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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 시 대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의 매개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인적자원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시 되는 소방조직에서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의한 온라인 교육환경에도 학습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학습전략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출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ㆍ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신임소방공무원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

며, 수집된 표본을 바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

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의 

학습전략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학습전략의 학습태도는 상호작용 중 학습자와 학습내용, 학습효과성의 

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에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블랜디

드 환경하에, 학습자 관점에서 교수학습설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ed effect of the blended-learning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action and learning effectiveness of new firefighters. The Baron and Kenny method of mediated effect analysis was 

applied to 259 collected samples, and SPSS 18.0 was used to perform linear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lended-learning group was more effective in learning than the non-blended-learning group. The interaction and learning 

effectiveness between the targets showed significant results, and the learning strategy of blended-learning exhibited partial 

mediated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learning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learning attitude of the 

learning strategy was the combination of learners, learning content, and learning effectiveness during an interaction and 

partial mediated effects on learning persistence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on envisioning 

teaching and learning design from the learner's perspective as a learning strategy to enhance learning effectiveness in a 

blended-learning situation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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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화되고 최

근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임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표준화와 교육의 표준화

를 중심으로 한 소방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방

교육기관은 소방공무원이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전문가로

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재난지식과 간접경험을 습

득하게 하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신임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 교육은 가장 기본

적인 과목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 지식과 소방시설의 

작동원리, 작동절차이해를 통해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

하는 데 필요한 소방전술을 다룬다. 즉,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소방교육은 별도의 선수학습요건 없는 관계로 현장에

서 필수적인 소방시설 교과목은 경험지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소방 교육은 교수자가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식 기법과 실습실에서 실제와 유사한 소방시

설모형과 상황을 통한 시뮬레이션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위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COVID-19 영향으로 중앙소방학교를 포함

한 다수의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과밀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온라인과 면대면을 혼합한 

블랜디드 러닝의 학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

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신임 소방공무원이라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수학습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소방시설 교과목의 특성상 쉽게 체득되지 않는 경험 

지식을 어떻게 온라인 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습득하

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환경과 학습자를 고려한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 

상호작용, 특히 온라인 교육 상의 상호작용은 Moore & 

Kearsley(1)에 의해 제시된 학습자와 학습내용, 학습자와 교

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등 3개로 구분된다. Jung, Lim, Choi, 

Leem(2)은 웹 기반 학습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에서 학습자와 학습교재와의 상호작용은 모든 수업에

서 가장 기본이며,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내용

을 중심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

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학습 환경조성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신입 소방공무

원의 소방시설 교육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강의 운영 전략이 서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 Mantyla(4)은 블랜디드러닝을 학습자들의 학

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제시방법 또는 

전달방식을 결합한 것이라 하였으며, Kim(5)은 온라인 학습

과 오프라인 학습의 물리적 합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간 

활용한 모든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접

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블랜디드러닝은 강의

식 면대면 학습과 온라인학습의 장점을 취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활

용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

육환경을 구현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을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블랜디드 학습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Seo(3)는 기업 중심의 학습방법, 학습사례, 학습모형

을 고등학교 수업에 맞게 적용하고 학습의 효과성을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 블랜디드러닝이 면대면 집합교육보다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어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임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학습 요소들을 학습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를 찾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블랜디드러닝 교수학습설계에서는 학습목표, 학

습방법,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활동, 학습매체 등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표준화된 모형인 학습전략은 부재한 상황이

다. 또한 기업을 중심으로 블랜디드러닝의 학습효과성이 

검증된 사례는 있으나, 소방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학습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소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신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성인학습자인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블랜디드러닝의 학습전략을 적용한 학습효과성 

검증은 성인학습자에게 전략적 학습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들의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블랜디드

러닝의 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임 소방공무원의 상호작용은 학습 효과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신임 소방공무원의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

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성인학습자 기반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발한 인지작용

을 이끌어내는 쌍방적 활동을 의미한다(6). 

온라인 교육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Jung, Lim, Choi, Leem(2)은 

Moore & Kearsley(1)를 근거로 성인 대상의 웹 기반 환경에

서 상호작용 유형으로 학습자와 학습내용, 교수자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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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있으며,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참

여도, 태도 등 학습효과와의 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여기서,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교재의 내용을 인지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

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특정 지식의 이해를 통해 내용을 구

조화시킨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학습 활

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안내와 피드

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

용은 개별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Kang(7)의 경우, 상호작용 유형을 참여대

상에 따라 학습자와 학습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시스템으로 분류하였으며, 메시지 성격

에 따라서는 교수적, 사회적, 메타인지적,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동시적, 비동시적으로, 참여자 수에 따라 개인학습,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그 밖에 전달매체에 따라서는 문

자, 오디오, 비디오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

원(8)에서는 학교교육에서의 블랜디드러닝 상호작용 유형을 

학습자와 학습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

습자와 커뮤니티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영역이 

단순히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공간적인 영역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oi(9)의 연구에 따르면 웹 기반, 온라인 학습, 가상강좌, 

원격교육 등 온라인 환경 관련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학습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은 그 양과 질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교육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에

서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Jung, Lim, Choi, Leem(2)은 Moore & Kearsley(1)의 상호

작용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와 학

습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로 구분하고자 

한다. 

2.2 학습효과성

학습의 사전적 의미는 직간접적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이

며(10), 효과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보람이 있는 일이나 결과로 흡족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효과는 학습을 계획, 수행하고 나타나는 결과적인 측면이 

강하다(11). 이에 개개인의 학습자가 새롭게 지각되어 입수

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잘 배우고 잘 기억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보를 받아들여 조작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

식변화를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Kim(12)은 학습 효과는 의

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적 처치나 자원을 투

입하고 나타난 바람직한 학습자 변화의 의 발달 수준의 향

상정도라 할 수 있다.

Choi(9)의 연구에서 인지적 영역은 학업성취도와 자기조

절학습능력, 정의적 영역은 몰입, 학습지속의향, 학습동기, 

학습만족도로 설정하였는데 정의적 영역이 인지적 영역보

다 학습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은 한 가지 

활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일은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상태 혹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대상에 완전히 

푹 빠진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3). 인간의 몰입의 경험은 과

제를 수행 중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 상태로써, 인간 활동에서 도달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지며, 학습지속의향

이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전략을 세워 학습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14). Lee(15)는 학습지속의향을 현재 진행 중인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향후에

도 학습을 계속하려는 의지로 보았다. 즉, 스스로 정보를 

조작, 학습하며 발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 변화

를 학습효과라고 보았을 때, 정의적 측면의 몰입과 학습지

속의향은 학습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의적 영

역의 몰입, 학습지속의향을 측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2.3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

Seo(3)에 따르면 블랜디드러닝은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면대면 수업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업내용 

전달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함으로 미흡한 상호작용이 단점

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학습전략은 초기에는 정보처리과정의 인지전략에

서 출발하여 점차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정신적 조작이나 정보처리 과정 또는 단계(16)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을 의미했으며, 광의적 개념은 학습하

는 동안 사용하는 학습방법(17) 또는 능력으로 정보의 학습, 

기억 및 사고하는 방법 모두와 자원관리전략, 동기전략, 주

의집중전략, 시간관리전략 등 정의적 측면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학습전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효과와 성과를 

강화하는데 있다. 학습전략에 대한 개념을 학습자가 학습

하는 동안 사용하는 학습방법으로 정의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거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하는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기능, 능력, 방법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서 학

습자의 인지적 영역의 학습효과 보다 신임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학습자의 학습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성

취도가 높아 학습태도가 학습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19)의 결과를 반영하여 블랜디드러닝의 학습

전략으로서 학습태도를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2.4 변인간의 관계

먼저 온라인 환경에서 대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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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연구(9) 결

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상 간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몰

입, 학습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대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를 긍정적 영향 관계를 유추

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19)를 통해서는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 수

립 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전략으로서 학습태도가 학습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과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 관계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신임소방공무원의 상호작용이 학습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습전략인 학습태도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상호작용 변인은 학습자와 학습내

용,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로 구성하였으며, 종

속변수인 학습효과성의 변인은 몰입, 학습지속의향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또한, 매개변수인 

학습전략의 변인으로 학습태도를 구성하였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임용 전 중앙소방

학교와 충청소방학교의 신임 소방공무원 259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블랜디드러닝 교육 환경에 

있으며, 즉 온라인 주, 오프라인 보조 형태의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신임소방공무원에게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54문항의 수기 작성 설문지를 

276명에게 배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7명의 설문

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 259부(94%)를 회수하

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6월 13일~6월 26일

까지 진행되었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대상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Roblyer(20)와 An(21)

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Kang(7)의 척도를 사용하였

다. 학습자와 학습내용은 정보제공정도 4문항, 동시적 참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측정도구는 

교수적 교류 및 변화 8문항, 사회적 교류 및 변화 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와 학습자의 측정도구는 질의응

답 1문항, 인지적 상호작용 2문항, 즉시적 상호작용 3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

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

다)로 평정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학습자와 학습

내용’ .91, ‘교수자와 학습자’ .91, ‘학습자와 학습자’ .92로 

나타났다(Table 1). 

학습효과성의 변인으로 Lee(15), Suk(22)의 선행연구에 따

라 몰입을 선정하고, 또한, 신임소방공무원 교육대상자는 

대체로 관련분야의 지식과 학습경험이 없는 선수요건을 공

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Kim(23)의 학습지속의향

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 

(n = 259)

Independent variables Sortation Lower factor Cronbach’s α Category

Interaction Lower factor

Learner - Learning content .91 8

Professor - Learner .91 11

Learner - Learner .92 6

Table 1. Interaction Scale Reliability                                                                      

Figure 1. Analysis framework of research.



성인학습자기반의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신임소방교육을 중심으로

Fire Sci. Eng., Vol. 35, No. 2, 2021

119

선정된 변인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 간 상호작

용과 학습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oi(9)의 

이러닝 상호작용과 학습효과크기 메타분석을 참고하여, 몰

입은 Bae(24)의 평가 문항, 학습지속의향은 Shin(25), Jo(26)의 

평가 문항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몰입의 측정도구는 

‘인지적 몰입’ 2문항, ‘정의적 몰입’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학습지속의향 측정도구는 ‘수업참여의사’ 1문항, ‘지적

흥미’ 3문항, ‘학습전이’ 6문항, ‘과목선택 시 우선참여’ 2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

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학습전략은 정보 획득 저장, 활용

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16) 및 학습기법을 포함한 학습

방법 Kim(18)의 광의적 개념을 말하며, Park(27)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에 학습전략은 ‘태도 및 준비’ 2문항, ‘동기 및 

흥미’ 7문항, ‘학습효능감’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3.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 학습

전략의 매개효과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

며, 분석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검정하였

다. 블랜디드러닝 실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학

습효과성은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참

여대상별 상호작용, 학습전략, 학습효과성의 측정 변인간

의 상관관계가 잘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

석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적용하였으며, Baron과 Kenny(28)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성별은 

남자 240명(92.66%), 여자 19명(7.34%)이고, 연령은 20대 

164명(63.32%), 30대 95명(36.68%) 순이다. 블랜디드러닝을 

위한 온라인 수업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설문 시, 스마트폰 사용 및 수업 활용 도구로

의 활용을 질문하였다. 스마트폰을 수업도구로 활용한 사

례를 보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스마트폰 매체 퀴즈 수

업 경험 여부를 통해 77% 이상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 259)

Dependent variables Sortation Lower factor Cronbach’s α Category

Learning effectiveness Lower factor
Flow .91 7

Persistence .90 12

Table 2. Learning Effectiveness Scale Reliability                                                           

(n = 259)

Independent variables Sortation Lower factor Cronbach’s α Category

Learning strategies Lower factor Learning attitude .92 10

Table 3. Learning Strategies Scale Reliability                                                                   

Factors Respondent (N) Frequency (%)

Gender
Male 240 92.66

Female 19 7.34

Age
Twenties 164 63.32

Thirties 95 36.68

Smartphone media

use case to see or to liston

Experienced 56 21.62

No experience 203 78.38

Smartphone media quiz learning
Experienced 57 22.01

No experience 202 77.99

Response rate : 259 N / 276 N 94 (%)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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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여대상별 상호작용, 학습효과성, 학습전략의 

상관관계

참여대상별 상호작용, 학습효과성, 학습전략의 주요 변

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부분 변수들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상관계수는 –1이나 1에 

근접하면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낮

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학습효

과성의 하위요인인 몰입과 학습지속의향이 r = .844 (p < 

.01)로 가장 높았고, 몰입과 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인 학습태

도가 r = .843 (p < .01)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다. 

학습지속의향과 학습태도는 r = .800 (p < .01)로 나타났

다. 매개변인인 학습태도와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

은 r = .667 (p < .01), 학습태도와 독립변인 교수자와 학습

자는 r = .555 (p < .01), 학습태도와 독립변인 학습자와 학

습자는 r = .528 (p < .01)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상관관

계가 0.01수준(양쪽)임이 확인되었다(Table 5).

4.3 참여대상별 상호작용, 학습효과성, 학습전략의 

신뢰도분석

 Kaiser-Meyer-Oikin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설명력을 

말하며, KMO가 .90 이상이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선정

이 좋음을 의미한다(29).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은 .90의 범위를 보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는 .94

의 범위를 보였다. 학습자와 학습자는 .82로 나타났다. 학

습효과성의 하위요인인 몰입은 .88 학습지속의향은 .94의 

범위를 보였다. 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인 학습태도는 .92로 

나타났다. Bartlett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며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으로 사용

이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학습자와 학습내용, 교수자와 학

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몰입, 학습지속의향, 학습태도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4.4 대상 간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 관계에서 

블랜디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전략의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다

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Baron과 Kenny(28)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4.4.1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인 몰입 관계에서 블랜디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이 매개

변인인 블랜디드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β = .42, p < .05), 설명력은 40%이었다. 2단계 

분석에서 상호작용의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이 종

속변인인 몰입에 유의하였고,(β = .46, p < .05), 설명력은 

49%이었다. 3단계 분석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Variables

Learner - 

Learning 

content

Professor - 

Learner

Learner - 

Learner
Flow Persistence

Blended 

Learning 

Strategies

Learner - Learning content 1

Professor - Learner .507** 1

Learner - Learner .605** .718** 1

Flow .616** .636** .562** 1

Persistence .617** .666** .593** .844** 1

Blended learning strategies .667** .555** .528** .843** .800** 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n = 259)

Variables Category

 Kaiser - 

Meyer - 

Oikin

Bartlett Sphericity Assumption

χ2 df p-value

Independent variables

Learner - Learning content .90 1373.77 28 .000

Professor - Learner .94 2403.46 55 .000

Learner - Learner .82 1259.04 15 .000

Dependent variables
Flow .88 1027.35 21 .000

Persistence .94 2560.06 66 .000

Mediated variables Blended learning strategies .92 2403.04 45 .000

Table 6. KMO and Bartlett Sphericity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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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습자와 학습내용과 학습태도를 예측요인으로 하고, 

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

태도의 영향력은 설명력이 줄어들어(β = .18, p < .05) β 변

화되었으며, 76%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

와 학습내용의 관계에서 학습태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

났다(Table 7).

4.4.2 상호작용과 학습효과성인 학습지속의향 관계에서 

블랜디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은 매개

변인인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

고,(β = .42, p < .05), 설명력은 40%이었다. 2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인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하였고,(β = .52, p < .05), 설명력은 

55%이었다. 3단계 분석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학습자와 학습내용과 학습태도를 예측요인으로 하고, 

학습지속의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

과 학습태도의 영향력은 설명력이 줄어들어(β = .28, p < 

.05) β 변화되었으며, 76%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관계에서 학습태도는 부분 매개효과

가 나타났다(Table 8).

5. 결  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의 수업형태는 불가

피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할만한 학습전략 역

시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효과성에 대한 고

민으로 블랜디드러닝은 대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인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작용과 학

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랜디드러닝을 활용한 소방교육에서 학습자와 학

습내용간 상호작용은 학습효과성의 하위변인인 몰입에 (+)

정의 영향 (β = .46, p < .05, t = 5.95)설명력은 49%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Jang(30)유사한 연구에서 학습

자 상호작용은 학습몰입과의 관계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블랜디드러닝 대상 간 상호작용 중 

학습자와 학습내용은 학습효과성의 하위변인인 학습지속

의향에 (+)정의 영향(β = .52, p < .05, t = 7.05)설명력은 

49%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Sim(31)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은 학습지속의향과의 관계(β = .50, p 

< .51, t = .65)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설

문문항에는 교수자 및 내용, 동료학습자로 설문문항의 일

부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본다.

신임소방교육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 시,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교육내용(콘텐츠)을 블랜디드러닝 환경에

서 학습전략을 실시한 후 본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학습자

에게 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학습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설계 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

와 교재, 스마트 폰 및 앱 등의 툴과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

자와의 상호작용을 확보할 만한 다양한 교보재, 교수방법

이 필요하다. 또한, 블랜디드러닝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일

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쌍방향 수업과 피드

백은 궁극적인 학습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의 학습태도는 상호작용 중 

학습자와 학습내용, 학습효과성의 하위변인인 몰입, 학습

지속의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Baron과 Kenny(28)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확인

한바 독립변인인 학습자와 학습내용은 종속변인인 몰입(β 

(n = 259)

Analysis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ρ R² (adj) F

Step 1

Learner - Learning content Blended learning strategies .42 .000

.40 56.55Professor - Learner Blended learning strategies .14 .089

Learner - Learner Blended learning strategies .11 .132

Step 2

Learner - Learning content Flow .46 .000

.49 84.05Professor - Learner Flow .23 .003

Learner - Learner Flow .05 .474

Step 3

Learner - Learning content

blended learning strategies
Flow .18 .001

.76 202.78
Professor - Learner

blended learning strategies
Flow .13 .010

Learner - Learner

blended learning strategies
Flow -.02 .58

Table 7. Mediated Effects of Blended Learning Strategy in Relationships with Interaction and flow (Learning Effect)



서주완⋅김희동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5권 제2호, 2021년

122

= .46, p < .05, R² = .49 → β = .18, p < .05, R² = .76) 학습

지속의향(β = .52, p < .05 R² = .55 → β = .28, p < .05, R² 

= .73)의 관계에서 학습태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ong(32)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상호작용 중

심 교수법(교사와 학생)과 종속변인 학업성취와의 학습전

략을 매개효과로 한 sobel Z검정을 통해 나온 결과와 유사

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은 신임소방공

무원의 교수학습 설계전략으로 적절한 대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블랜디드러닝 학습전략은 상호작용 중 학습

자와 학습내용은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교수자와 학습

자, 학습자와 학습자는 학습효과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블랜디드러닝에서 학습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학습전략의 전제는 학습자 중심 및 학습내용에 

충실한 교수학습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블랜디드러닝 적용 시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학습계획, 학습방법, 교수학습설계의 도입 필요성

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블랜디드러닝의 

학습효과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설계

시 반영할 점들에 주목하였다. 소방교육 블랜디드러닝의 

학습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아래와 같은 연구 한계점이 있

다. 첫째, 블랜디드러닝 학습효과성의 검증은 신임소방공

무원 과정뿐만 아니라, 현직소방공원을 대상으로도 블랜디

드러닝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대상에 있어 2개의 대상 지역에 신임소방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는 표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표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의 블랜디드러닝 학습전

략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한, 기술과 환경 중심의 소방교육과정에 상호작용, 학습전

략, 학습효과성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설계와 전략을 시도

해보고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 훈련 중심의 학습효과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의 연계, 마이크로러닝 같

은 학습시간과 공간 구성 등의 다양한 학습전략 연구가 필

요하다. 이는 성인학습자 및 기술 중심수업의 학습동기유발, 

학습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현업적용

도를 높여 성인학습자 특히, 기술 중심의 교육내용이 대부

분인 소방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블랜디드러닝은 신임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자극과 흥미와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대한 인

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성인학습자의 

교육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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