년 이상 70(30.3)
학위과정
선택 이유

대학원진학 38(16.5)
취업 8(3.5)
직장 내 승진 32(13.9)
자기계발 139(60.2)
기타 14(6.1)

3. 연구 도구
3.1 수업만족도
수업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도표 

평정척도(Graphic rating Scale)를 사용하 다. 재 사

용되는 수업만족도 측정도구들이 출석 수업에 을 

둔 도구로 본 연구 상자에게 한 도구를 찾기 어

려워 ‘귀하께서는 방송통신 학 수업 반에 해 만족

하십니까?’라는 1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도표 평정 척

도에서는 7  척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므로[17] “  

만족하지 못한다.” 0 에서 “매우 만족한다.” 7 으로 

구성하 다. 수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김아  등[8]이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자기조 효능감(10문

항), 과제수 선호(8문항), 자신감(8문항)의 3가지 하부

요인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의 범 는 26-130 이다. 

수가 높을수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으

며, 하 역별로는 과제수 선호 .90, 자기조 효능감 

.88, 자신감 .77이었다. 송소라[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고 하 역의 신뢰도는 과제수 선호.87 , 

자기조 효능감 .84 , 자신감 .79이었다.

3.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이석재 등[20]이 개발한 자기

주도  학습역량도구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

을 측정하 다. 본 도구는 학습계획(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10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1 )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Likert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수의 범 는 45-225 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으며, 

하 역별로는 학습계획 .89, 학습실행 .91, 학습평가 

.75 다. 송소라[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1이었고 하

역의 신뢰도는 학습계획 .87, 학습실행 .81, 학습평

가 .78이었다.

4. 자료 수집방법 
연구 상자는 경기지역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

과정으로 공식 인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를 편

의추출하여 선정하 다. 자료 수집방법은 담당교수의 

조를 구한 후,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 하여 설명

하 다. 구체 인 자료수집 방법은 출석 수업이 있는 

날 방문하여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  

배포하면서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들이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직  작성하

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직  회수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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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평균과 표 편차, 최 값, 최소값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3) 일반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

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 고, 사후분석 시에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

습능력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상자 모집 시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 과 과정을 설명한 후 자

발 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자로 선정하

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상자가 투

에 놓고 하여 연구자가 직  회수하 다. 연구 상

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

든지 설문지 작성을 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 다. 한 연구 참여시 익

명성이 보장되며, 설문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 모든 내용에 

해 서면 동의를 받았다. 참여한 모든 상자에게 참

여에 한 감사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Ⅲ. 연구결과

1.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상자의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

구에서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

만족도의 평균은 0-7 에 4.05±1.20 으로 나타났다. 

학업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최  4.38 (5  만 )에 

2.99±0.41 으로 나타났다. 하부 역별로는 ‘자기조

효능감’ 3.25±0.48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3.11±0.69 , ‘과제수 선호’ 2.66±0.56  순이었다. 자기

주도  학습능력의 평균은 최  4.42 (5  만 )에 

3.32±0.41 으로 나타났다. 하부 역별로는 ‘학습실행’

이 3.53±0.44 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 3.41±0.48

, ‘학습계획’ 3.13±0.47  순이었다.  

표 2.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N=231)

  변수 항목 M±SD 최소값 최 값

수업만족도 4.05±1.20 0 7
학업적
자기
효능감

전체 2.99±0.41 1.54 4.38
과제수준선호 2.66±0.56 1.10 4.60
자기조절효능감 3.25±0.48 1.60 4.60

자신감 3.11±0.69 1.00 4.83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체 3.32±0.41 1.93 4.42
학습계획 3.13±0.47 1.55 4.40
학습실행 3.53±0.44 1.93 4.60
학습평가 3.41±0.48 2.10 4.8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
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학업  자

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수업만족도는 연령(F=2.472, ρ=.04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Scheffe 검정결과 41세 이

상인 경우가 23-25세보다 수업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t=-2.938, ρ=.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기혼인 경우 학업만족도가 높았다. 근

무경력(F=4.722, ρ=.010)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는

데 Scheffe 검정결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경우가 5년 

미만인 경우보다 수업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근무경력(F=3.546, ρ=.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Scheffe 검정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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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N=231)

특성  구분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ρ) (ρ) (ρ)

연 령 23-25a 3.29±1.46 2.86±0.44 3.15±0.50
26-30b 4.01±1.05 2.93±0.38 3.27±0.35
31-35c 4.07±1.34 2.472 3.04±0.31 2.017 3.38±0.39 3.033
36-40d 4.24±1.12 .045 3.04±0.49 .093 3.30±0.42 .015

41세 이상e 6.30±1.24 e>a 3.10±0.43 3.48±0.45 e>a
결 혼
상 태

미혼 3.86±1.18 -2.938 2.95±.42 -1.790 3.26±0.41 -2.694
기혼 4.32±1.17 .004 3.05±.38 .070 3.40±0.38 .008

자 녀
유 무

유 3.91±1.18 2.384 3.05±.39 1.787 3.41±0.39 2.430
무 4.30±1.19 .018 2.96±.41 .075 3.27±0.41 .016

근무
경력

5년 미만ₐ 3.76±1.14 4.722 2.90±0.38 3.546 3.25±0.41 1.987
10년 미만b 4.09±1.17 .010 3.04±0.38 .030 3.34±0.39 .139
10년 이상c 4.35±1.23 c>a 3.05±0.45 3.38±0.42

학위
과정
선택
이유

대학원진학 4.16±1.36 3.08±0.38 3.40±0.06
취업 4.20±1.54 2.92±0.29 2.48±0.65

직장내승진 4.05±1.40 1.363 2.88±0.34 1.229 3.26±0.79 1.800
자기계발 4.09±1.05 .248 3.00±0.41 .299 3.34±0.38 .130
기타 4.79±1.85 2.94±0.60 3.09±0.56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연령(F=3.033, ρ=.018), 결혼

상태(t=-2.694, ρ=.008), 자녀유무(t=2.430, ρ=.016)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검정결과 41세 이상이 

23-25세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고,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간의 관계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업

만족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r=.509, ρ<.001)가,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과도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

(r=.412, ρ<.001)가 나타났다. 학업  자기효능감과 자

기주도  학습능력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r=.632, ρ<.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

사의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3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수업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간의 관계                          (N=231)

변수
수업  
만족도
r(ρ)

학업
자기효능감
r(ρ)

자기주도
학습능력
r(ρ)

수업만족도 1.00
학업적

자기효능감
.412
<.001 1.00

자기주도
학습능력

.509
<.001

.632
<.001 1.00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의 수업만족도

와,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은 상자의 일반  특성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 

각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근무경력 4개 항목과 수업만족도, 학업  자

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종속

변수로 하여 수립하 다. 

회귀분석에 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하여 독립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 계수가 분석 

결과 상 계수가 .106-.878로 나타나 측변수들 간의 

상 계는 독립 이었다. 오차의 다 공선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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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요인     
                                    (N=231)

변수 B β t ρ

연령 0.004 0.072 0.810 .419

R²=0.482
Adjusted
R²=0.468
F=34.757
ρ=<.001

결혼
상태 0.050 0.061 0.578 .165

자녀
유무 -0.03 -0.003 -0.033 .564

근무
경력 -0.007 -0.095 -1.392 .974

수업
만족도 0.072 0.303 5.568 <.001

학업적자
기효능감 0.497 0.497 9.244 <.001

를 악하기 한 공차한계가 .211-.799로 1.0이하로 나

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252-4.845로 기 인 10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한 검정결과,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의 가정도 만

족하 으며, 자기 상 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9로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한 Cook’s Distance의 최 값

도 .151로 1.0을 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본 회귀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34.757, ρ

=<.001), 총 46.8%의 설명력을 보 다. 간호사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친 변수는 수업 만족도

(t=5.568, ρ<.001)와 학업  자기효능감(t=9.244, ρ

<.001)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의 수업만족도가 1단  

증가할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0.072단 만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자기효능감이 1단  

증가할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0.497 단 만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의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 수가 높아질수록 자기주도  학습능

력 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특성에서는 

회귀모형에 투입된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근무경력

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

의 수업만족도 수는 7  만 에 평균 4.05 으로 나

타났다. 수업만족도는 간호사를 상으로 수업 반에 

한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었

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상으로 수업만족도를 측정한 

김정아[22]의 연구에서 5  만 에 평균 4.46 으로 나

타났으며,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로 수업만족도를 

측정한 김해란[23]의 연구에서는 5  만 에 3.58 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상자들이 타 과정의 간호

학생들 보다 더 낮은 수업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추

후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를 상으로 

원인분석  만족도를 높이기 한 지속 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자기효능감 수는 5  만 에 평균 2.99 으

로 하부 역별로는 자기조 효능감이 3.25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과제수 선호 순이었다. 이는 자신의 

학습능력에 해 보이는 확신인 자신감과 자신이 통제

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호하는 즉 과

제수  선호는 낮고 개인이 자기 찰, 자기 단과 같

은 자기조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자

기조 효능감은 비교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업  자

기효능감의 경우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우나, 간호학

과 2학년 학생을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송소

라[13]의 연구에서는 사  동질성 검증에서 실험군 평

균 3.61, 조군 평균 3.69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

입생을 상으로 한 한수정[24]의 연구에서는 평균 3.81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체 학생들을 상으로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정수경[15]의 연구에서는 

평균 3.23 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의 학업  자기

효능감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  자기효능

감은 학습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의 수행도

를 측할 수 있는 것으로[13]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방

송통신 학 간호학 과정 간호사가 간호 학생들에 비

해 학습에 한 자신감, 학습동기, 학습수행도가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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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 학은 다양한 교육매

체를 활용하고 있는 학으로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과

정 간호사들이 학업에 한 자신감과 학습동기, 학습수

행을 높이기 한 보다 극 인 교수자의 노력과 학교

차원의 략이 요구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수는 5  만 에 평균 3.32

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역별로는 학습실행이 3.53 으

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 학습계획 순이었다.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심화과정 학생들을 상으로 

한 이은희 등[25]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이 3.43 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

을 상으로 한 박 숙등[26]의 연구에서는 평균 3.39

으로 학습실행, 학습평가, 학습계획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방송통신

학은 매체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일과 학업을 병행

하는 학생이 80%이상으로[27]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욱 요구되므로 가장 낮은 학습계획 부분을 해 스스

로 자신에게 합하고 성취 가능한 수 을 설정하여 학

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수 별 교육 로그램을 제시하

거나 학습 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조화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겠다[28].

일반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분석에서 연령

이 높을수록, 결혼한 경우, 경력이 높을수록 수업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수업만족도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학업을 계속하려는 의지 등을 알 수 있는 선행 

지표로[10] 본 연구에서 학업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수업만족도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수경

[14]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근무형태에 따라 학업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 상자들의 경력에 따른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형태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연구에서는 근무형

태를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 차이는 41세 이상이 23-25세보다 의미있게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공심화과정 학생을 

상으로 한 이은희 등[25]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그룹

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평균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이정희 등

[2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기주도  학습능력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것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연령으로 인한 차이인지 는 교육 동기, 환경

 상황 는 경제  여유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연령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해서는 추후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업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한 이경희 등[9]의 연구에서 학업  자기효능감

과 수업만족도 간의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간호학생을 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학

업  자기효능감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21][29].  

회귀분석 결과에서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

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고, 수업만족도가 1단  증가할 때 자기주도  학

습능력은 0.072 증가하고, 학업  자기효능감은 1단  

증가할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0.497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한 이유정[11]의 연구

에서는 반  만족  교육의 질 만족이 높으면 자기

주도 학습력이 높아져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수업에 한 집 도

와 참여도, 교과에 한 흥미와 가치, 과제 수행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게 되어[9],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해 문제해결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더 정 이므로[12]이러한 

정 인 학습태도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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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향상

을 해서는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들

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한 원인분석과 지속 인 노

력이 필요하다. 한 학업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해 

방송통신 학은 매체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가 학습의 기에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

록 문자 서비스 등 학교차원의 학습을 격려하는 피드백

을 빈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졸업한 선배의 

성공사례 제시  성공경험을 높이기 한 단계  과제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을 가지

고 지속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28]. 더불어 학업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

는 로그램을 개발  효과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 연구되

지 않았던 비면 면 수업방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방송

통신 학 간호학 공과정 간호사를 상으로 수업만

족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

치는 향을 악하 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성

과를 높여 문제해결력을 높임으로써 실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략을 세우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결과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 간호사들은 

수업만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

력은 상호 유의한 양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한 회귀분석에서는 상자의 일반

 특성  연령, 경력, 결혼유무, 자녀유무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업 만

족도와 학업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방송통신 학 간호학 공 간호사의 자기주

도  학습능력의 향상을 해 체계 인 분석과 지속

인 노력으로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업  자기효

능감 향상을 통해 수업에 한 집 도와 참여도, 교과

에 한 흥미와 가치, 과제 수행에 한 인식이 향상된

다면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 학 졸업 간호사들이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

는 방법  방송통신 는 일반 학과 달리 여러 매체

와 출석 수업을 병행하여 강의가 진행되고 학습에 한 

리와 책임이 학생개인에게 엄격하게 주어지는 특징

이 있으므로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요구된다. 간호사

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단순히 학습능력 향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간호실무 수행능력 향상과 확 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비면 면 수업방식의 학 과정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한 향후에는 간

호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로그램의 타당성과 효

과성을 분석하는 재 연구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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