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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 동안 G시 일 대학 간호학과에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전공교과목 수업을 이수한 간호학생 186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이다. 학습참여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ß=.515), 과제가치(ß=.244) 순이었고, 학습참여에 과제가치(r=.52,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64, 
p<.001)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러닝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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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elect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86 nursing 
students who completed the major course with Smart Learning of a university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0. 2018.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research stud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engag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on learning 
engagement was in order of academic self-efficacy(ß=.515) and task value(ß=.244). It was found that 
both task value (r=.52, p<.001)and academic self-efficacy(r=.64,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earning eng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learner's learning engagement in smart learning which has 
recently been appli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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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 러닝은 학습자가 필요로 할 때 온라인상의 교
육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자발적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
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다양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 학습
참여 증진과 협력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향, 수준, 요구와 필요에 부
합하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1]. 이러한 스마트 
러닝의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법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간
호 분야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스마트 러닝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간
호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 러닝이 교육현장에서 이
론과 실제적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
습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2]. 또한 간
호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여러 임상현장에서 직업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빠르게 대
응하게 함으로써 전문직으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3].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간호의 5가
지 핵심 능력으로 환자 중심 간호 제공, 여러 전문 분야
의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 근거 기반 실무 활용, 질 향상 
접근법 적용과 정보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활용 측
면에서는 미래의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지식을 관리하고, 오류 감소,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신 정보 기술을 지원받아야 한다[4]. 최근의 간호
현장은 전자간호기록시스템을 통해 컴퓨터로 환자의 간
호기록을 실시간 입력하고,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공유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임상간호사는 환자 간
호의 근거가 되는 문헌이나 최신 연구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5].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된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간호교육기관이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간호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
는 병원은 부족하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으
로 간호학생은 직접 간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임상
실무 수행능력을 기르고자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적용[6]되

고 있으며 웹기반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러닝 기반 교수학습법이 시도되고 있다[7]. 또한 
현대의 간호학생들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관련 도구, 앱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스마트 러닝은 간호학생들이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
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9].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스마트 러닝의 실태와 효과를 측
정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이버대학 학습자들
의 스마트러닝 이용 실태와 의식, 태도를 분석한 연구에
서는 학습자들의 스마트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
고 교수자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스마
트러닝 만족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9].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아동간호학 수업의 학습성과를 분
석한 연구에서는 스마트 러닝이 간호학생의 학습성취도, 
비판적사고 성향 및 수업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10]. 스마트러닝 기반 학습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11]. 또한 
스마트러닝이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
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이렇듯 
여러 연구가 대학교육에서 스마트 러닝의 유익한 효과를 
제시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시도 및 최적화된 어플리케
이션이나 학습 콘텐츠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스마트 러닝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고 이들 요인과 학습자의 학습참여와의 관계를 설명
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3]의 스마
트 러닝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 변인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학습참여
는 스마트 러닝의 대표적 성과지표로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습활동과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동기, 흥미, 노력 등 인지, 정의, 행동적 
요소를 다차원적으로 대표하는 변인이고[14, 15] 과제가
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인은 학습자의 학습참여 정도
를 예측할 수 있는 있는 핵심변수이다[16, 17].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각
하는 과제가치가 학습에 대한 몰입, 만족도, 학습지속의
향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18]. 또한 대학 교육에서 
학습자가 지각하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
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19] 선행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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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과제가치와 자기효능감 변인을 선정하였고 스마트 러닝
의 성과지표인 학습참여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의 새로운 교육접근 방법
으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 러닝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
고 스마트 러닝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교과목 수업에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하고 연구 변수로 학습참여와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과
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 시의 S 대학 간호학과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 동안 모바일 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전공 교과목 수업을 수강한 자
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참여자 수의 산정은 G * Power 3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하였을 경우[20]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
기는 120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197명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본 연
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은 설문
지와 함께 연구목적,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중단 등에 대
한 설명이 제시된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부 받았다. 
참여자들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여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고 공지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는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응답하였
다. 이에 총 197부의 설문지 중 설문을 중도 포기하였거
나 응답이 불충분한 11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186부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변인은 학습자가 지각한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참여이다. 각 변인별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2.2.1 과제가치
과제가치(Task value)는 학습자가 가지는 과제에 대

한 흥미, 과제수행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지각정도를 
말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gfield & Eccles[21]의 
이론을 바탕으로 Yan[22]가 개발하고 Kang[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사후 측정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과제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신뢰도 Cronbach’s αlpha값은 .91이었고 Kang[23]
의 연구에서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
로 내재가치 .86, 성취가치 .88, 효용가치 .89 이었다.

2.2.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

수행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Kim & Park[2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사후 측정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각 하부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lpha값은 자
기조절효능감 .84, 과제난이도 선호 .87, 자신감 .79 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89, 과제난이도 선
호 .90, 자신감 .83이었다.

2.2.3 학습참여
학습참여(Learning engagement)는 학업 관련 활동

에 학습자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Cha et al[25]이 개발한 수업참여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사후 측정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1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lpha값은 .89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6이었다.

2.3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G시 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2학기 전공교과목 수업에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하고 이를 이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내용으로는 강
의계획서 QR코드 제공, 모바일 URL을 활용한 형성평가, 
학습주제 관련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학습앱에 
게시하여 반복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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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에 개인 학습상담을 실시하였고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학습앱에 학습주
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고 의학용어 구술시험
을 동료평가하며 모바일로 촬영하여 학습앱에 업로드 하
였다. 13주간의 스마트 러닝 수업 적용 후 과제가치, 학
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참여를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참여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을 조사한 결과 20대가 
90.4%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16.7%, 여성이 
83.3% 이었다. Table 1

Categories　  n(%) 
Age

20-29   168(90.4%)
30-39    7(3.7%)
40-49    9(4.9%)
 ≥50   2(1%)

Gender
Male    31(16.7%)

Female   155(8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6)

3.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다. 과
제가치(M=4.02, SD=.62), 학업적 자기효능감(M=3.25, 
SD=.50), 학습참여(M=3.28, SD=.47)로 나타났고, 모든 
변인에 대한 왜도의 절대값은 2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7
이하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의 상관은 유
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습참여 간에 r=.64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
며, 다음으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 그리고 

과제가치와 학습참여 간에 r=.52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1 2
1. Task value 4.02 .62 -.38 -.27 1
2. Academic 

self-efficacy 3.25 .50 .52 .37 .52** 1
3. Learning 

engagement 3.28 .47 .18 .11 .52** .64**

** p<.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n=186)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습참여에 대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
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9로 검정통계량(1.76) 보다 크
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
측변수들의 공차(tolerance)값이 .10 보다 훨씬 크며 분
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모두 
10보다 훨씬 작아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향력분석을 Cook’s D 통계량을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186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
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77.62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453 으로 나타났다.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ß=.515), 과제가치(ß=.24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B S.E.  ß t adj. R2 F
Constant .969 .192 5.05**

0.453 77.627**Task value .186 .060 .244 3.78**

Academic  
self-efficacy .483 .049 .515 8.00**

** 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earning engagement
(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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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참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과
제가치는 4.02점으로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이러닝 수업
을 적용한 You와 Song[16]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의 과제
가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평균 3.25점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나 Lee와 
Bong[26]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 
3.17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습참여는 3.28점으로 보
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
제가치와 학습참여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2, 
p<.001)를 보여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 수업에서 학습자가 과제가치를 높이 자각할수록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You와 Song[16]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아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19]의 연구결과
도 일치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학습내용에 대해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교수가 해당 학습에 대한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이 학습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19]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
이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제가치를 높이 지각할 수 있도록 교
수자가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참여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r=.64, p<.001)를 보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학습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Do[27]의 연구결과와 
You와 Kang[14], Jeong[19]. Ahn[2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높은 과제수행 지속성을 보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였는데[29, 30] 스마트 러닝을 적용한 본 연
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었고, 그 다음은 과제가치 순이었으며 이러한 변수들
은 스마트 러닝의 학습참여를 45.3%(F=77.627, p<.001)
설명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31]으로 스마트 러닝과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닝 수업에서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You와 Song[16]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선
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스마트 러닝을 활용
하지 않았지만 대학생의 수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탐색한 Jeong[1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과제 가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순이었다. 본 연구에 자율성 지지의 변인에 대해
서 연구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
만 학습참여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 가치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수업
과 활용하지 않은 수업간에 학습참여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
제가치는 스마트러닝의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You와 Song[16]은 대학생
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성공적인 성취 경험을 위해 목표를 단기적이며 점진
적으로 제시해주며, 학습자가 자신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을 자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 러닝 수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의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
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교육하며 간호대학생들의 학
습수행에 대한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을 자주 함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유의미하게 인식
되도록 교수자가 과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해 주고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간호임상에서 중요하여 실제 행하여지
는 간호 중심의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구성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스마트러닝의 학습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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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법을 간호학 수업에 

적용하여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과제가치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 과제가치와 학습참여,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습참여 간에는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제가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스마트 러닝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구성해야 됨을 확
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으므로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간호교육에서 학습참여 향
상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서 과제가치와 자
기효능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후속연구를 제언한
다.

셋째,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 학습자의 학습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더 고려한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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