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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3, 377-392. With their popularity and their 

ubiquitous nature, mobile wireless devices including smartphones offer great 

potential as a teaching and learning tool in English education. The current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learners’ perceptions of the use of applications in 

learning English vocabulary. A total of 24 undergraduates in ‘Understanding of 

English Vocabulary’ clas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y used Quizlet as a 

mobile app on smartphones to learn vocabular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a 

vocabulary test,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in general,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vocabulary

learning assisted by the mobile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high proficiency 

group demonstrated a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the low proficiency group, 

in terms of the enjoyability and the learning impact. The paper concludes with 

pedagog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instructors’ roles to integrate mobile 

apps into college English class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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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

가 도래하면서,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은 E-러닝(electronic learning)에서 M-러닝

(mobile learning)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즉, 200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나 웹

을 기반으로 하는 E-러닝이 학습 도구로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보급의 확대로 최근에는 모바일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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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학습을 접목시킨 M-러닝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매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김혜정, 2016; Abdous, 

Camarena and Facer, 2009; Sharples et al., 2009). 기존의 E-러닝은 컴퓨터 단말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가 안정된 물

리적 공간에 자리를 잡고 유선 인터넷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였지만, M-러닝은 E-러닝의 시간, 공간의 한계점을 극복하

여 상시적 교수 학습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M-러닝은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

의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서 교육의 전달을 흥미롭게 할 수 있고, 외국어 학습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 능력과 태

도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교수 도구로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tin and Ertzberger, 2013).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779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의 9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한국갤럽, 2017). 특히 20-30대의 경우 

이미 2012년 하반기부터 90%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하여 2017년에는 99%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스마트폰 주요 사용 인구인 현재 대학교 재학생들은 일찍이 디지털 기술에 노출되어 온 세대로서 대다수가 초등학

교 시기 이전부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테크놀로지 환경에 익숙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학습 형태

인 M-러닝의 교육적 가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임 걸, 2010), 실제로 대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 

M-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대와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손혜림, 2012; 김혜숙, 2017; 

Cha and Kim, 2016).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학습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학습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어

떻게 대학교 강의에 통합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학생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어휘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영어 어휘 수업에

서 시행한 스마트폰 어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으로 표기) 활용 모델을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고명희

(2014)의 스마트폰 영어 학습 앱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의 요구 조사에 의하면, 다른 과목들보다 영어 과목이 모바일 기기

용 앱으로 학습하기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80%를 상회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 문법, 발음 등 7개 항목 중 앱활용을 통해 언어 기능 향상이 가장 용이할 것 같은 두 가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듣

기’와 ‘어휘’ 선택 빈도가 전체의 89%(n=224/225)에 해당했다는 점이다. ‘어휘’라고 답한 다수 학습자들의 경우 다른 영

역에 비해 앱을 이용한 어휘 학습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가 반복학습의 가능성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

은 학습자 요구 조사를 고려하여 영어 어휘 형성의 이해와 어휘 지도에 초점을 맞춘 수업 커리큘럼에 직접 어휘 학습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과제를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고안되었다. 이처럼 대학생 학습자들의 어휘앱 

활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더 개선된 영어 학습 환경과 교수 방법에 대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

고, 어휘 학습을 위해 더 유용한 어휘앱 설계 및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M-러닝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M-러닝을 활용한 어휘 학

1) 고도의 기술 발달과 함께 미래 교육의 모습은 M-러닝을 넘어서서 U-러닝(ubiquitous learning)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U-

러닝은 모든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나, 이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현실 세계의 사물과 환경 속으로 스며

들어 일상생활에 통합되는 형태의 학습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서정희 외, 2005: 32). 쉽게 말해서 U-러닝은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기

기를 휴대할 필요 없이 학습자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 정보통신 기술이 내재(embededness)되어 있어서 필요시 접근 가능한 학습이다. 비

록 차세대 학습법으로서 U-러닝이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하고, U-러닝이 제공하는 미래 교수학습 모델은 매우 기대가 되지만, 물리 공간 전

체가 네트워크화 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까지 가능한 교육 환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 실생활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제 대학교 외국어 학습의 활용 연구 자료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M-러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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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다루는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휘앱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실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하고, 5장

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영어 어휘 학습에서 스마트폰 앱활용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M-러닝의 정의 및 특징

M-러닝은 ‘모바일(mobile)’과 ‘E-러닝’의 합성어로서 전자 매체 중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게임기 등과 같이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무선의(wireless) 매체들을 활용한 교육을 의미한다(Kukulska-Hulme and Traxler, 

2005). M-러닝의 하위 분야로 모바일 기기를 도구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외국어 학습을 ‘MALL(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이라고 명명하고 있다(Chinnery, 200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급진적 발전은 20-3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급을 범국민적으로 확대시켰고, 그

와 함께 M-러닝은 동영상 강의 또는 학습 앱 등을 중심으로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트랜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M-러닝의 

주요 특징은 편재성(ubiquity), 접속성(connectivity), 개인성(personalization), 자기주도성(self-regulation) 등으로 요약

된다(박주연, 2013; Kukulska-Hulme and Traxler, 2005). 각 특징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특징이 영어 어휘 학습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편재성’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 또는 E-러닝과 비교해서 M-러닝만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학습자

가 학습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선택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모바일기기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져서 간편하게 휴대와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신축성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기회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 

영역인 어휘력을 향상 시키려면, 어휘를 검색하여 간격을 두고 노출, 반복하는 학습이 중요한데(Barcroft, 2007), M-러닝

의 편재성은 그러한 반복 학습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둘째, M-러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접속성’이다. 접속성이란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기존 유선 인터

넷 접속에 필요한 컴퓨터 부팅이나 통신 연결을 위한 시간 등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즉시 연결하여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영어 어휘 수업은 무거운 책과 같은 학습 매체를 통해서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어휘의 철자와 의미를 구두로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방식이고, E-러닝 환경에서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

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만 가능하다. 반면에 M-러닝은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빠르고 쉽게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M-러닝의 접속성이 영어 어휘 수업 활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어휘를 알려주면 학습자는 M-러닝의 빠른 접속성을 통해 목표 어휘뿐

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어휘들까지 의미 확장을 시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어의 뜻과 이

미지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시각적 입력을 강화할 수 있고(Noris and Ortega, 2000; Sharwood, 1993), 필요시 원어민 

발음으로 즉시 청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학습하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실제 자료(authentic materials)들에도 접속

할 수 있어서 학습 내용과 실생활을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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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M-러닝은 학습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학습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특성

을 ‘개인성’이라고 명명한다(최은주 · 김지영, 2006). 학습자들이 원하는 학습 형태 선호도는 각기 다르고, 개인적 학습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다. M-러닝의 개인성은 학습자 중심의 유연하고 차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

신의 상황에 맞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M-러닝의 개인성을 영어 어휘 학습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휘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학습자는 학습 목적에 맞는 어휘들을 정리해서 자신만의 어휘 사전으로 만

들어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재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앱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시험이나 게임 등을 통해 학습

자 개인적으로 수준별 점검이 가능하다.

넷째, M-러닝은 ‘자기주도성’을 유도한다. 위에서 나열한 M-러닝이 갖는 편재성, 뛰어난 접속성, 개인성 등의 특징들

은 결국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주도해갈 수 있게 도와준다. 기존 교실 중심의 수업 방식이 표준화된 

진도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 내에 교수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이

제 M-러닝 환경에서는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선별하고 접속하여 반복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고, 학습의 속도까지도 학습자 수준에 맞춰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에 부

딪히게 될 경우, 다음 수업시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검색하거나 또는 

유사한 지식 스키마를 공유한 학습자들끼리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2.2 M-러닝을 활용한 어휘 학습 선행연구

모바일 기기를 어휘 학습도구로서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초기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자체 기능을 통해 학습을 유도한 연구에 집중하였고, 이후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앱개발이 활발

해지면서 점점 모바일 콘텐츠 또는 앱을 활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김혜숙, 2017). Thornton과 Houser(2005)는 일

본인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규칙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오전 9시, 오후 12시와 

5시) 어휘 목록을 이메일을 통해 모바일 폰으로 전송한 후 학습 효과를 살펴보았다. 종이 인쇄물 또는 웹기반 PC를 통해 

동일 어휘 목록을 받아서 학습한 EFL 학생들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이 사후테스트 결과 어휘 학습에 유

의미한 점수를 얻었고, 학생들 다수가 모바일로 학습 자료를 받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일정한 간격(spaced intervals)을 두고 어휘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어휘 습득에 필수적인 장

기 기억 저장(long-term memory storage)에 효과를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Lu (2008)는 타이완 고등학교 EFL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의 단문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사용한 어휘 학습 효과를 검증하였다. 2주간에 걸

쳐 실험 집단에게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영어 어휘 세트를 전송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종이 인쇄물로 동일 어휘 세트를 

제시하였다. 사후 테스트 결과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영어 어휘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통제 집단 학습자들에 비해 더 많은 

어휘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학

습의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로는 최은주와 정동빈(2010), Kim(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M-러닝의 추세는 초창기 모바일 기기 자체 기능을 통한 학습 방법을 넘어서서 외국어 어휘 학습을 위해 특화된 

모바일 컨텐츠나 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roud(2014)는 일본인 EF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4주 동안 어휘 학습용으로 개발된 퀴즐렛 프로그램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도록 한 후 퀴즐렛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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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퀴즐렛을 사용한 어휘 학습 방법이 참고서로 학습하는 방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참여도(engagement)를 유도한다고 응답하였다. Dizon(2016)도 Stroud처럼 일본인 EFL 대학생들의 

어휘 학습 도구로서 퀴즐렛을 사용하였다. 10주간 Coxhead(2000)의 어휘들을 학습한 후, 퀴즐렛을 웹기반 PC와 스마트

폰 앱으로 사용했을 때 학습자들이 어떤 어휘 학습 플랫폼을 선호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스마트폰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영어 어휘 학습에 활용한 국내 연구로는 박주연(2013)이 있는데, 5주간에 걸쳐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를 학습하게 하면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개념을 도입하여 게임을 활용한 어휘 학습 효과

를 조사하였다. 즉,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어휘 학습 게임의 유형과 학습 시간을 달리 하여 집단을 구성한 후, 어휘 능

력 및 어휘 학습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스마트폰 앱 게임을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영어 어휘 실력이 향상

되었고, 어휘 학습 도구로서 게임이 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2017)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

한 어휘 학습앱(SmartVocab)을 이용하여 단어 학습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학습앱을 사용한 집단의 학습 성취도

가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검증해 보였다. 무엇보다 영어 수준이 상위인 집단과 하

위인 집단 모두 학습자 수준에 상관없이 학습앱 활용의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요즘 대학생 학습자들에게 모바일 

앱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적합한 학습 매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현 시대 대학생 학습자들은 멀티미디어를 학습 도구로 활용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기 자체를 다루는 것에

도 매우 능숙한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 영어 교육 현장에서도 스마트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시에 학습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스마트폰 어휘 학습 앱 ‘퀴즐렛’의 이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Cha and Kim, 2016; Dizon, 2016; Stroud, 2014)에서 어휘 학습의 교육적 가치

를 증명해 보인 퀴즐렛(www.quizlet.com) 프로그램을 M-러닝의 학습 도구로 사용하였다. 퀴즐렛은 2005년 Andrew 

Sutherland가 개발한 어휘 학습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 학습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www.quizlet.com). 퀴즐렛은 영어, 한국어 등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사이트 가입자가 목적에 맞춰 어휘 목록을 구성

할 수 있다. 또한 PC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퀴즐

렛을 검색하여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만 하면 두 시스템에서 학습을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퀴즐렛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휘 학습 기능으로는 학습하기(learn), 낱말카드(flashcards), 주관식

쓰기(write), 받아쓰기(spell), 테스트(test), 카드맞추기(match)와 그래비티(gravity)가 있는데, 이 중 받아쓰기와 그래비

티를 제외한 학습 기능들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 목록 구성을 할 때 이미지를 

함께 올릴 수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발음 연습 등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안내에 따라 학습자가 퀴즐렛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여 어휘 학습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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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질문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종이 인쇄물이나 서적을 이용하여 어휘 목록을 제시하여 학습하는 

방법보다는 스마트폰 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통해 어휘 학습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학습 방법의 단순 비교 연구보다는, 스마트폰 앱 활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대학교 어휘 수업 현장에서 앱 활용의 

실제 모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어휘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학습

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앱활용 인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

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퀴즐렛을 활용한 영어 어휘 학습에 대하여 한국대학생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둘째, 퀴즐렛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어휘 능숙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은 어휘 학습 도구로서 퀴즐렛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전 소재의 4년제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2017년도 겨울학기 4주동안 개설된 3학점 수업 ‘영어어휘의 

이해’를 수강한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인원 중 남학생은 10명, 여학생은 14명이고, 학년은 1학년부터 4학

년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만 24.4세였다. 연구 대상 중 13명은 영어전공자이고 11명은 비영어전공자로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혹은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본 영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크게 영어어휘학습 성취도 평가, 설문지와 인터뷰 자료이다. 수업시간에 교수와 함께 

퀴즐렛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24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수업 마지막 시간에 퀴즐렛 사용후 영어어휘학습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퀴즐렛 사용경험에 따른 인식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5항목으로 이용편리성(5항목), 흥

미와 만족도(5항목), 어휘 학습효과(5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 방식은 5점 만점(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

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을 기준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

한 6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퀴즐렛 활용의 장단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4 어휘 수업 설계 및 연구 절차

‘영어어휘의 이해’ 과목의 주교재는 English Vocabulary Elements로 영어단어의 역사, 구조 등 언어학적인 분석을 포

함하고 있다. 부교재로 사용된 어휘학습 내용은 Harold Levine의 Vocabulary 22000에서 4장과 5장 라틴어 접두어를 통

한 어휘 확장부분이다.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은 English Vocabulary Elements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응

용부분은 Vocabulary 22000교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퀴즐렛은 응용부분의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목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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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우선 전체 어휘 수업 일수에 맞추어 Day 1부터 11까지 구분하였고, Vocabulary 22000에 제시된 라틴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각 날짜별로 22~37개의 어휘를 만들어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Day 1의 Lesson 1에 제시된 단어 

32개 중 3개의 어휘들을 스마트폰 퀴즐렛앱 화면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어휘의 의미

는 영어로 제시되어 있고, 어휘 난이도는 중상급 수준이다.

전체 수업 분량에서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퀴즐렛을 활용한 응용 수업은 약 5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즉, <표 1>에서

처럼 실험참여자들은 퀴즐렛에 제시된 당일 수업 어휘를 다양한 학습 기능을 선택하여 각자 학습하고(약 20분), 그 후 교

수와 함께 질의 응답, 토론 과정을 통해 부교재에 제시된 어휘의 예문들을 학습한 후(약 20분), 다시 퀴즐렛을 활용하여 

게임 및 테스트 등으로 어휘를 복습하였다(약 10분-15분).

 

그림 1. Lesson 1의 퀴즐렛앱 화면 예시

표 1. 퀴즐렛 활용 수업 진행 절차 

구분 (3시간 수업 기준) 수업 내용과 방법

이론 수업 언어학적 분석(영단어의 역사, 구조 등)

응용 수업

(그 중 퀴즐렛 활용 약 50분)

․ 라틴어 접두사를 활용한 어휘 확장 

․ 교수가 미리 해당 어휘 목록을 업로딩하여 제시(수업 전)

․ 구체적인 퀴즐렛 활용법(수업 중)

퀴즐렛을 활용한 학습자 주도학습 (20분)

교재 중심의 교수-학습자 양방향 예문 학습 (20분)

퀴즐렛을 활용한 어휘 복습 (10-15분) 

전체 수업을 마친 후 실시한 영어어휘학습 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습한 내용 중심으로 T/F, 선택형, 완성형 등으로 구성

하여 문제를 만들었다. 평가 문항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퀴즐렛 사용에 관한 설문지는 학기 말 평가 바로 이전에 배포되었다. 설문지 배포를 할 때, 설문지 결과가 학생들의 성

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공지하였고, 성적과 상관없이 솔직한 응답 결과가 다른 유사한 수업을 위한 

교수법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설문지 자료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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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글로 작성하여 학생들이 먼저 읽어보고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도록 지도하였다. 설

문지 작성은 의무가 아니었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추가로 인터뷰에 동의한 학생들만 

연구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3.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간에 스마트폰 어휘앱 활용을 경험하게 한 후, 인식을 알아

보는 설문 조사와 어휘 학습 성취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지 15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

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퀴즐렛 이용성에 대한 계수는 .828, 만족도는 .849, 학습

효과 측면은 .866로서 이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설문 항목 분석은 평균값과 빈도, 백분율을 기본으로 비교하였고,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어휘 학습 성취도(상위와 하위)에 따른 두 집단 사이의 설문 평가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밖에 면담 자료는 학습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녹음 후 전사하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기초 분석

<표 3>은 수업 시간에 활용한 퀴즐렛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설문지에 학습자들이 응답한 점수와 영어 어휘 시험 성

적을 성별, 전공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 학습자들은 설문 

항목의 세가지 변수에 모두 평균 3점 후반대의 긍정적인 점수를 표시하였다. 그 중 퀴즐렛앱의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

이 4점을 넘어 이용성과 학습효과 측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영어전공 학생들이 

영어 전공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영어 어휘 성취도 평가 점수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전

체 평균 점수가 약 68.15이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비영어 전공 학생들 보다 영어 전공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개인별 영어 어휘 시험 점수를 비교했을 때 비영어 전공 11명 중 여학생 수가 8명이었고, 그들의 

어휘 시험 성적 평균은 74.5로 92점 이상의 고득점자 3명을 포함하여 5명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비영

어전공의 여학생 집단의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2. 영어어휘학습 성취도 평가 예시(유형별)

평가 유형 예제

T/F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F if it is fals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from Vocabulary 22000. 

___ Immaculate means spotted and stained. 

선택형

Write the letter of the best answ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from Vocabulary 22000.

An adjective meaning fully taking away one’s attentions; extremely interesting is ___ 

a. abnormal b. absorbing c. averse d. adequate 

완성형

Fill out the blank with the word or element based on the context and knowledge you gained from Vocabulary 

22000.

____ + NUTRITION = ________________  bad nourishment, poor nour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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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습자가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한 빈도와 퍼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를 보면, 세 가지 항목별로 해당 문항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한 문항

은 첫 번째 이용편리성 응답 영역에서 8번과 13번 문항이다. 즉, 두 문항은 역문항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정문항으로 코딩을 변경 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퀴즐렛앱 활용의 이용편리성과 흥미, 만족

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전체 문항 중 각각 3개, 5개의 문항에서 전체의 80%이상이 긍정적 의견(‘그렇다’와 ‘매우 그렇

다’)을 압도적으로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용편리성을 알아보는 8번 문항을 주목할 만하다. 해당 문항의 경우 빈

도 3(‘보통이다’)의 응답 퍼센트가 50%로 나왔는데, 이와 같은 중립적 의견은 전체 설문지 문항 15개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른 문항들의 응답 결과를 관찰해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퀴즐렛 사용 자체가 편리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만, 그것을 수업시간 어휘 학습에 반드시 이용할 필요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다고 여겨진다. 흥미와 만족도 항목의 5번 

‘이번 학기 수업 이후에도 영어 어휘 학습시, 퀴즐렛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로, 해당 문항에 약 83%의 학습자가 4점과 5

점에 표시를 하였다. 연구자가 학습자들에게 이전의 어휘앱 활용 경험 유무를 확인했을 때, 실제 어휘앱활용 경험이 전

무했던 학습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 반응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수업을 통해 소개받은 

어휘앱을 어휘 학습 도구로서 활용한 경험이 향후 영어 학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반면에 학습효과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중립적 응답(‘보통이다’)에 해당하는 응답률이 다른 두 항목에 비해 상대적

표 3. 전체 실험참여자의 퀴즐렛 활용 반응 설문지 응답과 영어 어휘 시험 점수

구분 학생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

이용편리성 3.94 0.47

흥미와 만족도 4.07 0.42

어휘 학습효과 3.92 0.45

성취도 평가 점수 68.15 22.66

남자 10

이용편리성 3.82 0.43

흥미와 만족도 3.82 0.22

어휘 학습효과 3.70 0.25

성취도 평가 점수 63.00 24.54

여자 14

이용편리성 4.02 0.48

흥미와 만족도 4.24 0.45

어휘 학습효과 4.08 0.50

성취도 평가 점수 71.82 21.35

영어전공 13

이용편리성 3.85 0.48

흥미와 만족도 4.02 0.47

어휘 학습효과 3.89 0.51

성취도 평가 점수 62.08 25.67

비영어전공 11

이용편리성 4.05 0.45

흥미와 만족도 4.13 0.37

어휘 학습효과 3.96 0.40

성취도 평가 점수 75.32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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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체 5개 문항 긍정적 의견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어휘 암기의 지속력에 대해서 

묻는 10번 문항,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능들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나게 한다’의 응답률에서는 중립적인 태도

가 33%, 긍정적 평가가 66%에 해당되면서 다른 문항들과 비교 되었다. 또한 6번 ‘퀴즐렛 사용은 영어 어휘 학습에 도움

을 준다’와 15번 ‘퀴즐렛을 활용한 영어 어휘 학습 후에 단어 실력이 늘었다’ 두 문항에서도 각각 25%의 학습자가 중립

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휘앱 활용이 접근성에서는 뛰어나지만 어휘 장기 기억

과 관련된 실제 학습 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문지 작성의 시점에서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 교수가 원하는 목표는 퀴즐렛 사용이 어휘 학습의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

하여 학습자가 나타낸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차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표 4. 전체 설문지 응답에 대한 항목별 문항 결과(빈도와 퍼센트) 

번호 내용
빈도 퍼센트

1 2 3 4 5 1 2 3 4 5

이용편리성

2 퀴즐렛 사용법을 기억하는 것은 쉽다. 0 0 3 12 9 0 0 13 50 38

4 퀴즐렛을 영어 어휘 학습에 응용하는 것은 쉽다. 0 0 4 15 6 0 0 17 63 25

8 영어 어휘 학습을 위하여 퀴즐렛을 사용하는 것은 귀찮다. 3 6 12 1 2 13 25 50 4 8

11 퀴즐렛 앱은 설치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0 0 2 12 10 0 0 8 50 42

13 퀴즐렛 활용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5 12 5 2 0 21 50 21 8 0

흥미와 만족도

1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만큼 퀴즐렛을 이용하여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0 0 1 17 6 0 0 4 71 25

3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영어 어휘 학습의 다양한 기능들에 만족한다. 0 0 3 16 5 0 0 13 67 21

5 퀴즐렛을 사용하여 영어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흥미롭다. 0 1 3 18 2 0 4 13 75 8

9
이번 학기 수업 이후에도 영어 어휘 학습시, 퀴즐렛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0 1 3 16 4 0 4 12 66 17

14
영어 어휘 학습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퀴즐렛을 사용한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0 1 4 13 6 0 4 16 54 25

학습효과

6 퀴즐렛 사용은 영어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준다. 0 0 6 14 4 0 0 25 58 16

7 퀴즐렛 사용으로 영어 어휘 학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1 0 4 12 7 4 0 16 50 29

10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능들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나게 한

다. 
0 0 8 12 4 0 0 33 50 16

12 퀴즐렛 사용은 영어 어휘 학습에서 단어 암기 부담을 줄여준다. 0 1 5 13 5 0 4 21 54 21

15 퀴즐렛을 활용한 영어 어휘 학습 후에 단어 실력이 늘었다. 0 1 6 13 4 0 4 25 5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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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어 어휘 능숙도에 따른 어휘앱 활용 인식 차이2)

4.2에서는 영어 어휘 평가에 따라 나누어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사이에 퀴즐렛 활용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어 어휘 평가 성적은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8.15점이 나왔고, 평균 이상의 점수

를 받은 12명과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12명으로 나누어서 어휘 능숙도 상하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별 해당 어휘 평

가 점수와 설문지 항목별 응답 평균은 아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어휘 평가 점수에 따른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학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위집단 12 87.54 7.84 74 96

하위집단 12 48.75 13.82 29 68

전체 24 68.15 22.66 29 96

다음으로 어휘 성적 상하 수준별 집단 사이에 퀴즐렛앱 활용의 이용편리성, 흥미와 만족도, 학습효과를 묻는 설문 응답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t-검정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각 항목별 평균을 보면 세 영역 모두에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

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높았지만, t검정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흥미와 만족도(t = 2.871, p < .01)와 학습효과(t = 2.501, p < 

.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휘 성취 점수가 높은 학습자들이 낮은 학습자들보다 스마트폰 어휘

앱을 활용한 수업에서 더 흥미와 만족감을 느끼고, 앱활용의 학습효과 측면에 더 긍정적 점수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집단 간 어휘앱 활용 설문 응답 결과 비교 

어휘앱활용 설문내용 집단유형 평균 표준편차 t  p

이용편리성
상위집단 4.08 0.44

1.532 0.140
하위집단 3.80 0.47

흥미와 만족도
상위집단 4.28 0.49

2.871 0.009**
하위집단 3.85 0.19

학습효과
상위집단 4.13 0.52

2.501 0.020*
하위집단 3.72 0.25

*p<.05, **p<.01

4.3 인터뷰 내용 분석: 영어 어휘 학습 도구로서 퀴즐렛의 장단점

수업시간에 퀴즐렛을 사용한 후 설문지 작성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에서 추가로 인터뷰에 동의한 6명을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퀴즐렛의 어휘 학습 도구로서 활용 가치를 학습자들이 주관적으로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

으로 구성되었다. 즉, 퀴즐렛의 장단점을 말해보고, 단점의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제안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

2) 본 논문은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결과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실험집단의 연구대상 수가 24명으로 비교적 소규

모이기 때문에 설문 조사 항목에서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 해도 일반화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보완

을 위하여 면담 자료(4.3)의 질적 분석을 함께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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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인터뷰에 응한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 학습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었고, 수업을 통해 퀴즐렛 앱을 소개받아 실제 활용한 것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

뷰 결과, 앱 활용의 단점은 장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었다. 먼저 퀴즐렛의 장점을 언급한 인터뷰 내용들은 

모바일 기기 학습의 주요 특성들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퀴즐렛의 ‘편재성’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즉, 학

습자가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어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을 참여자 모두가 제

시하였다.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타고 이동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강의 시작 전 등 다양한 자투리 시간의 활용을 언급

한 것이 그 예이다. 어휘의 반복 노출을 통해 연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편재성’의 특성

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퀴즐렛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조작이나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있으면 접

속하여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시간 ‘접속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학습자도 있었다. 퀴즐렛을 통해서 어

휘 학습을 할 경우 어려운 단어의 발음을 즉시 청취하여 연습할 수 있고, 앱에 탑재된 이미지와 단어의 뜻을 동시에 연결

하여 암기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이처럼 퀴즐렛의 시청각 기능 활용은 모두 접속성과 관련된 어휘 학

습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에 참여한 여러 학습자들이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별표 체크 기능의 적극적 활용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

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바일 학습의 주요 특징인 ‘개인성’과 연관이 있다. ‘개인성’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학습 자료와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퀴즐렛의 다양한 학

습 기능 중에서 별표 체크 기능은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는 단어들을 표시해두고, 나중에 그 단어들만 모아서 다시 반복적

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기능을 잘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어휘 학습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 학습의 주요 특징인 ‘자기주도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제시 되었다. 예를 들어,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기능들을 자신의 어휘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면서 단어 암기를 하였다는 의견, 어휘 학습 후 퀴즐렛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보는 것이 유익했다는 의견 등이 자기주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가 퀴즐렛을 이용하여 어휘 학습을 할 때, 자신의 학습 욕구 , 필요, 목적에 에 따라 기초 어휘 학습부터 평가

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학습을 주도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간편한 휴대, 사용의 편리함, 소리와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의 기능에 만족하고 별표 체크를 통해 

본인에게 어려운 단어를 반복 연습하는 기능과 테스트 및 게임 등의 요소를 좋아했다. 단점으로는 스마트폰 화면 사이즈

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문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습하기나 테스트와 관련해서 영어 철자나 의미를 

작성할 때 목록에 적혀 있던 대로 입력해야만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종이에 써보면서 단

어를 암기하는 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학습자도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응답

한 퀴즐렛 활용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표7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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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생별 퀴즐렛 사용에 관한 장 · 단점 비교

학생 장점 단점

1

퀴즐렛은 스마트폰이 휴대가 용이하고 간편하고 버스 이동시

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자투리시간에 시간 날 때 공부할 수 있

어서 좋았다. 또한 흥미를 부여할 만한 놀이가 있다.

 이미지가 있는 것이 단어를 기억할 때 도움이 되지만 퀴즐렛

에서 테스트 메뉴에서 이미지로 정답을 맞추게 되어 정작 실

제 시험에서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림만 생각이 나서 

안타까웠다.

2

기존 단어장에는 그림이 없는데 퀴즐렛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나와 있어서 좋다. 수업시간에 학생 스스로 퀴즐렛으로 학습

하고, 교수님과 함께 다시 자세하게 학습한 후, 학생들이 게

임 등을 이용하여 복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았

다.

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이즈가 제한

적이어서 긴 예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퀴즐렛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별표체

크이다. 우리가 단어를 외우다 보면 쉽사리 외워지지 않는 단

어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 단어를 한 데 모아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퀴즐렛의 별표체크는 단어암기 시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게임 형태로 단어의 뜻이나 단어 스펠링 등의 

학습을 유도하는 것 또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PC에서는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아직 모바일에서는 구현되

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4

퀴즐렛의 장점은 혼자서도 쉽게 단어 암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 방법이 단순히 암기를 통한 것이 아닌 단어시험과 

게임들을 통해 재밌게 접하여 연속적으로 단어에 더 많이 접

하게 되는 것 같아 좋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만한 

방법인 것 같다.

퀴즐렛의 단점은 아무래도 핸드폰의 작은 화면을 통해 암기

를 하다보니 직접 종이에 단어를 써서 외우는 고전적인 방법

보다는 덜 친숙하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공부나 암기에서는 손으로 직

접 써보고 종이를 넘겨가며 공부하는 방법이 더 집중이 잘되

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 

5

핸드폰을 통해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영어단어를 체크할 수 

있다. 주관식 문제도 있어 단어의 뜻과 철자를 보다 명확하게 

암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외워지지 않은 단어를 표시해두

어 따로 볼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퀴즐렛에 예문이 없어 단어의 본래 느낌을 되짚어보기 어렵

다. 테스트 기능으로 학습할 때 원래 적혀 있는 단어의 뜻만 

써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의미를 적더라도 오답처리 되

는 경우가 있다. 

6

단어를 외울 때 낱말카드를 이용해서 기존의 알고 있던 단어

는 한 번 보고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는 별표시를 해두는 방식

으로 외워봤다. 모든 단어를 한 번 본 후, 별표시 해두었던 단

어들만 구성하여 다시 볼 수 있어 좋다. 웹버전 퀴즐렛에서 

받아쓰기 이용시 해당되는 단어의 발음을 들려주는 동시에 

밑에 단어의 뜻도 나와 있어서 시청각으로 단어를 익힐 수 있

었다. 더하여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 반복해서 이용하면 조금 더 잘 외워질 것 같다. 테스

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단어를 제대

로 외웠는지 확인하기 좋다. 

학습하기 이용시 단어의 뜻을 작성했던 그대로 써야지면 정

답처리가 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생활 전반으로 스며들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 되면서 교육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 형태인 M-러닝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기반으로 학습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언어 각 영역별로 모바일 컨텐츠 앱개발이 활발하고, 이러한 앱을 통해 학습

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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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강의 전달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 환경 모색을 위하여 교수자

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어휘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강의 시간에 직접 스마트폰 어휘앱을 활용하여 강의 내용과 통합하는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에 관하여 양적, 질적 조사를 하였다. 어휘앱 활용 경험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 학습자들은 어휘앱을 강의 시간에 보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어휘앱 활용의 이용편리성, 흥미와 만족도, 학습 효과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5점 만점 기준으로 각 항목

에서 모두 평균 3점 후반대의 점수가 주어졌다. 다만 다른 항목 점수와 비교할 때, 학습 효과를 묻는 문항 5개 중 3개에서 

전체 25%-33%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앱활용이 편리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학습

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휘앱 활용과 학습 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영어 어휘 능숙도에 따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에 앱활용 평가 설문 응답 분석에 차이가 드러났다. 즉,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학습자 모두 어휘앱 활용의 이용 편리성 측면에서는 응답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흥미와 만

족도를 묻는 문항 점수의 경우, 상위집단 학습자들이 하위집단 학습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표시하였다(상

위집단 4.28 vs. 하위집단 3.85). 또한 학습효과에 대한 문항 평균 점수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상위집단 4.13 vs. 하위집단 3.72) 어휘 성적이 좋은 상위집단 학습자들이 어휘앱 활용에 대한 학습효과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동안 퀴즐렛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또, 

소리와 이미지 등의 요소가 단어장에 포함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별표를 이용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선택적으

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기능도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학습자가 좋아한 기능이었다. 그러나 단어와 함께 문맥을 제공해

주는 예문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사실 퀴즐렛 어휘 목록을 만들면서 각 어휘에 대한 예문을 첨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문이 함께 제공될 경우 글씨가 너무 작아 보기 힘

들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책, 유인물, PPT와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 학습자가 

필요한 예문들을 볼 수 있도록 교수가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된다. 또한 퀴즐렛의 학습하기나 테스트 메뉴에서 정

확한 단어와 부호 등을 입력하여야 정답이 되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하기나 테스트에서 옵션 기능을 활용

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거나 유연한 답 옵션을 선택하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학생들에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테스트의 경우 PC에서 이미지를 삭제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여도 좋겠다. 또한 앱에서 키워드 활용 등 보

다 유연한 정답 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관련 앱 설계 및 개발 종사자들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또한 스마트폰

을 이용한 학습보다 고전적인 방법의 단어 학습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차후 연구에서 다양한 

학습매체 이용과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선호도와 학습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 대상이 특정 강의를 수강했던 적은 수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어휘앱 활용 수

업을 설계하고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

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에 학습자들의 자발적 어휘앱 사용을 독려하였지만, 확인이 어려

웠다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실제로 어휘 능숙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앱활용 시간의 양과 질 차이가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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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모바일앱 활용이 새로운 영어 

어휘 학습 도구로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다수가 본 실험

에서 학습 도구로 사용한 어휘앱 활용을 흥미있게 생각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 본인

의 영어 공부에 사용하길 원한다는 응답 결과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즉, 교수는 촉진자(faciliator)

로서 학습자의 어휘 학습 요구,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어휘 학습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소개하고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실험 모형은 대학교 강의에서 어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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