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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of early adult learners 
influence on their learning immersion an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focusing on the untact learning environment. For thi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survey data of 242 early adult learner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22.0, AMOS21.0, and 
PROCESS macro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and the influence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on social support also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earning immersion o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and learning immersion was 
negati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earning immersion was not significant.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mediation effect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and learning 
immersion through social support and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s shown in the analysis of PROCESS 
macro. As shown above,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 program shall be preceded on improving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and also that specific programs for early adult learners shall be developed to 
enhance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s well a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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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감염병(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우

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특히 교육부문

에 있어 상당 부분 변화되었고, 이 시기에 발생

한 대표적인 신조어 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 러닝

(Untact learning)이다. 언택트 러닝이란, 연결을 뜻

하는 컨택(Contact)에서 부정·반대를 뜻하는 언

(un)을 붙인 후 학습(Learning)이란 단어를 추가한 

조합언어로 사람들과 접촉을 지양하는 의미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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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공간의 분리 

및 시간의 분리에 따른 교육을 포괄적으로 말하

며 비대면 수업이라고도 표현한다. 교육부는 코

로나 19로 인한 2020년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0)에서 비

대면 수업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

의 대학들이 시급하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구현하는 자기녹화방식의 일방적인 

동영상 강의, 구글미트, 웨벡스, 줌, 구르미과 같

은 실시간 교육, 교재와 위성을 통한 실시간 혹

은 녹화 TV교육 등이 비대면의 대표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면 등의 온라인 학습은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습이 시간이

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Carliner, 
2004). 대학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LMS
플랫폼 온라인 수업을 구현하므로 이러닝이라고

도 한다.  
비대면 방식의 대학교육 역시, 코로나19 환경

에 적응하면서 교육의 완성도 및 교육효과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수자 

및 학습자는 교육의 실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학습격차를 확인하거나 수행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염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습격차 극복 

방안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떻게 학습효과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가에 대

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의 대표적 학습인 이러닝 학습은 교수자 

관련 요인보다 학습자 관련 요인이 학습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에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행

동, 지식, 활용능력, 심리적 특성 등의 학습자 개

인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Park et 
al., 2007).

학습자의 특성 중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

취도를 측정하는 주요 변인이다(Zimmerman, 1990). 
자기주도학습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나뉘는 데(Choi and Choi, 2012), 비대면 학습 상

황에서 디지털활용역량은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

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활용역랑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개념은 리터러시

(Literacy)를 출발점으로 한다. 최근의 리터러시의 

의미는 특정 분야에서 역량과 지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활용되었고, 온라인 상의 지식정보 및 인

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6). 따라서,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역동적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rrea, 2016). 또한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은 사용자의 경력, 업무, 교육

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DiMaggio et al., 2004), 비대면 수업 시의 디

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습효과성 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디지털정보활

용역량과 학습효과성의 직접적인 관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조절능력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직

간접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학습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수설계 및 학습설계 과정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

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와 행동적 요소인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수업은 집합장소가 아닌 집 등의 개인과 

교수자와 학습을 하는 상황이라 학습자가 주변의 

학생들과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비교가 불가

하며,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줌 등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동시에 

들어오기는 하나 학습의 진도 및 내용을 서로 공

유하는 데 대면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변 학생 및 교수자 등의 지지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의 성과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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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실증연

구에서도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지지는 학습몰입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and Jeon, 2015). 

한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몰입의 강력한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

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ark, 2009). 초기성인 

학습자인 대학생은 수업 및 학점의 설계 및 선택

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수

업에서의 학습의 내용, 학습의 시간구성 등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야 하는 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대면의 자

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Park, 2009).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자

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학습준비도와 향

후 자기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Berdnet, 2000)를 통하여 비대면 학습환

경에서 중시될 수밖에 없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초기성인 학습자인 대학생들의 대면 

상황에서 학습몰입 등의 학습결과에 대한 연구들

은 있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디지털활용역량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할 만한 관련 변인과 학습결과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관련 개인 역량, 학습자

의 환경과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한 학습몰입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

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대면 수업에서 초기성인 학습자

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

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대면 수업에서 초기성인 학습자

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매개효과를 가

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ICT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정보활용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발

전은 우리 사회를 더욱 빠르게 변화하게 하였으

며, 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역량은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를 작동할 수 있는지에 연관된 기술

적 역량과 주관적이면서 자발적 판단에 근거하여 

매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Kim and Choi, 2019). Van Deursen and 
Van Dijk(2011)은 디지털 관련 역량을 디지털 매

체 조작, 작동 능력인 도구적 역량과 목적에 맞

게 정보를 선택, 적용,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인 내

용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내용적 역량은 

단순히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디지

털 정보에 대한 판단 및 반응을 확인하는 작업으

로 디지털정보활용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고려할 

수 있다(Van Deursen and Van Dijk, 2011).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랑과 인정, 그리고 정보와 물

질적 지원 등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Noh and Bae, 2017). 사회적 지지

는 학습자가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며,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

습활동과 함께 학습몰입과도 정적인 연관이 있다

(Kim and Jeon, 2015). 또한, 학습자 주변의 대인

관계 네트워크와 대인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

지 관계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Jung, 2013). 정서적 

부분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들

이 본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잘 조절하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ng and Cho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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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도학습능력

Houle(1961)은 학습은 인간의 삶 안에서 자연

스럽고 본능적인 활동이며, Knowles(1975)는 인간

은 이러한 성향에 따라 개인이 학습과 관련된 활

동에 참여하고 학습자로서의 학습의 주도권을 갖

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성

향은 누구에게나 기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도움

과는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욕구

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하며, 학습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학습전략을 선

택, 실행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룬 학습의 성

과에 대해 평가하는 데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설명하였

다. Zimmerman and Schunk(2004)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 개인이 만든 학습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정의하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과 노

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정

리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행, 평가하며,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Bang, 2018).

4. 학습몰입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을 어떤 것에 푹 

빠져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주변상황을 의식

하지 않은 채 몰두하는 상태로 외적보상보다는 

일 그대로를 즐기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Csikszentmihalyi et al.(1993)는 몰입에 대해 활동 

그 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잊을 정도의 어떤 

것에 몰두하는 주관적인 상태로 정의하였다.
학습몰입은 학습 중 본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함

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주관적 만족과 행복을 느

끼는 최적의 경험상태를 말하며, 고차원적 학습 

중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참여를 촉진

하는 심리적 기전이다(Harju and Eppler, 1997; 
Martin and Jackson, 1999). 학습과정 중 학습몰입

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호기심과 열정을 지니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거나, 학업에 대해 더 많은 

성취를 누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높은 집중

력을 발휘한다(Csikszentmihalyi, 1988). 반면 학습

에 대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 수동적이며,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려하며, 
학습활동을 쉽게 지루해 하며, 이로 인해 학습과

정의 중도탈락이나 학습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Skinner and Belmont, 1993).

5. 변인 간의 관계

Kim(2019)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활용역량은 

만족도 등의 결과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역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학습몰입 

간의 관계는 Noh and Bae(2017)와 Kim and Jeon 
(2015)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Sim(2000)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있는 

학습자는 수동적 학습자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무

엇인가를 이루려고 목표와 동기를 가지므로 학습

내용을 더 오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능력은 궁극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ee, 
2009). 또한, Park(2009)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에

서는 중학생 대상의 Choi and Seong(2012)의 연구

에서 교사, 부모, 또래의 긍정적 지지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디지털활용역량, 사회적 지

지,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 및 자기주도학습

이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습몰입에 매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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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습몰입과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초기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2020년 9월~12월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촬영 녹화 분 

및 실시간 비대면(줌, 웨벡스) 수업 강의에 참여

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250명의 설문 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응답이 많이 포함된 8개를 제외한 후 설

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6.8%으로 나

타났다. 설문에 참여했던 242명 중 남자는 39명

(16.1%), 여자 203명(83.9%)이었으며, 참여자의 평

균 학년은 대학교 2학년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설

문조사의 모든 문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자체

적으로 개발하였다.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을 알아

보기 위해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수

준을 확인하는 4개 문항,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관련 5개 문항, 교통정보, 쇼핑, 행정 서

비스와 같은 생활 서비스 관련 5개 문항, 이렇게 

총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디지

털 사용에 대한 도움과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11개 문

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Bae and Lee(2010)의 통합

적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과정 관리, 학습결과 관리, 학습동기, 자아개념으

로 하위요인이 구성된 12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학습몰입은 Bang(2018)에서 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학습몰입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Bang(2018) 연구에서 전체 학습몰입에 대한 

Cronbach’s α값이 .94로 나타났다. 

4. 연구의 절차와 자료분석

해당 연구는 SPSS 21.0, AMOS 22.0, PROCESS 
macro v.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립변인, 종속

변인, 매개변인들에 대한 빈도분석 및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진행하여 측정변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

련성 수준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 적절한 모형을 정하기 위해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을 설정하였고, 두 모형을 

비교하여 해당 연구에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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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을 설정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모형의 적합도와 각 연구 변인들 사이의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분석

을 실시하였다. Lee(2014)에 따르면 PROCESS 
macro는 기존 회귀분석을 통한 직접효과와 매개

효과, 조절효과를 각각 별도의 과정을 따르지 않

고 한 번에 검증이 가능한 분석 방법이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고, 
표본수를 2,000개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의 결과값

이 한 번의 절차로 진행되어 기존에 매개분석 방

식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Baron and Kenny(1986)
의 분석방법이나 Sobel test처럼 여러 절차를 거

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강점으로 지닌다

(Gam and Park, 2014).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

하여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문항합산

(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디지털정보

활용능력과 학습몰입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Fig. 2]와 같이 측

정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의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

인하였다. 적합도 판단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RMSEA(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1 이하 수용), 
CFI(비교 적합도 지수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 수용), NFI(증분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0.9 이상 수용), TLI(비표준화 적합도 지수 Turker 
Lewis Index: 0.9 이상 수용)를 이용하여 측정모형

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Hair et al., 2006). 모

형에 대한 적합도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적합

지수를 나타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만들어

진 모형이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χ2 df CFI TLI  RMSEA NFI

81.9** 45 .978 .968 .058 .953

**p<.01

<Table 1> Goodness-of-Fit Indexes for a 
confirmatory factor-analysis model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음으로는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주요 변인의 일반

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변인 사

이의 관련성 여부 정도와 정(+), 부(-) 방향을 알

기 위하여 Karl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한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았다. 해당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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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몰입 사이에 매우 유의하면서 정(+)적인 관

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완전매개모형으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각

각을 경쟁시키기 위해 해당 모형의 적합도를 비

교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을 비교하는 이유는 Kelloway(1998)가 실

시했던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결정하는데 매개모

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분

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가 필요하

다는 논거에 기인한 것이다.
부분매개모형은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정되었다.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부분매개모형의 경우에 

χ2=87.247 (df=45, p=.000)로 유의하였으며, 적합

도 지수인 NFI=.950 TLI= .963, CFI=.975, 
RMSEA=.062로 연구에 적합한 모형 적합도 지수

를 보였다.
다음 분석단계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으로 대안모형을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학습

몰입 사이의 직접 관계 화살표를 삭제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4>와 같

이 χ2=92.676(df=46, p=.000)로 유의하였으며, 
NFI=.947 TLI= .960, CFI=.972, RMSEA=.065로 기

준과 비교하였을 때는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

으나, 부분매개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약간 낮은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Variable M SD Cronbach’s α

1.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3.38 .64 .834

2. Social Support 4.2 .66 .936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87 .57 .861
4. Learning Immersion 3.66 .63 .925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ronbach's αof Variables

Variable 1 2 3 4
1. Digital Information Usage Ability -
2. Social Support .286*** -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54*** .550*** -
4. Learning Immersion .330*** .544*** .706*** -
***p<.001

<Table 3> Correlations, and Reliabilities of Variables

Model χ2 df CFI TLI  RMSEA NFI

Research 87.247*** 45 .975 .963 .062 .950

Alternative 92.676*** 46 .972 .960 .065 .947

***p<.001

<Table 4> Goodness-of-Fit Indexes for the research model and the altern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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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완전매

개, 부분매개 모형 사이의 값의 차이를 통하여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는데, 검증한 결과 χ2의 차

이는 5.429로 모형 사이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임계값인 3.84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다. 두 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

했을 때, 두 모형의 비교 검증이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으며, 이런 상황에는 자유도가 낮은 모형

을 우선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완

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비교에서는 자유도

가 낮은 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적합도

와 χ2 차이 비교를 통해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

개모형보다 본 연구를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음 [Fig. 3]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

개모형을, [Fig. 4]에서는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

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β), 표
준오차(S.E.), p값, t값(C.R.)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이 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

는 영향의 경우에 β=.378로 나타났으며, 자기주

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β=.345로 유의한 

정(+)적인 결과를 보였다(p<.001). 

[Fig. 3] Partial Mediation Model.

[Fig. 4] Full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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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Estimates S.E. C.R. P
Digital Usage Ability → Social Support .378 .088 4.295 .000

Social Support →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464 .066 7.069 .000
Digital Usage Ability →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345 .083 4.156 .000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 Learning Immersion .957 .114 8.362 .000

Social Support → Learning Immersion .094 .070 1.349 .177
Digital Usage Ability →  Learning Immersion -.145 .069 -2.109 .035

<Table 5> The path estimates of research model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의 경우에 β=.464로 유의한 정(+)적인 결과를 나

타내었다(p<.001).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β=.957의 결과

를 보여, 유의하면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p<.001). 반면 디지털정보활용능

력과 학습몰입와의 관계에서는 β= -.145로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습몰입과

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모형분석 결과를 통한 연구변인 사이의 총효과

와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6>과 같다.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

보활용능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총효과 .389 중
에서 직접효과는 -.145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디지

털정보활용능력과 학습몰입 사이의 간접효과는 

.534로 보여 부적 결과를 나타낸 직접효과를 훨

씬 상회하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의 Model에서 6번 

모형을 적용하여 매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Hayes, 2013).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독

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활용능력, 매개변수인 사회

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 그리고 종속변수인 

학습몰입 사이의 간접효과는 .3237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95%의 신뢰구간 사이의 값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모형 내 매개효과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해당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초기성인 학

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사회적 지지, 자기주

도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

하며,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

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Path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Digital Usage Ability → Social Support .378 .378 .000

Digital Usage Ability →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521 .345 .175

Digital Usage Ability → Learning Immersion .389 -.145 .534

<Table 6> Decomposition of Effects

Path Indirect Effect LLCI ULCI

Digital Usage Ability → Social Support → Self Direct 
Learning Ability → Learning Immersion .3237 .2366 .4146

<Table 7> PROCESS macro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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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목적의 결과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를 통하여 학습몰입에 통

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은 학습몰입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적 지지

와 자기주도학습능력를 거쳐 학습몰입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인 결과(β=.378, p=.000)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적 지

지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인 결과(β=0.464, p=.000)를 나

타내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β=0.957, p=.000)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습몰입

는 유의하지만 부(-)적인 결과(β= -.145, p=.035)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Kim 
and Jeon, 2015; Noh and Bae, 2017).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이 학습몰입에 직접적으로

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

지털정보활용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몰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초기성인 학습자의 디지털정보활용역량

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이 높을수록 학습몰입과도 정

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힌 Kim and Jeon(2015)의 

연구에서는 그 중간 과정의 그 중간 과정의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연쇄적 과정을 밝혀냈으며, 또한 이렇

게 밝혀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비대

면 상황에서는 디지털활용역량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나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이 결합됬을 때 실

제적인 학습몰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 있

는 연구결과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

로도 디지털정보활용역량에 학습 증진 혹은 성과

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접근과 

함께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비대면 상

황에서 초기성인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관련하여 

주요 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증진을 위한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

습몰입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영향(β=-.145)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학

습몰입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학습몰입과는 직접적인 관

계가 없으나, 디지털정보활용역량이 사회적 지지

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가 초기성인 학습

자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습몰입을 높이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성인 학습자 

주변인들이 초기성인 학습자들이 디지털정보역량

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적

극적으로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을 적극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

서의 초기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디지털정보활용

능력 및 그에 따른 환경 조성 변인, 학습 몰입 

등의 학습 결과가 대면 상황 보다 민감함을 인지

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법, 튜

터, 학습관리의 학습 환경 조성 및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결과

들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제한점들과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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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에서는 개인 내 내적인 변인들에 중점

을 두어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

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몰입에 영향

을 주는 변인에는 다양한 외적인 요소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한 탐색도 같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정된 

초기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되었기에 설문

문항이나 결과도출의 일반화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추후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지지, 자기주도학습능력, 그리고 학습몰입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적연

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환경 중 상호작용이 없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환경적 지원과 개인의 

학습 특성이 궁극적으로 학습성과에 긍정적 결과

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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