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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기업의 협력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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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 사는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전담 조직인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협력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인력규모가 작고 업무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기 교육 참석이 어렵다
는 것이고 , 두 번째, 각 협력사별로 생산하는 제품과 기술이 다양하여 입과 교육생의
수준을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협력사 현업에 실제적으
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력사가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 , 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으나, 협력사 대상 교육의 경우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S 사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이에,
블렌디드러닝을 도입하여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실
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교육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해보고, 블렌디드 러닝의 긍정적인 효
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며 다시한번 그 효과와 가능성을 입증 하였으며,향
후, 협력사 교육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연구에 대해 계량화 작업을 거쳐 확대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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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교육 구성원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촉매역할로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효과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학습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배동윤, 2004).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of Development)에서는 최고의 지식 전달산
업의 하나로 블렌디드 러닝을 선정하기도 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의 학습경험
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학습에서 장점만을 활용하는 것이다
(Thorne, 2003). 블렌디드 러닝은 교육생들이 입과하는데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기업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왔다.
S 사는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기술 교육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내부 임직원의 수가 적은 영세한 곳이 대
부분이므로 , 업무가 서로 공유 가능한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원
의 외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장기간 교육에 참석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3년 중소기업 59,059개를 대상
으로 조사한 교육훈련 미실시 사유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각 협력사별로 생산하는 제품 및 필요로 하는 기술이 다양하여, 입과 교육
생의 수준을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 기술 직무 교육은 과정별로 Level 이 존
재하고, 교육생별 수준에 따라 Level 에 맞춰 입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별 주력 제품이 상이하고 각 사별 직원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 현실적으로 그 편차를
평준화 하여 입과하기 어렵다.
세 번째, 직무 교육 중 특히 Tool을 활용하는 기구 설계 분야 교육의 경우, 교육생
본인이 직접 과제형 실습을 해결하는 등의 자기주도형 실습 비율이 높을수록 업무 활
용도가 비례하여 높아지는데, 기존에는 5일 이상의 장기간 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따라하기식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이 낮았
고, 단기간일지라도 고효율의 실습 교육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협력사가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 , 위의 세 가지와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으나, 협력사 대상 교육의 경우 강제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S 사
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전략을 수립하고
자 한다. 이에, 블렌디드러닝을 도입하여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
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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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적 배경
1.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 ASTD(2004)은 온
라인

교수와

면대면

교수측면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상태라고

하였으며,

Thorne(2003)은 혁신적 정보기술 발전에 기초한 온라인 학습과 상호작용적 참여를 동
반하는 전통적 학습과의 통합이라 하였다. Bersin(2003) 은 전통적인 수업 형태인 교사
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을 전자 형태의 수업을 통한 보조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하
였다.
Mantyla(2001)는 학습자들의 학습내용 및 학습경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제시기법이나 전달방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Fox(2002) 는 맞춤형 학
습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훈련 , 실시간 자기주도학습, 이러닝 , 최신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Reay(2001)은 단지 전통적인 수
업에 온라인 자료를 첨가하는 것에만 국한 되지 않고 학습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을 혼합하려는 총체적인 접근전략이라고 하였다.
Graham(2006)은 다양한 학습목표 , 방법 , 시간 , 공간 등의 혼합에 초점을 맞춘다면
블렌디드 러닝이 아닌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블렌디드 러닝을 면대면 학습과 컴퓨
터 매개학습의 혼합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과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들을 고찰해볼때, 본 연구에서는 블
렌디드 러닝이란 사전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형 실습 집합 교육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2. 블렌디드 러닝의 특징과 구성요소
블렌디드 러닝은 이러닝과 집합교육이 개별적으로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으로 시작되었다.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으로 Osguthorpe와 Graham(2003)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 , 지식의 접근 용이성, 사회적 상호작용 , 개인의 학습 에이전시 기
능, 비용효과성 , 수정의 용이함 등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 황정혜(2003)는 블렌디드 러
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기제의 제공을 통한 학습 효과성의 향상, 효율적 전
달기제의 취사, 선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 , 시공간적 제
약으로부터 탈피한 학습의 일상성 강화 , 경영성과의 연계된 학습전략의 실현 , 지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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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스템과 연계된 학습전략의 실현 등과 같은 기대효과에 근거하여 국내외의 다양
한 교육기관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모델 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절차
본 연구는 S사 협력사 실제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S사 협력사 대상의 연구개발 분야 교육은 주로 5일 집합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론 2일, 실습 3일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효과성을 입
증받아 진행해오던 교육 방식이다 . 이를 개선하여 S사 기술교육 방식을 발전시켜 프
로세스화 하였다. 기존 S사의 기술교육 방식은 준비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어지며, 준
비 단계에서는 교육이 시작하기 전, 거시적 기획과 과정 기획, 개발 단계로 이루어진
다. 교육 준비가 완료된 후 , 운영단계에서는 강의 실행과 프로젝트 기획 /실행이 실시
되며 , 프로젝트는 실습 과제 해결이 중심이 된다. S사 기술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자세
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Ⅲ-1] 과 같다 .
[그림 Ⅲ-1] S사 기술교육 프로그램 모형 (P S-ESD)의 교육 절충형 모형
프로세스 예시

S사 교육센터에서는 운영단계를 확장시켜 강의 실행 및 프로젝트 기획을 하기 전,
사전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임직원 대상 교육이 아닌, 협력사
직원 대상의 교육이며,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협력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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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 기간이 3일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 그림 Ⅲ-2] 와 같이 블렌디드 러닝 교육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다음의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S 사 블렌디드 러닝 프로세스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한 자에 한해서
입과를 허용한다. 입과 후, 입과테스트를 통해 교육생 초기 수준을 판별한다 .
이 과정은 기존의 5일 이상의 장기 집합 교육에서 벗어나 , 문제해결형 실습 중심의
3일 과정으로 편성한다. 사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입과를 허용하고, 입
과 후에 입과 테스트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는 온라인 재교육을 권한다.
입과 테스트에 통과한 교육생은 실무에 초점을 맞춘 과제 해결형 실습을 수행한다.
실습 수행 후에는 실습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과정을 종료한다 .
[ 그림 Ⅲ -2] S 사 교육센터 블렌디드 러닝 프로세스

적용 대상 과정은 직무 기구 설계 분야 2개 과정에 적용하였다. 기구 분야의 과정
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론 교육이 입과전 자기 주도 학습이 비교적 용이하며 , Tool을
활용한 현장 설계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1. e-Book 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개발 온라인 과정의 체계가 정식으로 구축되기 전 , 온라인 과정 수료자가 부족
한 상태에서는 e-Book 을 사전학습자료로써 활용하여 , 입과 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e-Book 사전학습자료는 S사 협력사 교육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교육 신청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사이트에 반드시 접속하여, 사전학습자료를 다운받아 학습
한 교육생만 입과가 가능했다 . 또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입과테스트 문항을 구성하여
입과 1일차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입과테스트는 이론형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출
제하였다. 이후, 문제해결형 실습 방식을 적용하여 강사가 제시한 실습 과제를 제한
시간 20분 내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교육 일정은 기존의 5일 집합 과정에서 3일로 단축하였고, 기존의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던 커리큘럼에서 실습에 비중을 둔 커리큘럼으로 전환이 가능했다. 이러한 방
법을 활용한 결과, 자기주도적 실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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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여 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
었다.

2.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사례
사전 온라인 교육의 체계가 정립되고, 교육 입과 모수가 확보된 이후, S사 교육센터
에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하였다. 우선 [ 그림 Ⅲ-1] 과 같이 블
렌디드 러닝 정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에 맞게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한하여 집합 교육에 입과를 허용 하였다.
경력이 많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 집합교육에
입과하지 못하며, 입과 후 입과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입과테스트에서 입과 기준에 미
달한 자는 재시험 또는 온라인 교육의 복습 수강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전 온라인
교육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을 활용 하였
다.
e-Book 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적용 시, 입과테스트를 이론형으로 진행했던 반면,
금번 사례에서의 입과테스트는 실습형으로 진행하였다 . 실습 문항 1문항으로 구성하
여 기초적인 기계제도 문제를 출제하여 해결하게 하였다. 사전 온라인 교육 내용 기
반의 실습 문제로 제출하여 실습 중심의 집합 교육과의 연계성을 유지했다.
집합 교육은 문제해결형 실습으로 진행 하였다 . 강사가 제시하는 실습 과제를 제한
시간 내에 교육생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3일간 총 20문제의 실습과제를
출제하여, 한 문제당 제한시간 20분 내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 해결 후에는 강사 피드
백 및 Q&A 시간을 10～20분 진행하였다.
교육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고 , 문항은 3일간 교육에서
배웠던 실습 과제 중 3문항을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주로 교육 후에 실시하는 만족도 설문으로 책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 전반 만족도와 업무 활용도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 추가적으로 블렌디
드 러닝 시범과정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는데 , 평가지 항목은 [표 Ⅳ -2]와 같다.
온라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블렌디드 러닝 과정은 총 25명이 입과하여
수료하였다 . 교육 결과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 때 , 기존의 장기 집합 교
육과 비교가 가능했다. 기존의 5일 이상 장기 집합 교육 실시한 경우 4.25점, 블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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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러닝을 적용한 경우 4.5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AutoCAD 실무 교육 ). 또한, 업
무 활용도를 5점 척도로 책정하였을 때, 기존 장기 집합 교육 방식 실시의 경우 4.20
점, 블렌디드 러닝 적용 시 4.48점 이었다.
< 표 Ⅳ-1> 교육방법별 교육만족도와 업무활용도
구분

기존 교육 방법

블렌디드러닝

교육 만족도

4.25

4.50

업무 활용도

4.20

4.48

블렌디드 러닝 시범 과정 평가 설문 결과의 경우, 사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집
합 교육에 입과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2%로 대다수였다. 현장 교육의 특성
상 입과한 교육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는데 , 집합 교육에 입과 하기 이전에
CAD 를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전에 기초를 실습하고 온 것이 도움이 되었
다는 의견, 사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교육생과 수강하지 않은 교육생의 습득 정도
가 차이를 보여서 , 온라인 교육을 듣고 온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기존의 강의식 혹은 따라하기식 실습이 아닌, 강사의 과제 제시 후 스스로 해결하
는 문제해결형 실습을 실시한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2%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교육 중 직접 Tool을 활용하여 도면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던 것이 실제 현
업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집합 교육만 실시했던 것과 비교하여 온라인 학습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는 87%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 표 Ⅳ-2> 블렌디드 러닝 시범 과정 평가결과
블렌디드 러닝 시범 과정 평가지
1. 사전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이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기존의 강의식 혹은 따라하기식 실습이 아닌, 과제 제시 후 스스로 해결하
는 문제해결형 실습을 한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3. 온라인 학습과 집합 교육의 병행은 집합 교육만 실시했을 때보다 도움이
되었다.

결과
92%
92%
87%

강사는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료하고 온 교육생의 실습 수행도가 그렇지 않은 교육
생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타 교육 대비 온라인 선수료를 입과 조건
을 제시한 경우, 당일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 참석에 대한 의무감 또한 증가하

- 27 -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2호

여 교육 입과율을 높일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직무교육도 전통적인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훈
련(Training)’에서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Learning)’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현업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 현장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 사의 협력사 직무 교육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시범적으
로 적용한 것으로, 적용 대상 과정은 이론 부분이 강사의 자세한 설명 없이 자가 학
습이 용이하면서 현장 실습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Tool 중심의 기술 교육과정으로 선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 및 참여 교육생이 불일치 하였는데, 기존 운영중인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기업 현장 사례연구였다는 점에서 변인 통제가 어려웠다는 점
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제도/도면 기초 내용 및 Tool 사용법을 습득한 후 현장에
서 실습 교육을 하는 CAD 기술 교육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사전 교육과 입과테스트를 통해 천차만별이었던 교육생의 수준을 평준화 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이론 교육을 활용하여 집합 교육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교육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해보고, 블렌디드러닝의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며 다시한번 그 효과와 가능성을 입증 하였다.
향후, 협력사 교육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연구에 대해 계량화 작업을 거쳐 확대 연
구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권성호. (2012). 교육공학의 탐구(3 판). 양서원.
박연희. (2010). 기업 내 블렌디드 러닝에서 자기주도성과 교육훈련프로그램 특성
이 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배동윤. (2004). 공동실습소의 활성화를 위한 Blended Learning 활용 수업 모형 탐
색. 대한공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205-211
임병노. (2011).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정서 ’ 척도 개발 연구. 교육방법연구

- 28 -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기업의 협력사 교육 사례연구

23(4), 827-853.
조남채. (2012). RP기반의 제조시스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S 전
자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커넥팅랩. (2015). 모바일트렌드 2015. 미래의 창.
황정혜(2003).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병행운영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C 사의 e-learning 기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
Kay e Thorne. (2005). 블렌디드 러닝(김성일 외 역). 학지사 .
ASTD. (2004). Balance Learning : Blended is Bett er. Alexandria
Bersin, J. (2003). The Blended learning book : best practices, proven

methodologies, and lessons learned. San Francisco : Pfeiffer.
Fox, M. (2002). K eeping the blended promise, E-learning, 3(3), 26-29.
Graham, C. R. (2006). Blended learning syst ems: defini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Bonk, C.& Graham, C.(Eds.),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San Francisco.
Mantyla, K. (2001). Blended e-learning: The power is in the mix(The Astd

E-Learning Series). ASTD.
Osgut horpe, R, T. & Graham, C.R. (2003).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Q 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4(3), 227-233.
Reay, J. (2001). Blended learning : A fusion for t he future. Knowledg e

Management Review, 4(3), 1.
Thorne, K.(2003). Blended Learning : How to Integrate Online and Traditional

Learning . Londo n : Kogan Page.

■ 최초 접수일 : 2016년 1 월 11일
■ 논문 심사일 :
- 1차 외부심사일 : 2016년 2 월 9일 ∼ 2월 16일
- 2차 편집위심사일 : 2016년 2 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2 월 25일

- 29 -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2호

Abstract
Case study of Education for partners companies utilizing
Blended Learning
Tae-y eon Lim, Hyuk Kim, Nam-chae Cho
Recently, high interest in blended learning adoption in enterprise educatio n.
Blended Learning is that student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less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it to the mouth, using a variety of techniques can be utilized
technology, these advantages will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training.
Company S living being operated by an established educ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raining centers in order to strengthen t he capacity of partners
collaboration. There was a problem that appears while conducting supplier training,
First, in case of small business enterprise, such as business partners is staff size
is small business alternative manpower shortage and long-term education attended
the will is difficult, Second, the goods and technology to produce each partner to
various mouth and it is difficult to equalize the level of the students. Third, that
it is realistically possible need for hands-o n practical application in a pro duction
part ner training.
If letting to its employees, not partners training, but it co uld easily solve the
above problem, in the case of a partner destination education because they can not
sensibly and enforced company S in a strategy in the form giving practical
assistance to part ners to in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to be established.
Therefore, t his study was carried out under t he assumption that if you can solve
conducted by introducing t he Blended Learning.
This study try applying a Blended Learning in corporate training, go thro ugh
the task of verification for the positive effects of Blended Learning was
demonstrat ed t he possibility and the effect again, thro ugh measurable ac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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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d Learning case studies in the future, partner training It plans to expand
research.

Key words : Blended Learning, Case study for ent erprise educa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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