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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1, 053-067.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usage of English Internet materials used by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Five hundred seventy-six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ed English online 

videos or YouTube the most. The students used English internet materials for 

leisure activities more than for information search and learning activities. While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using English internet material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academic years and proficiency 

groups. Based on the results,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Geumgang University ·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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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디지털화된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Berners-Lee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월드와이드

웹(www)은 인터넷을 대중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제 인터넷은 사

실상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많고 다양한 정보 및 여가활동 자료들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대인의 삶의 필수 도구 

가 된 지 오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한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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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9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98.2%), 아이슬란드(97.9%), 룩셈부르크(97.2%), 덴마크(97.0%), 노

르웨이(96.7%), 스웨덴(9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가 99.9%로 가장 높았

으며 3∼9세의 경우에도 83.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9.9%

에 달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로는 채팅, SNS 등 커뮤니케이션(75.5%), 사

진 및 동영상(61.5%), 뉴스(54.9%), 게임(23.0%), 음악·미디어(22.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인터넷 이용자가 주

로 하는 활동은 여가 활동(온라인 미디어 99.8%, 영화관람 92.6%, 온라인 TV시청 71.2%), 정보획득 활동(신문 읽기 

99.2%, 잡지·서적읽기 50.6%), 소비·금융 활동(인터넷뱅킹 86.6%, 인터넷쇼핑 91.5%),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인스

턴트메신저 이용 99.9%, SNS 이용 92.8%, 이메일 이용 9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은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은 학습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서 언어를 검색하는 사전이나 백과사전 혹은 학습용 검색 저장

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Khan et al., 2011), 학습을 위해 동료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혹은 학습용 

자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orres-Diaz, 2016). 특

히 영어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는데 (Hismanoğlu and Hismanoğlu, 2010; 

Heirati and Alashti, 2015; Jamalifar and Chalak, 2014; Sargsyan and Kurghinyan, 2016), 예를 들어 Sargsyan and 

Kurghinyan(2016)은 영어 학습자들이 L2 언어의 듣기, 읽기 자료로서 이용되고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Jamalifar과 Chalak(2014)는 인터넷 자료가 영어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외의 시간에 진로 및 취미에 따

라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영어로 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영어학습 목적 및 학습분야도 매우 다양할 것

이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위해 교실수업을 벗어나 스스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

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사용 목적을 살펴보고, 인터넷의 영어자료를 영어 

교육과 학습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학업성취와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

구가 있는 반면,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 어떠한 유의미한 연결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연구(Fuchs and Wößmann, 2004; Hunley et al., 2005)도 있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SNS(Facebook, Twitter 등)나 인스턴트 메

시지(카카오톡, 라인 등) 등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몰입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Rangaswamy, 2012). Englandera et al.(2010)은 미국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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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시험성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Momin(2014)에서는 학업습관과 인터넷 사용 사이에 부정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ella(2007), 

Biktimirov and Klassen(2008), Chen and  Fu(2009), Asdaque et al.(2010)등의 연구에서도 두 변인 사이가 부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결과 연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Jones(2002)는 학생들이 학습과 

학업관련 정보 습득, 학업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학문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Cheung and Huang(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정도와 학업 및 직업전망에 대

한 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Mattews and Schrum(2003)의 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인터넷 사용시간 및 인터넷이 학업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정도 

사이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의 학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인터넷 상의 자료

를 탐색해 가면서 스스로 학습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학업을 성취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Khan et 

al.(2011)은 파키스탄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

적이었으며, 학생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전, 백과사전, 온라인 수업 등 주로 학업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Phong et al.(2016)은 캄보디아인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읽기, 쓰기, 검색활동 등 언어학습과 관련된 지

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

으며 사교적 활동 참여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Torres-Diaz et al.(2016)의 에쿠아도르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료학생들 및 교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 활동을 하고, 학습 자료를 사용하

며, 다양한 인터넷 도구를 균형있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단지 정보검색만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에서 비디오 클립이나 오디오 파일 등 여러 가지 오락물을 다운받고 사

용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업 성취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목적이나 여가목적 둘 다에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인터넷 사용이 학업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발견된다. 

Sancheti(2012)에서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정도가 낮아지고 학업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학습과 관련해서는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가져오

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Heyam(2014)는 테크놀로지, 특히 SNS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테크놀로지와 SNS가 의사소통, 사교활동, 협력 등을 향상시켜주지만, 한편

으로는 시간낭비나 정보과다,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2 영어학습과 인터넷 사용

인터넷 상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와 컴퓨터 사용능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으며 생활 속의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풍부한 영어표현들에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습 자립성(autonomy)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울러 언제라도 원어민 화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며 

다양한 온라인 활동들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Gitsaki and Taylo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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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한국과 같은 EFL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어학습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영어사용 환경에 노

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EFL 환경에서는 교실 밖에서 목표언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외국어 

습득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안에서의 언어사용 활동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교실 밖에서도 목표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의 교실 밖 언어사용은 실제

(authentic) 언어 사용 환경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어학습을 즐기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Lai et al., 2015; Lai et al., 2017).

학습자들의 영어학습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Hismanoğlu and 

Hismanoğlu(2010)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벗어나 언어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L2학습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L2 오디오, 

비디오, 읽기자료,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고 언급한다. 아울러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함으로

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Steel and Levy(2013)은 587명의 호주 대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학습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테크놀로지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 사전, 어형변화 웹사이

트 등 외국어의 기초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 YouTube, 온라인 영화, SNS 그리고 언

어학습 앱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키 대학 신입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을 위한 인터넷 사용 특징

을 조사한 Ekşȋ and Aydin(2013)의 결과에 따르면 터키 학생들도 호주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전과 어휘 학습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외 영어 음악, 영화, TV 드라마, YouTube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Jamalifar과 

Chalak(2014)의 이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55%가 언어학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93%가 유용 또는 매우 유용하

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95%의 학생들이 어휘지식을 높이는데 인터넷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는 학생들은 교사들이 인터넷이 영어학습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없었으므로 교사들이 이를 입증해 줄 필

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Heirati and Alashti(2015)도 이란의 EFL 학습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도구

로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인터넷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Jamalifar and Chalak(2014)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교사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습 환경을 더욱 풍부하

게 만들 수 있으며 인터넷이 교육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Sargsyan and Kurghinyan(2016)의 아

르메니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SNS와 영어노래듣기, 영화나 비디오 클립 시청하기, 정보탐색하

기 등 인터넷 상에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odabande(2018)의 114명의 이란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실 밖에서 영어 학습을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이란 영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미디

어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사전, 인터넷 사이트, 영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성별에 있어

서는 남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을 그리고 여학생들이 음악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서도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언어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다(윤석화 ‧ 허준, 2007; 정미애, 2014; 김

혜정, 2016).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온라인 언어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는 어휘학습 및 읽기전략 사용

과 같은 특정영역의 학습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조사이며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자료를 어느정도 사용하



Korean University Learners’ Use of English Internet Materials ∙ 57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1, 2019

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어떤 영어 인터넷 자료

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의 특징을 조사하고,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정도 및 자료유형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년별 및 영어 능숙도

에 따라 그 사용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영어 의사소통 능숙도에 따라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의 특징 및 차이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충남과 전남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다. 학년 및 성별분포와 영어 의사소

통 능력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학년 총인원
성별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평가

남 여 하 중 상

1 446 218 228 290 127 29

2 51 25 26 24 18 9

3 39 18 21 25 9 5

4 40 12 28 10 21 9

합계 576 273 303 349 175 52

3.2 연구 도구

이번 연구는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 영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평가(상, 중, 하)에 관한 정보를 묻는 문항들과 함께, 영어

로 된 인터넷 정보 및 도구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에 대한 설문

지는 Lee and Kim(2014)의 대학생 온라인 사용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축소 ‧ 수정하여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지는 영어로 된 온라인 동영상 또는 유튜브 시청, 영어로 된 인터넷 뉴스 읽기 등 학생들이 영어로 제공되는 인터넷 정

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14

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 계수(Chronbach α)는 0.898이었다.

또한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는 실제 영어 능력 테스트를 대체할 만큼 신뢰할 만 신뢰성을 가진다는 

Li(2015)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

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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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설문응답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분석을 하였으

며,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14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

항 및 요인들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그리고 영어능력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및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다음은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 사용정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값 순위를 보여준다.

표 2.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정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결과

순위 인터넷 자료 사용 목적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영어로 된 온라인 동영상 또는 유튜브를 본다. 3.15(1.22) 11.46 17.88 29.69 25.87 15.10

2 영어단어를 배우기 위해 앱(PC,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2.83(1.19) 15.97 24.65 27.78 23.61 7.99

3
해외의 관광지 또는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구글 맵/구글 스트리트를 사용한다.
2.82(1.27) 20.14 21.53 24.65 23.78 9.90

4
영어 블로그 또는 영어 위키백과 

같은 곳에서 자료를 찾아본다. 
2.57(1.24) 26.04 23.44 24.83 19.10 6.60

5
미드 또는 CNN/BBC 같이 

영어로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다. 
2.54(1.25) 24.31 30.73 19.44 17.53 7.99

6
쇼핑(해외직구)을 하기 위해 

영어로 된 사이트를 이용한다. 
2.54(1.24) 26.22 25.00 24.48 17.36 6.94

7 영어로 된 컴퓨터 게임을 한다. 2.52(1.22) 24.13 29.86 23.61 14.76 7.64

8 영어로 된 소셜미디어/SNS/블로그를 이용한다. 2.28(1.14) 29.86 32.99 20.66 12.50 3.99

9
해외여행 등 생활정보 수집을 위해 영어로 된 해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2.27(1.18) 31.77 31.42 20.14 11.11 5.56

10 영어로 하는 인터넷/온라인 강좌를 듣는다. 2.13(1.06) 32.12 38.19 16.49 10.76 2.43

11 영어로 된 인터넷 뉴스를 읽는다. 2.10(1.07) 34.20 36.81 17.19 8.51 3.30

12
카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 

외국인 친구와 영어로 소통한다.
2.05(1.13) 40.80 30.56 15.80 8.68 4.17

13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통해 

말하기(화상영어 등)를 공부한다. 
1.90(0.94) 39.41 39.93 14.24 4.34 2.08

14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은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다.
1.87(1.01) 45.49 32.99 13.54 5.3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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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영어로 된 온라인 동영상 또는 유튜브 시청이었으며 그 다음이 영어단어 학습용 앱 

사용, 해외관광지 탐색을 위한 구글맵 또는 구글 스트리트 사용, 영어 블로그나 위키백과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

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 영어 말하기 학습,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4.2 성별 및 학년별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정도 차이

남녀 성별에 따라 인터넷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평균은 남학생 집단(M=2.44, 

SD=.81)이 여학생 집단(M=2.36, SD=.72)보다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14개 문항별로 성별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차이

문항
남녀차이 평균(표준편차)

t p
유의미한 차이

(*p<.05, **p<.01)남(n=273) 여(n=303)

인터넷 뉴스 읽기 2.25(1.16) 1.96(.96) 3.31 .00 남>여**

영어 인터넷 게임 2.96(1.25) 2.13(1.04) 8.67 .00 남>여**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 1.96(.1.09) 1.78(.93) 2.11 .04 남>여*

영어 블로그/위키피디아 자료 검색 2.45(1.21) 2.67(1.27) -2..08 .04 여>남*

다음 그림은 성별 인터넷 사용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1. 성별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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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 4개중 3개(인터넷 뉴스 읽기, 영어 인터넷 게임,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는 남학생 집

단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영어 블로그/ 위키피디아 자료검색)은 여학생 집단이 더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년에 따라 인터넷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평균은 1학년 집단(M=2.32, 

SD=.73), 2학년 집단(M=2.54, SD=.88), 3학년 집단(M=2.58, SD=.67), 4학년 집단(M=2.95, SD=.69)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과 1학년, 그리고 4학년과 2학년간의 차이가 유의미

(F=10.74, p=.00)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년별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차이

문항
학년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F p
유의미한 차이

(*p<.05)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영어 드라마/TV 시청 
2.46

(1.24)

2.45

(1.17)

2.69

(1.23)

3.38

(1.21)
6.97 .00

4학년>2학년

4학년>1학년

영어뉴스 읽기
2.00

(.99)

2.25

(1.21)

2.10

(1.12)

3.00

(1.30)
11.73 .00

4학년>3학년

4학년>2학년

4학년>1학년

영어 동영상/유튜브 시청
3.06

(1.23)

3.14

(1.20)

3.62

(1.14)

3.73

(.93)
5.79 .00 4학년>1학년

영어 SNS 사용 
2.21

(1.12)

2.29

(1.14)

2.46

(1.19)

2.88

(1.16)
4.71 .00 4학년>1학년

영어 온라인 강좌 
2.03

(1.00)

2.43

(1.14)

2.44

(1.31)

2.58

(1.15)
6.28 .00 4학년>1학년

영어 메신저 이용
1.95

(1.10)

2.33

(1.34)

2.36

(1.27)

2.45

(1.22)
4.86 .00 4학년>1학년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

1.80

(.96)

2.06

(1.16)

2.03

(1.18)

2.25

(1.15)
3.62 .01 4학년>1학년

영어블로그/위키피디아 검색
2.45

(1.19)

2.86

(1.34)

2.72

(1.32)

3.35

(1.27)
8.02 .00 4학년>1학년

해외지역 영어맵 사용
2.68

(1.24)

3.04

(1.28)

3.23

(1.33)

3.68

(1.14)
10.13 .00 4학년>1학년

영어 사이트 해외쇼핑
2.44

(1.21)

2.78

(1.27)

2.56

(1.27)

3.28

(1.26)
6.45 .00 4학년>1학년

여행/생활정보 영어 사이트 이용
2.17

(1.12)

2.41

(1.27)

2.62

(1.31)

2.88

(1.36)
6.03 .00 4학년>1학년

위 <표 4>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들을 보여준다. 3개 문항(영어 인터넷 게임, 영어 단어 앱, 영어 말하

기 웹사이트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학년별 인터넷 

사용정도를 보여준다.



Korean University Learners’ Use of English Internet Materials ∙ 6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1, 2019

그림 2. 학년별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정도

학년별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 중에서 영어 드라마/TV 시청은 4학년과 2학년, 그리고 4학년과 1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

미하였으며, 영어뉴스 읽기는 4학년과 나머지 학년들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나머지 9개 문항에서는 4학년과 1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요인분석 결과

요인 영어 인터넷 사용 목적 적재치 적재치

요인1

정보검색-학습활동

M=2.24

SD=.80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 .78

영어 말하기 웹사이트 이용 .76

영어 온라인 강좌 이용 .74

영어 메신저 사용 .65

영어 인터넷 뉴스 읽기 .64

영어 SNS 사용 .62

영어 블로그/위키피디아 자료 탐색 .49

영어단어 앱 사용 .46

요인2

여가활동

M=2.64

SD=.90 

영어 동영상/유트브 이용 .80

영어 드라마/TV 시청 .68

영어 컴퓨터 게임 .67

해외지역 영어 구글맵/ 구글스트리트 사용 .66

영어 사이트 이용 해외쇼핑 .64

여행/생활정보 영어사이트 이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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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요인분석

4.3.1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요인분석 결과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정도에 대한 14개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보검색 및 영어 학습 활동을 위해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여가활동을 위해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정보

검색-학습활동을 위해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M=2.24)보다는 여가활동을 위해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사용(M=2.64)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두 요인(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학습활동, 여가활동)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6. 성별에 따른 요인별 차이

요인
성별 평균(표준편차)

t p 유의미한 차이(*p<.05)
남(n=273) 여(n=303)

정보검색-학습활동 2.26(.84) 2.23(.77) .51 .61 -

여가활동 2.70(.93) 2.58(.86) 1.62 .11 -

인터넷 사용의 두 요인의 평균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정보검색-학습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과 여가활동을 위한 사용

에서 둘 다 남학생 집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음은 인터넷 사용의 두 요인의 평균을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검색-학습활

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학년 집단과 1학년 집단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 학년에 따른 요인별 차이 

요인
학년별 평균(표준편차)

F p 유의미한 차이(*p<.05)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보검색-학습활동
2.16

(.76)

2.43

(.91)

2.45

(.86)

2.77

(.78)
9.56 .000 4학년>1학년

여가활동
2.55

(.87)

2.77

(.99)

2.86

(.80)

3.28

(.83)
9.99 .000 4학년>1학년

다음은 두 요인이 학년별로 남녀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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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학습활동 여가활동

그림 3. 영어 인터넷 자료 사용 요인별 성별 및 학년 간 차이 

여학생 집단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검색-학습활동과 여가활동 둘 다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남학생 

집단의 경우, 인터넷 사용정도가 여학생 집단에 비해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검색-학습활동 요인의 평균

이 2학년부터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4학년의 경우에는 여학생 집단보다 사용정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4.3.2 영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평가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 비교

영어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따라 영어 인터넷 사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상위수준(M=3.17, SD=.87)이 중위수준(M=2.58, SD=.66)과 하위수준(M=2.19, SD=.69)보다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중위, 상위>하위, 중위>하위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F=54.40, 

p=.00)하였다.

다음 <표 8>은 각 문항에 대한 영어의사소통 능력 자기평가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영어 인터넷 사용정도의 평

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상>중>하위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표 8>에서 살펴본 수준 차이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차이를 보면, 영어 단어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서는 

영어능력 수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영어 말하기 웹사이트 사용은 영어능력 상위수준 학생들이 하위수준 학생

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인터넷 게임 이용에서도 상위수준 

및 중위수준 학생들이 하위수준 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에서는 영어능력이 높

은 수준일수록 유의미한 정도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4>는  <표 8>에서 보여준 자기평가 수준별 인터넷 사용 차이를 요인별로 나타낸 것이다.

정보검색-학습활동 요인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자기평가 상위집단의 학생들은 영어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자료 탐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어 SNS 사용, 영어단어 앱사용 순이었고, 가장 적게 사

용하는 것은 영어 말하기 웹사이트 이용이었다. 자기평가 중위와 하위집단의 학생들은 영어단어 앱 사용을 가장 많이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어 위키피디아 이용, 영어 SNS 사용이었으며,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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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탐색이었다.

다음으로 여가활동 요인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상·중·하위집단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어 동

영상/유튜브 사용이었다. 한편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영어 인터넷 게임이었으며, 중위와 하위집

단의 경우에는 여행/생활정보 탐색을 위해 영어 사이트 이용이었다.

표 8. 영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평가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

요인 문항
영어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F p
유의미한 차이

(*p<.05)하 중 상

정보검색-

학습활동

영어권 대학 웹사이트 방문 1.69(0.89) 1.96(0.96) 2.73(1.40) 27.28 .00 상>중>하

영어 말하기 웹사이트 이용 1.80(0.89) 1.99(0.89) 2.27(1.27) 7.00 .00 상>하

영어 온라인 강좌 이용 1.97(1.02) 2.27(1.00) 2.75(1.22) 15.05 .00 상>중>하

영어 메신저 이용 1.79(0.94) 2.27(1.17) 3.08(1.47) 38.48 .00 상>중>하

영어 뉴스 읽기 1.82(1.18) 2.37(1.25) 3.06(1.27) 43.67 .00 상>중>하

영어 SNS 사용 2.04(1.03) 2.49(1.07) 3.19(1.39) 30.45 .00 상>중>하

영어 블로그/ 위키피디아 검색 2.31(1.17) 2.75(1.20) 3.67(1.20) 33.07 .00 상>중>하

영어 단어 앱 사용 2.71(1.19) 2.98(1.14) 3.12(1.26) 4.57 .01 -

여가활동

전 체 2.04(.72) 2.42(.71) 3.04(.93) 48.44 .00 상>중>하

영어 동영상/유튜브 시청 2.86(1.20) 3.48(1.07) 4.00(1.10) 32.01 .00 상>중>하

영어 드라마/TV 시청 2.33(1.18) 2.71(1.25) 3.42(1.27) 20.96 .00 상>중>하

영어 인터넷 게임 2.38(1.19) 2.67(1.17) 2.92(1.43) 6.43 .00 상>하, 중>하

해외지역 영어맵 사용 2.62(1.25) 2.98(1.18) 3.58(1.36) 15.33 .00 상>중>하

영어 사이트 해외쇼핑 2.29(1.18) 2.79(1.20) 3.37(1.28) 23.90 .00 상>중>하

여행/생활정보 영어 사이트 이용 2.01(1.05) 2.47(1.17) 3.33(1.34) 35.49 .00 상>중>하

전 체 2.42(.84) 2.85(.81) 3.44(.94) 41.23 .00 상>중>하

정보검색-학습활동
여가활동

그림 4. 영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평가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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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영어로 된 온라인 동영상 또는 유튜브 

시청이었다. 이는 La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조사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은 영어능력 수준에 상관없

이 온라인으로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 또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목표언어 자료를 사용하는 경향

을 보여주었다(Çelik et al., 2012; Ekșȋ and Aydin, 2013; Jones, 2015; Wu, 2012; Lai et al., 2017). 

그러나 분석결과, 영어 말하기와 관련된 활동(메신저를 이용한 외국인과의 영어소통, 화상영어 웹사이트 등을 통한 말

하기 훈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yland(2004)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

이 주로 듣기와 읽기활동이었으며 말하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다.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았으며 4학년이 1학년 및 2학년과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영어 드라마·TV시청에 있어서 4학년이 1학년 및 2학년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영어 뉴스읽기도 4학년이 다른 학년들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정보검색-학습활동과 여가활동의 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학생들은 정보검색 학습활동보다 여가 활동

을 위해 영어 인터넷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남녀 집단의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 집단은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검색 학습활동과 여가활동 둘 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남학생 집단의 경우 2학년부터 인터넷을 통

한 정보검색-학습활동의 정도가 낮아졌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따라 영어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상위수준의 집단이 다

른 수준의 학습자들 보다 영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보검색-학습활동 

요인의 경우, 상위수준 집단은 영어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자료 탐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위와 하위수준 집단은 영어 단어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요인의 경우, 상·중·하위 수준의 집

단이 모두 영어 동영상·유투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상위수준 집

단은 인터넷 게임을, 중위와 하위 수준 집단은 여행·생활정보 탐색을 위한 영어 사이트 이용이었다. 

인터넷 사용이 전반적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어 능력 

상위 수준 학생들이 영어 인터넷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인터넷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결국 영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

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업외의 시간에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 인터넷 자료 및 정보를 찾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목적을 위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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