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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자는 TOEIC 블렌디드 학습을 운영하면서 면대면 학습과 학습효과를 비교할 필요성을 느꼈다.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경우에는 블렌디드 학습을 중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한 학기 동안의 성
적 향상도, 학습자들의 자가진단 점수, 온라인 과제 참여도와 문제풀이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두 학습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하기 위해 t-test, 피어슨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블렌
디드 학습이 면대면 학습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블렌디드 학습의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수업
과 수업 게시판을 통해 교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반면, 매주 온라인 수업의 출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받았으며, 학습
자들의 온라인 수업의 참여가 온라인 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친 탓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향후 TOEIC 블렌디드 학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블렌디드 학습, 면대면 학습, TOEIC, 디지털 융복합, 온라인 과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erform a comparison of face-to-face and blended learning of 
TOEIC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learning effectiveness. The research compared the improvement 
rate of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ir self-evaluation results, and their participation rate and results 
of the online assignment by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blended learning is pedagogically more effective than the face-to-face although the 
difference is not large. It was analyzed that the results were largely thanks to the following facts: In the 
blended learning, the students could interact with their instructors face-to-face in the off-line class, they got the 
weekly text message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online class, and their routine online class 
attendance could cause their more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online assignment.

Key Words : blended learning, face-to-face learning, TOEIC, digital convergence, online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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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에 이러닝이 도입된 것은 1990년  후반부터이며 

1997년 교육부가 ‘가상 학 로그램 시범학교’를 선정한 

것을 기 으로 이러닝에 한 학의 심이 활성화되었

다[1].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 이러닝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비용 감 효과, 학생들의 편의 제공 등의 

효과[2]를 기 하며  확산된 반면, 이러닝의 단 에 

한 지  한 나오기 시작하 다. 이러닝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교수자들의 기 [3]와

는 달리 학생들은 시간을 약하고[2], 수업 부담이 을 

것이라고 생각하여[3] 이러닝 과목을 수강하 고, 교수와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이러닝 수강 도 에 다른 사이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러닝의 단 으로 지 하 다[2]. 

이러한 이러닝의 단 을 보완하면서 이러닝의 장 을 

살리려는 의도로 발 된 학습 형태가 블 디드 학습이다. 

블 디드 학습은 통 인 면 면 학습과 이러닝이 혼합

된 수업이다. 그런데 블 디드 학습의 혼합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크게 면 면 학습과 이러닝이 균등

하게 배분된 혼합방식과 어느 한 쪽이 강조된 보조방식

으로 나  수 있다[4]. 블 디드 학습의 온라인 콘텐츠의 

유형은 텍스트 심형, 동 상 심형, 애니메이션형, 멀

티미디어형으로 나  수 있다[5]. 한 블 디드 학습에 

활용되는 도구들은 워포인트, 비디오, 컴퓨터 소 트웨

어, 온라인 강의, 온라인 문제풀이, 화, SMS, 이메일, 

온라인 채  등[6]이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기도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7, 8]으로 발

하 다.

이러한 블 디드 학습의 다양한 방식과 교육  도구

의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은 교육  효과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는 반면, 교육의 한 방식으로서 블 디드 학습의 

발 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블 디드 학습이 복잡하고 어

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많은 교수자들이 블 디드 학

습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으며 기술의 

참신함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실한 수업 모형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 디드 학습의 정착을 해

서는 블 디드 학습의 구체 인 교육 효과, 우수 사례, 개

발 모델 등[9]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 에서 블 디드 학습의 교육 효과를 연

구하고자 한다. 이를 한 본 논문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EIC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성  향

상도는 차이가 있다.

둘째, TOEIC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학기말 

학습자 자가진단 수는 차이가 있다.

셋째, 온라인 과제의 참여도와 과제의 문제풀이 평균

수가 사후테스트에 미치는 향이 두 학습 간

에 차이가 있다.

2. 선행연구

2.1 면대면 학습과 블렌디드 학습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

학습 방식 간의 교육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근

방식이 여러 가지 다. 그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

습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Utts, 

Sommer, Acredolo, Maher, & Matthews[10]는 기  통

계학 과목에서 두 학습 방식 간의 학업성취도는 같다는 

것을 보고하 으며, 이옥형[11]은 교육심리 과목에서 두 

학습 간의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문섭[12]은 어 교재론 과목에서 이러닝

과 블 디드 학습, 면 면 학습 에 블 디드 학습의 학

업성취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으며, Larson & 

Sung[13]은 경 정보시스템 과목에서 세 가지 학습 간의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결과 으로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교육  

효과는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연구

들은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논문들의 연구 상 교과목이 각기 달랐을 

뿐만 아니라 블 디드 학습의 방식 한 서로 달랐다. 

Utts, Sommer, Acredolo, Maher, & Matthews [10]의 블

디드 학습은 일주일에 한번 80분씩 오 라인으로 만나

고 2시간은 온라인 학습이었으며, 이옥형[11]의 경우는 

학기 단 로 면 면 6회, 온라인 7회 수업으로 구성되었

다. 한문섭[12]의 수업방식은 한 학기의 반부는 온라인

으로 후반부는 오 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Larson & Sung[13]의 경우는 3번 시험시간을 포함한 11

번의 수업이 오 라인이었으며 5번의 온라인 수업은 토

론을 한 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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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비교를 한 자료 한 Utts, Sommer, 

Acredolo, Maher, & Matthews[10]는 사후테스트 수와 

기말시험의 객 식 부분의 수를, 이옥형[11]은 간시

험과 기말시험 성 을, 한문섭[12]은 일회의 시험으로, 

Larson & Sung[13]은 세 번의 시험성 과 학기 성 을 

이용하 다. 

학업성취도 비교를 해서는 집단 간의 동질성이 

제 조건이 되어야하는데 두 논문만이 이러한 제 조건

을 제시하 다. Utts, Sommer, Acredolo, Maher, & 

Matthews[10]의 경우에는 사 테스트 성 과 참가자들

의 GPA를 비교함으로써 두 실험집단의 학업능력이 차이

가 없음을 악하 다. 한문섭[12]의 경우는 TOEIC 모의

고사라는 간 인 사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었다. 

  

2.2 블렌디드 학습에 대한 학습자만족도 연구

블 디드 학습에 한 학습자만족도 연구 한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계 [14]은 블 디드 학습

만을 상으로 연구하여 교육학 과목의 수강생들은 블

디드 학습에 반 으로 만족하 음을 보고하 다. 학생

들이 지 한 블 디드 학습의 장 은 자기 스스로 학습

을 할 수 있고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

이었다.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학습자만족도를 비교

한 경우로서 Chen & Jones[15]는 회계학 과목을 상으

로 하 다.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 모두에서 학습

자 만족도가 좋았으며 두 학습방식 간에 만족도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우종정, 김보나, 이옥형[4]의 경우 교육심리 과목에서

는 면 면 학습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컴퓨터구조 

과목에서는 블 디드 학습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

구자들은 이러한 차이 은 블 디드 학습의 방식에서 기

인한다고 분석하 다. 교육심리는 학기 단 로 면 면 6

주 온라인 7주로 구성된 학습이었고 컴퓨터구조 과목은 

일주일 3시간 수업  2시간은 면 면 1시간은 온라인으

로 수업하는 학습이었다.

Larson & Sung[13]은 면 면 학습과 이러닝과 블

디드 학습 모두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면 면 학습보다 

이러닝과 블 디드 학습의 학습자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구자는 강의실과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 토의를 할 때

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이라고 추측하 다. Adam & Nel[16]은 세 가

지 각기 다른 경 학 과목을 각각 면 면 학습, 이러닝, 

블 디드 학습으로 강의를 한 후 학습자만족도가 면 면 

학습, 블 디드 학습, 이러닝 순서임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학습자만족도를 비교하 을 때 두 방식이 비슷한 경우, 

블 디드 학습이 더 높은 경우, 면 면 학습이 더 높은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방법 한 서로 다르다. 학습자만족도를 측

정하기 해 Larson & Sung[13]과 Adam & Nel[16]의 

경우에 학교의 강의만족도평가를 이용하 고 나머지 연

구는 모두 학생들에게 직  설문을 하 다. 다른 연구들

이 한 학기를 단 로 이루어졌던 반면 Chen & Jones[15]

은 2학기 동안에, Adam & Nel[16]은 6년 동안 자료를 수

집하 다. 

2.3 시사점

블 디드 학습에 한 선행 연구를 보면 다양한 교과

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TOEIC 교과목에 한 선생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블 디드 학습의 운 방식이 

달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자의 TOEIC 과목에 

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 다. 

본 연구자가 운 하는 TOEIC 과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OEIC은 시험을 한 과목으로서 문제풀이를 많

이 하고, 듣기와 읽기라는 두 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역 간에 학습자의 학습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본 과목의 경우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을 교수자

의 강의를 기 으로 구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으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TOEIC 교과목에 있어서 

블 디드 학습의 가능성을 검하는 별도의 연구에 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3. 수업모형과 연구방법 

3.1 수업 모형

3.1.1 면대면 학습   

TOEIC Listening & Reading 과목은 주 2회 3시간 수

업이다. 면 면 학습의 경우는 2회 모두 강의실에서 수업

을 하 는데 듣기와 읽기를 교 로 수업하 다. 단, 과제



TOEIC의 디지털 융복합 블렌디드 학습과 면대면 학습의 비교 연구

5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Oct; 13(10): 517-525

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과제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3.1.2 블렌디드 학습

블 디드 학습의 경우 듣기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

고 읽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 다. 따라서 학습자들

은 일주일에 1회는 강의실에서 학습을 하고 1회는 온라

인에서 학습을 하 다. 온라인 수업은 총 12 번으로서 

워포인트와 동 상으로 이루어진 e-stream 작도구를 

사용하여 교수자가 직  강의를 하 다. 따라서 한 학기

에 12 번외에 간, 기말시험과 퀴즈  학습내용을 총정

리 하는 수업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과제는 면 면 

학습과 동일하게 주어졌다. 온라인 강의의 각 학습 기간

은 일주일로 설정하고 매 강의가 완료하기 3일 에 학습

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문자로 학습을 독려하 다. 

문자를 보내는 작업은 이 과목에 배정된 튜터가 시행하

다.

3.1.3 온라인 과제

온라인 과제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

도록 만들어졌다. 과제는 모두 12강이며 듣기 15문제, 읽

기 23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강의는 3주씩 오 되어 

학생들은 기간 내에 풀지 않으면 참여 수를 받을 수 없

었다. 학기말 평가에서 과제는 참여횟수로 수를 받게 

되며 문제풀이 결과는 평가와는 무 하 다. 그러나 온

라인 과제의 내용을 간과 기말시험 범 에 포함시킴으

로써 온라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

다. 

3.1.4 온라인 수업 게시판

기존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클럽을 만들어 수업 

게시 으로 활용하 다. 수업 게시 을 통해 온·오 라

인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이곳에 퀴즈와 간·기말 시험 등을 한 공지사항을 

올렸고, 오 라인 과제와 수업 시간에 이용한 자료  

TOEIC을 한 추가 자료들을 게시하 다. 한 학습자

들은 자유롭게 교수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남길 수 있었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기간과 대상

연구는 2014년 1학기에 실시되었다. 연구 상 TOEIC 

Listening & Reading를 수강한 163명의 학생들이었다. 

이  80명은 면 면 학습 수강생이고, 83명은 블 디드 

학습 수강생이었다. 이 과목은 교양선택 과목이므로 학

생들은  학년이 다 포함되어 있고 공은 다양하 다.

  

3.2.2 조사방법

학기가 시작했을 때 100문항으로 축소된 TOEIC 모의

고사를 실시하여 사 테스트 성  자료를 구축하 고 학

기 말에 사 테스트와 같은 형식의 기말시험을 실시하여 

사후테스트 성  자료를 구하 다. 한 학기 말에 학습

자 스스로가 진단하는 향상도(학습자 자가진단 수)를 

측정하기 하여 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 다. 

온라인 과제는 학기말에 참여도와 문제풀이 결과를 취합

하 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면 면과 블 디드 학습 간의 학습 효

과를 비교하기 하여 성  향상도, 학습자 자가진단 

수, 온라인 과제 참여도, 온라인 과제 문제풀이 평균성

을 활용하 다.

 

3.3.1 향상도

사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모두 990  만 이며 듣기

와 읽기는 각각 450 이 만 이다. 성  향상도는 사후테

스트 수에서 사 테스트 수를 뺀 수, 즉 사  테스

트 이후 학생들이 향상한 성 이다.

 

3.3.2 학습자 자가진단 점수

학습자 자가진단 수를 알아보기 한 설문 문항은 

<Table 1>과 같으며 문항의 형식은 5단계 Likert 척도이

었다[17]. 

3.3.3 온라인 과제 참여도와 과제 평균점수

과제 참여도는 과제가 모두 12회이기 때문에 12 이 

만 이다. 과제 평균 수는 과제의 문제풀이 수의 평

균을 의미한다. 문제풀이 수는 맞은 개수로 계산하

기 때문에 듣기는 15 이 만 이고, 읽기는 23 이 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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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ave you  learned the types of TOEIC questions well 

enough?

Strategy
Have you learned the strategies of taking TOEIC well 

enough?

Listening Has your listening skills for TOEIC been improved?

Grammar
Has your grammar knowledge for TOEIC been 

increased?

Vocabulary Has your vocabulary for TOEIC been increased?

Reading Has your reading skills for TOEIC been improved?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4. 연구결과  

성  향상도는 듣기와 읽기를 분리하여 비교하 다. 

듣기와 읽기의 학습콘텐츠가 다르고 듣기는 모두 오 라

인으로 학습을 하 고 읽기는 각각 온라인과 면 면으로 

학습을 하 기 때문이다. 두 학습간의 비교를 해 성  

향상도 평균치 차의 검정인 t-test를 실시하 다.

듣기 향상도 비교를 한 귀무가설은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듣기 성  향상도에는 차이가 없다이다. 

그런데 t-test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서 이 가설은 기각할 

수 없으므로 블 디드 학습과 면 면 학습의 듣기 향상

도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earning Mean Standard Error t value Pr> |t|

Face-to-face 12.38 5.59
0.4 0.69

Blended 9.25 5.58

(Participant: 80)

<Table 2> t-test(listening improvement)

읽기 향상도 비교를 한 귀무가설은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읽기 향상도에는 차이가 없다이다. 그

런데 t-test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서 이 가설은 기각할 

수 없으므로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읽기 성  

향상도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한 통계분

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earning Mean Standard Error t value Pr>|t|

Face-to-face 66 6.63
1.09 0.28

Blended 56.25 6.05

(Participant: 80)

<Table 3> t-test(reading improvement)

학습자들의 자가진단 수의 비교에 있어서 귀무가설

은 자가진단 수에 차이가 없다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

기 해서 각 설문문항의 평균치 차의 검정인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략 학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신뢰도가 낮아서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략 학습의 경우 유의수  0.01 하에서 블

디드 학습의 자가진단 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나머

지 경우에는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에서 학습자들

의 자가진단 수에는 차이가 없다. 이에 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urvey Learning Mean
Standard 

Error
t value

Pr>

|t|

Type
Face-to-face 3.99 0.08

-2.72 .007
Blended 4.29 0.07

Strategy
Face-to-face 3.83 0.08

-1.42 .159
Blended 4.01 0.09

Listening
Face-to-face 3.65 0.1

-0.81 .419
Blended 3.76 0.08

Grammar
Face-to-face 3.71 0.1

1.19 .235
Blended 3.54 0.1

Vocabulary
Face-to-face 3.43 0.1

-1.09 .278
Blended 3.59 0.1

Reading
Face-to-face 3.68 0.09

0.22 .826
Blended 3.65 0.08

(Participant: Face-to-face: 72, Blended: 78)

<Table 4> Survey results(students' self-evaluation)

성  향상도와 자가진단 수 간의 상 계를 알아

보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이 경우는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을 분리하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면 면 학습의 경우 단지 읽기 향상도와 자가진단 

략 수가 유의수  10%에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한 피어슨 상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Improv.

Survey
Listening  improvement Reading  improvement

Type -0.101 (0.4) -0.202 (0.09)
*

Strategy -0.071 (0.55) -0.178 (0.14)

Listening 0.033 (0.78) -0.027 (0.82)

Grammar -0.047 (0.69) -0.093 (0.43)

Vocabulary -0.126 (0.29) -0.185 (0.11)

Reading -0.035 (0.76) 0.009 (0.94)

Note: (  ) is p-value, and 
*
, 

**
, and 

***
 are  significance levels at 

respectively 10%, 5%, and 1%.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ace-to-fa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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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디드 학습의 경우 면 면 학습 보다 성  향상도

와 자가진단 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성  향상도는 유의수  5%에서 자가진단 독해 수와 

련이 있고 유의수  10%에서 자가진단 략 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성  향상도는 유의

수  1%에서 자가진단 독해 수와, 유의수  5%에서 

자가진단 략 수, 자가진단 듣기 수  자가진단 어

휘 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피어

슨 상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Improv.

Survey

Listening  

improvement
Reading  improvement

Type -0.093 (0.42) -0.16 (0.17)
Strategy -0.217 (0.06)* -0.267 (0.02)**

Listening -0.114 (0.33) -0.245 (0.03)**

Grammar -0.099 (0.4) -0.011 (0.92)
Vocabulary -0.135 (0.29) -0.258 (0.03)**

Reading -0.255 (0.03)** -0.29 (0.01)*** 
Note: (  ) is p-value, and *, **, and *** are  significance levels at 

respectively 10%, 5%, and 1%.

<Table 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lended learning)

과제 참여도와 과제 평균 수가 사후테스트 성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경우에도 역시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 별로 분석하 다. 회귀분석을 한 선형회귀모형과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선형회귀모형 : Y= a + bX + cZ, 귀무가설 : a=b=c=0, 

a≠0, b≠0, c≠0

통계분석 결과, 면 면 학습의 듣기 사후테스트 성

의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면 면 학

습의 듣기 사후테스트 성 은 과제 참여도와 과제의 듣

기 평균 수로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선형회귀방정

식은 LC_Post=378.1+13.44M_LC-8.59PR로 나타낼 수 있

으며, 회귀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378.1 23.34 16.2 <.0001
Mean of LC  

assignment
13.44 3.19 4.22 <.0001

Participation  of 

assignment
-8.59 3.78 -2.27 0.0259

Analysis  of variance
F value Pr  > F
10.74　 <.0001　

(Participant: 80)  

<Table 7> Regression(Listening post-test of
            face-to-face learning)

면 면 학습의 읽기 사후테스트 성 의 경우 과제의 

읽기 평균 수는 회귀모형에 향을 미치지만, 과제 참

여도가 회귀모형에 미치는 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우 선형회귀방정식을 만들기에 부 합하다. 

회귀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308.11 22.28 13.83 <.0001

Mean of RC  

assignment
5.6 1.71 3.27 0.0016

Participation  of 

assignment
-0.76 3.32 -0.23 0.8196

Analysis  of variance
F value Pr  > F

11.78　 <.0001　

(Participant: 80)

<Table 8>  Regression(Reading post-test of
             face-to-face learning)

블 디드 학습의 경우, 듣기 사후테스트 성 은 과제 

듣기 평균 수와 과제 참여도로 결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선형회귀방정식은  LC_Post= 

405.32 +24.8M_LC-21.54PR로 나타낼 수 있으며, 회귀분

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405.32 20.12 20.14 <.0001

Mean of LC  

assignment
24.8 3.25 7.62 <.0001

Participation  of 

assignment
-21.54 3.91 -5.51 <.0001

Analysis  of variance
F value Pr  > F

31.07 <.0001

(Participant: 83) 

<Table 9> Regression(Listening post-test of
            blended learning)

 

블 디드 학습의 읽기 사후테스트 성 은 면 면 학

습과는 다르게 과제 읽기 평균 수와 과제 참여도로 결

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선형회귀방정

식은 RC_Post= 343.31 +12.95M_RC-14.85PR로 나타낼 

수 있으며, 회귀분석결과는 <Tabl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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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343.31 17.42 19.71 <.0001

Mean of RC  

assignment
12.95 1.92 6.73 <.0001

Participation  of 

assignment
-14.85 3.5 -4.24 <.0001

Analysis  of variance
F value Pr  > F

28.28 <.0001

  (Participant: 83)

<Table 10> Regression(Reading post-test of blended)

5. 결론

본 논문은 TOEIC 블 디드 학습이 TOEIC 면 면 학

습의 안이 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TOEIC 블 디드 학습과 TOEIC 면 면 학습의 학업성

취도와 학습자 자가진단 수  온라인 과제의 참여도

와 문제풀이 결과를 비교 하 다. 

그 결과, TOEIC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학기

말 향상도는 차이가 있다는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성립되

지 않았다.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성  향상도

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블 디드 학습의 효과를 검증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블 디드 학습의 경우 학습

자들이 교수자와의 직 면[18] 시간이 기 때문에 교

육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 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TOEIC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학기말 자가

진단 수에 차이가 있다는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성립되

었다. t-test 결과 략 학습 부분에서 블 디드 학습의 

자가진단 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두 학습 간의 자가

진단 수는 블 디드 학습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 자가진단 수와 성  향상도 간의 피어슨 

상 계가 이를 뒷받침 해주었다. 면 면 학습의 자가

진단 수는 성  향상도와 연 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

은 반면, 블 디드 학습의 자가진단 수와 성  향상도

는 많은 연 성을 보여주었다. 블 디드 학습을 한 학습

자들이 면 면 학습자들 보다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학습

했는지 더 잘 악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의 차이는 읽기 강의방식이므로 이

러한 결과는 블 디드 학습의 읽기 온라인 강의가 교육

으로 효과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먼 , 튜터를 통해 매주 온라인 강의 참

여를 독려한 이다. 둘째, 오 라인 수업시간은 문제 푸

는 시간을 정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

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학습자들

에게 심리  안정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

 안정감은 교수자의 온라인 문제 해설에 더 집 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분석된다.

온라인 과제의 참여도와 과제의 평균 수는 사후테스

트에 미치는 향이 두 학습 간에 차이가 있다는 세 번째 

연구가설은 성립 되었다. 면 면 학습의 경우 듣기 사후

테스트의 경우만 향을 받았고 블 디드 학습은 듣기와 

읽기 모두 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 한 블 디드 학

습의 읽기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말해 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양이 상 으로 많은 블 디드 

학습의 학습자들이 온라인 과제에 더 쉽게 응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온라인 과제를 더 극 으로 수행할 수 있

었다고 단된다. 사후테스트 성 은 수강 부터 

TOEIC 성 이 높은 학생들이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런 학습자들은 온라인 과제에 있어서 극성과 계없

이 사후테스트에서 높은 성 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고

려하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 으로 TOEIC 과목에서 블 디드 학습이 면 면 

학습보다 더 효과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TOEIC 수업은 체로 문제풀이며 문제에 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방식이 다른 교과목의 경우

에는 이 연구결과를 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면 면 학습도 온라인으로 과제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블 디드 학습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교수자의 강

의 심으로 면 면 학습과 블 디드 학습으로 분류했다

는 을 밝힌다.

REFERENCES

[1] Seong-ho Kwon, Joon Lee, Seung-yeon Han, 

Seon-hee Bang, “A study on utilization of 

e-Learning in general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focus on contents sharing among universities", 

General Education Studies, Vol. 6, No. 1, pp. 9-32, 

2012.



TOEIC의 디지털 융복합 블렌디드 학습과 면대면 학습의 비교 연구

52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Oct; 13(10): 517-525

[2] Sook Kyung Jung, "A study on the effective 

blended learning model for cyber English classes at 

the college level", Multimedia-Assisted Language, 

Vol. 13, No. 3, pp. 253-278, 2010.

[3] Jeong Hun Joo, Young Sin Kwon, "A study on the 

case of blended-learning class management in 

university", Teachers and Educational Research, 

Vol. 22, No. 2, pp. 199-225, 2005.

[4] Jongjung Woo, Bona Kim, Oakhyung Lee, "A study 

on the blended learning as an alternative of 

face-to-face learning in university", Korean Information 

and Technology, Vol. 7, N. 2, pp. 219-225, 2009.

[5] DOI: http://www.rinfo.kr/stat/elcContents.do?sub= 

01&OWASP_CSRFTOKEN=6LNM-8S3N-5E93-L

VYJ -WBOS-WZFM-CX6R-Z3RO

[6] Wai, C. C, & Seng, E. L. K.,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a 

case study in Malaysia",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Vol. 20, No. 3, pp. 429-443, 2015.

[7] Tae In Han, Kyoo-Sung Noh, "A study on the 

standard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media 

convergence e-Learning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47-55.

[8] Tae In Han, "A study on the technical evalua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e-Learning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49-66, 2015.

[9] Inkyung Oh, "Blended learning trends analysis: 

Korean trends & comparative study with foreign 

data", Cooperation Education Studies, Vol. 6, No. 1, 

pp. 41-62, 2004. 

[10] Utts, J., Sommer, B., Acredolo, C. Maher, M. W., 

& Matthews, H. R., "A study comparing traditional 

and hybrid internet-based instruction in 

introductory Statistics classes",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Vol. 11, No. 3, pp. 1-19, 2003.

[11] Oakhyung Lee, "A study on achievement of 

blended learning and face-to face learn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5, No. 1, pp. 1-27, 2008.

[12] Moon-Sub Han., "The effects of e-learning, 

b-learning and classroom learning on the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and the improvement of English 

proficiency", English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2, pp. 323-339, 2006.

[13] Larson, D. K. & Sung, C., "Comparing student 

performance: online versus blended versus 

face-to-fac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Vol. 13, No. 1, pp. 31-42, 2009.

[14] Kye Young Jeon, "A case study on the learner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for blended learning 

courses", Educational Research Collection, Vol. 3, 

No. 1, pp. 157-173, 2005. 

[15] Chen, C. C. & Jones, K. T., "Blended learning vs. 

traditional classroom settings: assessing effectiveness 

and students perceptions in an MBA Accounting 

course", The Journal of Educators Online, Vol. 4, 

No. 1, pp. 1-15, 2007.

[16] Adam, Steward & Nel, Deon, "Blended and online 

learning: student perceptions and performance", 

Interactive Technology and Smart Education, Vol. 

6, No. 3, pp. 140-155, 2009.

[17] Bu-Ja Kim,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in 

university business English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91-103, 2015.

[18] So-mi An, "Study on the convergence between 

spatial design education and on‧offline communication 

metho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5, pp. 317-327, 2015.

최 미 양(Choi, Mee Yang)
․1982년 2월 : 숭실 학교 어 문

학과(문학사)

․1985년 2월 : 서강 학교 학원 

어 문학과(문학 석사)

․2000년 8월 : 숭실 학교 학원 

어 문학과(문학 박사)

․2012년 8월 : 한국방송통신 학교 

이러닝학과(이학 석사) 

․2003년 3월 ～ 2007년 2월 : 인천 국립 학교 어학원 빙교

수

․2007년 3월 ～ 재 : 숭실 학교 베어드학부 학 교수

․ 심분야 : 실용 어, 이러닝

․E-Mail : hellobud@ssu.ac.kr



A Comparison of Learning Effectiveness in Face-to-face versus Blended Learning of TOE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25

한 태 인(Han, Tae In)
․1982년 2월 : 고려 학교 통계학과 

(학사)

․1985년 2월 : 고려 학교 통계학과

(석사)

․1992년 3월 ～ 1999년 2월 : 고려

학교 컴퓨터과학과(이학박사)

․2000년 5월 ～ 2006년 5월 : 아이링

크스쿨 표이사

․2006년 6월 ～ 2008년 8월 : KGIT 이러닝연구소장

․2008년 9월 ～ 2010년 8월 : 메디오피아테크 부사장

․2010년 9월 ～ 재 : 한국방송통신 학교 이러닝학과 교수

․ 심분야 : 이러닝, 데이터베이스, 자상거래, 정보통신정책

․E-Mail : hanten55@kn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