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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도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 10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
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자기조절효능
감(β=.510, p<.001)으로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46.5%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신감(β=.285, p=.001)
을 추가하면 자기통제력(Adj. R2= .507, F=36.65, p<.001)에 대한 설명력은 50.7%였다. 이상의 결과로 여러 재난 상황
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키고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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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study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control in COVID-19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participate and to present a strategy for effective program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5 participants of COVID-19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participate in J-do area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explanatory power was 50.7% with self-control, self-regulation efficacy, self-confidence. 
As a result of the above, in order to improve the self-control of participants in Multiple disaster 
situations non-face-to-face online offline learn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undamental and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 that improves th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confidence of learning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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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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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pandemic) 현상은 현재
까지 고전적으로 진행해 온 학습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고전적인 학습 방법은 학습자
가 학교라는 공간에 직접 가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
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 속
에서 초 · 중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습이 사상 초유
의 전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심지어 
국가 관공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
택근무와 화상회의가 확산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타
인과 언택트(untact)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 현재 대학
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의 1단계 생
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등교 · 원격수업,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등교 
인원 축소에 의한 등교 · 원격수업, 일일 확진자 수 100
∼200명 이상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설계는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기
술적인 환경적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한다[1]. 우리나라는 
5G 인터넷 세계 최강국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있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소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점이 적
은 실정이다.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전달 방법, 상
호작용, 의사소통방법, 학습 패러다임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 설계시 특별한 설계 전략이 필요하
다[2]. 온라인 수업 설계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
며[3] 근본적으로 대학의 온라인 수업 운영 시스템 구축
의 환경적 요소와 온라인 수업의 설계 관리 역할도 중요
하다. 면대면에서의 전통적인 학습 전략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4], 성공적인 
수업 전환을 위해서 교수설계에 전문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5]. 그러나 현재는 갑작스럽게 출현한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하여 시간적으로 양질의 온라인 수업 설계가 
힘든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Lee[6]
의 온라인상에서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낮은 통제력과 다른 
사회학습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
되었다.

자기통제력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스스로 정서와 
행동을 자제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7]. 또한 자기통제력은 발달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
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정서를 
억제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능
력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순응이다[8,9].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코로나19 비대
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진행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Ju, Jun & 
Park(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아졌다[10].

자기효능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능력을 말한다[11]. 학습자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이다. 특
히 온라인 학습에서 수강생의 중도 탈락 결정은 학생의 
개인적 요인이나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았다[12].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
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
다[13]. 

온라인 학습 환경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
을 관리, 진행해야 하는 자기주도적 공간이므로 학습자가 
높은 성취도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요구된다[14].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학습과정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도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되었다[15-17]. 과제난
이도선호란 학습자들이 해당 과제나 내용에 흥미를 느끼
거나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학습하는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껴질 때 학습
을 스스로 선택한다[18]. Joo, Kim & Cho(2008)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온라
인 과제난이도선호 모두가 학습자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
여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
도선호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기통제력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여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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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통제력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의 차이를 비교
한다.

4)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5)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의 예측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
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정
도를 파악하고 자기통제력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

지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참여자 105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
수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92명이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10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05부(95.46%)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
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Tangney 등(2004)[19]이 개발한 단축

형 자기통제 척도(The Brief Self-Control Measure)를 
조한익(2007)[2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 

문항(2,3,4,7,9,10,12,13)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기통제력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6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1였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차정은(1997)[21]이 개발하고, 김아영

(1997)[22]이 수정하여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 등 3개 
하위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는 .903이었다.

2.3.2.1 자신감
자신감은 1,3,5,10,11,13,16 7문항으로 부정 문항

(1,3,5.10.11.13.16)은 역코딩 하였고 최소 7점에서 최대 
35점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신감의 Cronbach's α는 
.855이었다.

2.3.2.2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은 2,4,7,8,12,14,17,19,20,21,23,24 

12문항으로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이었다. 본 연구에
서 자기조절효능감 Cronbach's α .870이었다.

2.3.2.3 과제난이도선호
과제난이도선호는 6,9,15,18,22 5문항으로 부정문항

(6.9)은 역코딩하였고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과제난이도선호 Cronbach's α는 .814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 지역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언제라
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후 개인 동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연구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었
다. 개인의 설문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
되었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 진행 후 폐기 처분되었다. 설문지는 구조
화된 설문지로 작성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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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

준편차로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
소값으로 제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예측 요인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J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

자인 간호대학생을 임의표출 하였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지역적, 사회적, 환경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배제할 수 없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힘든 것을 제
한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3.15±3.84세이었으며, 배우
자 유무는 있다 4명(3.8%), 없다 101명(96.2%)이고, 종
교는 있다 37명(35.2%), 없다 68명(64.8%)이고, 학년은 
1-2학년 50명(47.6%), 3-4학년55명(52.4%)이었다. 부
모와 동거 유무에서는 같이 살고 있다. 61명(58.1%), 같
이 안 살고 있다. 44명(41.9%), 학점은 4.0이상 14명
(13.3%), 3.5초과 ∼ 4.0미만 41명(39.0%), 3.0이상 ∼ 
3.5이하 42명(40.0%), 3.0미만 8명(7.6%)이었다. 전공만
족도에서는 만족한다 65명(61.9%), 만족하지 않다 40명
(38.1%), 학교 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50명(55.2%), 
만족하지 않다 47명(44.8%), 교우관계 만족도에서는 만
족한다 77명(73.3%), 만족하지 않다 28명(26.7%)로 나
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Age (yr) <24 65 61.9 23.15±3.84

(yr)≥24 40 38.1
Spouse Yes 4 3.8

No 101 96.2
Religion Yes 37 35.2

No 68 64.8
Grade  1-2 grade 50 47.6

 3-4 grade 55 52.4
Live with parents Yes 61 58.1

No 44 41.9

Grade point
≥ 4.0 14 13.3
> 3.5, < 4.0 41 39.0
≤ 3.5, ≥ 3.0 42 40.0
< 3.0 8 7.6

Major satisfaction Yes 65 61.9
No 40 38.1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Yes 50 55.2
No 47 44.8

Friend 
satisfaction

Yes 77 73.3
No 28 2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3.2 문항분석과 구성타당도
자기통제력은 각 문항의 평균은 2.38∼4.09으로 표준

편차는 .87∼1.11까지 분포하였고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와 Bartlett
의 검정 결과 KMO 통계량은 862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량 χ2 값은 473.06(p<.001)으로 나타
나 13개 문항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고유값(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총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39.67%를 설
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각 문항의 평균은 2.26∼3.96으
로 표준편차는 .67∼1.13까지 분포하였고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 통계량은 .840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량 χ2 값은1170.51(p<.001)
으로 나타나 24개 문항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1.78%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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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정도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은 5점(65점) 만점에 최소 1.69점
(22점), 최대 4.77점(62점), 평균 3.27±0.54(42.56±7.03)
점이고, 자신감은 5점(35점) 만점에 최소 1.29점(9점), 최대 
4.86점(34점)으로 평균 3.31±0.74(23.16±5.15)점으로 나타
났다. 자기조절효능감은 5점(60점) 만점에 최소 2.58점(31.00
점), 최대 4.92점(59점), 평균 3.63±0.48(43.59±5.80)점으
로 나타났고 과제난이도선호는 5점(25점) 만점에 최소 1점(5
점), 최대 4.40점(22점), 평균 2.62±0.70(13.10±3.49)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Range
Self-
control

3.27±0.54 1.69 4.77 1-5
42.56±7.03 22.00 62.00 13-65

Self-
confidence

3.31±0.74 1.29 4.86 1-5
23.16±5.15 9.00 34.00 7-35

Self-
regulation efficacy

3.63±0.48 2.58 4.92 1-5
43.59±5.80 31.00 59.00 12-60

Task difficulty 
preference 

2.62±0.70 1.00 4.40 1-5
13.10±3.49 5.00 22.00 5-25

Table 2. Degree of Self-control, Self-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N=105)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 자신
    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은 나이(t=-3.791, p<.001), 학년(t=-2.326,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은 학년
(t=-2.215, p=.029), 전공만족도(t=2.599, p=.011), 학
교 생활만족도(t=2.599, p=.0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전공만족도(t=3.260, p=.002)와 학교생활 만
족도(t=1.991, p=.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3.5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
제난이도선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
기통제력과 자신감(r=.59,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자신감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효능감

Characteristics
Self-control Self-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M±SD t or 
F  p Scheff

e' test M±SD t or
 F p Scheff

e' test M±SD t or 
F p Scheff

e' test M±SD t or 
F p Scheff

e' test 
Age (yr) <24 42.08±6.96 -.901 .370 21.75±5.16-3.791<.001 43.20±5.96 -.879 .382 12.72±3.64-1.435 .154≥24 43.35±7.15 25.45±4.30 44.23±5.54 13.73±3.19
Spouse Yes 42.00±3.92 .162 .871 22.75±2.06 .162 .871 46.00±4.08 -.846 .399 14.25±2.87 -.667 .506No 42.58±7.13 23.18±5.24 43.50±5.85 13.06±3.52
Religion Yes 41.24±6.10-1.425 .157 23.00±5.30 -.236 .814 42.81±5.62-1.016 .312 13.00±3.46 -.226 .822No 43.28±7.43 23.25±5.11 44.01±5.89 13.16±3.53
Grade 1-2 grade 41.58±6.94-1.371 .173 21.96±4.97-2.326 .022 42.30±5.90-2.215 .029 12.40±3.77-2.000 .0483-4 grade 43.45±7.05 24.25±5.11 44.76±5.49 13.75±3.12
Live with 
parents

Yes 42.66±6.40 .160 .873 23.07±5.24 -.224 .823 43.67±5.45 .169 .866 13.11±3.36 .034 .973No 42.43±7.89 23.30±5.09 43.48±6.32 13.09±3.71

Grade 
point

≥ 4.0 43.86±6.92
.338 .798

23.14±1.36
.292 .831

46.64±4.48
2.346 .077

13.57±2.79
.363 .780> 3.5, < 4.042.93±7.29 23.41±0.82 43.78±5.61 13.27±3.77

≤ 3.5, ≥ 3.041.93±5.99 22.69±0.72 42.47±5.69 12.69±3.61
< 3.0 41.75±11.12 24.38±2.64 44.75±7.80 13.10±2.72

Major 
satisfaction

Yes 42.97±6.83 .756 .452 23.42±4.81 .641 .523 44.68±5.41 2.509 .014 13.94±3.47 3.260 .002No 41.90±7.38 22.75±5.71 41.83±6.04 11.75±3.1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Yes 43.40±7.44
1.357 .178

23.78±4.95
1.362 .176

44.88±5.96
2.599 .011

13.71±3.38
1.991 .049No 41.53±6.42 22.40±5.34 42.00±5.23 12.36±3.52

Friend 
satisfaction

Yes 42.75±6.74 .461 .646 23.42±4.92 .835 .406 44.03±5.46 1.280 .203 13.39±3.31 1.393 .167No 42.04±7.88 22.46±5.80 42.39±6.60 12.32±3.91

Table 3. Difference in Self-control, Self-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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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8, p<.001), 자기통제력과 과제난이도선호(r=.36,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력
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r=.60, 
p<.001),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호(r=.28, p<.001)는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자기
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r=.4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
록 과제난이도선호도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다. Table 4

3.6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예측 요인
자기통제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자신

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를 독립변수로 자기통
제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대상자의 자기통제력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36.65,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정규분포성, 잔차의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57
∼0.64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 Watson 결과가 
1.81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
정을 만족하였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자기조절 효능감(β=.510, 
p<.001)으로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46.5%의 설명력을 보

였고 자신감(β=.285, p=.001)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4.2% 증가하여 2개의 설명변수가 자기통제력(Adj. R2= 
.507, F=36.65, p<.001)에 대한 설명력은 50.7%로 나타
났다. 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

의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
호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
기통제력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여,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
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키고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은 
총65점 만점에 42.56점, 5점 만점에 평균 3.27점, 자신
감은 총35만점에 23.16점, 5점 만점에 평균 3.31점, 자
기조절효능감은 총60점 만점에 43.59점, 5점 만점에 평
균 3.63점, 과제난이도선호는 총25점 만점에 13.10점, 5
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효능감 3.63점, 자신감 
3,31점, 자기통제력 3.27점 순이며 과제난이도선호는 
2.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비대면 
학습 참여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혼자 주도적으
로 학습을 해야 하는 과제난이도선호였다. 코로나19 팬
데믹(pandemic)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습관리

Self-control Self-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r (p)

Self-control 1 .59(<.001) .68(<.001) .36<.001)
Self-confidence 1 .60(<.001) .28(.004)

Self-regulation efficacy 1 .42(<.001)
Task difficulty preference 1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control, Self-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N=105)

Variables B SE β R2 Adj. R2 t p
Self-regulation efficacy .618 .105 .510 .465 .460 5.905 <.001

Self-confidence .389 .118 .285 .517 .507 3.308 .001
Adj. R2= .507, F=36.65, p<.001

Table 5. Predictors on Self-control          (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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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LMS)을 통하여 대학생의 자기주도적인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언택트(untact) 환경
에서도 유사한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끼리 다양한 
SNS(Kakao Talk, ZOOM, Facebook, Blog)를 활용하
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려운 과제를 협력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과제에 대한 피드백 및 질문을 통하여 쌍방향 
상호작용의 소통 수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은 나이(t=-3.791, p<.001), 학년(t=-2.326,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나
이가 증가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학습 환경에 
대한 적응, 전공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안정적인 학습에 
따른 효과라고 사료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은 학년
(t=-2.215, p=.029), 전공만족도(t=2.599, p=.011), 학
교 생활만족도(t=2.599, p=.0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제난이도선호에서는 전공만족도
(t=3.260, p=.002)와 학교생활 만족도(t=1.991, p=.049)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oo, Kim & 
Cho(2008)의 사이버대학생의 만족도에는 온라인 과제
가치(과제난이도선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학
습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14].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과제난
이도선호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중
요하기 때문에 전공에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블랜디
드러닝, 플립드러닝, PingPong, Socrative, kahoot 등 
다양한 스마트 소통형 교수 학습법을 활용한 온라인 학
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
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과 같다. 대상자의 자기통제력과 자신감(r=.59, p<.001),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효능감(r=.68, p<.001), 자기통제
력과 과제난이도선호(r=.36, p<.001), 자신감과 자기조
절효능감(r=.60, p<.001),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호
(r=.28, p<.001),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r=.42,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선호 중 어느 한가

지 변수가 높아질수록 나머지 3가지의 변수도 높아지는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에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2018) 
실험연구에서 따르면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
이도 프로그램 적용 후 학습에 대해서 소극적인 학생들
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과제 수준을 도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택하면
서 회피하려던 성향과는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다[23].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Ju, Jun & Park(2019)의 연구에서
도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 보였고[10]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 Yang(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은 양적인 상관관계
를 나타내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4]. 또한 대학생
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에 자기통제력은 가장 많은 예측력
을 보여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변수라고 사료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o(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20].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학적인 프로그램, 마음챙김 등의 
심상요법과 자기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예측요인의 
설명변수로는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Joo, Kim & Cho(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사
이버대학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14]. 또한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성공적으로 자기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25],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을 직접적으
로 예측하는 중요변수이고[26] 실제 실행될 능력보다 더 
괜찮다는 생각을 유지시킨다[27].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
여자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는 언택트
(untact) 환경에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
기통제력은 학습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uzziferro(2008)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12]. 현재 대
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로 사용했던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학습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
서 학습할 수 있었고 실시간 수업 방식은 통제력은 낮은 
학습자들에게 오프라인 수업처럼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두가지 형태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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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콘텐츠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 사용하여 자
기통제력이 낮은 학습참여자의 학습 참여를 높이는 방법
으로 제안하며,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효능감과 자
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기초한 제한점으로는 연구결과 매개변인
에 대한 영향력 등의 문제점이 시사된바 외현적 타당성 
확보 및 연구결과 적용과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의 합점수 적용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제한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

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
기통제력 예측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키고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과 
자신감,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효능감, 자기통제력과 과
제난이도선호,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과 과제
난이도선호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조절효
능감, 자신감은 자기통제력에 대해서 50.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이
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자로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엔 제한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예측요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들의 경험
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여러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
의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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