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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힉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5월 1일부
터 5월 15일까지 D시에 소재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2개 대학 4년 간호대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에 대해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받은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 평균은 101.29±12.18이었고, 학습몰입은 72.02±8.03, 학업성취도는 31.31±4.06으로 나타났
다.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받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으로 밝혀졌다. 따라
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학습 몰입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immer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level nursing students who gi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given to 147 students attending four-year nursing
colleges at two universities. For the data analysis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the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motivation was 101.29±12.18 points, learning commitment was 72.02±8.03 point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31.31±4.06 points.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nursing students were 
found to be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to improve learning
motivation and to develop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to immerse students i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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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른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수요
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내·외적인 환경이 급격
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환
자를 우선적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
행 전략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능한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대면 또는 비대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펜데믹(Pandemic)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는 의료 대상자와 가장 많은 서
비스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
고 정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의 부족
에 대한 방안으로 간호대학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
시하여 실행 중에 있다[2]. 이에 간호교육 패러다임이 성
과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간호교육인증평가 목적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간호교육의 질을 이론과 실
습 분야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3][4]. 이
에 현재 COVID-19에 의한 펜데믹 상황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교수방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학습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상호 협력적
인 학습활동이 요구되고 있다[5].

교육과 학습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은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책임과 자유를 가지며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본
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친구 선택, 직업, 학업 등 스스로 
학습에 대한 활동을 가지는 시기이다[6]. 학습동기는 학
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대학생을 학습에 참여시키
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고, 학습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7].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내적 동기를 지니
게 되면 학습에 대한 목표가 높아지고 학습 수행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학습자가 가능한 한 자주 학습몰입을 경
험할 수 있으면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8].

학습몰입은 어떤 학습활동이나 수업에 집중할 때 나타
나는 최적의 심리상태로, 자신의 수업에 몰두하여 학업 
성취에 있어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9]. 학습과정에서 학습에 흥미를 높여 대학생은 만족과 
성취를 얻게 되며, 수행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학습몰입을 경험하면 학
업성취도가 올라가고 학습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주어 한 개인의 삶의 질까지 올라간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 

학업성취도는 대학생활에서 학업적인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학생의 자
존감을 증진시키고 졸업 후 전공에 대한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12]. 학업성취도는 학습
자의 의식과 소명을 구체화하며 실현시키기 위해 대학생
들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행동인 학습몰입과 진로행동을 
통해 실현 가능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13].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간호대학
생의 주관적 행복감, 학습몰입,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에 대한 연구[11][12][14]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
프리더십,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15][16]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면서 학습동기,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
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진로 결정과 취업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자발
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능동적 주체로 학습상황 및 미래
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대학생들의 학습동

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05월 15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
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서면에 동
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54명의 응답자 가운
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
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1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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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ive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Learning achievement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mder
Male 19(13.0) 96.15±9.80

.364(.048)
73.42±9.57

.270(.420)
29.94±4.07

.716(.117)
Female 128(87.0) 102.06±12.34 71.82±7.80 31.51±4.03

Grade
2 45(30.6) 102.33±14.14

.187(.782)
73.24±8.13

.811(1.046)
30.95±4.68

.183(.514)3 41(27.9) 100.58±12.99 72.24±7.72 31.82±4.43

4 61(41.5) 101.01±10.02 70.98±8.15 31.22±3.27

Religion
Yes 40(27.3) 99.40±14.19

.046(.300)
73.95±8.35

.274(.076)
31.98±4.35

.831(.228)
No 107(72.7) 102.00±11.33 71.30±7.83 31.07±3.94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49(33.4) 101.08±11.55

.855(.466)

73.53±6.86

1.618(.188)

31.93±3.77

.647(.586)
advice 28(19.0) 104.50±7.62 71.96±9.08 30.71±3.30

Employment 
rate 59(40.1) 100.27±13.86 70.42±8.06 31.08±4.46

Other 11(7.5) 99.63±14.67 74.09±9.25 31.31±4.06

School 
  satisfaction

Bad 5(3.4) 94.80±14.13

2.554(.081)

71.80±2.77

2.938(.056)

28.40±5.02

2.508(0.85)Middle 60(40.8) 99.28±10.82 70.15±7.59 30.81±4.22
Good 82(55.8) 103.17±12.77 73.41±8.32 31.31±4.06

Department
  satisfaction

Bad* 4(2.7) 100.25±10.27

4.463(.005)
a,b,c<d

61.00±13.36

15.07(<.001)
a,b<c,d

30.50±2.88

9.00(<.001)
a,b,c<d

Middle** 37(25.1) 100.43±10.26 68.13±6.19 29.35±3.90

Good*** 81(55.1) 99.34±11.42 72.19±7.03 31.29±3.39
Very Good**** 25(17.1) 109.08±17.79 79.00±7.33 34.40±4.70

*a, **b, ***c, ****d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송상호와 Keller(1999)가 개발한 도구를 

Yeon[11]이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만든 
설문 양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9문항의 4개 하위
요인(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며, 척도는 Likert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 
.881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5로 나타났다. 

2.3.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Suk(2007)이 개발한 도구를 Kim[17]이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만든 설문 양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2문항의 5개 하위요인은 학업과 
인식의 통합, 학업과제 집중, 명확한 학업목표, 과제와 능
력의 조화, 시간감각의 왜곡이며, 척도는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 .778
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96으로 나타났다.

2.3.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Rovaiemd(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 -d Learning Scale, 
CAP)를 Cha[18]가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
여 만든 설문 양식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 -ach's α = .842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78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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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성
취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는 147명
으로 남자 19명(13%), 여자 128명(87%)이고, 학년은 2
학년 45명(30.6%), 3학년 41명(27.8%), 4학년 61명
(41.4%)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40명(27.2%), 없다가 
107명(72.7%)이었고, 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을 고려 59
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 49명(33.3%), 타인
의 권유 28명(19.0%), 기타 11명(7.4%)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는 좋음 81명(55.1%), 보통 37명(25.1%), 매
우 좋음 25명(17.0%), 나쁨 4명(2.7%)순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과만족(F=4.463, p=.005), 
학습몰입은 학과만족(F=15.0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는 학과만족(F=9.00,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 평균은 5점 만점에 
101.29±12.18점 이었고, 학습몰입은 72.02±8.03(5점 
만점), 학업성취도의 경우는 31.31±4.06(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Mean±SD Range

Motivation for learning, 101.29±12.18 1~5

.Learning flow 72.02±8.03 1~5

Learning achievement 31.31±4.06 1~5

Table 2. Level of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and Learning achievement

3.3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대학생활 적

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습몰입
(r=.258, p<.002)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성취
도(r=.567,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습몰
입은 학업성취도(r=.567,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Table 3〕.

Motivation 
  for learning, Learning flow Learning

  achievement

Motivation 
  for learning, 1

.Learning flow .258
(<.002) 1

Learning
  achievement

.397
(<.001)

.567
(<.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3.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학업동기, 학습몰입을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차분석 Durbin-Watson 
통계량 2.091로 2 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71로 기준치 10이하로 나
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비대
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동기(β=.269 p<.001)와 학습몰
입(β=.489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은 38.9%였다〔Table 4〕.

B SE β t p

Constant 4.086 2.900 1.409 <.001
Motivation for 

learning .090 .022 .269 3.991 <.001

.Learning flow .252 .034 .498 7.385 <.001
Adusted R²=.389  F=45.868( p <.000)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Major Satisfac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
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며,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
인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학습몰입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습동기는 5점 만점 중 3.48점으로, 이 결
과는 대면 강의를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
과 변은경의 연구[19]결과에서 3.38점, 임정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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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서 3.1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 학습동기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기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에
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나 여학
생의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바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여
학생보다 남학생에서 학습동기가 낮게 나타나 성별에 대
한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학습동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전략선택 및 방향 설정에 영향을 끼쳐 학습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참여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22]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능 한 컨텐츠 
활용[23] 또는 E-learning 기반 강의 요약, 최약과목 자
동판단 등 혼합형 학습 기반 수업[24] 등 환경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교수법 및 학습전략의 수립과 지속적인 개발
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 중 3.27점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공정현의 연
구[25]에서 3.32점, 이혜경의 연구[26]에서 3.19점으로 
나타나서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2~4학년들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지만 4학년들의 학습몰입이 제일 낮게 나
타났다. 이는 2~3학년들의 학습몰입이 높고 4학년의 학
습몰입이 낮은 이숙정의 연구[2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인 면으로 4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취업과 면접 준비, 향후 진로에 대한 걱
정과 부담감 및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몰입의 저하가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몰입과 진로 스트레스는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28]가 있어 진로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고, 취업 불안으로부터 해소를 위한 취업 
및 면접과 관련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취
업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대면-비
대면 취업 환경에 대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교수신뢰에 큰 영향이 있으며
[29],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교수와의 대면-비대면 면담
시간의 확보와 교수 신뢰 프로그램, 교수-학생 간 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학년의 경우 취업과 면접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
램의 운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취업 환경에  대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학습몰입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30]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
습몰입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과 간호학과 교수들의 적극
적인 환경변화의 적응과 지도 및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자가 관심을 주고 격려하는 수업 분위기에
서 학습몰입이 촉진되며[31],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는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에 더욱 몰입하게 된
다는 연구결과[32,33] 근거에 기반하여 교수자는 학생들
이 학습에 몰입하고 유도할 수 있는 교수법 설계와 환경
조성 마련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 중 3.44점으로, 1~2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미영의 연구[23]에서 
3.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는 2~4
학년으로, 선행연구의 대상인 저학년과 비교했을 때 교과
목에 대한 전공심화과정 및 임상실습 수행의 유무에 대
한 차이로 사료된다.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전공만족도
가 높을수록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 선행연구인 이혜승의 연구[24]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
며, 결론적으로 전공만족도가 학습동기 및 학습몰입, 학
업성취도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기본간호학 실습과 같은 실습 수업 시 팀 기반 
학습법(Team Based Practice, TBP)을 활용한 교수법
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만족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
구결과[34]를 참고하여 실습 수업이 이론 수업 못지 않게 
많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계열 학과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차별화를 두어 학습성
과를 높일 수 있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며 과중한 학업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간호대학생에게 비대면 강의가 올바른 학습동기와 적극
적인 학습몰입을 유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는 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확인하였으며,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지역의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 강의에 있어 남학
생과 여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많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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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
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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