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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7년 개국된 EBS 영어 방송은 영어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 해

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의사소통중

심 영어교육의 적극적 학습자인 어린이(유아, 초등학생)

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 편성되어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BS 영어 방송이 고유의 설립 목표를 이루는 것과 동

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영어 교육 미디어로 앞으로 범

용화될 가상현실(VR), 증강 현실(AR),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영어교육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1][2][3], 현재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 활용 실태와 플랫폼 활용 상황 및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EBS 영어 방송과 콘

텐츠 제작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제영, 전영주(201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BS 영

어 방송 콘텐츠 활용의 효과를 다룬 학술지 논문 6편, 학

위 논문 19편의 개별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함

으로서 EBS 영어 방송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을 살펴보았

다[4]. 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영어 콘텐

츠 활용의 효과크기’는 .735로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BS 영어 방송 방송 

콘텐츠를 17주 이상 장기간 시청하며 학습하게 한 경우

가 효과크기(g=.1.116)가 가장 컸다. 이는 EBS 영어 방

송을 활용하여 장기간 영어 학습을 한다면 매우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4]. 

  EBS 영어 방송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SNS를 활용

한 영어교육을 비교한 강소연, 장재학(2015)의 연구는 

EBS 영어 방송의 쓰기 학습 콘텐츠에 대해, SNS를 활용

한 영어교육이 EBS 영어방송에 비해 더 효과적일 수 있

는 데, 그 영역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즉시 알 수 

있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5]. 

이는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에서 이러한 SNS를 활용

한 영어교육 디바이스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2016년 12월, 교사, 일반인,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EBS 영어 방송 사용 계기 및 활용 방법’과 ‘EBS 영

어 방송 플랫폼 활용 형태’에 관해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의 대부분은 5점 리커트 

척도 또는 명목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형 보기에 답변하

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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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EBS 영어방송 및 콘텐츠를 사용하는 교사, 일반인, 학부모,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BSe

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육 방송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총 2,488명의 응답자를 대상

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EBS 영어 방송 사용 계기 및 활용 방법은 어떠한가?

2. EBS 영어 방송 플랫폼 활용 형태와 기간 및 빈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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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비 율(%)

집단
(n=2,341)

학생 568 24.3
학부모 562 24.0

교사 236 10.1
일반인 975 41.6

성별
(n=2,341)

남자 779 33.3
여자 1,562 66.7

지역
(n=2,341)

특별시/광역시 1,290 55.1
중소도시 796 34.0

읍면지역 255 10.9

  교사, 일반인, 학부모, 학생의 4개 집단 간의 측정치들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측정치는 설문 문항

의 내용과 하위 척도들을 조정하여 코딩함으로써 하나의 

SPSS 데이터 시트로 합치시킨 후, SPSS 22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EBS 영어 방송 사용 계기 및 활용 방법

  교사들은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 활용 계기에 대해 

콘텐츠 내용이 훌륭해서 활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비

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활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

은 31.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수업을 보완해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13.6%이었다. 

  학부모의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 이용 목적은 전반

적인 영어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높은 편이었

으며, 영어 공인 시험 준비, 어학연수, 해외 근무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자녀의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한 목

적이 4.36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아 자녀들의 학습

을 돕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EBS 영어 방송 플랫폼의 이용 형태

  주로 활용하는 EBS 영어 방송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

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사

(67.8%), 일반인(59.7%), 학부모(59.3%), 학생(77.5%)의 

네 집단 모두 EBS 영어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반면 EBS 영어 방송을 접속하기 위해 IPTV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교사(1.7%), 일반인(2.2%), 학부모

(2.3%), 학생(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향후 

EBS 영어 방송의 플랫폼 운영에 있어 IPTV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이 영어학습을 할 때 EBS2, EBS 영어 방송 

케이블 및 위성방송, EBS 영어 방송 IPTV와 같이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있는 매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공

간적 제약이 적은 EBS 영어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

해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EBS 영어 방송 모바일 웹사이트, EBS 영어 

방송 모바일 온에어 앱 같은 경우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

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라

는 새로운 플랫폼에 친숙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 데이터 비용 부담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해 활용빈도가 낮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학생들의 경우에 EBS 영어 방송 콘텐츠를 혼자 학습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을 EBS측에서는 좀 더 효율

적으로 준비하여 맞춤형 학습 안내(pathway package) 

개발 및 스스로 접속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LMS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BS 영어

방송 및 콘텐츠 활용은 영어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음의 

두 가지 영역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EBS 영어방송 

및 콘텐츠 활용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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