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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재활사는 말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

로 말ㆍ언어장애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을 비교ㆍ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언

어치료학과는 핵심역량을 갖춘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 타 

전공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필수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ㆍ

운영하고 있다.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언어치료 관련 전문지식이 매해 급변하고 있으므로, 언어

치료 전공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실

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학습 주도권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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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있는 것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행ㆍ평가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Yang & Cho, 2009).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ong et al., 2012).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자신감, 

자기효능감,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Yu et al.,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

의 행동에 대한 신념으로(Park, 2022),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유능성을 의미한다(Choi & Lee, 2010).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

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제난이도는 

자신을 통제하고 도전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자기조절효능

감은 자기조절 기제 수행에 대한 기대의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

감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Kim & 

Park, 2001). 자기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

는 과제에 대한 불안감이 낮다(Bandura, 1977).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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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온

라인 수업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자의 수준에 맞게 반복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 온라인 강의 제공이나 콘텐츠를 

클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블렌디드러닝 수업이 모색되었다(Kim, 2010). 블렌디드러닝은 

사이버 대학교를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발전(Kwon et al., 2015)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대학들에서도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블

렌디드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다. 블렌디드러닝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습을 반복할 수 있으

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이 어렵다는 온라인 수업의 제한점

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보완한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이다(Kim, 

2017; Lee & Noh, 2021). 블렌디드러닝은 온ㆍ오프라인 환경

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Park, 2022)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상호작용 향상 

및 성취수준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법이다(Woo et al., 2009). 

200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전통적 면대면 

교육을 접목시킨 블렌디드러닝 수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eLacey와 

Leonard(2002)는 온라인 학습 환경과 전통적 학습환경을 접목

시켰을 때 학습효과, 상호작용과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

였다.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온ㆍ오프라인 혼합수업을 통

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Kim, 2017; Oh, 

2015), 수업태도(Kim, 2010)가 향상되었고, 자기효능감이 높

아짐으로써(Kim & Lee, 2006; Suh & Han, 2022) 학습몰입

이 향상되었다고(Lim & Yeom, 2020) 보고하였다. Cha와 

Kang(2020)과 Park(2022) 역시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

렌디드러닝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인 2학년 학생들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이었다. 대상자들은 총 30명으로 모두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1.23(SD=2.432)세였

다.

2. 검사 도구

1)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Baek(2003)과 

Choi와 Lee(2010)가 활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였다. 

평가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66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

게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에 의해 개발된 학업적 자기효

능감 평가 도구가 활용되었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총 28문항

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은 각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신감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4~.87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Han(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다. 평가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되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

습 능력 측정도구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4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료처리

SPSS 윈도우용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였다.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는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자

기주도학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블렌디드러닝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학습자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

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블렌디드러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88로 나타났다. 학업만족도가 가장 높

은 문항은 ‘혼합형 강의가 수업 특성에 맞게 적용되었다’로 평

균 4.15였고, 이어 ‘온라인상에서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설

명이 수업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와 ‘온라인 및 오

프라인 병행수업을 통한 학습이 흥미로웠다’는 문항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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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만족도는 2.58로 문항 ‘온라인상에

서만 진행되는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와 ‘온라인상에서 교

수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더 편리하였다’

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업이 진행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No Item Mean SD

1 Internet access for taking online classes 
was comfortable. 

3.88  .993

2 Actively participated in class activities 
such as bulletin boards, 
question-and-answer sessions, and 
discussion rooms in online class 
activities.

3.65 1.056

3 E-mail, SNS, and note were actively used 
for communication.

3.62 1.061

4 The blended learning(online and offline 
classes) was satisfactory

3.88  .909

5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onduct 
classes only online.

2.58  .945

6 Blended learning (online and offline 
classe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4.15  .784

7 The explanation of the online class method 
helped me understand the class method.

4.08  .845

8 Traditional classes rather than online 
classes were helpful in acquiring basic 
knowledge.

3.42  .987

9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are more 
helpful than offline discussion activities.

2.77 1.032

10 Online team activity helped improve 
knowledge when performing group 
assignments

3.69  .618

11 Offline feedbacks from teachers were more 
effective

3.85 1.047

12 It was more convenient to ask questions 
to the classes online than offline.

2.58  .902

13 Blended learning through online and offline 
classes was interesting.

4.08  .935

Table 1.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blended learning satisfaction

2. 블렌디드러닝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블렌디드러닝 수업 전ㆍ후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수업 전ㆍ후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t=7.198, p<.01).

Table 2.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f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39 ( .34) 3.87 ( .42) 7.198**

**p<.01 

3. 블렌디드러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블렌디드러닝 수업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t=8.334, p<.01), 자기효능감 하

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t=4.980, p<.01), 자기조절효능감

(t=5.475, p<.01), 자신감(t=8.154, p<.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Task difficulty preference 2.95 ( .31) 3.13 ( .35) 4.980**

Self-regulatory efficacy 3.21 ( .40) 3.66 ( .58) 5.475**

Self-confidence 2.81 ( .38) 3.37 ( .34) 8.154**

Total self-efficacy 2.99 ( .27) 3.38 ( .34) 8.334**

**p<.01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4.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D TD SR SC TSE

 SE

 TD .775**

 SR .713** .624**

 SC .369* .232 .391*

 TSE .796** .777** .914** .636**

 BS .403* .206 .498** .184 .415**

Note.  SE=self-efficacy; TD=task difficulty preference; 
SR=self-regulatory efficacy; SC=self-confidence; 
SD=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SE=total self-efficacy; 
BS=blended learning class satisfaction.
*p<.05, **p<.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자기효능감(r=.796, p<.01) 및 블렌디드러

닝 학습만족도(r=.403,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과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간에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415, p<.01). 자기효능감 하

위요인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 능력(r=.713, 

p<.01) 과 학습만족도(r=.498, p<.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반면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기주도학습 능력(r=.775, 

p<.01)과 자신감은 학습만족도(r=.369, p<.05)에서만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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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자기조절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r=.624, p<.01)와 자신감

(r=.391, p<.05)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 간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블렌디드러닝 수업이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학습만

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렌디드러닝에 대한 학습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속

의 용이성’, ‘온라인 수업 참여도’, ‘온라인 의사소통 활용’은 평균 

3.71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온라인을 활용

하는 학습 수행력은 평균 이상임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학습만족

도 문항은 ‘수업특성에 대한 만족도’로 평균 4.1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블렌디드러닝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Kee & Roh, 2005)와 전통적 강의식 수업보다 블렌디드러

닝의 학습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Kim(2006)의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학습만족도는 ‘수업 이해도’ 및 ‘수

업 흥미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평균 4.08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을 반

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Cha, 2006)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

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내적학습동기 유발이 이루어졌음(Hong, 

2003)을 의미한다. Kee와 Roh(2005)는 블렌디드러닝 수업은 

학습 환경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습 속도 조절이 가능한 온라

인 수업의 장점과 즉각적 의사소통 및 교수자와의 대면접촉으

로 인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가장 낮은 학습만족도는 평균 2.58로, 문항 ‘온라인 방식만

을 적용한 수업이 더 효과적이다’와 문항 ‘온라인상에서 교수자

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편리하였다’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에 비해 즉

각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들 간의 

적극적 상호피드백이 용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온라인 수업

에서의 학습자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블렌디드러닝이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결과(Kim & Lee, 2006)를 뒷받침한다. 

‘온라인상의 토론 활동이 오프라인상의 토론활동 보다 더 도움

이 되었다’는 문항은 평균 2.77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온라인상의 토론이 오프라인에 비해 신속히 이루어지기 

힘들고, 주제유지가 어려운 것(Choi & Lee, 2010)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블렌디드러닝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블렌디드러닝 수업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블렌디드러닝이 

학습계획ㆍ실행ㆍ평가로 구성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

킨다는 선행연구(Kim, 2017; Oh, 2015) 결과와 일치한다. 학

습자 중심의 블렌디드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Kim, 2006),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평가 및 차기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유지하

는 교수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Park, 2022). 따라서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사료된다. 

셋째, 블렌디드러닝 수업에 참여한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타

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블렌디드러닝이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Kim & Lee, 2006; 

Suh & Han, 2022).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효율적 과제 수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Pajares, 1996). 블렌디드러닝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실현가능한 도전 과제를 선택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써 학습자의 능력이 점차 향상될 수 있는 동기로 작용

될 수 있다(Choi & Lee, 2010). 따라서 블렌디드러닝은 언어치

료 전공자들이 맡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

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r=796, p<.01).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업만

족도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Lee & Kim, 2014)를 뒷받

침한다. 또한 학습만족도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

습의 능력이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

기주도학습이 학습동기 유발에 영향(Lim & Yeom, 2020)을 주

고,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Oh, 2017)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

능감는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블렌디드러닝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자기주도학습 능

력을 향상시키고(Choi & Lee, 2010), 학업과 관련된 자기효능

감에도 영향(Lim & Yeom, 2020)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

행한 블렌디드러닝 수업은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 수업

만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였으나, 추후 실습수업에도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만족

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의 변화만 살펴보았으나, 추

후에는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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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한 수업이 대학생들의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 블렌디드러닝 수업 참여에 동의한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블렌디드러닝 학습만족도(13문항), 자기주도학습 능력(20문항), 자기효능감(28문항)을 

조사하였다. SPSS for window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대응표본 t-test,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블렌디드러닝 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88이었다. 블렌디드러닝 수업 후, 가장 

높은 학습만족도(4.15점) 문항은 ‘블렌디드러닝은 수업 특성에 맞게 적용되었다’이고, 가장 낮은 

학습만족도(2.58점) 문항은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프라인상에서보다 더 

편리하였다’였다. 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만 적용된 수업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블렌디드러닝 수업을 더 선호함을 의미한다. 둘째, 블렌디드러닝 수업 후,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7.198, p<.01). 셋째, 블렌디드러닝 수업 후, 자기효능감은 

사후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8.334, p<.01).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넷째, 학습만족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796, 

p<.01).

결론: 블렌디드러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블렌디드러닝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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