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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능동적 수업참여를 위한 ICT 활용 연구 

– 대학 영어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

최미양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A Study on the Use of ICT for Students’ Active Class Participation: 
Focused on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

Mi-Yang, Choi
Baird College, Soongsil Univ.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읽기수업에서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지와 
이러한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과목에서 학
생들은 수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수업활동의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다 함께 보면서 강의
를 들었다. 스마트폰은 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고 페이스북은 수업을 LMS 역할을 하였다. 학기 초 사전
설문은 수업활동 과제를 설계하는데 이용되었고 학기말에 사후설문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본 ICT 활용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할 점은 수업활동 범위 좁히기, 여유 있는 수업 진행, 수업활동의 절차 및 의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 교내 LMS 사용을 
고려, 사이버 한눈팔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ICT 활용 영어, 영어 읽기, 스마트폰, 페이스북, 능동적 수업참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use of smartphone and Facebook in the classroom induce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ir reading activities and what a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ICT-based English reading class is designed. Students in an English course,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did their reading activities using their own smartphones and posted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on 
Facebook. Smartphone was used primarily for web-browsing and Facebook as LMS. The pre-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be referred to for designing activity tasks. The post-questionnaire and the interview with 10 
stud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how students perceive their clas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ICT induce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ir learning. As for the points to be considered, narrowing 
down the range of class activities, slowing down the pace of the class, explaining enough the goals and the 
steps of the activities, considering adopting campus LMS, and preparing solutions for cyberloafing were 
suggested.

Key Words : ICT-based English, English reading, Smartphone, Facebook, Active cla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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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자율적 교육능력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1].

다시 말해서졸업후평생빠르게변화하는사회에살아

갈학생들이필수적으로구비해야할역량은스스로배우

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다. 대학시절 전공으로 선택한 한 분야의 지식만으

로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교

수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함양하

기위한교수학습방법을찾고있는것이오늘날대학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 속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

러주기위한교수학습방법중의하나로주목을받고있

는 것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이다[2,3,4]. 본 연구자는 ICT 중에서 스마트폰 기능

들과 페이스북을 영어 읽기 수업에 도입 하였다. 스마트

폰과페이스북을활용한것은학생들의능동적인수업참

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

마트폰과페이스북은학생들의읽기활동에서주로활용

되었다. 스마트폰과페이스북을사용하면학생들이수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5] 것이라고 보았다. 문

서기반학습에비하여학습환경이풍요로워짐[6]으로 인

하여 학생들이 읽기 활동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7] 이는

학습동기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 학기 동안 영어 읽기 활동에서 스

마트폰과페이스북을활용한후이러한 ICT 활용학습이

학생들의능동적인수업참여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파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중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가?

2. 수업 중 스마트폰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가?

3.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읽기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2.1 ICT 활용 영어 교육
ICT 관련선행연구를통해서영어학습에서 ICT를활

용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비교적먼저나온연구는인터넷에있는영어

학습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이 논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김경애[7]는 영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인터

넷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수업모델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터넷 활용이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지만 교수의 철저한

준비가없으면수박겉핥기식수업이될수있다고지적

하였다. 이봉환[8] 역시 영어 학습 사이트를 연구하였는

데김경애의연구가수업시간에사이트들을활용할목적

으로이루어졌다면이봉환의연구는개인적인영어학습

을위한것이었다. 이 연구는인터넷의영어학습사이트

에서 학습을 할 경우 능동적 학습태도가 길러진다는 점

을지적함과동시에영어정보를검색하는것이현실적으

로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다음주목할만한연구는 ICT 활용교육에대한포

괄적인 이론 연구이다. 남은희[9]는 ICT 활용 교육은

ICT 기기를활용하는것만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인터

넷을 비롯하여 ICT가 만들어낸 통신도구, 자료작성 및

분석도구인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T 활용 교육의 이론적 기저는 구성주의

에있으며이교육의목표는자기주도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것이라고논의하며이러한환경을구축하는수

업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

습을 독려하는 조력자이며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연구자이다. Zhang[10]은 ICT 중 인터넷에 초점

을 맞춘 연구이다. 인터넷 보조 영어 교수학습

(Internet-assisted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의 장점, 인

터넷을 활용하는 방법, 교수자가 주의할 점, 학습자들의

활동과제등과같은다각적인고찰을하였다. 이 연구역

시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학습은 지식을 수동적이 아니

라능동적으로얻게됨으로써학습이상당히효율적이라

고 논의하였다.

세번째로눈에띄는것은영어수업에서스마트폰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러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는 ICT 활용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론 연구로부터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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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사례연구로확장되는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Ramamuruthy & Rao[4]는 말레시아대학생들의영어수

업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은스마트폰이자기주도학습능력을향상시킨다는점을

보여주기위하여비판적사고, 창의적사고, 의사소통능

력, 협업능력의향상도를측정할수있는문항들로구성

되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향상

되었으나 교수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Kilar-Magdziarz[5]은 아

일랜드의 ESL 대학생들뿐만아니라교수자들에게도설

문을 실시하여 수업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

긍정적인반응을얻었다고밝혔다. 교수자들은학생들이

모바일기기를사용하게함으로써학생들을수업에참여

시킨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은 모

바일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업이 쉽고 재미있어졌다고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수업 중에 와이파이 문제로 인하

여인터넷이잘연결되지않는것과학생들이수업도중에

모바일기기상에서딴짓을할수있는점등이있었다.

네 번째로 학습도구로서 SNS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를볼수있다. 조병호[11]에 의하면 SNS를활용하는소

셜러닝은학습자의능동적인태도와협업을강조하고있

다. 소셜러닝에 가장 적합한 SNS로 페이스북을 꼽으며

페이스북의 풍성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울 수 있는

학습자원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학습참여도

를 높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최재화[12] 역시 정보공

유, 상호작용, 협업이 가능한 점을 페이스북의 장점으로

꼽으며 SNS의 유용성을 밝혀주었다.

2.2 스마트폰과 SNS 활용 사례
스마트폰은그동안 PC가끼친영향력보다더많은영

향력을끼칠것으로여겨지는[13] 강력한학습도구이다.

하나의기기가다양한기능을지니고있으며현대인에게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통해이러한스마트폰의다양한기능들이학

습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SNS 또한 학

습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Caleb[14]은 L2 교육현장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 ICT는

SNS라고 논의한다. 선행연구들은 SNS 중에 가장 활용

도가 높은 것이 카카오톡, 페이스북임을 보여주며 구글

플러스의 잠재력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박은영[15]의 연구는

스마트폰의폭넓은활용도를보여주었다. 학생들은영어

학습을위하여카카오톡으로자기소개글을보내기, 친구

와 전화통화하면서 녹음하기, 자신이 음식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만들어유투브에올리기, 카카오톡으로좋아

하는 음악의 링크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짝에게 보내기,

인터넷에서설문에답하기와같은과제를수행하기위하

여스마트폰을사용하였다. 장준혁, 박판우[16]의 연구에

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회 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구

글드라이브에서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수업 후에도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과제를 다시 읽어보거나 편집하였

다. 송은혜[17]의 연구참여자들은스마트폰으로무료앱

인 ‘영어팟-영어공부 팟캐스트’를 학습함으로써 영어 듣

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또한 카카

오톡을통해조원들끼리학습한내용을공유하면서학습

을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위 박은영[15]과 송은혜[17]의 연구에서 카카오톡의

활용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유용성을

밝혀주는 논문으로서 이선혜[18]는 실용영어 수업에서

통제집단은 문서기반으로 하고 실험집단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어대화를 만들도록 하였다. 두 집단의 학업

성취도와만족도비교에서실험집단의만족도가더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전은화[19] 역시과제수행시카카오톡

을사용한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의협력능력과협력

만족도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결과를 보여주었다.

페이스북의 활용 및 그 효과를 보여준 연구로서 김희

진, 곽정아의연구[20]는 온라인영어수업에서학생들은

페이스북내의그룹에서과제를공지받고모두에게보여

지는 댓글 대신에 메신저로 과제물을 제출하였다. 이러

한 장치는 교수자의 피드백 역시 용이하게 하였는데 결

과적으로학생들은이러한학습방식에긍정적인반응을

보였다. 육근혜[21]는 페이스북에서 일본어 온라인 독해

수업을 실시하였다. 면대면 독해 수업을 위하여 개발된

직소모형을바탕으로페이스북에전문가집단그룹과모

집단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이 두 그룹에서의 활동 전후

로 개별적인 독해 활동을 하는 방식이었다. 다소 복잡한

수업설계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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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있는 SNS인 구글플러스에대한연구는특히화

상채팅 기능인 구글 행아웃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변지현[22]은 영어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에서

구글플러스를통해서조별로온라인토론을하게하였고

가끔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 화상채팅을 하게 하였다. 김

희진, 허광[23]은 사이버대학교 영어회화 수업에서 다양

한 ICT를 활용하게 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조별로일주일에한번은비실시간으로카카오톡으로배

운 것을 활용하는 음성메시지와 문자 채팅을 하였고 또

한 번은 실시간으로 구글 행아웃에서 영어로 대화하여

이를 녹화한 뒤 유투브에 올렸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학기 서울 소재 대학의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과목 2분반 74명의수강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목은 교양 선택으로서

주 2회일주일에 3시간인수업이며한학기동안시험기

간을제외한약 14주간수업이이루어진다. 14주 동안듣

기와 읽기를 모두 학습하는데 듣기 스크립트 또한 읽었

기 때문에 이 과목은 읽기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는 본 연구자가 편집한 것으로서 대부분 웹 사이트

에서 발굴한 글들로 구성되었다.

학기초에조편성을하였는데이를위하여간단한독

해시험을치르고학생들의협력학습에대한선호도를알

아보았다. 조 편성 시 독해 실력, 협력학습 선호도, 성별,

전공, 학년을고려하였으며한조당 5-6명씩할당하여한

분반에 7개 조가 되도록 하였다.

조를편성함과동시에학생들의스마트폰과페이스북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같다. 설문결과학생들은영어단어

를검색할때영영사전앱은거의사용하지않는것을알

수 있었으며, 영어단어 검색 시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했다.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인터넷으로

참고자료를검색하는학생들이 50%가넘었으며, 그 중에

이를영어로검색하는경우가 70%가넘는것을볼수있

었다. 페이스북의경우 77%의학생들이이미페이스북의

가입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읽기 활동 과제를

구성하였다. 과제는 본문의 독해를 목적으로 내용에 대

한 주관식 질문이 주어졌으며, 질문 중에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찾거나, 내용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것

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조별로 질문의 답을 함

께 찾으며 필요한 경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영어 단

어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스마트폰 활동 중에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던것은교재본문을읽고관련된내용을영어로검색

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영어로 정보를 검색

Questions Responses N % Participant

Name the dictionary App you are using.

Naver 56 76.7

73
Naver and Google 6 8.2

Naver and some Apps 3 4.1

some Apps 8 11.0

Which do you prefer, PC or smartphone when using the
dictionary App?

smartphone 42 56.8
74

PC 32 43.2

Have you searched for information to better understand
your reading on the Internet?

yes 40 54.1
74

no 34 45.9

In which language did you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nglish 26 66.7

39Korean 7 17.9

English and Korean 6 15.4

Are you a Facebook member?
yes 57 77

74
no 17 23

<Table 1> Pre-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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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8]을 길러주고 싶었으며 영어로 정보를 검색

하는 활동 자체가 영어 학습이기 때문이다[15]. 과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었다. 본문 내용에 따라 검색할

주제를정해주거나개인적으로궁금한점을검색하는것

이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과제 완수에만 초점을 두

고 검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검색활동에더욱능동적으로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강의 2/3선이 지난 후 활동 방식을 변경하였다.

처음에는 검색활동 결과를 조별로 논의하여 한 건만 선

택하여 올렸는데 변경 후에는 페이스북의 ‘글쓰기’ 칸에

조를대표하는검색결과를올리고 ‘댓글’ 기능을이용하

여모든조원들이개별적으로검색결과를올리게하였다.

페이스북은 본 과목을 위한 일종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역할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

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SNS 특성상 접근성이

높아서수업을위한플랫폼으로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페이스북에비공개그룹을만들어사용하였는데이곳에

수업과관련된모든공지, 교재의출처인웹기사들과교

수가제공하는수업보충자료및활동과제가게시되며,

학생들은 수업활동 결과를 기입하게 된다. 따라서 페이

스북은강의실에서뿐만아니라강의실밖에서도이용하

게 되어 있었다.

수업을 시작하면 강의실 스크린에 활동 과제가 게시

된페이스북화면이보여지기때문에학생들은수업활동

중필요하면이스크린화면을보게된다. 학생들의조별

활동이 끝나면 페이스북 화면에 올라온 과제 수행 결과

를 검토하면서 교수자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는 학

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페이스북에연동되어있는메신저기능을이용하여

질문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학기 말에 이러한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후설문을 실시하였고 임의로 추출된

10명의 학생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사후 설문은

70명의학생들이참여하였다. 설문중 5점척도 10문항은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5문항과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5

문항으로구성되었고주관식 2문항은수업방식의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이었다. 객관식 문항은 모든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나 주관식 문항은 그렇지 않았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Table 2>와 같다.

Major/Grade Sex Name
Business Administration/4

male

Student 1
Business Administration/4 Student 2
Electronic Engineering/4 Student 3
Public Administration/4 Student 4
Business Administration/3 Student 5
Mechanical Engineering/2 Student 6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4

female

Student 7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3

Student 8

Electrical Engineering/2 Student 9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2

Student 10

<Table 2> Interviewees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 3>에나타난설문결과를보면수업중페이스

북을활용하는것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평균 3.36점

으로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높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접근성은 평균 4.1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tatements Mean SD
Facebook was convenient to be used as

learning tool.
3.57 0.972

Facebook’s accessibility was higher than
smart-Campus of the school.

4.13 0.900

The use of Facebook boos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class.

3.21 1.006

The use of Facebook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in reading activity.

3.40 1.041

I was satisfied with the way Facebook
was used for the course.

3.36 0.917

<Table 3> Post-questionnaire regarding Facebook

본 연구자의 페이스북 활용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것

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에 대한 페이스북

활용효과는평균 3.40점으로예상과는달리높지않았으

며 조별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역

시 평균 3.21점으로 페이스북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점

수를 받았다.

그 이유를학생들과의인터뷰에서찾을수있었다. 학

생들은조별활동의역동성을즐기기보다는수업에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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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조

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역할이었다.

페이스북에조별활동결과를바로게시하고그것을모든

학생들이본다는점이학생들에게는부담이되었던것으

로 보인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별활동은 자유가 적어져서 불편한 것 같아요. 저희 세

대가 개인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학생 5)

교양이니까부담없이할려고한것이큰데그게중간

중간 계속 결과물을 올려야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편하게 하고싶었는데....뭔가 요구를하는것같

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

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2)

그리고페이스북을학습도구로활용하는것이편리하

다는인식역시높지않은(평균 3.57점) 것은페이스북이

SNS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주로친구들과의교류를위해활용하였기때문에페이스

북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낯설거나 불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NS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던학생들역시페이스북을학습도구로받아들이기쉽

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와 설문지 응답은

아래와 같다.

사적공간인페이스북을공적인수업시간에사용하는

것이 안좋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페이스북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 페이스

북 가입하는 것이 좀 부담됐어요. (학생 7)

또한인터뷰중에학생들(학생 4, 학생 5, 학생 9)이지

적했고본연구자가이미인지하고있는사항인수업중

에 “사이버 한눈팔기”[6]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페이스북

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트린 요

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페이스북 활용이 지닌 장점은

여전히영향력을발휘하였다고생각한다. 수업활동과제

물을게시하여바로다함께볼수있다는점이부담이었

던학생들이있었을지라도또다른학생들에게는흥미로

운 요소였을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에 과제물을 게시하

는 과정 자체가 능동적인 수업참여였다. 페이스북에 수

업활동결과가실시간으로일목요원하게정리가되며그

것에대한교수의피드백을즉석에서받을수있다는점

은학생들이수업에더많은관심을갖게하는요소였으

며질문에대한답변을빠르게받을수있었던메신저의

기능은부수적으로페이스북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높

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이 수업 참여를 좀 더 유도하였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페이스북을통해수업하는것이라서접근하기편했고

재미있는 것을 바로바로 공유하기 쉬웠다. (설문지 주관

식 응답)

교수님과학생들간의소통이잘이루어졌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4.2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 4>는스마트폰의활용에대한학생들의반응

을보여주는데스마트폰을학습도구로인식하는점은평

균 4.14점으로 높게 나왔고 나머지 활용부분에서는 높은

평균점수를 받지 않았다.

Statements Mean SD
Smartphone is a useful tool for English

learning.
4.14 0.728

The use of smartphone boos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class.

3.46 0.879

I was satisfied with the way smartphone
was used for the course.

3.64 0.817

I am going to search for word meaning in
English even after completing this course.

3.74 0.988

I am going to search for information in
English even after completing this course.

3.80 0.957

<Table 4> Post-questionnaire regarding smartphone

스마트폰활용이조별활동활성화에유익하다는인식

에 있어서 평균 3.46점이라는 높지 않은 점수를 받은 이

유는 페이스북 활용과 같은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조

별활동 결과를 페이스북에 스마트폰으로 기록하였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라는 주요 활동을 위한 도구였

던스마트폰활용만족도(평균 3.64점)가높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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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수업에 대한 흥미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별활동 과

제에조금씩변화를주었고때때로전혀새로운수업활

동을도입하였다. 예를들면교재본문을읽고본문에나

온구절을차용하여자신의삶에대한문장을만들어말

하는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하라는것과같은것이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변화가 어떤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

고수업이부담되는결과를초래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는 아래와 같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 수업 자체가 약간 거부

감이있을수밖에없는게약간다새로운것들이에요....

저야 그런것에 좀 익숙한데.....(학생 1)

수업부담과 관련하여 “너무 계속된 집중이 필요해서

수업 후 피곤합니다”라는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여 보면,

수업시간을 빽빽하게 운영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한수업활동자체가어떤학생들에게는부담으로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강의전달식 강의에 아주 익숙

해져있거나 능동적인 수업참여보다는 수동적인 강의 청

취를더선호하는학생들은매시간수업시간에스마트폰

으로과제를수행하는일을부담스럽게생각했을것이다.

자주한것은아니었으나조별활동과개별활동이혼합된

후반부활동에서심리적으로부담을느낀학생들도있었

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 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상반된 설문 응답

을 보여 주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검색이 좋았다. (설문지 주관

식 응답)

교재 해석과 관련 없는 활동은 수업에 집중도를 떨어

트렸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인터뷰한 학생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번학기가끝나면영어로인터넷검색하는것을멈출것

이라는 점이었다. 영영 사전 활용 역시 유익했다는 학생

들과 그렇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영영 사전 활

용역시학기가지나면멈출것같다는학생들이있었다.

두가지활동모두매시간하지않았으며이런활동을매

시간 하였다고 할지라도 한 학기라는 시간이 영어로 검

색하고 영영 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기에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주관식 응답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 활동의 의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영어능숙도가떨어지는학생들에게이러한활동

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가 분위기를 보면,,,,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영어단

어를써서검색하는것도...저야주변사람들이그런사람

이 많아서 익숙하게 여겨지는데....그런 것 자체를 그런

좀낯설어하는....수준이에요....그런것을어색해한다고해

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학생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업활동의 부담으로

인하여스마트폰을사용하는장점을다수의학생들이인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 활

용이 지니는 자기주도적인 요소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고판단된다. “자유로운수업분위기가장점이다,” “학생

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한 수업이다”라는 주관

식 응답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의 단점

보다는 장점을 인지한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스마

트폰 활용은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설문 응답은 스마트폰에 대한 학생들의 긍

정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이 장점이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접근성과 학생들의

흥미 증진이 되었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흠입력있는 수업방식이었다. (설문지 주관식 응답)

5. 결론 
페이스북 활용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

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문항의 평균점수는 3.40

점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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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 응답에 언급된 페이스북에 대한 장점과 인터뷰를

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페이스북 활용은 대체로

수업에대한학생들의흥미를자극하였고이는적극적인

수업참여로 이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SNS를 협력학

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장으로서 직접적인 협업의

도구로활용한선행연구들[18, 19, 21, 22]과는달리본수

업에서는 협력학습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페이스

북은 결과물이 게시되는 학습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따

라서 본 수업에서는 협업에 유익하다는 SNS의 장점[11,

12]이 수업에대한흥미로연결되지못하였다. 그러나수

업활동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다 같이 보면서 즉석에서

피드백을 해주었던 점과 메신저를 통해 본문 해석에 대

한질문과답변을빠르고편하게주고받을수있었던점

은수업에대한많은학생들의흥미를불러일으킬수있

었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활용 역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전체에 대한

총 평균점수가 3.76점으로서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생

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관

식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대체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습도구로서 확실하게 인식

하게 되었으며, 수업 이후에 영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활

동과 영영 사전 활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스마트폰 활용이 학생들의 자

기주도적인영어학습습관을형성하는데기여한다는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을 활용

한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째, ICT 활용 수업을 도입할 때 수업 활동 과제를 너무

다양화하지않는것이좋을것이다. 수업의핵심적인활

동을 몇 가지 정하여 그 활동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더효율적인수업이될것이다. 또한통합적인영어

수업이 아닌 이상 읽기 수업에서 말하기 동영상 촬영과

같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활동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것이다. 기술의첨단성에의존하여[24] 학생들의흥

미를 자극하기 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대한철저한연구가필요해보인다. 둘째, ICT를 수업

에도입하고자할때는수업의양에집착하지않도록더

욱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한차시에다뤄야

할 진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학생들이 여유 있게

수업활동을즐길수있게하여야할것이다. 진도를끝내

기위하여수업을바쁘게진행하다보면학생들이수업에

부담을 느껴 오히려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에

게활동과제의의의와수행방법을확실하게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수업활동

의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있게하는것이다[10]. 무엇을 해야할

지와왜이활동을하는지분명하게안다면학생들은자

신의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활동에 의미를 두고

더적극적으로참여하게될것이며적어도본연구결과

에서처럼인터넷검색활동이불필요하다는의견은나오

지않을것이다. 넷째, 페이스북으로인한시간낭비를우

려하여 일부러 가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에서제공하는 LMS를사용하는것도좋을것이다. 본연

구자가속한대학도 2017년 1학기부터무들기반의 LMS

인 ‘스마트 캠퍼스’를 오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게

페이스북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선택하였는

데소수의학생들이라할지라도학생들이거부감을갖는

것을 굳이 활용하기 보다는 학습전용 시스템인 교내의

LMS를 사용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교내

의 LMS를사용할경우이미과목별방이만들어져있으

므로따로과목그룹을만드는수고를덜수있으며페이

스북의 메신저 기능은 이 시스템의 쪽지 기능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폰과 SNS를 수업 중에

활용할 때 학생들이 “사이버 한눈팔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

[25]에서도 제안하였듯이 학생들의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는카카오톡의경우일정시간사용정지를설정하는것

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수업참여도와같은평가항목에이를명시하여 “사

이버 한눈팔기”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수업

중 스마트폰에서 딴 짓하지 말 것을 자주 상기시킴으로

써 학생들의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ICT 활용 영어읽기

수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연구가

ICT 활용 영어 읽기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

을기대한다. 또한 ICT 활용 영어수업을위한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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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제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 나올수록 ICT 활용 영어 수업이 더욱 학생 중심적

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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