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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융합기반의 모바일영어커리큘럼을 실용에 앞서 그 가치를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에 탑재되어있는 영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 커리큘럼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했
으며, 그 결과 영어교사들의 피드백은 실제 사용하는 영어 학습, 반복효과, 협동 학습, 자기효능감 경험 등의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전통적인 영어 학습 틀에서 벗어난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 임하는 ‘학습
자들의 자세가 가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이 문제는 교사와 학습자 간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커리큘럼을 학습현장에서 활용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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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value of convergence-based mobile English curriculum for 
English education prior to its practical use. This is deferent from the existing studies in developing and 
studying a curriculum using an English program loaded in mobile to make an effective English learning. 
In order to find out how well teachers are aware of this curriculum, we performed qualitative 
researches. Some English teachers asked for feedback about the curriculum gave us positive feedback 
in most areas such as learning authentic English, repetition effects, cooperative learning, self-efficacy 
experience, and so on. As a negative feedback, they were afraid of students’ easy and free attitudes 
because of the new learning environment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very close 
communication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through on and off line. Next time applying this 
curriculum to the field and analyzing will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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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모바일을 사용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없다. 모바일은 이젠 통화수단 역할
은 기본이고 휴대용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인터넷 기반의 거의 모든 기능이 다 탑재되어있다.
현대에 이르러 모바일 사용 범위는 다양해져서 모바일

은 영어 학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영어 수업시간
에 단어를 찾거나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 단순 활용에서
부터 영어교육의 도구로서 학습자들의 발음 연습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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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를 연습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관
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모바일 영어교육 연구는 주로 모바일을 활용
한 만족도 조사나 영어학습의 네 가지 기능(4 skill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중 어느 한 
기능에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는 모바일 기
기의 편리성 활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조사[1]를 바탕으로 모
바일에 탑재되어있는 영어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학습
커리큘럼개발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영어교육에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
을 넘어서서 재해석하고 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효과적
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
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온라인 활용이나 단순한 모바일 
기기 활용의 차원이 아닌 과학기술(IT)과 영어교육의 융
합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앱(app)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 커리큘럼개발은 그 자체로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이 연구는 영어전공 학부생들에게 모바일영어회화 교
과목 수업 시행을 위해 커리큘럼개발의 필요 여부를 확
인하고자, 일상영어회화 스킬 향상의 목적을 제시하고 구
체적으로 학습 과정, 방법 및 자료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영어교육 커리큘럼개발이 학습
자나 교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
의 모바일 영어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그 제반적인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현대 시대에 인적 네트워킹은 거의 SNS가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처럼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정보교환보다는 상대의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는 정보교
환이 대세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직접적인 전
화통화보다는 전화상의 문자를 비롯한 카카오톡, 트위터 
등의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1 모바일영어교육의 특징 
영어교육에 활용되는 모바일은 동시적․비동시적 대화 

기능 둘 다 활용하고 있다. 영어학습자가 이 기능들을 활
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한 

많은 시간을 영어훈련에 투여할 수 있는 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1.1 영어 학습의 확장이 가능하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유창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시간 노출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
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모바일 활용 영어교육프로
그램은 무엇보다도 무한 반복 학습과 교실 밖으로까지 
연장되는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3-5]. 
물론 학습자의 동기가 전제하에 가능하다. 

2.1.2 영어 학습의 도구로서 만족도가 높다.
장은지(2011)의 SNS 기반 학습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6] 하듯이, 학습자들은 
온라인상에서 특히 모바일에서 영어 학습을 하면 긴장이 
덜하고 틀린 부분이나 어려운 발음을 스스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재발견하거나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7], 따라서 
SNS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SNS 기반 영어 학습 환경이 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학능력이 낮거나 
SNS 기반 학습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좌절
감을 주게 되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6].

2.1.3 네 가지 기능(4 skills)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whole language approach 
학습방법은 각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
를 자신의 수준에 알맞게 연습하고 학습하게 되어있어서 
장기기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8]. 이 학습방법은 학습자 
자신이 주어진 과업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선언적 지식보다는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9]. 이처럼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훈련하는 게 바람
직하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
는 방법도 의미가 있다.

2.2 모바일영어교육의 기대효과
모바일 기반 영어교육은 학습자에게 영어 학습의 기회

와 편의성 면에서 어느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 비
교우위를 점하고 있어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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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온·오프라인 협력 학습을 실천할 수 있다.
모든 학습자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

들이 학습 내용과 사회적인 이슈를 접목하기 쉽기에 영
어 학습뿐만 아니라 SNS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
다. 즉, 모바일 영어교육은 “사회의 구체적인 사태와 대
상을 한 개인의 과업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서 협력하고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
절한 교육방식이다[10].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한 예로서 네이버 앱의 생활영
어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 및 학급 
전체 활동 등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고, 이를 통해 참여 학
습자들은 상호협력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10].

2.2.2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
모바일 영어 학습프로그램 같은 비인격적인 학습방식

은 자칫 학습자에게 고립감이나 좌절감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김아영(2007)이 학업에서 느끼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11]라고 밝히고 있듯이 모바일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
다. 학습자는 모바일영어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어휘를 무
한대로 확장해 학습할 수 있다. 어휘 능력이 향상됨에 따
라 학습자는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으로 이어
질 수 있다 [11].

2.2.3 실제(Authentic)의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모바일영어프로그램을 통해 적절치 못한 비속어나 내

용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
육 콘텐츠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며 사용하고 있는 ‘여기 
지금’(here and now) 영어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습자가 
실제의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12,13]. 영어교육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언어’(meaningful language)
를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모바일영어교육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영어 콘텐츠는 ‘케케묵은 또는 자연스럽지 
못한’(canned or stilted language) 영어를 학습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12,13].

2.2.4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계획이 철저하고 학습자가 이를 준수할 자세가 되

어있다면, 모바일 영어교육은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의 많은 부분을 자기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한다. 개인
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반면에 책임이 뒤따르는 교육방식
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더 나아
가 인성교육 등으로 귀결되는 교육 효과를 낳을 수 있다
[14].

2.2.5 협동․창의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주도성이 강조된 학습 환경에서 정보독점이

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팀워크를 저해할 수도 있으나, 대
부분의 학습자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주
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 간 협력 학
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상에서도 협동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학습 분위기
가 싹틀 수 있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선험적 지식이나 경
험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을 낳게 되는 스키마
타(Schemata)를 만들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
들은 더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이루
어져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15].

3.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

3.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본 대학원의 콜

로키움(colloquium)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학부과
정 모바일영어교육 실행에 앞서, 커리큘럼개발의 필요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D대학교 테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
나 졸업한 영어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영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고 모바일영어
교육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교사로 한정했다. 인
터뷰 질문 문항은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개발의 필요
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3가지로 구조화시
켰고, 개인 면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3.2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 예시
Fig. 1은 지면 관계상 세부적인 수업내용이나 학습자

료 활용방법 등을 15주 전체를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서 4주차까지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4주 분량
만 보아도 나머지 부분을 유추하여 만드는 데 지장이 없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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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English Education Curriculum

1. Program Offered: Mobile English is offered to the students who 
want to practice in and off class. Through this course ss can study 
and practice English dialogues everyday and everywhere, which are 
given by Naver English dictionary.

2. Duration of the Program: 1 semester, 15 weeks

3. Total Credit Hours: 3

4. Medium of Instruction: English and Korean, but English recommended

5. Goals: At the end of this course, students can improve their English 
conversation abilities by practicing English almost every day at any 
place and time only if they carry their own mobiles.

6. Students: 1st year university students

7. Evaluation:

attendance mid-term final-term assignment participation

10% 30% 30% 10% 20%

8. Office: R318

9. Office Hours: Mon./Tue. 10-12

10. Full time course structure by week

contents remarks

1st week You’re always 
prepared.

worry, extra, 
supplies, prepared

2nd week The guests are 
almost here.

almost, sweep, 
mood, mess

3rd week I think it’s worth it. already, get into, 
entrance fee, worth

4th week He’s ahead of 
everyone.

be ahead of, nobody 
else, will hit, catch

Fig. 1. Sample curriculum

3.3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인터뷰
인터뷰 대상 영어 교사들에게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

럼을 보여주고 사용설명을 해준 뒤 그들의 의견을 물었
다. 인터뷰 결과를 ⑤: 매우 도움, ④: 도움, ③: 보통, ②: 
거의 도움이 안됨, ①: 도움이 전혀 안됨으로 분류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인터뷰 1
이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교수 방법이 이해되었습니

까?

helpful degree ① ② ③ ④ ⑤

teachers’ feedback 0 0 1 13 7

Table 1. Interview 1

위의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커리큘럼을 보
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매
우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커리큘럼 자체가 교사 자신에
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동일 교과목
에 대해 제작된 커리큘럼은 다른 교사가 활용하는 데 지
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다.

3.3.2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인터뷰 2
이어서 ‘이 커리큘럼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이다.

helpful degree ① ② ③ ④ ⑤

teachers’ feedback 0 0 1 10 9

Table 2. Interview 2

이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자들은 앱이 제공하고 있는 
발음훈련, 어휘정리, 간단한 문법 설명, 퀴즈 등의 콘텐츠
를 통해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이유에 대
해 교사들은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생
활영어 콘텐츠의 양과 반복 학습, 그리고 이에 따른 학습
자의 절대적인 영어 학습 노출 시간이 많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3.3 모바일영어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인터뷰 3
‘이 커리큘럼이 현재 영어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에 대한 결과이다.

helpful degree ① ② ③ ④ ⑤

teachers’ feedback 0 0 1 8 12

Table 3. Interview 3

지금까지 모바일 활용 영어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만족도 조사와 같은 것
이어서 영어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면
이 있었다. 반면에 이 커리큘럼개발은 영어교육에 직접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피드백을 주
었다. 몇몇 교사는 지금 당장 이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영
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
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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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영어 학습의 확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교육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자의 자기효능
감 체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4. 결론 및 제언 

모바일영어교육은 현실적으로 학습자에게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른 교육방식보다 학습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고 남음이 있
다. 문제는 이 교육방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
육 효과가 달라지므로 II, III 장에서 다루었던 지식과 정
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authentic 
English)를 학습할 수 있다. 이 모바일영어교육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실제 상황, 지식, 정보 등을 
콘텐츠로 활용하기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모든 어휘나 이
디엄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영어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케케묵은 또는 억지의(canned or 
stilted) 영어를 학습하지 않게 된다. 

둘째,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절대
적인 영어 노출 시간이 늘어난다. 일반적인 영어커리큘럼
은 대개 주당 3시간이지만, 이 커리큘럼은 주 6일간 매일 
새로운 주제의 생활영어가 공급되고 있어 학습자들은 매
일 영어를 학습한다. 즉 빈도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많
은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이 커리큘럼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료 간
에 짝 활동 및 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고 있어서 협력 학습을 체험할 수 있다. 학습자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 및 정보교환이 실시간 또
는 비실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 취
업 또는 진로의 방향 전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 등
의 본질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나 일선의 교사에게 모바일영어
교육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여전하다. II장에서 언급되
었던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III장에서 지적된 ‘학습자
와 교사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다. 교사는 
학습자의 응답을 확인해야 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학
습자의 학습 참여 여부를 확인하거나 독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엔 위와 같은 모바일영어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나, 모바일 커리큘럼과 전통

적인 커리큘럼을 이용한 영어교육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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