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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전략으로써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
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대학교 성인간호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40명으로 7주 동안 면대면 수업
과 6주 이러닝 수업을 진행한 후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변수들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는 자기주도학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25, p=.003). 

자기주도학습력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F=20.74, p<.001). 본 연구
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력을 고려한 블렌디드 러닝 콘텐츠 개발이 요
구되고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융복합, 블렌디드 러닝,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outcomes and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otiv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A survey was used, and the subjects were 140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Adult 
Nursing lesson at D University. Data collected from 9 to 14 June, 20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r=.25, p=.00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earning 
satisfaction, explaining 22.1% of the variance (F=20.74, p<.001). Th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side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and to test the advantages of blended learning in 
developing contents in blend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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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습(學習)은 인간의 지속 인 행동의 변화나 그 잠재

력의 변화 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1]. 기존 통

 학습은 교수자 심의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나, 1990년  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학습 

매체의 디지털화와 교수자 심에서 학습자 심으로 학

습 환경이 차 변경되었다[2,3]. 이런 시 의 흐름은 구

성주의 학습이론에 의한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

져와 인터넷 기반의 이러닝이 주목을 받아 왔다[4,5,6]. 

하지만 이러닝은 교육의 시간 , 공간 , 비용  제약을 

최소화하는 장 이 있으나, 면 면 수업과는 달리 학습

자의 수업태도, 흥미, 이해 정도를 검할 수 없는 단 이 

있다[7].

이러닝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2000년 에 

들어 블 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각 을 받게 되

었다. 블 디드 러닝은 그 정의가 다양하나, 이러닝의 장

과 면 면 수업의 장 을 목한 것으로 이러닝과 면

면 수업이 혼합된 교수학습체로 정의할 수 있다[4]. 블

디드 러닝은 면 면 수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간

 동일성에 한 제약 없이 이러닝을 통해 지식을 달 

받게 되므로 학습자의 역할이 요하다[8,9]. 학습자의 노

력 결과가 자신의 기 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 에서도 자기

주도학습력과 학습 동기가 요한 요인이 된다[10].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11].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자가주도학습력에 따

라 선호하는 학습 형태도 차이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력

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면 면 수업보다는 이러닝이나 블

디드 러닝을 선호한다. 이는 학습의 주체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학생 스스로 능동 으로 학습을 이끌어 

감으로써 높은 학습 효과  학습 만족도를 보이는 것이

다[6,8].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11]. 즉 학습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학습 활동을 계속 유지시키며 학습 목표로 향하게 할 뿐 

아니라 선택 으로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6].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이러닝 교육 만족도  

지속성과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11].

재 블 디드 러닝을 활용한 분야는 교육공학을 포

함하여 다양하나, 간호학에서는 보건교육학을 블 디드 

러닝으로 운 한 후 이러닝에 한 학습자의 지각정도와 

학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12], 지역사회간호학을 블

디드 러닝환경에서 운 하고 내재동기와 이러닝 학습

략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고한 연구[13] 등으

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 학생에게 있어 

통 인 면 면 수업 방식은 교수자 심의 정형화된 

교육으로 학습자가 효과 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통제

할 수 없으며, 이러닝 수업 방식은 콘텐츠 달 주로 

운 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학

습자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감소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인간호학 교과목은 많은 양의 학습내용과 

빠른 강의진도로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큰 과목으로 두 

가지 학습방법의 문제 을 보완하고 교육효과를 향상시

키기 해서는 블 디드 러닝을 활용한 학습 략이 요구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로 임상실

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인간호학에 블 디드 러

닝을 용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

의 상 계를 확인하고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간호학에서 블 디드 러닝

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교육효과 개선  향상을 

한 기 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블 디드 러닝 환경에서 성인간호학을 

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를 악하고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

하고자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력, 학

습동기, 학습만족도 정도를 악한다.

2.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간

의 상 계를 확인한다.

3.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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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블 디드 러닝을 운 하고 학기가 

끝난 시 에서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간

의 계를 악하고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횡단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상자 보호를 하여 D 학교 생명

윤리 원회의 승인(IRB No. 201403-SB-001-01) 후 수

행하 다. 본 연구의 상은 남 N시에 치한 4년제 D

학교 간호학과에서 2014년 1학기에 개설된 2학  성인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연

구목 과 자료수집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해 동

의한 141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성인간호학 교과목 수강 후에 자가보고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14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성의

하게 작성한 1부를 제외한 1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 program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로 하 을 때 107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상자수 

140명은 필요한 연구 상자 수를 충족하 다.

2.3 연구진행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공필수 교과목  임상실무

에 바탕이 되는 성인간호학을 상으로 블 디드 러닝을 

용하 다. 강의 기간은 2014년 1학기 6주간의 임상 실

습 후 4월 14일부터 이론 강의 에 성인간호학을 면 면 

수업과 이러닝 수업 방법을 목한 수직형 블 디드 러

닝으로 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13주 동안 

진행하 다. 간고사 이  7주 동안은 매주 면 면 수업

으로 진행하 고, 이후 기말고사까지 6주 동안은 이러닝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격주로 학습자들의 수업 진행 상태

를 확인하 다. 

이러닝 수업은 2013년 2학기에 소화기계의 교과 내용

을 한간호 회의 학습목표 바탕으로 동 상으로 제작

하 다. 이를 D 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이버 강의

실에 올려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자기주도 인 

학습을 하도록 하 다.

2.4 연구도구

2.4.1 자기주도학습력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자기주도학습력은 Guglielmino[14]의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이용하 다. SDLRS는 자기주도학습의 주체

자로서의 학습자들이 지닐 수 있는 성향을 설정하고 그

러한 성향을 58문항의 5단계 Likert척도로 측정함으로써 

체 인 자기주도 학습 비도를 수로 나타내도록 되

어 있다[15]. 조사 도구의 체문항  15개는 부정문항

이다.

2.4.2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동기는 학습동기 유형 검사 도구[16]를 우리나라 

학생의 수 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도구[11]를 사용

하 다.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구성 내용은 무동기 상태 8

문항, 실패 회피 동기 8문항, 상  유능성 동기 8문항, 

사회  성공 동기 8문항, 사회  가치 동조 동기 8문항, 

자기 유능감 추구 동기 8문항, 지  성장 추구 동기 8문

항, 지  만족 추구 동기 8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4.3 학습만족도(Learning satisfaction)

학습만족도는 The Course Interest Survey[17]  만

족도에 해당하는 문항과 블 디드 러닝 만족도 문항을 

수정·보완한 측정도구[10]를 이용하 다. 학습만족도 측

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학

습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범  등의 서술  통계를 산출하 다. 각 변수간의 상

계는 Pearson 상 계 계수로 확인했으며, 학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

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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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연령분포는 20-25세가 132명(94.3%)으로 가

장 많았고, 25세 이상 8명(5.7%)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22명(87.1%)로 다수를 차지하 고, 남자가 18명(12.9%)

이었다. 고등학교 공계열에서는 이과 69명(49.6%), 문

과 66명(47.1%), 기타 4명(2.9%)순이었다. 이러닝 강의 

경험 유무는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가 94명(67.1%)이었

으며,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명(32.9%)이었다. 과제

물을 해결하기 해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

다 79명(56.4%), 항상 그 다 46명(32.9%), 보통이다 

13명(9.3%), 그 지 않다 2명(1.4%)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y n(%)

Age(yr)
20-25 132(94.3)

＞25 8( 5.7)

Gender
Male 18(12.9)

Female 122(87.1)

High school

major field

Department of humanity 66(47.5)

Department of science and 

engineering
69(49.6)

Others 4( 2.9)

Experience of

e-learning

Yes 46(32.9)

No 94(67.1)

Using of

internet

More frequent 46(32.9)

Frequent 79(56.4)

Sometimes 13( 9.3)

Rare 2( 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3.2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점수

자기주도학습력은 총 5   평균 평 이 3.35 , 측정

범 는 2.66-3.86 이었으며 학습동기는 총 5   평균 

평 이 3.04 , 측정범 는 2.02-4.00 으로 나타났다. 학

습만족도는 총 5   평균 평 이 3.60 , 측정범 는 

2.10-5.00 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ean±SD Min Max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35±0.23 2.66 3.86

Learning motivation 3.04±0.38 2.02 4.00

Learning satisfaction 3.60±0.61 2.10 5.00

<Table 2> Scor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N=140)

3.3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와 간

정도의 유의한 상 계가 있었고(r=.25, p=.003), 학습동

기는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동기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01)<Table 3>.

Variable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r (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

Learning 

motivation

.40

(<.001)
1

Learning 

satisfaction

.25

(.003)

.14

(.112)
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비교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습만족도는 

성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여자가 

4.02 으로 남자 3.5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24, p=0.02)<Table 4>.

3.5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에 에,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83로 0.1이상이었고, 분산확 인자(VIF)가 1.277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 결과 

2.184로 오차항간에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  특성은 더미처리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모두 학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밝 져 최종 회귀

분석에서는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 두 변수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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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

(yr)

20-25 3.34 .24 0.12

(.725)

3.04 .38 0.56

(.456)

3.61 .62 1.15

(.286)＞25 3.34 .15 2.94 .43 3.38 .38

Gender
male 3.34 .22 -1.26

(.211)

3.04 .37 -0.08

(.933)

3.54 .56 -3.24

(.002)female 3.41 .29 3.05 .45 4.02 .78

High school

major field

department of humanity 3.35 .23

0.04

(.965)

3.04 .43

0.53

(.588)

3.59 .64

1.11

(.334)

department of science 

and engineering
3.34 .24 3.05 .35 3.64 .59

others 3.35 .12 2.84 .20 3.18 .50

Experience of

e-learning

yes 3.35 .24 0.23

(.944)

3.06 .39 0.19

(.699)

3.49 .54 3.08

(.127)no 3.35 .23 3.03 .38 3.66 .64

Using of

internet

more frequent 3.36 .26

0.30

(.828)

3.06 .40

1.15

(.331)

3.54 .67

0.42

(.743)

frequent 3.34 .22 3.00 .37 3.65 .60

sometimes 3.32 .19 3.15 .37 3.52 .49

rare 3.24 .06 3.34 .53 3.75 .35

<Table 4> Comparison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설명력은 22.1%(Adj. R2 = 

.221)이고, 모형은 유의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F=20.74, p<.001).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β=.409, t=4.84, 

p<.001),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 

coefficients t p

B SD β

Constant -0.544 0.62 -0.88 .38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014 0.21 .409 4.84 <.001

Learning 

motivation
0.196 0.13 .128 1.51 .134

Adj. R2 = .221   F=20.74(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Satisfaction

4. 논의

블 디드 러닝은 이러닝과 면 면 수업의 장 을 혼

합한 학습자 심의 학습법이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습

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로 임상실

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인간호학에 블 디드 러

닝을 용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

의 상 계를 확인하고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간호학에서 블 디드 러닝

의 활용 가능성과 교육효과 개선  향상을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수업은 수업 범 를 분할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직형 블 디드 러닝이었다. 

면 면 수업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기 어려워하는 학습

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공간

에서 함께 학습을 하게 되어 강의 진도에 한 학습자들

의 불안감이 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반

응을 보고 설명의 난이도  시간을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이러닝 수업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습

자들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러닝 수업을 선호하는 학

습자들은 수업 시간 외에 자기주도 으로 이러닝 수업을 

반복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은 이러닝 수업을 부담스러워 

하 고, 수업을 듣더라도 이해가 부족하여 학업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러닝 수업을 한번 

비하면 반복 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설명

에 드는 시간을 여 문제해결을 한 조별 토론 등 심층

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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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 어렵고 이러닝 수업 출결사항과 학생들의 질문에 

한 답변 등으로 수업 이외의 시간이 필요하 다. 

실제 학습상황에서 부분의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의 

학습상황을 조 하고, 자율 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상황을 

리, 통제하여 학습 목표에 자율 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

기주도학습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나 훈련이 부족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한 다양한 략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18].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은 5  만

에 3.35 으로, 이러닝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을 상으

로 5  만 에 3.32 으로 나타난 최정임, 최정숙[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최정임, 최정숙[18]은 이러닝 환

경에서 자기조 학습 로그램을 용한 결과 자기주도

학습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으며, 주 주 등[19]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력의 향상이 학습 효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은숙[20]

은 블 디드 러닝 모델을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형태를 반 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높은 수 의 만족감과 함께 자발 인 자기주도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 다.

학습동기는 동기 유발의 힘에 따라 외  동기와 내  

동기로 나뉘며, 외  동기는 학습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에 따른 부수 인 결과 등이고, 내  동기는 학습 내

용 자체에 한 지  호기심이나 기쁨 등이다. 자기주도

학습을 해 자율 으로 학습에 참여하기 해서는 학습

동기가 필요하지만, 실제 학습에서는 외 , 내  동기가 

서로 혼재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1].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는 5  만 에 3.04

으로, 간호 학생 2학년을 상으로 5  만 에 3.90

으로 나타난 한수정[21]의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이는 학

습자와 교수자 간의 유 감이 은 수직형 블 디드 러

닝으로 구성되어 학습동기가 낮은 원인이었다고 본다[4]. 

낮은 학습 동기는 학습 효과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

므로 학습동기를 높이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정규 수업 시간을 분할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수

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인 수평형 블 디드 러닝과 오 라

인 수업을 보조하는 보충식의 블 디드 러닝이 학습자와 

교수 간의 유 감을 높여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학습만족도는 학습자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자신의 

기 에 일치하는 정도로 강화와 보상, 그리고 공정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10]. 많은 학습자들은 블

디드 학습법, 이러닝 학습법, 통  면 면 학습법  

학습 에는 면 면 수업의 선호도가 높으나, 학습 후 만

족도는 블 디드 학습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는 5  만 에 

3.60 으로, 보건교육을 4학년 간호 학생에게 수직형 블

랜디드 러닝으로 용하여 5  만 에 3.41로 나타난 한

지 , 이은화[12]의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공 간호학에 블 디드 러닝 수업의 활용 가능

성을 보여 주었으며, 보다 효과 인 수업을 해 다양한 

간호학 과목에서 다양한 블 디드 러닝을 용하는 시도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여학생의 학습만족도

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온라인 

강의실 속횟수, 진도율 등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결과[22]처럼 본 연구 결과도 

여학생들의 보다 높은 온라인 강의실 속횟수와 진도율 

등의 요인이 성별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온라인 강의실 속

회수와 진도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조사한 결과, 학습동기는 자기주도학습력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고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이는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력에 

향을 주고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25]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

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학습동기는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

기와 블 디드 러닝 사 경험이  자기주도학습력에 향

을 주지만 학습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25] 결과와 유사하 으며, 학습동기

가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13]와는 다

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블 디드 러닝 환경에서는 학

생들이 교과목에 한 학습동기나 흥미보다는 학습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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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시간 리를 할 수 

있는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는 가

장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성

인간호학 교과목이 공필수 교과목으로서 학습동기와 

련 없이 필수 으로 수강해야 했으며, 블 디드 러닝 

학습 방법에 한 학습자의 인식이나 동기가 충분히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된 요인도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블 디드 러닝을 운 함

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뿐 아니라 학습동기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로 간호학 공

교과목인 성인간호학에서 블 디드 러닝을 용하여 자

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확인함

으로써 앞으로 간호학에서 블 디드 러닝의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공교과목인 성

인간호학 교과목에 블 디드 러닝을 용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간의 상

계를 악하고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가 학습만족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는 간 정도 이

상이었으며, 자기주도학습력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

고,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만족도를 22.1%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 공교과목에서 

다양한 교수법   블 디드 러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일개 학의 특정 교과목을 수강

한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력, 학

습동기를 학습만족도의 변인으로 확인하 으나, 후속 연

구에서는 이들 변수 이외의 련요인들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호 학생들의 특성상 임상실습 기간에 

블 디드 러닝을 활용함으로써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

고 학습의 유용성을 높이기 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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