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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발맞추어 우리나라를 비

롯한 전 세계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정에 다

양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접목시켜서 스마트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lackboard나 Sakai, Moodle과 같은 LMS의 활용과 더불

어 MOOCS (Massively Open Online Courses), Cousera, 

Udacity, edX와 같은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캠퍼스의 

범위를 변화시켜왔고 대학 캠퍼스의 개념을 실재하는 캠

퍼스를 넘어서는 가상의 온라인 대학의 영역으로 확장시

키며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1].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학 

영어 교육에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함과 더불어, 온

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영어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상호

작용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강조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대

학생들의 영어 학습태도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디지털시대의 학생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인지 상태

에 최적화된 독창적이고 기발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하거나 인터넷기반

의 학습 환경을 영어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수업

과 과제를 통해서 디지털 원어민의 학생들의 흥미와 동

기를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달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응

집되어가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 교육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은 교수 학습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2].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디지

털 기기의 발달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도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하고 진정성이 있는 영어 콘텐츠들이 팟캐스

트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 서비스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3].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대상인 대학교 영어교육 강좌는 15주 동안 1주

일에 2시간씩의 면대면 교실수업이 진행되고, 강의 후 학

생들은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학습을 

하는 것으로 설계된 혼합 학습 (blended learning)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영화나 You tube 동영상, Ted의 동영

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하여 교실 수업에서 

영어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은 개별 학습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영

어듣기와 쓰기 등의 온라인 과제 제출하기, 온라인 퀴즈

보기, 온라인 과제에 대한 상호적 동료평가하기, 영어 프

리젠테이션 녹화하여 제출하기, 그룹 프로젝트로 멀티미

디어를 활용한 영어 수업 설계하기 등의 학습활동 등에 

참여하였고,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 또

는 학생과 동료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토론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이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태도와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

는지를 알아보고자 구글 양식을 활용하여 5등급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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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활동들을 통한 대학 영어수업이 학생

들에게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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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객관적 문항과 자유 서술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후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

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활동

        

Ⅳ.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멀

티미디어와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수업

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자유 서술 문항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의 

이유로 학습활동의 편리성과 학습활동 시간을 본인이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본인들이 일상생활

에서 이미 친숙한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영어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흥미와 매력도 등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주별 토픽으로 이루어진 학습관리 시스템의 구성이 학습

활동을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습 스

케쥴러 (study scheduler)의 역할을 한 것에도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영어학습에 대

해서 어려운 점을 상담하거나 일상적인 관심들을 교수자

나 동료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인간적인 관심과 

호감으로 인해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충성도가 높아졌

다는 응답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활동들을 통한 

대학 영어수업이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

미를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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