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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 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인 영어회화는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블렌디드 학습으로 설계되었다. 이 블렌디
드 학습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연구결과로 성별, 전공, 군복무, 해외거주 경험, 면대면 출석, 퀴즈, 온라인 출석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온라인 학습방식(학습장소, 학습시간, 학습빈도)은 학업성취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강사 만족도, 학습내용 만족도, 시스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그 결과 단지 시스템 만족도만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블렌디드 학습, 학업성취도, 온라인 학습만족도, 대학 교양영어, 영어교육

Abstract  The English Conversation class as a required course in S university is designed as blended learning 
to reinforce English education.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is blended learning on its students’ achievement, 
the research about what variables are related with it was conducted. Data analysis indicates that gender, major, 
military service, overseas stay, face-to-face attendance, quiz, and online attendance have an effect on the student 
achievement. However, the students’ style of online learning--study place, study time, and study 
frequency--does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their achievement. Their satisfaction with the online study was 
questioned in the three areas such as instructor, contents, and system, among which only the 'system' area has 
an influence on their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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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교양 과목  어는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 만 

하더라도 어교육은 학생들의 기본소양과 공 공부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 읽기 주로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1990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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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화 시 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데 

을 두고 있다[1]. 즉 1990년  이후에는 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말하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

으로 어교육의 목표가 환된 것이다. 오늘날 학의 

경쟁력의 주요한 잣 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고, 취업 

시장에서 기본 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어능력이기 

때문에 부분의 학들은 어를 다른 교양필수 과목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많은 학 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

에 있다. 재 6학 을 배정하고 있는 학들이 가장 많

으며 일부 학의 경우 12학 까지 배정하는 경우도 있

다[2].  

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 

학들은 주로 원어민들에 의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런데 등

학교 3학년부터 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원어민 교사들

이 , 등 교육 장에 모두 투입되면서 학들은 더욱 

문 인 어교육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학들은 차로 학생들이 , 등 과정에서는 

으로 다루지 못하는 쓰기와 발표, 토론 등을 교양 어 과

정에 도입하 고, 이러한 과정을 해서 원어민 교수만

을 배치하기보다는 상 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한

국인 교수도 채용하는 학이 차 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에 따라서는 어의 네 가지 역인 읽기, 듣기, 말하

기, 쓰기가 모두 통합된 교양 어 과정을 운 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과정은 학 어, 생활 어, 어회화, 실용

어, Practical English Communication 등으로 학마다 

각기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3]. 

1.2 연구의 필요성

서울 소재 S 학 역시 이러한 시  흐름에 발맞추

어 2010년 교양 어 개편을 통해서 1학년 교양필수 과목

인 어회화 1에서는 말하기에 을 두고, 어회화 2

에서는 발표에 을 두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 두 과정 

모두에 쓰기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S 학은 곧이어 2011

년에 어회화 과정에 온라인 학습을 도입하 는데, 이

는 바로 권선희[2]가 지 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양 어 

로그램을 강화하기 한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해 학생들이 정규수업 주당 3시간 외에 온라인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e-캠퍼스에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어 학습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 다.

하지만 2011년에 온라인 학습이 개설된 이래 이 과정

에 한 학생들의 의견이 조사된 례가 없었다는 에

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만족도를 조사하고, 

어회화 블 디드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두되었다고 

단되었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 인 면 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

합한 학의 교양 어 블 디드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변인이 무엇인지 악해보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악된 련변인들은 향후 이 블 디드 학습의 수

업모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4 연구가설

이러한 목 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  기존 문헌

들을 통해 유사한 분야의 이론  경험을 조사하 으며, 

이 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시사 을 토 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그리고 연구 상인 

학습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 

변인에 한 향력 분석  변인 간 상 계 등의 분석

을 해 통계 패키지인 SAS 9.2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여기에서 수립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만족도와 온라인 학습방법

은 학업성취도에 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교양 어 블 디드 학습에서 학습자의 인구학  

변인과 학기  수행평가 결과는 학업성취도에 향을 

끼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블렌디드 학습

정보기술의 발달은 교육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

데, 그것은 바로 교수학습의 공간을 교실에서 웹이라는 

가상공간으로 옮겨놓은 온라인 학습의 발달이다. 온라인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고, 교육비용을 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학

습자가 자유롭게 같은 내용을 반복 으로 학습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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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로 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청각 자료

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이  때문에 일반 학들

도 이러한 학습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의 쉽지 않아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떨어트리고,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요구되는데도 불

구하고 많은 학습자들이 자발 이고 규칙 인 학습을 하

기 어렵다는 [4] 등이 한계로 지 되고 있다. 온라인 학

습의 이러한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 디드 학습이다.

블 디드 학습은 말 그 로 온라인 학습과 통 인 

교실수업인 면 면 학습을 혼합한 형태의 교수학습 도구

로서, 온라인 학습의 단 을 면 면 학습이 주는 상호작

용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온라인 학습의 장 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블 디드 학습에 해서 이미 아주 많은 연구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은 이 학습방법이 교육 장에

서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5]. 

등 교육에서부터 등, 고등교육 단계는 물론 평생교

육의 단계인 기업과 공무원 사회에서 연수를 한 목

으로도 블 디드 학습이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6][7][8][9]. 한 온라인 학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

이버 학 뿐만 아니라 일반 학에서도 활발하게 블 디

드 학습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10][11]. 블 디드 

학습의 교과목 역도 인문사회계열 교육뿐만 아니라 이

공계열, 체능계열, 의치과계열[12][13]까지 거의 모든 

교과 역을 망라하고 있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  

가능한 환경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의 학습자가 

있는 교육 장이라면 블 디드 학습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범 를 학의 블 디드 학습에 한정하여 

조사해본 결과 이 학습에 한 연구에 있어서 두드러지

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 첫째, 블

디드 학습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한 연구이며, 둘

째, 학습효과에 있어서 블 디드 학습을 면 면 학습  

온라인 학습과 비교하는 연구이며, 셋째, 블 디드 학습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학습만족도에 한 연구에서 계 [14]의 연구는 블

디드 학습에서 면 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선호도를 

비교하 을 때 면 면 학습의 선호도가 더 높았으나, 블

디드, 면 면, 온라인 학습의 선호도를 비교했을 때에

는 설문 응답자의 약 78% 가 블 디드 학습을 선호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차미양[15]의 경우 블 디드 

학습의 온라인 학습에 을 맞춰 분석한 결과 온라인 

학습의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을 

상으로 분석한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남 , 김희진

[16]에서는 사이버 학에서 실시한 블 디드 학습에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유형끼리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옥형[17]은 

면 면과 블 디드 학습을 비교하 는데 학습 만족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문섭[17]

은 면 면 학습, 온라인 학습, 블 디드 학습이라는 세 가

지 방식 모두를 비교하는 실험을 한 결과 학업성취도 면

에서는 블 디드 학습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  것으

로 나타났다. Dziuban, , Hartman, Juge, Moskal, & 

Sorg[5]는 면 면, 온라인, 블 디드의 학업성취도를 비

교한 결과 블 디드가 면 면 못지않게 성공 이었고, 

온라인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정, 김

보나, 이옥형[19]은 면 면과 블 디드를 비교 연구하

는데, 두 학습간의 학업성취도와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

작용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수업만족도에 

있어서는 블 디드 수업모형에 따라 만족도가 더 높거나 

낮은 상이 혼재하여 나타났다. 반면에 Vernadakis, 

Giannousi, Tsitskari, Antoniou, & Kioumourtzoglou [12]

는 면 면과 블 디드의 학습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학습

자들이 블 디드를 더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체로 블 디드 학습의 정 인 효과

를 입증하기 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은 

블 디드 학습의 수업모형을 찾기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숙경[20]의 수업모형은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더 강조한 모델이었으며, 김희진, 

이 구[21]는 온라인 학습내용을 면 면 수업에서 퀴즈

를 보는 방안과 온라인과 면 면 수업을 격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태, 김희진[22]은 온라인 학습을 

습형, 복습형, 격주형으로 설계하여 학습자들을 상으

로 실험을 한 결과 습형 모형이 복습형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온라인과 면 면 수업을 모두 매주 하는 것

보다 격주로 하는 것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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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업성취도

교육 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진단하는데 많이 이용되

는 것이 학업성취도이다. 교육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는 

자아개념, 가치, 태도, 신념, 성취동기, 도덕성 등의 정의

 성취와 학업성 , 비  사고력, 지식, 학 수  등 

인지  성취로 나 어서 논할 수 있다[23]. 더 나은 교육

 성과를 내는 것이 교수자들의 지속 인 심이기 때

문에 학업성취도에 한 연구는 교육 반에 걸쳐서 지

까지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블 디드 학

습에서 학업 성 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김정겸[24]은 학기말 성 과 평균 평 으로 이루어진 

학업성취도와 학습 략과의 계를 연구하 다. 학습

략 에서 학습태도, 불안, 학습보조물 이용 략은 학업

성취도와 계가 있었고, 반면에 학습동기, 시간 리, 정

보처리능력, 주안  찾기, 자기평가, 시험 치기 략은 학

업성취도와 계가 없었다. 이옥형[25]의 학업성취도는 

간고사와 기말고사 성 이며 학업성취도에 향을 끼

치는 변인으로는 유동  지능과 학습 략이었다. 학업성

취도와 유의미한 계는 보여주지 않는 변인들은 결정  

지능, 자기 효능감, 학문  자아개념, 가정의 지 변인, 

가정의 과정변인, 학습경험이었다.

Lim & Morris[26]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학기 시

험성 (actual learning), 자가 진단한 학습정도

(perceived learning), 자가 진단한 학습 용(perceived 

learning application)이며, 이에 한 변인을 크게 세 가

지로 분류하 다. 성별, 나이, 원격학습 경험, 강의방식에 

한 선호도, 평균 학습시간으로 구성된 학습자 변인과 

강사 수 , 학습 활동, 학습 지원, 학습 부담으로 구성된 

강사 변인, 그리고 학습 동기와 학습 참여도 변인이다. 주

목할 만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온라인학습을 좋아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다. Lopez-Perez, 

Perez-Lopez, &  Rodriguez-Ariza[27]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학기말 과목 패스 비율(0에서 10까지의 수에

서 5이상이면 패스)이다. 학업성취도와 련이 있는 변인

으로 면 면 수업 출석률, 사 지식, 성별, 나이와 면 면 

학습만족도, 온라인 학습만족도, 블 디드 학습만족도를 

연구하 다. 모든 만족도는 유용성, 동기부여, 만족감으

로 나 어 조사되었다. 이 에서 성별은 학업성취도와 

계가 없었으며,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간 으로 

계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Owston, York, & Murtha[28]의 연구에서 학업성취

도는 학습자들의 학기말 과목 성 과 학습자들의 평균학

이며 학업 성취도에 한 변인으로는 블 디드 학습에 

한 만족도, 편리함, 참여도와 블 디드 학습에서 자가 

진단한 학습정도 다. 모든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와 

한 계를 보여주었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으며, 편리함에 한 높은 정을 보여주

었다.  

  

2.3 시사점

블 디드 학습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면 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혼합비율이 다양하

고 수업모형도 다양하며 블 디드 학습의 교육  효과

에 해서도 모두 정 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면 면 학습에 온라인 학습이 보조 으로 추가된 경

우도 있고[29], 온라인 수업에 면 면 수업이 보조 으로 

추가된 경우도 있으며[30], 둘의 수업이 비슷한 비 으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업과 면 면 수업의 

역할에 따라 블 디드 학습이 구별될 수 있다[19].

한편 학업성취도 선행연구에서 김정겸[24]은 한 학기 

동안 2개의 문학 련 수업을 들은 109명의 학습자, 이옥

형[25]은 교육심리를 듣는 1학년 112명의 학습자, 그리고 

Lim & Morris[26]는  학년이 모두 포함된 60명의 학습

자들을 상으로 4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 다. 

Lopez-Perez, Perez-Lopez, &  Rodriguez-Ariza[27]는 

경 , 경제 련 네 과목의 학기말 성 을 4년 동안 취합

하 고, 설문조사는 마지막 해에 985명의 학습자를 상

으로 한 것이었다. 한 Owston, York, & Murtha[28]는 

인문학과 보건과 미술계열 11과목에서 577명의 학습자의 

설문과 그 학습자들의 한 학기 성 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도의 내용도 차이가 있으며 연구결과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를 들어 Lopez-Perez, Perez-Lopez, &  

Rodriguez-Ariza[27]는 온라인 학습에 한 만족도와 학

업성취도가 간 으로만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Lim & Morris[26]는 온라인 학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Wu, 

Tennyson, & Hsia[31]가 시사했듯이 다른 학습자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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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환경에서는 같은 연구주제에 해서도 어떤 연구 결

과가 나올지 쉽게 단하기 어렵다는 이다. 한 국내

의 블 디드 학습에서 학업성취도를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고, 특히 교양 어의 경우에는 더욱 드물다. 따라서 블

디드 학습은 강의과목에 따라서 개별 인 연구를 할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상황, 즉 국내에서 원어

민이 가르치는 교양 어를 한 온라인 학습에 한 설

계  개선을 하고자 할 때 본 연구결과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수업모형과 연구방법 

3.1 수업 모형

3.1.1 면대면 수업    

S 학교에서는 어회화 과목으로 1학기에는 어회

화1이, 그리고 2학기에는 어회화2가 개설되어 있다. 면

면 수업은 주당 2회로 각 회당 75분 수업으로 진행된

다. 담당교수는 모두 원어민 임교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학생 수는 한 반에 20명 이하이다. 

  

3.1.2 온라인 수업  

어회화 과목의 온라인 학습은 면 면 수업에 한 

보조학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내용은 어쓰기에 

한 것으로서 학습내용은 어회화 담당교수가 개발하

다. 학습은 총 16회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학기

에 각각 8회씩 나 어서 학습하게 되어있다. 1회 강의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의 분량이며, 아바타와 원

어민이 번갈아서 쓰기에 해 강의하고 학습자가 수강한 

것을 실습하기 한 약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

인 학습을 수강했는지 여부는 LMS를 통해 기록이 되지

만 참여도를 학기 성 에 직 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면 면 수업에서 온라인 학습내용에 해서 한 학기 동

안 4회의 퀴즈를 보며 그 평균 성 이 학기 성 에 포함

된다.

  

3.1.3 블렌디드 수업 

기존의 어회화 면 면 수업에 온라인 수업을 목

시킨 목 은 면 면 수업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기 

한 것이다. 즉 학 입학 때까지 상 으로 부족한 

어쓰기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1학기의 말하

기와 2학기의 발표라는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해서는 

수업시간에 쓰기를 따로 가르칠 시간이 으로 부족

하다. 따라서 본격 으로 어쓰기를 배우게 되는 2학년

( 어읽기와 쓰기를 한 학기동안 교양필수로 수강한다)

에 진 할 때까지 온라인상에서 어쓰기에 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 목 이다. 그 외에 1 주일에 2회 면

면 수업에 참여하고 1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 학습자

들이 어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만큼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 역시 어로 강의가 이루어져 있

어서 어듣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잘 수

강하면 면 면 수업에서 원어민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기간과 대상

연구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2월이다. 이 기간 동안 

어회화 2를 수강하는 체 1학년 에서 세 사람의 원

어민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11개 반 학습자 205명이 연구

상이다. 

  

3.2.2 조사방법

2012년 12월 종강하기 에 상 학습자들로부터 설

문조사를 실시하 고, 종강 후에 담당 교수들로부터 학

기말 성 과 수행평가 결과를 받았으며, 교육개발센터로

부터 상 학습자들의 온라인 출석 수를 받았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독립변인이며, 온라인 학습

만족도, 인구학  변인, 수행평가, 온라인 학습방법이 종

속변인이다. 

 

3.3.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학기말 성 이다. 기말 성

의 가 치는 출석 10%, 수업참여도 30%, 퀴즈 10%, 

간 로젝트(구두 발표) 20%, 기말 로젝트(구두 발표) 

25%, 쓰기시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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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Mean of the Grade

t-value Degree of Freedom Pr >∣t∣
Level of 

SignificanceFemale Male

t-test 85.59 88.37 -2.54 179 0.0124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1> T-test results of student achievement according to sex

Methodology

Mean of the Grade

t-value
Degree of 

Freedom

Pr 

>∣t∣

Level of 

Significance
Humanities &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 Engineering 

t-test 87.91 84.91 -2.48 158 0.0141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2> T-test results of student achievement according to major

3.3.2 온라인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강사만족도, 학습내

용만족도, 시스템만족도로 정의하 으며, 이들과 학기말 

성 과의 계를 구하 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for satisfaction in online 
learning and final grade

3.3.3 인구학적 변인, 수행평가, 온라인 학습방법 

학기말 성 의 다른 련 변인인 인구학  변인은 성

별, 군복무 여부, 해외거주 경험, 공이며, 수행평가 변

인은 출석 수, 퀴즈 수, 온라인출석 수이다. 온라인 

학습방법 변인은 온라인 학습장소, 온라인 학습빈도, 온

라인 학습시간이다[Fig. 2]. 

[Fig. 2] Research model for final grade and 
other variables 

4. 연구 결과

4.1 인구학적 변인과 학업성취도 분석

4.1.1 성별에 따른 영향분석

인구학  변인  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두 집단 간의 평균치 차의 검정

인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유의수  0.05 하에서 

두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 통계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4.1.2 전공에 따른 영향분석

인구학  변인  학습자의 공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 계열의 두 

집단으로 나 고, 두 집단 간의 평균치 차의 검정인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유의수  0.05 하에서 두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

각되어 인문사회 계열이 이공 계열보다 학업성취도가 

100 을 기 으로 3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에 한 통계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4.1.3 군복무에 따른 영향분석

인구학  변인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군필, 면제, 미필로 나 어, 

집단 간 평균치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기 하여 

ANOVA(분산분석)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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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Mean of the Grade

F-value
Degree of

Freedom
Pr > F

Level of 

Significance
Service 

Completed

Service

Exempted

Service

Uncompleted

ANOVA 92.63 84.79 86.36 4.95 2,118 0.0089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3> ANOVA results of student achievement according to military service

Methodology

Mean of the Grade

F-value
Degree of

Freedom
Pr > F

Level of 

SignificanceNone

English

speaking 

Countries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ANOVA 86.36 88.05 72.85 3.26 2,183 0.0412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4> ANOVA results of student achievement according to overseas stay

Variables
Regression

Model
H₀ F-value

t-value

Degree of

Freedom

Pr > F

Pr >∣t∣

Level of 

Significance

pr
Y = 68.31 + 

2.25 pr

a=b=0 253.28 1,184 0.0001 ***

a=0 56.37 1 0.0001 ***

b=0 15.91 1 0.0001 ***

opr
Y = 81.72 + 

0.84 opr

a=b=0 15.45 1,184 0.0001 ***

a=0 59.91 1 0.0001 ***

b=0 3.93 1 0.0001 ***

qu
Y = 58.43 + 

3.74 qu

a=b=0 67.69 1,184 0.0001 ***

a=0 16.89 1 0.0001 ***

b=0 8.23 1 0.0001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and student 
achievement

0.01 하에서 세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

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군필이 미필보다 100 을 기

으로 6.3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필과 군 면제 

순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 분산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1.4 해외거주 경험에 따른 영향분석

인구학  변인  해외거주의 경험의 유무에 따른 학

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경험 없음, 어권 국가 

경험, 비 어권 국가 경험으로 나 어 집단 간 평균치 차

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기 하여 ANOVA(분산분석)

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유의수  0.05 하에서 세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

어 어권 국가의 경험이 가장 높고, 비 어권보다는 무

경험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

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부분은 

언어학습을 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근무지를 따라 간 

경우가 많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분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2 수행평가 결과와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분석

일반 으로 수행평가 결과는 총 평가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수행평가를 면 면 출석, 온

라인 출석  퀴즈시험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학업성취

도에 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 다. 이를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선형회귀모형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선형회귀모형 : Y = a + bX (X : pr(면 면출석), 

opr(온라인출석), qu(퀴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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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gression

Model
H₀ F-value

t-value

Degree of

Freedom

Pr > F

Pr >∣t∣

Level of 

Significance

CT Insignificant

a=b=0 0.05 1,184 0.8226 Insignificant

a=0 30.50 1 0.0001 Insignificant

b=0 0.22 1 0.8226 Insignificant

CC Insignificant

a=b=0 0.24 1,184 0.6261 Insignificant

a=0 27.34 1 0.0001 Insignificant

b=0 -0.49 1 0.6261 Insignificant

CS
Y = 90.63 - 

1.3 CS

a=b=0 4.32 1,184 0.0390 **

a=0 44.64 1 0.0001 ***

b=0 -2.08 1 0.0390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in online learning and student 
achievement

Variables
Regression

Model
H₀ F-값

t-값

Degree of

Freedom

Pr > F

Pr >∣t∣

Level of 

Significance

i06 Insignificant

a=b=0 0.01 1,184 0.9253 Insignificant

a=0 75.55 1 0.0001 Insignificant

b=0 -0.09 1 0.9253 Insignificant

i07 Insignificant

a=b=0 1.99 1,184 0.0596 Insignificant

a=0 48.97 1 0.0001 Insignificant

b=0 1.41 1 0.1596 Insignificant

i08 Insignificant

a=b=0 0.01 1,184 0.9371 Insignificant

a=0 47.16 1 0.0001 Insignificant

b=0 0.08 1 0.9371 Insignificant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yle of online learning and student 
achievement

- 귀무가설 H₀ : a=b=0, a=0  b=0 
회귀분석의 결과, 세 가지 수행평가 모두가 유의수  

0.01 하에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한 회귀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4.3 온라인 학습방법과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분석

온라인과 면 면 학습을 병행하는 블 디드 학습 

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학습방

법 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 다. 학습방법은 온라인 학습장소, 온라인 학습빈

도  온라인 학습시간의 변인을 선정하 다. 이를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선형회귀모형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선형회귀모형 : Y = a + bX (X : i06(학습장소), i07

(학습빈도), i08(학습시간))

- 귀무가설 H₀ : a=b=0, a=0  b=0 
회귀분석의 결과, 세 가지 온라인 학습방법은 학업성

취도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한 회귀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4.4 온라인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영

향 분석

온라인 학습만족도 에서 강사만족도는 한 가지 문

항으로 강사에 한 만족도 문항을, 학습내용만족도는 

학습분량(i10), 학습수 (i11)  학습유용성(i15) 문항으

로, 그리고 시스템만족도는 사용편의성(i13), 상호작용

(i14) 문항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이 세 유형의 온라인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

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선형회귀모형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선형회귀모형 : Y = a + bX (X : CT(강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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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gression 

Model
H₀ F-value

t-value

Degree of 

Freedom

Pr > F

Pr >∣t∣

Level of

Significance

i13
Y = 88.97 - 

0.77 i13

a=b=0 1.39 1,184 0.6261 Insignificance

a=0 42.37 1 0.0001 -

b=0 -1.18 1 0.2400 Insignificance

i14
Y = 88.40 - 

0.68 i14

a=b=0 3.49 1,184 0.0633 *

a=0 44.64 1 0.0001 ***

b=0 -2.08 1 0.0633 *

* Level of Significance 0.1, ** Level of Significance 0.05, ***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in online system and student 
achievement

CC(내용 만족도), CS(시스템 만족도))

- 귀무가설 H₀ : a=b=0, a=0  b=0
한 세 가지 학습만족도 역은 다음과 같은 변인의 

조합으로 정의하 다.

- 강사만족도 CT = i09

- 학습내용 만족도 CC = i10 + i11 + i15

- 시스템만족도 CS = i13 + i14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강사 만족도와 학습내용만

족도는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스템 만족도는 유의수  0.05 하에서 학업성취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한 시스템만족도가 학업

성취도에 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변인인 사용편의성(i13)

과 상호작용(i14)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향을 미

치는 가를 분석하기 해 각각의 변인과 학업성취도 간

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8>. 이 경우  선형회귀

모형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선형회귀모형 : Y = a + bX (X : i13(사용편의성), 

i14(상호작용))

- 귀무가설 H₀ : a=b=0, a=0  b=0
그 결과 사용자편의성이나 상호작용이 개별 으로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보다는 두 변인의 합인 시스템만

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S 학교의 교양 어 블 디드 학습에서 학업성취도

에 향을 주는 변인을 연구한 결과 온라인 학습방법인 

온라인 학습장소와 학습빈도와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

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온라인 학습만족도인 강사 만

족도, 학습내용 만족도, 시스템 만족도에 있어서도 시스

템 만족도  단지 상호작용만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므로 연구가설 1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인

구학  변인인 성별, 공, 군복무, 해외거주 경험과 수행

평가 변인인 출석, 퀴즈, 온라인 출석은 모두 학업성취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2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방법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지 않은 

원인은 학습자들이 모두 온라인의 학습내용을 그 로 담

은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시스

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온라인학습 여부가 학기 성

에 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학습내용에 한 퀴

즈를 보기 해서 이 교재만을 학습해도 되기 때문에 많

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는 간에 수강여부

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이 재생만 시켜놓아도 출석이 

되는 상태이다. 본래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높일 목 으

로 출간한 온라인 교재가 학습자들의 실제 온라인 수강

을 해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학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지 않

은 것은 온라인 학습참여도가 학기 성 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 온라인 학습에서는 쓰기를 배우고 면 면 학

습에서는 발표에 해서 배움으로써 온라인과 면 면의 

학습내용의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32], 온라인 학습이 

단지 보조학습으로서 체 학습에서 차지하는 비 이 

다는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행평가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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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이할 것은 없으나 여기에 포함된 온라인 출석은 주

목할 만하다. 온라인출석이 학기 성 에 포함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출석 수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면 면 출석과 마찬가지로 학업에 성실한 

학습자들이 온라인 강의에도 성실하게 출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에 출석을 잘 하는 

것이 온라인 강의를 충실히 듣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

지는 않는 것 같다.     

학습자의 인구학  변인  나이나 학년이 학업성취

도에 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27][28] 본 연구에서는 1학년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

에 학년에 한 변인은 분석하지 못하 다. 군복무는 1학

년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군복무를 마친 학습자

와 군면제를 받은 학습자가 군복무 인 학습자에 비해 

그 숫자가 상 으로 다. 마찬가지로 해외거주 경험

을 한 학습자들이 그 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 그 숫자

가 상 으로 다. 한 본 연구결과는 성별이 학업성

취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27][28]과는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 상이 1학년 체가 아니라 약 

200여명에 국한돼 있으므로 실험 상의 규모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방법과 온라인 학습만족도가 학업성취도

와 계가 있었다면 인구학  변인과 그 유의수 을 서

로 비교함으로써 블 디드 학습의 교육  효과에 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인구

학  변인에 한 연구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온라인 학

습과 련된 변인들은 채택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교양

어 블 디드 학습의 실용성을 제시하기 해서, 향후 

학 교양 어에 있어서 블 디드 학습의 사례에 한 

연구와 효과 인 블 디드 학습의 수업모형에 한 연구

가 많이 나오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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