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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ang Soo. A Study on Smart Learning Applic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alysis in a General English Program.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8 (2017): 93-111. This paper is to examine smart learning applications

blended with ON-OFF Line and analyse their effectiveness through a survey on a
general English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study, I review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eceding research on recent general English programs having
grafted smart learning. As a research method, I present new smart learning
applications which blend and connect ON-OFF Line by utilizing a computer
program(CAT TOEIC) and a smart phone application(e-SLS TOEIC) as well as
classroom activities. Through the survey, I investigate CAT TOEIC learning
effectiveness, self-driven learning degree, usefulness, availability, and convenience of
blended smart learning, etc.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 propose a blended smart
learning connecting ON-OFF Line as a new model for an effective English
program. (Ko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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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5백20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어학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다. 초
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정보나 주제어의 검색을 위한 단순한 교육용
게임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대학에서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적인 도구, 학습과정의 촉진자, 학생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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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수업관리 시스템 등으로 교육 어플리케이션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러닝 기반의 대학현장 교수-학습활동은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
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형태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의 특성인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인터넷, 콘
텐츠 플래시(Flash) 기술과 학습 이력 관리(LMS: Learning Management
Service) 등 다양한 학습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수업 및 학
습활동 유형과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 학습자 수준별 학습
및 학습동기 부여 등에 제한적이고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효
율적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 러닝 기반 어플리케이션 활용 영어학습의 설
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교수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으
로 부분적인 스마트 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을 기반으로 한 대학 교양영어(토익)
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K대학 교양영어(토익) 적용사례를 통하여 스마트 러닝 기반
ON-OFF Line 연계 학습설계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겠다. 또한 한 학기
수업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스마트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자
들의 학습효과와 수용성을 측정하고,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에 대한 학습
자들의 효용성, 유용성, 그리고 용이성에 설문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교양영어 교육의 최근동향
대학 교양영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교양영어 교과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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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문탐구의 기본
이 되는 영어를 습득하여 교양인으로서 지녀야할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
면서, 하위그룹의 학생들은 일반 교양영어의 목표를 그대로 쫓아가지만,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일반 교양영어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취업과 전문지
식을 갖춘 글로벌 지식인 및 전문인으로서의 영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예선희; 2016). 교양영어 교육은 전공교육 못지않게 모든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양영어 과정의 교수목표 및 내용을 학습자와 시
대의 변화에 맞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개
발과 수정이 필요하다(김미영, 2012).
IT기술의 발달과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양영어의 교육방법 등이
다양화되었다. 현대사회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다양화ㆍ전문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방법 또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대학은 대학실정에 맞는 교양영어를
개설하고 있다. 취업준비와 영어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여 토익을 활용한
교양영어 과정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양영어교육이 졸업 후 취업과 진학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으
로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고,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은정, 김창수; 2014).
이러닝(e-learning)은 교수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질문에 상호작용을 하
도록 요구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수업운영과 콘텐츠 개발 등에 시간적,
기술적, 인력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전통적인 면대면(face-to-face) 수업에서의 부족한 교육활동을 보완
해 주면서, 면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교육의 유용성과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합 학습인 ON-OFF Line 연계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이 대
두되었고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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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 러닝과 스마트 러닝 학습
모바일 기반 언어학습(Mobile-Assisted Language), 즉 모바일 러닝의 개
념은 Chinnery(2006)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최근 이동통신 기기의 발달
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수 학
습법에 많은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Kukulska-Humle & Traxler(2005)는 모바일 러닝은 모바일 폰,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휴대 가능한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러닝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특정한 위치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경(2007, 2009)은 모바일 러닝을 주목
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의 확대
둘째, 정보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함양 셋째, 인지적 구성주의
(cognitively-oriented Constructivism)와 사회적 구성주의(socially-oriented
Constructivism)를 제시하고 있다. 무선 모바일 기기는 뛰어난 접근성과
유대의 편리성으로 급속히 변해가는 현대의 교육환경, 특히 정보화 시대
에 이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Kim & Kwon(2012)에서는 모바일 기반 이동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기술의 이동성은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휴대
가능한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자의 이동성은 모바
일 기기들을 사용해서 편리한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의 개별화, 공동체
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습
의 이동성은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실
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적 활동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러닝의 이동성은 학습에 대한 효용성을 기반
한 외국어학습 분야에서 많이 강조되어 언급되고 있다. 권연희(2013)의
모바일 기반 외국어학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모바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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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용 학습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리 없이 적용시켰고 자기주도적
인 학습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이란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e-Book 단말기 등의 스마트 기기와 전자학습 기술을 접목한 개념으로 시
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 러닝은 사용자에게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 환경을 선택하게 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학습자는 스마트 러닝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형·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 학
습역량을 발휘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내는 학습형태라 할 수 있다(박미현
& 이성원, 2017; 허근, 2017; 김희진 & 허광, 2016). 특히, 스마트폰은
다른 모바일 기기보다 인터넷 접근을 더욱 빠르고 용이하게 하여 학습 관
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동시에 다양한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사전 이
용, 메모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다 기능성(multi-functional) 기기로 영어
교육의 새로운 학습도구로 활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윤경옥 & 나양
온, 2015).
스마트 러닝의 개념은 2010년 이후 스마트 기기 등 미디어가 스마트화
하는 발전과정과 함께 이전 컴퓨터를 보조도구(ICT) 및 이러닝 활동방식
들을 포괄하면서 진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용이 가
능한 어플리케이션 학습 등 이러닝과 차별화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콘텐츠간의 소통, 협력, 참여,
개방, 공유 기능 등 일방적인 교수-학습방식이 아닌 수평적, 쌍방향적, 지
능적 교수-학습방식의 전환으로 역설하였다. 이는 기술적 우수성과 수월
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 방식에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한 학습활동과 수행(performance)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이승길, 2013; 정숙경, 2012; Kim, H. J, & Yoon, M. 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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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ulska-Humle & Traxler, 2005).
스마트 러닝의 요소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운받은 콘텐츠를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하거나,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스트리밍 형태로 강의
콘텐츠를 수강 할 수 있는 매체 및 콘텐츠의 접근성, 학습자가 정보를 획
득하고 이를 저장 할 수 있는 정보 포착과 저장성, 학습자의 정보를 더욱
관련 있는 데이터로 변형 처리해주는 반응의 산출성(compuation),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인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
용자간의 상호작용, 소통, 협동학습, 집단지성, 지식개방 및 공유 등의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의 특징을 갖는다(문혜성 & 박경모, 2013; Middleton,
2015).
권연희(2013) 모바일 활용 영어학습의 사례연구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
션 영어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 기기 활용
언어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에서, 캠퍼스에서,
대중교통 이용 등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활용패턴 및 생활패턴 속에서 스
마트 러닝 학습을 수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관리자의 역할은 단지 교
육용 SNS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에게 학습방향을 조언해주고, 개별 학습자
들이 서로 학습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형성해 주었다. 이
는 모바일 기반 언어학습이 좀 더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
축의 가능성을 보여 준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스마트 러닝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학습활동에 접목하여 학습자-교
수자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설계를 가능하게 해
주는 스마트 기기와 이러닝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비스라 할 수
있다(박미현, 이성원; 2017, 노규성, 주성환, 정진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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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K대학 교양영어 토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개설된 모든 토익교과목은 ON-OFF Line 연계 블렌디드
러닝 기반 학습방법을 적용하였다. 한 학기동안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온
라인 CAT (Computer Adapted TEST) TOEIC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SLS TOEIC을 이용하여 수준별 학습과 취약파트 유형을 학습할 수 있
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의, 3회 홈워크, 그리고 4회 테스트(진단/모의고사)
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학습자의 한 학기 학습기간 동안 동영상, 홈워크, 테스트 등 누적 학습
시간을 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성실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습정보 혹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하여 주차별 학습자가 제출하는 과제물을 교수자는
실시간 확인 후 피드백을 전송하여 학생들의 댓글 반응도를 확인할 수 있
는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연구 자료를 위한 설문조사는 교양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1학년 5개 학
과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 후 통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문항들은
ON-OFF Line 연계 수업의 학습효과와 만족도,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
참여도 등과 스마트 러닝 학습활동의 유용성, 용이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여부, 그리고 재사용 의도 등이 설문되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설문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ON-OFF Line 연계
수업의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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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N-OFF Line 연계 스마트러닝 활용한 수업의 실제
K대학의 교양영어 중 필수과목인 대학영어 I, II는 1학년을 위한 토익
교과목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취업에 필요한 토익점수를 위한 기초과
목이다. 2~4학년은 영어의 기초실력과 토익의 예비지식을 기반으로 토익
시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수준별 과목으로 초급/
중급/고급 토익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실전심화토익 I, II와 토익
S&W I, II는 토익 고득점 취득과 동시에 의소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실용
및 실무 중심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각종 공무원이나 회사의 영어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향상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토익 관련
과목들은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온라인 토익학습
인 CAT TOEIC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SLS TOEIC를 병행하여 활
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공되었다.
[그림 3-1] CAT TOEIC 학습 홈페이지

CAT 토익 홈페이지

CAT 토익 학습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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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e-SLS TOEIC)

e-SLS TOEIC(앱)

학습 종류

Test & Homework

Smart e-School(앱)

동영상 학습

LC 문제풀기

스마트폰 교재 기반 어플리케이션 Smart e-School은 교재내용이 어플
리케이션으로 구현되어 언제든지 교재학습이 가능하고, 교수자는 그 결과
를 오프라인 수업에도 학습자들의 수준과 문제별 정/오답률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토익교과목의 특징은 토익교육에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연계하였다. 블랜디드 교양영
어 학습모형으로 (i) 온라인 예습-오프라인 강의, (ii) 오프라인 강의-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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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습, (iii) 온라인(모의테스트 & 홈워크)-오프라인(모의테스트)으로 설
계되었다.

3.3 연구결과 및 논의
토익교과목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온라인 학습
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접목한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모든 토익교과목 오프라인 수업에 온라인 학습도구를 부
분적으로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시도하였다.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
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기반으로 온라인 토익학
습(CAT)과 어플리케이션(e-SLS TOEIC)을 활용하여 토익학습을 병행하
였으며,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CAT 학습방식은 온라인 토익 수업 동영상 강의(VOD)와 개인 수준별
토익과제 홈워크(취약파트 학습, 취약유형 학습, 레벨업 학습), ON-OFF
Line 테스트(진단/모의고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으
로 Smart e-School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기반 학습과 토익학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SLS TOEIC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인 토
익 인터넷 강의, 개인 수준별 홈워크 활동 후 토익 모의테스트를 제공하
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과 연계하여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 학습전략을 구상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자
가 의도한 학습의 효용성, 자기주도적 학습성과, 그리고 스마트 어플리케
이션 활용도를 측정하였다.
그에 대한 학습효과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효과 측정은
[표 3-1]과 같이 5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효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점 척도에서 평균적으로
3.5점을 상회하였다. 특히 ‘토익 모의/정규시험 성적이 향상되었다’의 질문에
평균 4.02점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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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AT-TOEIC 학습효과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M)

(1) 토익 L/C 부분이 향상 되었다

3.95

(2) 토익 R/C 부분이 향상 되었다

3.83

(3) 내가 취약했던 파트(PART)부분이 향상 되었다

3.68

(4) 모의/정규 토익성적이 향상 되었다

4.07

(5) 자율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향상 되었다

3.52
N=191, 7점 척도

온라인 학습자 대상 효용성 설문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CAT 토
익 학습시스템 활용의 유용성과 용이성 등을 설문 (1)~(5)에서 측정하였
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의 단점 요소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적이
된바 있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의 부재와 피드백, 그리고 온라인 학습 도
중 이탈 환경요소 등을 설문 (6)~(10)에서 실시하였다.
[표 3-2] 학습자 효용성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M)

(1) CAT-TOEIC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3.69

(2) CAT-TOEIC 학습은 내가 원할 때 참여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4.28

(3) CAT-TOEIC 학습은 자율 적인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3.66

(4) CAT-TOEIC 학습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유용하다.

3.23

(5) CAT-TOEIC 학습이 나의 토익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35

(6) CAT-TOEIC 학습은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불편하다.

4.45

(7) CAT-TOEIC 학습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지 못해서 불편하다.

4.48

(8) CAT-TOEIC 학습은 상호작용이 없어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4.63

(9) CAT-TOEIC 학습 중 다른 인터넷/어플을 보기 때문에 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4.18

(10)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 CAT-TOEIC 학습
으로만 하는 토익 수업은 나에게 효과적이지 않다.

4.77

N=191,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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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익수업의 성적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적향상을 보였으
나,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자의 반응을 기초한 효과 분석에는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 (6)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점이 평균
4.48점이 나와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다. 설문항목 (9) ‘CAT-TOEIC 학습
은 도중 다른 인터넷/어플을 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설문
항목 (10)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온라인 CAT-TOEIC 학
습으로만 하는 토익수업은 나에게 효과적이지 않다.’의 답변은 온라인만의
학습은 자기주도적이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주
도적인 학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습을 컨트롤 하고 실제 가이드를 해주는 교사의 부재로 인한 자
기 주도적 능동적 수업이 어렵고,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급
한 일이나 유해적인 환경에 의해서 학습을 미루거나 다른 곳으로 이탈하
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
후 블랜디드 교수-학습 설계는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교수자들의 적극적
인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3-3]에 대한 설문은 학습자들의 IT시스템 및 솔루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1)~(12)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솔루
션 사용함에 있어 흥미롭게 사용했는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그리고 사용하기가 쉽고 용이한지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모두 평
균 3.5점으로 상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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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학습자 대상 솔루션 수용적 특성에 대한 설문결과
설 문 항 목

평균(M)

(1) CAT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다.

3.37

(2) CAT 솔루션을 사용 할 때 지루하지 않다.

3.23

(3) CAT 솔루션을 사용 할 때 집중하게 된다.

3.38

(4) CAT 솔루션을 사용 하는 것이 재미있다 .

3.21

(5) CAT 솔루션을 활용한 토익 학습은 유용하다.

3.76

(6) 취약한 토익 파트를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3.94

(7) 동일한 노력으로 더 좋은 토익성과를 거둘 수 있다.

3.63

(8)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토익 학습에 도움을 준다.

3.81

(9) CAT 솔루션 이용 방법은 쉽다.

4.82

(10) CAT 솔루션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

4.87

(11) CAT 솔루션을 이용하는 데 쉽게 숙달 되었다.

4.67

(12) CAT 솔루션을 활용한 홈워크 과제는 쉽게 수행 할 수 있었다.

4.34

(13) 나는 토익공부를 위하여 CAT 솔루션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3.62

(14) 나는 앞으로 CAT 솔루션을 더 많이 사용할 계획이다.

3.50

(15) 토익 이외의 온라인 솔루션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3.57

(16)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용의가 있다.

3.51

(17) 나는 CAT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토익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64

(18) 토익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85

(19) 진단테스트, 홈웍, 동영상, 단어 학습에 나는 만족한다.

3.66

(20) CAT 솔루션을 활용한 학습방법에 나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3.70

N=191, 7점 척도

특히 (9)~(12) 용이성 항목들의 평균 측정값은 4.6점 이상이다. CAT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솔루션 사용에 있어 어려움점이 없고 쉽게 숙달되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CAT 사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IT 수용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
적 태도 및 사용의도에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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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언어학습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스마트폰 활용의 생활
패턴 속에서 언어학습을 별 무리 없이 적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학습이 전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스마트 러
닝 학습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연계하여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
학습전략을 구상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스
마트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 유용성과 용이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학
습자들은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한 온라인 커리큘럼 기반에서 학습자 스스
로 학습 계획과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표 3-4] 항목
(1)~(2)에 평균 4.26점 이상 측정된 결과는 스마트 러닝 기반 교양영어
과목의 블렌디드 스마트 러닝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4] 스마트 러닝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M)

(1) 나는 나에게 맞는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4.26

(2) 내가 세운 계획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4.30

(3) 나는 혼자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효과적인 방법이 생겼다.

3.91

(4) 나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검색 이용이 가능하
게 되었다.

4.25

(5) 내가 세운 계획대로 혼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4.01

N=191, 7점 척도

[표 3-5]와 [표 3-6]은 스마트 러닝 유용성과 용이성에 관한 설문을 진
행하였다. CAT 솔루션 수용성 특성에 관한 설문항목과 마찬가지로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성 특성인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였다. 연구자의 연구의도와 목적에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학습설계
및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학습자들에게 대학 현장강의와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2가지를 제공하였다. 하나는 CAT 학습 및 과제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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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하나는 교재를 학습하고 문제풀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방법의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흥
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스마트 러닝 기반 어플리케이
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는 새로운 학습이 아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배
우고 익힌 내용을 흥미로운 학습도구로 쉽고 용이하게 학습에 대한 거부
감과 긴장도를 낮추고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여 유용성을 인지
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표 3-5] 스마트 러닝 유용성에 관한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M)

(1) “스마트폰” 활용으로 CAT-TOEIC 과제를 “PC” 활용 보다 빨리
수행 할 수 있다.

4.17

(2) CAT-TOEIC 과제수행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은 나에게 유용하다.

4.26

(3) CAT-TOEIC 과제수행에 있어 “스마트폰” 활용은 나에게 효과적이다.

4.11

(4) “스마트폰”을 활용한 CAT-TOEIC학습은 “PC”활용보다 나의 학습
성과를 높여 준다

3.64

N=191, 7점 척도

[표 3-6] 스마트 러닝 사용 용이성에 관한 설문결과
설문 항목

평균(M)

(1) 토익 학습 어플은 나에게 익숙하다.

3.93

(2) 토익 학습 어플은 사용은 나에게 쉽다.

4.26

(3) 토익 학습 어플 이용방법을 쉽게 배 울 수 있다.

4.44

(4) 토익 학습 어플 이용은 쉽게 숙달 되어져 있다

4.28
N=191, 7점 척도

온라인 학습 활용도 조사에서도 교양영어(토익)의 블렌디드 스마트 러
닝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인터넷 기반
CAT-TOEIC를 1주일 평균 2회 방문 학습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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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TOEIC은 평균 4회 방문 학습하여 온라인 토익수업 동영상 강의
(VOD)와 개인 수준별 홈워크 학습활동과 교재학습을 병행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IV. 결 론
최근 IT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 러닝을 기
반 교수-학습 방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학습교재
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학현장에서 활용되고 스
마트 러닝 기반 교수-학습 방법은 여전히 오프라인 학습의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대학의 ON-OFF Line 연계 블랜디드
학습모형 사례를 제시하여 토익교재를 활용한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
습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블렌디드 커리큘럼을 분석하
였다.
대학의 교양영어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
는 실용적인 영어과목이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에 따라, K대학 토익 교양영어수업에서 ON-OFF Line 연계 블렌디드 커
리큘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오프라인 수업이외 온라인 학습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준별 학습의 실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만족도와 효율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양영어 토
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7점 리커드 척
도에서 평균 3.6점 이상 상회하였다. 토익성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성적향상을 보였으나, 학습자의 효용성 및 학습자의 반응
을 기초한 효과분석에는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스
마트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 유용성, 용이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습자들은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한 온라인 커리큘럼 기반에서 학
습자 스스로 학습계획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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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으며, 스마트 러닝 기반 교양영어 과목의 블렌디드 스마트 러
닝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마트 러닝 기반 블렌디드 학습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더불어 학습자들의 학습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측
정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가 교양영어(토익)를 기초로
한 결과일지라도 향후 다른 영어교과목의 교수-학습운영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학습법을 바탕으로 추후 블렌디드 스마트 러
닝을 적용할 때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강의,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 등 다양
한 수업모델이 연구된다면 영어수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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