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각 대학들은 등교를 

통한 대면강의와 비대면 원격강의를 번갈아 실시하였다. 원격강

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년째로 접어들면서 언택트 뉴노멀

(untact new normal) 시대로의 전환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원격강의의 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강의, 강의형 콘텐츠 활용 중심 강의, 강의 및 

활동형 콘텐츠 활용 강의, 과제 수행 중심 강의 등이다[1]. 개별 

대학들은 과목의 특성과 교수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강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교수자 또는 과목에 따라 강의의 질과 만족도 

편차가 더 커짐으로써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 실재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2].

왕과 강[3]의 사이버 고지 모형에 의하면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학습 실재감은 인지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내

용에 대해 이해하고 창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실재감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의 유형, 개인의 경험, 학습내용의 이해 수준, 관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때 향상될 수 있다.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자가 교수자 또는 다른 동료 학습자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원격교육 환경에서 학습만족도 및 학습 지속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에서 이러닝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습

지속의향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4]. 또한 e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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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실시간 온라인 한국학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실재감이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교육 환경에

서 튜터링 학습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인식한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강의 전에 튜터가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싶었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고 인식함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았다[6].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

의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키고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지속의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7],[8], 과제난이도와 학습만족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9],[10],[11],[12]. 그러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전공과 직결된 취업을 위해서는 국가고

시 합격이 필수적이다. 전공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성취는 국가고

시의 합격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이

다. 따라서 보건계열 학과들은 새롭게 직면한 온라인강의에서도 

빠른 적응과 학습 여건을 조성하여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

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차원으로 실시된 원격

강의를 수강한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대학 원격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건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 중에 원격강의를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구글 설문

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을 취합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298부의 설문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일반적 특성 5문항과 인지적 실재감 항목은 학습내용 이해 

항목 4문항과 지식창출 정도 2문항, 학습관리 정도에 관한 2문항

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13],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유익함에 대한 내용으로 박[6]이 사용한 만족도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지속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타인권

고 의향과 강좌선택 의향에 대한 내용으로 박과 서[2]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긍정’=5점, ‘긍정’=4점, 

‘보통’=3점, ‘부정’=2점, ‘매우 부정’=1점, 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인지적 실재감, 학습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이 높을수록 높음을 의미한다. 박과 서[2]

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인지적 실재감 .938, 학습만족도 .640 학습지속의향 .914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22.0 

ver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지적 실재감

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98명 중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34.2%이었고 2학년 

35.6%, 3학년 30.2%이었다. 학업성취 수준은 높은 집단 57.0%

이었고, 중간 집단 31.5%, 낮은 집단 11.4%로 나타났으며, 줌

(ZOOM) 수업의 참여 정도에서는 긍정이 39.3%이었고 보통 

33.9%, 매우 긍정 22.1%, 부정 4.4%, 매우 부정 0.3%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참여 정도는 긍정 39.9%이었고, 보통 32.9%, 

매우 긍정 24.5%, 부정 2.3%, 매우 부정 0.3%이었다. 학습관리시

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강의자료 활용도 

항목에서는 보통 33.6%이었고, 긍정 32.6%, 매우 긍정 23.8%, 

부정 8.1%, 매우 부정 2.0%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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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분포

인지적 실재감 항목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나는 원격강의 중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나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3.72점), “나는 원격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3.71점), “내가 경험한 원격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할 수 있다”(3.57점), “나는 내가 원격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다”(3.52점), “원격

강의를 듣는 동안 질문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3.50점), “내가 경험한 원격강의는 내가 배우고 싶었

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3.45점), “내가 경험한 원격강의를 통

해 배운 내용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3.40점), “내가 

경험한 원격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동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3.21점)의 8항목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습만족도 항목은 “나는 내가 수강한 원격강의에 만족한다”(3.58

점), “나는 내가 수강한 원격강의를 하며 즐거움과 유익함 느꼈

다”(3.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속의향 항목별 평균점수

를 비교해 보면 “다음에도 같은 유형의 원격강의를 수강할 것이

다”(3.47점), “나는 내가 수강한 원격강의를 다른 수강생에게 권할 

의사가 있다”(3.44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수준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인지적 실재감은 학업성

취 수준이 낮은 수준 3.20점, 중간 수준 3.40점, 높은 수준 3.62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6, p<.001) 사후분석을 한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학업성취 수준이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인지적 실재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만족도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수준 3.49점으로 

낮은 수준 3.19점, 중간 수준 3.28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습지속의향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수준 3.50점이 낮은 수준 3.39점, 중간 수준 3.39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rade

Freshman 102  34.2

Sophomore 106  35.6

Junior 90  30.2

Academic achievement

Lower level 34  11.4

Middle level 94  31.5

Upper level 170  57.0

ZOOM class participation

Very negative 1   0.3

Negative 13   4.4

Commonly 101  33.9

Positive 117  39.3

Very positive 66  22.1

Degree of online video engagement

Very negative 1   0.3

Negative 7   2.3

Commonly 98  32.9

Positive 119  39.9

Very positive 73  24.5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Very negative 6   2.0

Negative 24   8.1

Commonly 100  33.6

Positive 97  32.6

Very positive 71  23.8

Total 29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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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의 상관 정도를 살펴보면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지속

의향(r=.586), 학습만족도(r=.459)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인지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습지속의향과 학습만족

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569) 학습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습지속의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Table 4>.

5.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검증한 결과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459정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78.817, p<.001).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208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 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만족도= 

3.69+.10*인지적 실재감)<Table 5>.

Variables Very negative Negative Commonly Positive Very positive M±SD

The distance lectures I experienced consisted of the content 

I wanted to learn

 9( 3.0) 15( 5.0) 137(46.0) 108(36.2) 29( 9.7) 3.45±0.85

I can organize what I have learned through remote lectures 

in a notebook

 6( 2.0) 16( 5.4) 108(36.2) 139(46.6) 29( 9.7) 3.57±0.82

I can explain what I have learned through distance lectures 

to my fellow students

 6( 2.0) 36(12.1) 164(55.0)  73(24.5) 19( 6.4) 3.21±0.81

I can find materials related to what I have learned through 

distance lectures

 5( 1.7) 18( 6.0) 119(39.9) 130(43.6) 26( 8.7) 3.52±0.80

I can apply what I have learned through distance lectures I 

have experienced

 5( 1.7) 16( 5.4) 154(51.7) 100(33.6) 23( 7.7) 3.40±0.78

I was able to acquire new knowledge through distance 

lectures

 6( 2.0) 15( 5.0)  80(26.8) 156(52.3) 41(13.8) 3.71±0.84

I made an effort to perform learning activities or tasks during 

distance lectures

 9( 3.0) 15( 5.0)  79(26.5) 142(47.7) 53(17.8) 3.72±0.91

Knows how to ask for help if you have any questions while 

attending a distance lecture

 6( 2.0) 19( 6.4) 121(40.6) 123(41.3) 29( 9.7) 3.50±0.83

Cognitive presence 3.50±0.69

I am satisfied with the distance lectures I have taken  8( 2.7) 10( 3.4) 117(39.3) 128(43.0) 35(11.7) 3.58±0.84

I felt the pleasure and benefit of taking the distance lectures 

I took

36(12.1) 11( 3.7) 145(48.7) 106(35.6)  0( 0.0) 3.08±0.93

Learning satisfaction 3.32±0.63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distance lectures I have taken 

to other students

 9( 3.0)  8( 2.7) 147(49.3) 110(36.9) 24( 8.1) 3.44±0.80

I will take the same type of distance lecture next time.  8( 2.7) 10( 3.4) 138(46.3) 117(39.3) 25( 8.4) 3.47±0.80

Learning persistence 3.45±0.77

<Table 2> Distribution of cognitive presence,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N=298

Characteristics

Lower

(n=34)

Middle

(n=94)

Upper 

(n=170) F p

Mean±SD Mean±SD Mean±SD

Cognitive presences 3.20±0.45b 3.40±0.65b 3.62±0.73a 6.86 0.001**

Learning satisfaction 3.19±0.49 3.28±0.48 3.49±0.70 1.46 0.233

Learning persistence 3.39±0.61 3.39±0.77 3.50±0.79 0.76 0.469

One way ANOVA, Scheffe post-hoc
**p<0.01

<Table 3> Cognitive presences,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to academic achievement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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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결과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지속의향에 

.586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55.185, 

p<.001).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342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 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습지속 

의향=2.34+.16*인지적 실재감)<Table 6>.

Ⅳ. 고찰

본 연구는 온라인 원격강의를 수강한 보건계열 학생들이 인식

하는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연구를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각 항목의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적 실재감 

3.50점, 학습지속의향 3.45점, 학습만족도 3.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과 서[2]의 연구에서 인지적 실재감 3.66점, 학습만족도 

3.36점, 학습지속의향 3.32점이었으며, 강등[13]의 연구에서 인

지적 실재감 4.55점, 학습만족도 4,74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

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

생들은 전공선택에 있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대학을 진학하였으

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전공을 선택하였

기에 전공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학사과정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인지적 실재감은 학업성

취 수준이 낮은 수준 3.20점, 중간 수준3.40점, 높은 수준 3.62점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6, p<.001). 즉 인지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14]과 주[16]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향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에 부합되는 교수방법과 

교육매체를 적용하는 수업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r=.586), 학습만족도(r=.459)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의 인지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이 학습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강등[13]의 연구에서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r= 

.70), 박[14]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r=.75) 간

에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실재감을 향상시켜 학

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8.817, 

p<.001) 이는 박과 유[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인지

적 실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원격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자원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 전략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6][7]. 또한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SNS공간을 통해

서 학습자들의 생각을 제시하며 교류하고, 평가받고, 개선점을 

찾을 수업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12],[14].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과 학습자 중심의 시대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적용 및 앱을 활용한 

수업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Variables
Cognitive 

presences

Learning 

persistence

Learning 

satisfaction

Cognitive presences 1 　 　

Learning persistence .586** 1 　

Learning satisfaction .459** .569**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presences,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N=298

variable B S.E  t(p) Adj R2 F(p)

constant 3.69 .340 10.86***

.208 78.817***Cognitive 

presences
.10 .010 .459  8.87***

***p<.001

<Table 5> Effect of Cognitive Presence on Learning Satisfaction

N=298

variable B S.E  t(p) Adj R2 F(p)

constant 2.34 .374  6.275*** .342 155.185***

Cognitive 

presences
.16 .013 .586 12.457***

***p<.001

<Table 6> Effect of Cognitive Presence on Learning persistence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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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 보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한되

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 

지역을 확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만

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여 온라인 수업의 참여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 학습만족도, 학습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

하여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학업성취 수준은 높은 집단 57.0%이었고, 중간 집단 31.5%, 

낮은 집단 11.4%로 나타났으며, ZOOM 수업참여 정도는 

긍정이 39.3%이었고 온라인 동영상 참여 정도에서는 긍정

적 참여가 39.9%, 학습관리시스템(LMS) 강의 자료 활용도

는 보통 정도의 활용도가 33.6%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인지적 실재감은 학성취

도가 낮은 수준 3.20점, 중간 수준 3.40점, 높은 수준 3.62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6, p<.001) 

3.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r=.586, p<.001), 학습만족

도(r=.459, p<.001)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4.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β==0.459, p<.001)와 학습지

속의향(β=0.58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인지적 실재감이 높을수록 학습만족

도와 학습지속의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학습활동과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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