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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구성된 채팅방에서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넷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여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S대학교 중문과에서 

열린 초급중국어2 강좌 수강생 70명을 대상으로 총 8주에 걸쳐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는 사전지식검사, 채팅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 촉진전략, 학업성취도검사, 만족도조사 등이 있다. 

실험 통제를 위해 미리 각 강좌의 교수자를 같이 모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수안을 만들고 채팅용 핵심표현을 선정하였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 참여자들을 실험처지에 따라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하여 계획했던 핵심표현을 이용해 채팅방에서 

채팅하는 방식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여 학습하게 하였다.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한 후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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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09, p>.05). 둘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8.572, p<.01). 음성메시지가 문자메시지보다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005, p>.05). 넷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096, p<.05).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092, p<.05).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이 음성 메시지 

적용집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78, p>.05). 

본 연구의 결과,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메시지 제시유형 또한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음성 

채팅의 교수-학습방식을 시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시유형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 등 

다른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외국어학습, SNS, 상호작용 촉진전략, 메시지 제시유형  

학  번 :  2011-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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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삶의 양식도 변화해 나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른바 

Web 2.0 시대에 들어서면서, Web 2.0 기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인터넷의 소셜 시대를 

열었다. SNS란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온라인 

상에서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응 할 수 있는 웹과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남우나, 2010; 박혜정, 김지영, 

2011). SNS는 사람들 사이의 공동의 관심을 위한 정보의 공유, 

참여, 개방에 목적을 둔다. SNS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cebook, Twitter, Myspace 등을 들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SNS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3000만명을 넘어가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에이엠세븐 8월 기사, 

2012),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편, SNS의 일반적인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습자들 또한 SNS를 통해 

학습하려는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7년 British 

Council에서 전 세계 4,000명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73%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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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대답했다(British Council, 2007). 이 

외에도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SNS를 게시판이나 온라인 토론 및 

학습 도구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가상 교실로 활용하기도 

한다. 온라인 토론 학습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습에 있어 많은 

강점을 지니며(Xie, Debacker, & Ferguson, 2006), 이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Wallace, 2003). 온라인 

기반의 학습은 스마트폰의 등장 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정된 

장소에서만 학습이 가능했던 일반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M-러닝(Mobile 러닝)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높은 접근성과 교류와 소통이라는 

SNS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Godwin-Jones(2006)는 처음으로 SNS가 외국어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SNS에서의 활동이 살아 있는 언어에 

학습자들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SNS가 외국어 학습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최근에 몇몇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조세경, 2011; Baralt, 2011; Blattner & Fiori, 2009; Brick, 

2011; Clark & Gruba, 2010; Harrison & Thomas, 2009).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응용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Finocchiaro & Brumfit, 1983). 그러나 수업 시간에서의 

연습만으로 언어의 응용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연습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SNS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은 일반 교실 

수업의 연장선으로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을 



 

 3 

활용한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스마트폰의 SNS는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SNS의 특징을 활용한 경우 더욱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정수정, 임걸, 유정, 심현애, 김경연, 2010). 

학습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시각각의 실제 상황이나 감정을 

SNS로 만든 채팅방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다.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외국어 표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런데 SNS와 같이 편리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동주, 임철일, 임정훈, 2009), 교수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상호작용은 문자 그대로 상호적인 활동이므로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쌍방향적으로 커뮤니케니션을 하고 서로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Wagner, 1994). 웹 기반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Moore, 1989). 외국어 학습을 비롯한 모든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촉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그 

효과가 기대 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박은영, 강이철, 2003; 

임정훈, 1998; Romiszowski & Mason, 1996).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촉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미량, 1998; 이영남, 2002; 임정훈, 1999; Harasim, 

1990; Levin, Kim, & Riel, 1990; Romiszowski & Mason, 1996). 

교수자가 촉진자로서 어떠한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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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학습자간, 학습자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달라지고, 

학습 효과 또한 달라진다(김수현, 김민정, 2006; 임정훈, 정인성, 

1998; 임철일, 2011). 그러므로 SNS 기반의 학습에서 교수자는 

다양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적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원활한 채팅환경을 만들고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그림, 음성, 동영상,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학습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Wittrock, 1963; Worthen, 1968).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는 발음이나 억양과 같은 학습을 위해 음성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은옥, 나일주, 2011).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의 경우 교수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이모티콘,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은 컴퓨터 기반의 

학습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스마트폰으로 음성,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채팅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단일한 시각형태의 

메시지보다 시청각 메시지가 수용자의 주의, 흥미유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감정적 반응과 메시지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박신영, 2010). 따라서 교수자의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라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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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학습에서도 메시지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 촉진전략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학습에서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촉진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NS가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생겨났고,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SNS는 

스마트폰의 접근용이성과 SNS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라는 강점이 

결합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새로운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교수자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SNS(카카오톡, 틱톡 

등)를 통해 채팅방을 만들어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자가 스마트폰과 SNS의 강점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고민없이 기존 온라인상의 대화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수자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SNS의 특성을 

활용한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학습 상황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 전략이 메시지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실수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을 수업 시간 외에 병행하며 

메시지 제시유형을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로 구분하고,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회적 촉진전략과 인지적 촉진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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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에서 메시지 제시유형과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어학습을 위한 SNS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기반의 SNS가 

외국어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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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라.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마.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바.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과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남우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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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김지영, 2011). 특히 스마트폰 같은 이동 모바일기기가 

개발된 이후 SNS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될 수 있는 다른 사람와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Facebook, 

Twitter, MySpace, Cyworld 등이 있다.  

나. 상호작용 

1) 상호작용(interaction) 

 

본 연구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개별적, 

혹은 그룹별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는 활동이다. 

2) 상호작용 촉진전략(interaction facilitating strategy)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간에 학습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교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간에 비판적 사고와 반성을 통해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지식을 획득 혹은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권성호, 2001; Oliver, Omari, & Herrington, 1998).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교수자가 학습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실시되는 각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교수자가 학습자들 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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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시지 제시유형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메시지 제시유형은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

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문자메시지(text message)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S)는 짧은 문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스마트폰 기반의 SNS 안의 채

팅방에 올린 텍스트의 형태의 내용을 말한다. 

 

2) 음성메시지(voice message) 

 

음성메시지는 휴대 전화의 녹음기능을 통해서 녹음하고 

상대방에게 녹음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가 스마트폰 기반의 SNS 안의 채팅방에 올린 음성 형태의 

내용을 말한다.  

마.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1)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학문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언어 표현이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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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satisfaction) 

 

본 연구에서 만족도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포함된 교수자의 강

의 내용, 교수방법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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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론적 배경 

1. SNS와 언어학습 
 

가.  SNS의 개념 

SNS는 Web2.0 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정보검색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던 것을 넘어서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성격의 수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겨난 산물이다(조세경, 

2011).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과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남우나, 2010; 

박혜정, 김지영, 2011). 또한 boyd와 Ellison(2008)은 SNS를 웹 

기반의 소비스로 정의하며, SNS의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보았다. 

개인은 SNS를 통해 (1) 특정한 시스템 내에 공개나 반공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2) 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목록을 정교화할 수 있다; 그리고 (3) 모든 사용자가 공유된 

리스트를 통해서 서로의 공간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개발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SNS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Facebook, Twitter, MySpace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Cyworld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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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NS와 외국어학습 

SNS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온라인 상의 공간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기존 인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다. 더불어, SNS는 

사람들의 다양한 흥미(interests)와 실천성(practice)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원성(affordances)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보급성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boyd & 

Ellison, 2008). 실제로 SNS는 여러 측면에서 교수-학습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SNS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와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현재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일부로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이들은 

교수자가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둘째, 스마트 폰 기반의 SNS는 정보의 공유뿐만 동시성이란 큰 

강점을 지녔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Godwin-Jones(2006)는 처음으로 SNS가 외국어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SNS에서의 활동이 살아 있는 언어에 

학습자들을 노출시켜 줌으로써 SNS가 외국어 학습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최근에 몇몇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조세경, 2011; Baralt, 2011; Blattner & Fiori, 2009; Brick, 

2011; Clark & Gruba, 2010; Harrison & Thoma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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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chauer(1997)에 따르면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언어 사용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특정 

언어적 사항에 주목하기, 의견 교환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쓰기, 문화적 감수성을 높기,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개발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어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응용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Finocchiaro & Brumfit, 1983). 

그러나 수업 시간에서의 연습만으로 언어의 응용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연습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SNS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은 일반 교실 수업의 연장선으로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언어능력 수준과 관계없이 연습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Zhang & Mu, 2003) 어휘와 문장 구조에 있어서 

면대면 수업보다 더 정규적이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Warschauer, 1996).  

 SNS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는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 편안하고 유연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제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성을 띈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조세경, 2011; Warschauer, 1997).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은 컴퓨터 기반의 

학습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외국어 학습에 있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조세경, 2009). 스마트폰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새로운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마트폰을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은 컴퓨터 기반의 

학습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실시간으로 SNS 채팅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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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다. 채팅방에 있는 모든 

학습자는 공유된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아니라 그림, 

이모티콘,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쉽게 

이해하고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  

 

2. 웹 기반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가. 상호작용의 정의 및 분류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정인성, 이대식, 1994) 학업성취도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강명희, 김서영, 1996) 상호작용은 학습에 

있어서 학습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학자들마다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일반적 의미로 

상호작용은 관점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행동 주체 간에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Garrison, 1993을 이영남, 2002에서 재인용). 

웹 기반 상황의 경우, Wagner (1994)에 의하면 상호작용은 

쌍방향적인 활동이므로 두 개 이상의 행동 주체가 있어야 하며, 

행동 주체가 서로 영향을 줄 때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Moore 

(1989)에 따르면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가지의 상호작용 유형을 가리켰다.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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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주요 행동 주체이다.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Plato와John Dewey 

등을 비롯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Anderson, 

2003). 특히 교실이든 웹 기반 환경에서 동기부여와 피드백과 

관련하여 일어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Anderson, 2003; Laurillard, 1997, 2000; 

Wlodkowski, 1985). 

교수자는 학습내용 제시 후 학습자가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이동주 외., 2009). 즉,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할 때부터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자극해야 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를 도와야 한다. 과거에는 교수자가 현실적인 여건상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웠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시·공간 

상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이동주 외., 2009).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교수자가 어떠한 운영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임정훈, 정인성, 1998; 임철일, 

2011).  

2)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깊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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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표현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 채팅, 과제 완성, 상호 간의 피드백, 학습자들의 경험 및 

지식의  교환, 공동 과제 해결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동주 외, 2009). 따라서 학습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전자 이메일, 게시판, 

채팅방 등이 있을 수 있다.  

학습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할 경우 학습자는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이동주, 2004).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인지적 상호작용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의 유형과 학습내용의 유형 등은 향후 연구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Anderson, 2003). 특히 학습자중심의 현대의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Gunawardna, 1991; Harasim, 1989; 

Kearsley, 1995; 이영남, 2002). 

3)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이며(이동주 외, 2009), 학습자들은 대부분 학습 시간을 학습 

내용인 교육적 콘텐츠와의 상호작용 하는 데 사용한다(Anderson, 

2003).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통 교실 수업에서는 책이나 

도서관에서 소장된 인쇄물로 이루어지고, 웹 기반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만들어낸 텍스트나 다른 전자 자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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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할 수 있다. 

Tuovinen(2000)은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내용의 제시방식을 

음성,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와 가상현실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은 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이 구현되는 새로운 방식과  

이러한 도구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nderson, 2003). 

Moore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Anderson과 Garrison 

(1998)은 웹 기반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종류를 확대 

하여 [그림 Ⅱ-1]과 같이 기존의 세 가지 상호작용에 추가적으로 

교수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내용과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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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웹 기반 환경에서 상호작용 유형(Anderson & Garrison, 

1998) 

 

다른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분류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영남(2002)의 연구에는 상호작용의 분류 기준을 

리뷰하였는데 정리된 내용은 <표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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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연구자들이 제시한 상호작용 분류 기준(이영남, 2002) 

분류기준 연구자 

상호작용의 동시성 
김미량 (1998), 백영균 (1999), 임정훈 

(1999), Berge (1999), Black, Levin, and 

Quinn (1983), Huang (2000) 

참여 학습자의 수 

혹은 집단이 크기 

김미량 (1998), 백영균 (1999), Berge 

(1999), Harasim (1990), Huang (2000) 

학습자의 위치 Fulford and Zhang (1993), Kruh and Murphy 

(1990), Zirkin and Sumler (1995) 

통제의 주체 Berge (1999), Gilbert and Moore (1998), 

Huang (2000) 

메시지 내용의 특성 백영균 (1999), Berge (1999), Henri (1992), 

Oliver et al. (1998) 

표현 수단 Harasim (1990) 

 

 

위 표와 같이 Moore, Anderson 외에도 많은 연구자가 다른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작용을 분류하였다. 

Bates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따라 동시적 상호작용과 

비동시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김미량, 1998). 실시간 채팅 

도구를 통한 상호작용은 동시적 상호작용으로 분류될 수 있고, 

반면에 게시판, 전자 이메일 등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은 비동시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동시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매체이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 기반의 상호작용보다 동시적 

상호작용을 하기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상호작용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보다 더 광범위한 시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Oliver, Omari와 Herrington(1998)은 Henri(1992)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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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학습자의 회화 내용의 특징에 따라 네 가지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절차적 상호작용, 설명적 

상호작용, 그리고 인지적 상호작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학습에 있어서 학습 

자료나 인터넷 도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설명적 상호작용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때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성호, 2001). 인지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지식구성 

및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교류를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표Ⅱ-2>와 같다.  

<표 II-2> 메시지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권성호, 2001; Oliver et 

al., 1998) 

상호작

용의 

유형 

내용 설명 예시 

사회적 

학습내용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사교적 내용을 

교류한다. 

S1: 무슨 수업 듣고 있니? 

S2: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S1: 그럼 내 친구 존 알겠니? 

절차적 

과제와 인터넷 등의 사용

과 같은 방법과 절차 등 

내용을 교류한다. 

S1: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S2: 첫 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S1: 그래. 

설명적 
과제와 관련 지식과 정보

를 교류한다. 

S1: 이 스크린의 디자인이 좋지! 

S2: 색깔과 그림을 좋아. 

S1: 문서를 잘 배치해서 읽기 편해. 

S2: 포맷이 좀 넓은 것 같아. 

인지적 

비판적 또는 성찰적 입장

에서 학습내용을 분석하

거나 재구성한다. 

S1: 이 홈페이지가 그 것보다 좋지? 

S2: 더 개끗하고 넓어. 

S1: 페이지가 덜 어수선하고 그림도 

덜 복잡해. 

S2: 그리고 린크도 잘 보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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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1999)는 교수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의 유형을 

교수자 통제 상호작용과 학습자 통제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이영남, 2002에서 재인용). Plulsen(1995)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독립학습,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등 네 가지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김미량, 

1998에서 재인용).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상호작용의 분류에 대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관한 연구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촉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정임(1999)의 상호작용 증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 이해 정도 

측정, 학습 방향 안내, 학습 참여 촉진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학습자의 토론 참여 빈도가 교수자의 안내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 주제가 실생활과의 연관이 긴밀하고 토론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이 많을 수록 학습자가 더욱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임철일(1999, 2004)는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촉진전략을 상호작용의 주체별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나 튜터에 의한 운영전략을 교수 설계의 

커다란 축으로 보고 이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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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기존의 원격교육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와 

인지적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주도하기를 기대 받고 있기도 한다(오경희, 2006; 임철일, 1999, 

2004).  

Wang(2005)은 웹 기반 실시간 학습에서 효과적인 질문 전략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Open-ended 질문은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pen-ended 질문은 

웹 기반 실시간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회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없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Hylton(2007)은 웹 기반 학습에서 두 가지의 촉진전략을 

적용하여 교수자 촉진집단과 학습자 촉진집단으로 나누고, 수업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연구를 실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자 

촉진집단과 학습자 촉진집단은 촉진전략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 

프로세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교수자 촉진집단이 

학습자 촉진집단보다 학습자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 촉진집단에 비해 증가한 참여와 분명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교수자 촉진집단의 학습자들이 학습에 더 몰입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수자 촉진집단의 학습 성취가 학습자 

촉진집단의 성취보다 낫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이영남(2002)은 앞선 <표Ⅱ-1>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정리한 후 유형별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각종 상호작용을 교차하여 32개의 상호작용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통합하여 여덟 가지의 상호작용을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다음에 통합된 여덟 가지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촉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수자가 통제하는 소집단 상호작용 촉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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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과 같다.  

<표 II-3> 교수자 통제하는 소집단 상호작용 촉진 전략(이영남, 2002) 

상호작용 분류 
교수자가 통제하는 

소집단 상호자용 촉진 전략 
집단

크기 

메시지 

특성 
동시성 

소집

단 

상호

작용 

사회적 

비동시 

집단

간 

소집단으로 구성/집단을 일정 기간을 기준으

로 새롭게 구성/집단명, 집단 구성원, 집단의 

추구목표, 이년, 관심분야 등을 소개하는 기

회 제공 

집단

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성/개인별 

소개하는 기회 제공/팀장 선정/소속감을 느끼

도록 협력활동 메시지 지속적으로 제공 

동시 
집단

간 

팀장에 의해 팀명, 팀원 등 소개 기회제공 

집단

내 

 

절차적 

비동시 
집단

간 

 

집단

내 

 

동시 
집단

간 

 

집단

내 

 

설명적 

비동시 

집단

간 

집단별 정보공유 현황 정보 제공/집단간 유용

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 

집단

내 

상호교수법 활용 

동시 
집단

간 

 

집단

내 

 

인지적 

비동시 

집단

간 

문제 및 과제 해결 결과 중 Best를 선별하여 

제공/ 교수자가 문제 및 과제 해결에 대한 결

론을 정리 및 요약함/ 집단간 문제 및 과제 

해결 과정을 공개 

집단

내 

협동 보상구조 방식을 취함/개별, 집단 성찰 

기회 제공 

동시 
집단

간 

 

집단

내 

성찰의 기회 제공 

(주: 선행연구에서 해당 촉진 전략을 찾지 못한 부분은 공란을 두었음) 

 

 

 

3. 메시지 제시 유형 
 

가. 메시지의 유형 및 관련 이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학습내용을 다루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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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교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교수매체를 활용해 

학습내용과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윤순경, 1998; Wittrock, 1963; 

Worthen, 1968). 특히,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 내용과 

자료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설명과 피드백까지 정보화되기 때문에    

교수 방법과 피드백의 제시 방식도 학습자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의 메시지 전달방식이 

음성,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가상현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Tuovinen, 2000). 특히 최근에 시작한 스마트폰 기반의 

SNS에서의 메시지 제시방식은 문자를 포함해 음성,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해 [그림 Ⅱ-2]와 같이 방식이 다양화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즉시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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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스마트폰 기반의 SNS에서 메시지 제시유형 예시
①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 제시유형에 있어서, 교수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때 학습자가 메시지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또는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 메시지 제시 유형과 관련된 여러 이론 중 

인지주의 정보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Clark과 Mayer(2008)의 

웹 기반 학습 설계 원리와 Paivio(1991)의 이중부호화 이론을 

살펴보겠다. 

1) 정보 처리 이론 

인지주의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환경으로부터 

                                            
①
 http://www.windowsphone.com/ko-kr/store/app/line/a18daaa9-

9a1c-4064-91dd-794644cd8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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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 수용 기관을 통해 정보를 접수한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08). 인지주의 정보처리 이론은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인 정보 처리 과정을 [그림Ⅱ-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Clark & Mayer, 2008). 그림, 표, 혹은 문자가 

학습자의 눈을 통해서 인지처리 시스템에 접수되고 음성 정보는 

귀를 통해서 접수된다. 즉 외부 정보가 시각과 청각의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인지처리 시스템에 도달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 

중에서 학습자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선택되고 단기 

기억(Working Memory)으로 넘어간다. 단기 기억은 정보의 단기 

저장 장소라서 한 번에 제한된 일정 정보 단위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Ⅱ-3]에서 “Integrating”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학습자는 새로 접수된 내용을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저장된 사전 지식과 연관시킨다.  

 

[그림 II-3] 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정보 처리 과정(출처: Clark & 

Mayer, 2008) 

 

[그림Ⅱ-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주요한 인지처리 과정을 거친다. 즉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Selecting Words and Images),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Organizing Words and Images), 그리고 통합시키는 

과정(Integrating)이다. Clark 과 Mayer(2008)에 따르면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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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정보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학습이 

발생한다. 그러나 George Miller에 의하면 단기 기억의 각 채널은 

약 7(±2)개의 정보 단위만 저장 가능한 용량 제한이 있다. 제한된 

인지 처리 능력으로 위의 세 가지 처리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내는가는 학습자에게 도전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Clark 과 

Mayer (2008)는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세 가지 프로세싱을 

제시하였다. 즉 외재적 프로세싱(Extraneous processing), 필수적 

프로세싱(Essential processing), 그리고 생성 프로세싱 

(Generative processing)이다. 외재적 프로세싱  (Extraneous 

processing)은 질이 좋지 않은 교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 

목표 달성과 관계 없는 프로세싱이다. 필수적 프로세싱(Essential 

processing)은 인지적으로 핵심 자료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관련 자료를 선택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세싱은 주로 

학습 자료의 내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뱔생한다. 생성 

프로세싱(Generative processing)은 핵심 자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조직과 생성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런 프로세싱은 

학습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동기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을 이루기 위해 교수자는 외재적 프로세싱을 

최소화 시키고 필수적 프로세싱을 관리하고 생성 프로세싱을 

조성할 수 있다는 학습 환경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한편, [그림Ⅱ-2]에서와 같이, 사람은 귀와 눈 두 채널을 통해서 

외부환경에서 정보를 수용하며, 각 채널에 일정 용량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한 채널이 아닌 두 채널을 다 

이용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즉 단일한 

채널로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 청각과 시각으로 나누어 전달할 경우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따라서 Clark 과 Mayer(2008)는 이러닝에서 몇 가지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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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제안하였다. (1)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원리: 내용을 

제시할 때 단순한 텍스트보다 텍스트와 관련된 그림을 같이 

제시하면 학습효과가 좋다. (2) 접근성(Contiguity)의 원리: 내용 

제시할 때 텍스트와 관련된 그림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가까이 제시하면 학습효과가 좋다. (3) 

종복성(Redundancy)의 원리: 음성 설명이 있는 그림,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제시할 때 텍스트로 된 시나리오를 같이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4) 일관성(Coherence)의 원리: 학습내용과 관련없이 

흥미를 위해 문자, 그림, 음성, 영상 자료를 제시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고 학습 효과가 떨이진다. (5) 형식성(Modality)의 원리: 

그림 같은 학습내용에 대한 성명을 제시할 때 음성 설명은 

텍스트보다 효과적이다. (6) 개인화의 원리: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어체보다 대화체가 더 효과적이다.  

2) Paivio의 이중부호화 이론(Dual Encoding Theory) 

Paivio(1986)는 이중양식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단일양식에 비해 

두 배로 작용해서 정보의 저장 잠재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지적 시스템이 두 가지 하위 시스템인 언어정보 및 언어적 

자극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과 이미지, 또는 비 언어적 

자극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 두 시스템은 독립적이고 기능적∙구조적으로 

상이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중부호화 이론은 

정보처리과정을 사진에 대한 정보처리와 문자에 대한 정보처리 

체계를 각각 다르게 보여준다(이용남 외, 2003).  

이중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학습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하위시스템을 사용할 때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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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 제시할 때 문자와 그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설사 그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설명하기 좋다. 

[그림Ⅱ-4]는 Paivio의 이중부호화 이론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그림 II-4] Paivio의 이중부호화 이론 모델 

 

이중부호화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훨씬 더 쉽게 습득하고 잘 

기억한다. 또한, 언어적 부호로만 제시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실체, 그림, 사진 등을 함께 제시하면 학습자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신지선,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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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시지 제시유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메시지 제시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메시지의 유형 간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박신영, 

2010; Andreoli & Worchel, 1978; Chaiken & Eagly, 1976).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제시방식은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와 설득 정도, 태도 변화 등에 영향을 준다. 

Chaiken과 Eagly(1976)는 매채의 형태를 문자,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나누고 메시지 형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어려운 메시지는 문자 양식에 비해 오디오와 

비디오테이프 메시지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쉬운 메시지의 

경우 비디오와 오디오가 문자 양식보다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uovinen(2000)은 음성과 다른 매체의 조합을 강조하면서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음성이 시각 그림 등을 처리하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음성과 시각 그림의 조합은 학습자에게 

다른 조합보다 인지부하를 덜준다고 지적하였다.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에서 정보 

전달 시의 메시지의 유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Ramirez와 

Burgoon(2007)은 문자, 채팅과 같은 텍스트 정보,  오디오 회의와 

같은 청각적 정보, 비디오 회의와 대면 접촉과 같은 시각적 정보의 

양상과 정보의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CMC의 

상호작용성 정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또한 박신영(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시각정보인 문자 메시지보다 시청각 정보인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메시지가 수용자 반응에 더 큰 영향 미치며, 

수용자의 주의, 흥미유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감정적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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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태도에도 영향을 더욱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김은옥과 나일주(2011)도 어학 분야에서 음성자료를 통한 

학습의 효과를 밝히고 보다 좋은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음성 

자료의 속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연구들이 비록 교육 분야의 연구가 

아니지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인터넷 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교수자가 어떠한 유형의 

메시지를 사용해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받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4.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전달 수단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의 메시지 제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라 전달 효과는 다르다.  

Clark과 Mayer(2008)에 따르면, 초보자에게는 단순한 

텍스트보다는 관련된 그림을 같이 메시지로 제시할 경우 이해가 더 

빠르며,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 단순한 문자가 메시지의 설명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는 텍스트보다 음성 형태가 효과적이다. Paivio(1991)에 

따르면 사람은 추상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훨씬 더 쉽게 습득하고 잘 기억한다. 또한, 언어적 

부호로만 제시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실체, 그림, 

사진 등을 함께 제시하면 학습자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신지선, 2011에서 재인용). 

SNS를 통한 학습 상황에서,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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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서 메시지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메시지는 즉시성의 

특성 때문에 실제적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 다양한 메시지 제시 

유형은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다양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듣기와 

읽기 학습을 위한 연습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용하는 가는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가 음성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설명하려는 내용이 학습자들한테 더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자료 자체가 학습자의 듣기 연습 자료가 되었다.  

박신영(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시각정보인 문자 메시지보다 시청각 정보인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메시지가 수용자 반응에 더 큰 영향 미치며, 

수용자의 주의, 흥미유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감정적 반응과 

메시지 태도에도 영향을 더욱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시할 때 텍스트로 제시하느냐 음성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에게 준 자극이 달라져 전달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메시지 제시유형과 상호작용 촉진전략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메시지의 

제시유형과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연관시켜 효과성을 보려는 연구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33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에 S대학교에서 교양과정인  

“초급중국어2” 수강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강 변동 기간에 10명 학생이 수강신청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최종 

실험 대상은 70명으로 확정되었다. 실험 대상 선정 이유는 첫째, 이 

강좌는 본 수업과 랩 수업으로 나뉘고 학생들이 랩 수업에서 

원어민 강사와 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랩 

수업의 강사를 담당한지 2년이 넘어 강좌 현황, 교재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실험을 유효하게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집단 간 실험 대상자들의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학생들이 전에 수강했던 

“초급중국어1”에서 배운 내용을 위주로 “사전지식”을 검사하는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언어학습 초급자의 외국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지식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학습자를 4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언어 학습의 효과를 고려해서 각 집단 안에 두 팀으로 다시 

나누어 채팅방을 따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험집단 분류를 

도식화하면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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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집단별 학생 수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집단 

함께 
 사회적 인지적 

메시지 제

시유형 

문자메시지 19 16 35 

음성메시지 13 22 35 

함께 32 38 70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자 다음 <표 Ⅲ-2>와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표 III-2>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G1 O1 X1 O2 

G2 O1 X2 O2 

G3 O1 X3 O2 

G4 O1 X4 O2 

 

G: 실험 집단 

O1: 사전지식 검사 

X1: 문자 메시지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 

X2: 문자 메시지와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 

X3: 음성 메시지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 

X4: 음성 메시지와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 

O2: 사후검사: (1) 학업성취도 검사   (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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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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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준비 단계 

본 연구에서는 새 학기 시작되는 9월 초 이전에 실험 관련된 

학과와 연락하여 해당 강좌의 수강신청 현황을 알아보고 실험 

대상반 네 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실험 대상반의 강의형태와 

내용을 통제하고자 담당 랩 강사들에게 실험 도구가 된 스마트폰 

기반의 SNS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주며 공동으로 이를 적용하는 

강의 계획을 세웠다. 또한 강의 계획을 참조하여 유형별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개발하고, 해당 랩 강사들이 다시 모여서 실험 일정, 

절차, 평가방법 및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 방법 등을 논의하고 

사전검사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학기가 시작되고 선정된 대상반의 수강인원수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 메시지 적용 집단 19명,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 메시지 적용 집단 13명,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 메시지 적용 집단 16명,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 메시지 적용 집단 22명으로 구성하였다. 

언어 학습의 효과를 고려해서 각 집단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공지된 강의 계획에는 없는 교수-학습 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설명해 주고 채팅방을 구성하였다. 

채팅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 

적용집단에게 중국어 입력법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음성 메시지 

적용집단에게는 음성입력 간편 모드 설치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사전검사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참고해 스마트폰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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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적용할 만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1)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은 유대감 형성,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 간에 

형성된 유대감 또는 공동체 의식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며,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촉진시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이동주, 

2004; 이동주, 임철일, 임정훈, 2009 에서 재인용).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개인별, 관심분야 등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라. 

•  이모티콘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하라.  

•  소속감을 느끼도록 협력활동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교수자가 처음 채팅방을 만든 후 채팅방에서 채팅방을 만든 목적, 

학생들에 대한 기대 등을 공지하고, 학습자들과 인사하고, 학습자들

이 서로 인사 및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

가 시스템의 기본 기능 하나인 많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학습

자들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학습자들 

간의 우호관계 및 자유로운 채팅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채팅 상황을 격려해 주고 “오늘은 어때요?” , “힘들어

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등 말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를 해준

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채팅 상황에 대한 칭찬 및 격려 등을 

통해 사회적 피드백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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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인지적 상호작용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이영남, 2002; Fulford, 1993) 때문에 반성이나 사고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  성찰의 기회 제공하라. 

•  채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라. 

•  즉각적, 개별적인 피드백, 격려차원의 피드백 제공하라. 

이러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실수에 대해 즉시 정확한 표현 방법을 알려 

준다. 학습자들의 채팅이 활발하지 않거나 아예 채팅을 하지 않는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핵심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질문한다. 예를 들어, “XX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등

이 있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번 주 배운 XX표현을 가지고 문장 

한 번 만들어 보세요.”등 학습자들에게 채팅을 통해 연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장을 잘 만든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상황에 맞

게 사용했어요. 잘 했어요.” 등 같은 칭찬의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한다.  

두 가지의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표로 정리하자면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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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상호작용 촉진전략 

분류 상호작용 촉진전략 예시 

사회적 

- 개인별, 관심분야 등을 소개

하는 기회 제공하고 상호 우

호관계 유지하라. 

- 이모티콘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하라. 

- 소속감을 느낌도록 협력활동 

메시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오늘은 어때요?힘들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저는 

XX 이에요.” 

“채팅이 활발하네요.” 

인지적 

- 성찰의 기회 제공하라. 

- 채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

하라. 

- 즉각적, 개별적인 피드백, 격

려차원의 피드백 제공하라. 

“ XX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배운XX표현을 가

지고 문장 한 번 만들어 보세

요.” 

“이 문장을 상황에 맞게 사

용했어요. 잘 했어요.” 

 

 

이러한 촉진전략을 적용하여 채팅방에서의 회화 화면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III-2]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메시지 채팅 집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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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에서 본 화면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의 채팅 화면이다.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교수가 채팅방을 만든 후에 학습자들과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 

화면(좌)과 학생들이 핵심 표현을 사용하여 회화하는 화면(우)이다.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음성메시지 채팅 집단에서 

적용한 화면은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III-3]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메시지 채팅 집단 화면 

또한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의 채팅 

화면은 [그림 Ⅲ-4]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다. 동일한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음성메시지 채팅 집단에서 적용한 화면은 

[그림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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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메시지 채팅 집단 화면 

 

 
[그림 III-5]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메시지 채팅 집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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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실시 단계 

본격적인 실험은 9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5주에 결쳐 

교실 수업과 채팅방에서 회화를 병행하였다. 4개의 실험집단은 각각 

문자, 음성으로 회화를 실시하였으며, 교수자는 사회적,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적용하였다. 학습자들은 매주 수업이 끝난 

후부터 다음 주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과의 핵심 표현을 

사용해 친구들과 교수자와 채팅하도록 권장되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연습표현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채팅창 위에 해당 과의 핵심표현이 한 눈에 보이도록 하였다. 

9월 17일부터 4명의 교수자가 사전에 계획하였던 핵심 

표현<부록 2>을 포함한 공동 수업 계획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강의하고, 수업이 끝난 후부터 다음 전 수업 전까지 개발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2-4번씩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채팅을 하지 않을 때 교수자가 실제 

상황에 맞추어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식사와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개입하고, 방과 후 시간에 

오늘의 상황이나 학습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실 수업 중간 중간에 교수자가 채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회화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문자 채팅잡단과 음성 

채팅집단에서 최대한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채팅방에서 음성을 

입력하는 것은 문자를 치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교수자가 처음 

개입할 때는 똑같은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후에는 각 

집단의 채팅 내용을 동일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채팅 상황에 맞추어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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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정리 단계 

실험이 종료된 뒤에는 학습자들이 채팅방에 남긴 모든 채팅 

내용을 정리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강의계획과 학습자의 채팅내용을 

참고하여 학업성취 평가지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중간에 학생들의 겪었던 어려움과 관련된 문헌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에 근거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마지막 주에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중간에 수업을 철회한 학습자의 

데이터는 모두 제외하였다.  

 

4.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는 사전지식 검사지, 스마트폰 

기반의 SNS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촉진전략, 

학업성취도 평가지와 만족도 조사 설문지이다. 

가.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기존 능력 수준을 반영하는 

검사로서, 사전지식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이다.  따라서 각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이 끝난 뒤 

사전 지식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학습자의 데이터는 최중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 사전검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지식 검사는 “초급 중국어 2” 강좌를 듣기 위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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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필요한 지식으로 “초급 증국어 1” 강좌에서 배웠던 중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지식 검사지는 교육공학전공 중국인 박사 

수료생 1인, 석사 1인과 현직 랩 수업 강사 3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20문제이며 듣기 5문항, 

어휘와 문법 7문항, 회화 완성 5문항, 그리고 쓰기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 기준은 정답은 1점, 답을 하지 못하거나 오답이면 

0점이고 총 20점을 만점으로 설정하였다(부록1 참고).  

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KakaoTalk)② 

이다. 카카오톡(KakaoTalk)은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에 

시작한 전세계 어디서나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폰 

사용자간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채팅을 

즐길 수 있고 사진, 동영상, 음성메시지, 연락처 등의 멀티미디어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 2010년 3월 18일에 서비스를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하였으며,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3월12일까지 카카오톡의 사용자의 수가 4,200만 명에 달하였다. 

현재는 한국의 인기가 가장 많은 스마트폰 기반의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중 하나이다. 카카오톡은 iSO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어, 스페인어, 일어, 한국어를 지원한다. [그림 Ⅲ-

6]는 카카오톡의 시작 화면이다.  

                                            
②
  http://www.kakao.com/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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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카카오톡 안드로이드버전의 초기 화면 

1) 카카오특의 특징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

채팅을 즐길 수 있고 사진, 동영상, 음성메시지, 연락처 등의 멀티미

디어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카카오톡의 특징과 기

능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김해

봉, 2011). 

첫째, 즉시성. 카카오톡의 캐리어(carrier)인 스마트폰이 일반 컴

퓨터와 달리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위울 뿐만 아니라 일종의 통신 

생필품이라서 24시간에 어디서나 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

가 즉시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정보의 다양성.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바일 기술의 급

속한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기능이 컴퓨터의 기능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물론이고, 사진, 음성메시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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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할 수 있다.  

셋째, 편리성. 카카오톡에 가입하려면 개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전화번호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주소록과 

동기화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를 한명씩 추가할 필요가 없고 주소록

에 있으며 동시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등록된

다. 그룹 채팅 또한 편리하다. 그룹 채팅시 오랜 시간 확인 못한 내

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내용이 많아 시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카카오톡은 이를 도와주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즉 이

미 확인된 내용과 미확인 내용을 선으로 나누고 몇 분전 여기까지 

읽었다는 알림 기능을 추가하였다.  

 

2) 카카오톡에서의 메시지 제시 유형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와 

멀티미디어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컴퓨터로 

온라인에서도 전달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유한 메시지가 일반 컴퓨터로 

공유한 메시지보다 즉시 현실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문자 메시지 

문자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은 일반 컴퓨터와 비슷하다. 이는 

모든 통신 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카카오톡에서 제시하는 

문자의 글자체가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 메시지 적용 집단이 중국어 입력법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다. 이는 아래 [그림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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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중국어 입력법 화면 

 (2) 음성 메시지 

 채팅방에서 언제나 간편하고 빠르게 음성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낼 

수 있다. 버전3.1.1의 경우 음성녹음 간편 모드 사용하였으면 [그림

Ⅲ-8]에서 본 바와 같은 아이콘이 나온다. 녹음(마이크 모양) 버튼

을 누르면 “진동”이 있은 후부터 녹음이 시작하고 손을 떼면 녹

음을 마치고 작동으로 보내된다③.  

 

 

[그림 III-8] 간편 녹음 아이콘 

 

본 연구에서 채팅방을 이용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실제 채팅 화면

은 [부록 5]를 참조하면 된다. 

                                            
③
  카카오톡 공지상항 05/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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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성취도 검사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검사는 학습자가 교실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채팅방에서 사용한 핵심 표현을 바탕으로 중국어 단어와 표

현에 대해 이해와 실제 응용 능력을 평가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지

는 총 25문제이고 각각 듣기 12문항, 문법과 회화 8문항, 그리고 

쓰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이었으며, 정답일 때 

4점, 답하지 않았거나 오답일 때 0점으로 채점하여 100점을 만점으

로 구성하였다. 단, 쓰기 문제에서 전체 내용 맞기는 했지만 틀린 

글자 있는 경우 3점, 핵심 표현을 빠진 경우 2점으로 채점 기준을 

적용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지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랩 강사 3인, 교육

공학 중국인 석사 1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SNS기반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Bakar & Ismail, 2009; Shih, 2010; Smart & Cappel, 

2006) 사용된 조사 항목을 이유경(2011)이 번역하고 

Cronbach’s α=.969의 신뢰도를 도출해 낸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선정하고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총 16 문항, 5단계 Likert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검사도구는 교육공학 박사 수료생 1인, 박사 재학 1인, 

석가 1인으로부터 1차와 2차 안면 타당도를 검증을 받았고 수정 

보완하였다. <표 Ⅲ-4>은 만족도 검사도구의 타당도 검사를 통한 



 

 49 

만족도 검사 요인과 측정문항을 나타낸다. 본 검사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6로 나타냈다.  

 

<표 III-4> 만족도 검사도구 요인과 측정항목 

요인 측정항목 

SNS 시스템 

1.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회화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

다. 

2.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은 시

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3.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은 장

소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SNS로 구성

된 채팅방을 

통한 채팅 

4. 채팅방에서 교사가 문자 혹은 음성으로 제시한 내용은 

회화에 도움이 된다. 

5. 채팅방에서 교사의 참여가 적당하다. 

6. 채팅방에서 회화할 때 입력 방식(문자 혹은 음성)이 편

리하고 좋다. 

7. 지금 사용하는 입력 방식(문자 혹은 음성)이 외국어 학

습에 도움이 된다. 

8.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올린 문자 혹은 음성 메시지는 외

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SNS활용의 

학습 효과 및 

태도 

9. 채팅방을 통한 회화로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10.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실제 일어났던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함으로써 언어의 실제 응용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

다. 

11.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

미있다. 

12. 교실 수업과 더불어 채팅방을 통한 학습을 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13. 외국어 학습을 위해 종이 학습지보다 SNS로 구성된 

실시간 채팅방를 활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4.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은 

내 사생활에 방해가 된다. 



 

 50 

15. 교실 수업과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회화를 병행하는 

수업을 다시 수강하고 싶다. 

16. 외국어 학습을 위해 교실 수업과 실시간 채팅방을 통

한 회화를 병행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다. 

 

 

 

5.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

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SPSS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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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구성된 채팅방에서 문자

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사

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

공 집단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학업성취도 

 

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만족도  

 

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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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 유형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문

자메시지 적용 집단,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으로 총 네 

개 집단으로 나눴다.  

실험을 하기 전에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인 및 최종결과에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고자 “사전지식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70개 유효 샘플의 

사전지식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로 <

표 Ⅳ-1>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한 Levene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Ⅳ-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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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실험집단별 사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인지적 상호작

용 촉진전략 
합계 

문자메시지 

M=16.89 

SD=2.283 

N=19 

M=16.50 

SD=1.780 

N=16 

M=16.71 

SD=2.052 

N=35 

음성메시지 

M=16.69 

SD=3.225 

N=13 

M=17.23 

SD=2.202 

N=22 

M=17.03 

SD=2.595 

N=35 

합계 

M=16.81 

SD=2.657 

N=32 

M=16.92 

SD=2.045 

N=38 

M=16.87 

SD=2.328 

N=70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집단, 

그리고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 적용한 각 잡단의 사전지식 점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한 문자메

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16.89, 표준편차는 2.283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한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

은 16.50, 표준편차는 1.780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제공한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16.69, 표준편차는 

3.225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한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17.23, 표준편차는 2.595로 나타났다.  

 

<표 IV-2> 사전검사 점수의 집단 동질성 검사 

F값 자유도1 자유도2 유의도 

1.205 3 66 .315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위의 <표 Ⅳ-2>와 같이 

Levene의 동질성 검증결과(F=1.205, p>.05)로 각 집단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네 집단은 동질함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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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를 실시 이후, 각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은 실험처치에 따

라 집단별 각각의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kakaotalk에서 

그룹 채팅방을 구성하여 매주 핵심 표현을 이용한 채팅을 실시하였

다. 실험이 끝난 후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만족도 검사를 

받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교수자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스마트폰 기반의 외국어 학습에서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각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학업성취도 
 

먼저 학업성취검사를 통해 분석된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3>와 같다. 학업성취도 검사의 유효 사례수는 중간에 수업

을 취소한 학생을 제외하고 총 70이었다.   

 

<표 IV-3> 실험잡단별 학업성취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인지적 상호작

용 촉진전략 
합계 

문자메시지 

M=86.16 

SD=10.205 

N=19 

M=83.44 

SD=8.633 

N=16 

M=84.91 

SD=9.482 

N=35 

음성메시지 

M=94.54 

SD=6.960 

N=13 

M=92.08 

SD=6.047 

N=22 

M=93.00 

SD=6.412 

N=35 

합계 

M=89.56 

SD=9.834 

N=32 

M=88.45 

SD=8.349 

N=38 

M=88.96 

SD=9.008 

N=70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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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로 각 집단에 대한 학업성취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문자

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86.16, 표준편차는 10.205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

균은83.44, 표준편차는 8.63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을 제공받은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94.54, 표준편차

는 6.960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음성

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92.08, 표준편차는 6.047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IV-4> 실헙집단 학업성취도 점수의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유의도 

상호작용 촉진

전략 
112.449 1 112.449 1.709 .196 

메시지 제시유

형 
1221.664 1 1221.664 18.572 .000 

상호작용 촉진

전략 * 메시지 

제시유형 

.313 1 .313 .005 .945 

잔차 4341.513 66 65.780 
  

합계 559535.000 7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

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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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

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

다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을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

략 적용집단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두

개 집단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SNS기반의 외국어 학습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89.56이고 표

준편차는 9.834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학업성

취도의 평균은 88.45이고 표준편차는 8.349이다. 또한, <표 Ⅳ-4>

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교수자가 제공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709, p>.05). 즉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가>는 부정되었다. 

 

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

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험집단을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SNS기반의 외국어 학습에서 문자

메시지 적용집단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84.91이고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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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학업성취도의 평

균은 93.00이고 표준편차는 6.412이다.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 수 있듯이, 음성 집단의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문자집단의 학습자보다 더 동질하다. 즉 학습자들의 수준이 더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표Ⅳ-1>에서 나타난 사전 검사의 결과

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표 Ⅳ-4>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사용

한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8.572, p<.01). 즉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나>는 긍정되었다. 따라서 음성메시지 유

형의 채팅이 문자메시지 유형의 채팅보다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외국어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

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

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위의 <표 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F=.005, p>.05)로 나타났으므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Ⅳ-1]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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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은 문자메시지보다 음성메시지 사용했을 때 학업성취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집단은 문자메시

지보다 음성메시지를 적용했을 때 학업성취도 수준이 더욱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

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다>는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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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만족도 조사의 

유효 사례수는 중간에 수업을 취소한 실험 대상자의 데이터를 제외

하여 총 68개이다. 실험집단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

표 Ⅳ-5>와 같다 

 

<표 IV-5> 실험집단별 만족도 조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합계 

문자메시지 

M=3.44 

SD=.587 

N=19 

M=3.83 

SD=.569 

N=14 

M=3.60 

SD=.603 

N=33 

음성메시지 

M=3.17 

SD=.806 

N=13 

M=3.40 

SD=.537 

N=22 

M=3.32 

SD=.648 

N=35 

합계 

M=3.33 

SD=.685 

N=32 

M=3.57 

SD=.581 

N=36 

M=3.46 

SD=.638 

N=68 

 

<표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

받은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의 만족도 평균은3.44, 표준편차는 .587

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문자메시지 적

용 집단의 평균은3.83, 표준편차는 .569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

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3.17, 표

준편차는 .806로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음성메시지 적용 집단의 평균은 3.40, 표준편차는 .5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 바탕으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

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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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표 IV-6> 실험집단별 만족도 점수의 분산분석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유의도 

상호작용 촉진전

략 
1.553 1 1.553 4.096 .047 

메시지 제시유형 1.931 1 1.9031 5.092 .027 

상호작용 촉진전

략 * 메시지 제

시유형 

.106 1 .106 .278 .600 

잔차 24.267 64 .379 
  

합계 839.902 6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

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

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 가설과 동일한 환경에서 두 집

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SNS기반의 외국어 학습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만족도 평균은 3.33이고 표준편

차는 .685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학업성취도

의 평균은 3.578이고 표준편차는 .581이다. 그리고 <표 Ⅳ-6>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교수자가 제공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

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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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즉,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가>는 긍정

되었다. 따라서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보다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

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

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헙집단을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의 만족도조사를 실시

하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SNS기반의 외국어 학습에서 문자

메시지 적용집단의 만족도 평균은 3.60이고 표준편차는 .603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적용집단의 만족도의 평균은 3.32이고 

표준편차는 .648이다. 그리고 <표 Ⅳ-6>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사

용한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F=5.092, p<.05). 즉,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날 것이라는 가설<나>는 긍정되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유형의 

채팅이 음성메시지 유형의 채팅보다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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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278, p>.05)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

도에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Ⅳ-2]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그림 IV-2] 만족도에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의 

상호효과 

[그림Ⅳ-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집

단은 음성메시지보다 문자메시지 적용했을 때 만족도 수준이 더 높

게 나타났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집단은 음성메시지보다 

문자메시지를 적용했을 때 만족도 수준이 더옥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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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부정되었다. 



 

 64 

V . 논의 

본 연구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리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의 

SNS 상의 채팅방에서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

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교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인지

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구분해서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른 학업성

취도, 만족도,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여섯 개의 가설

을 설정하였고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09, p>.05). 

둘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

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8.572, p<.01). 셋째, 외

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

형은 학업성취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F=.005, p>.05). 넷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096, p<.05). 다섯째, 외국어 학

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092, p<.05). 여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은 학습자의 만

족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F=.278, p>.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

시지 제시 유형에 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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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

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 간에 학업성취도 검사의 평균점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교수자가 

제공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 있어서 통계적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09, p>.05). 

그런데 각 집단의 채팅 메시지에 대한 정리를 통해 메시지제시 

유형과 관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이 인지적 

상호작용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보다 채팅 메시지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집단의 학습자

들은 채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이동주(2004)의 주

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 간에 형성된 

유대감 또는 공동체의식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산이 속해 있는 집

단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이동주, 

임철일, 임정훈, 2009에서 재인용). 인지적 상호작용 또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Fulford, 1993; 

이영남, 2002) 때문에 성찰이나 사고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이 학습

자들은 활발한 채팅을 통해서 서로 영향하여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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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들어서 연습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아졌다. 이

와 동시에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잡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채팅 상황

은 보다 덜 활발하지만 교사의 촉진함으로써 성찰, 반성, 사고를 통

해 언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학업성취도 높아졌

다. 따라서 두 가지의 상호작용 촉진전략 모두 학업성취도를 높이긴 

하지만, 두 방법의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

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또는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채팅방의 상황에 맞춰 촉진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용하

지 못하였고 이것이 최종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메시지 제시유형과 학업성취도 

 

두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

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메시지 제시 유형을 문자메시지 적용집단

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두 개 집단 간에 학업성취도 

검사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검증 

결과는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이 문자메시지 적용집단보다 학업성취

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572, 

p<.01). 각 실험집단의 학업성취도 검사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

성메시지로 채팅하는 집단이 문자로 채팅하는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시에 시각정보인 문자 

형태의 메시지보다 시청각 정보인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된 메시지가 수용자 반응, 수용자의 주의력과 지식습득에 영향을 많

이 미친다는 박신영(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김은옥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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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2011)의 어학 분야에서 음성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주

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은 교실 수업을 수강하는 

동시에 채팅방에서 핵심 표현을 사용하며 반복 연습을 통해 학습하

였다. 문자메시지로 채팅을 하는 학습자들보다 음성메시지로 채팅을 

하는 학습자들은 음성을 듣고 직접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 연습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 반면, 문자메시지로 채팅

을 하는 학습들은 쓰기의 정확성은 높아졌지만 이는 음성메시지로 

채팅을 하는 학습자들도 동일하게 교실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호

작용효과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셋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서 상

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의 학습효과는 그것을 활용하는 메시지 제시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음성메시지 집단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활발하게 채팅에 참여한 결과 학

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언어 표현의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상호작용 촉진전

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F=.005, p>.05).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관계없이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이 문자메시

지 적용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왔다. 각 집단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집단이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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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자극

(박신영, 2010)과 언어 학습(김은욱, 나일주, 2011)에 있어서 음성

의 효과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 객

관식 위주였기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통해 향상된 말하기 수준을 반

영하지 못하였다. 상호작용 촉진전략뿐만 아니라 메시지 제시유형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

구에서의 외국어 학습 방식은 교실 수업과 병행하였기 때문에 채팅

방에서의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 교실 수업에서도 학습자들은 인지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팅방을 활용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피험자 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통계

분석된 결과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 촉

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과의 보합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4.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만족도 

 

넷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

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가설은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만족도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

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과 인지적 상호

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 간에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가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검증결과는 학습자에게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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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F=4.096, p<.05).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3.33이었고,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3.57이었다. 즉 인지

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받은 집단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지전략 

제공받은 집단보다 만족도에 있어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즐거움과 동기를 유발

시키거나 학습에 긍적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학습자들 간에 유대

감 또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이영남, 2002; 이동주, 임철일, 임

정훈, 2009; Alford, 1991)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에

서는 같은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이 SNS의 채팅방에서 학습뿐만 아

니라 교실에서 면대면 수업을 통해 이미 서로 친숙하기 때문에 교

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채팅방에서의 회화로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평균

이 3점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각 집단의 학습자들은 “채팅방에서 

교수자가 문자 혹은 음성으로 제시한 내용은 회화에 도움이 된다”

라는 질문에는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집단은 3.81,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집단이 3.59로 나왔다. 따라

서 학습자들은 별도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필요없을 정도

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보다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학습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

었으리라 판단된다.  

 

5. 메시지 제시유형과 만족도 

 

다섯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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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

용집단 간에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검증결과를 보면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092, p<.05). 즉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이 음성메시지 적용집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시에 시각정보인 문자 

형태의 메시지보다 시청각 정보인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된 메시지가 수용자 반응, 수용자의 주의력과 지식습득에 영향을 많

이 미친다는 박신영(201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자료제시방식을 조합하는 것은 문자로만 제시하는 것보다 학업성취

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신영, 

2010; 이미란, 2012; Andreoli & Worchel, 1978; Chaiken & 

Eagly, 1976) 는 많은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대립하는 집단은 다양한 제시유형이 아닌 음성메시지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단일유형 제시방식과 멀티유형 제시방식의 비교가 아

니라, 단일유형끼리의 비교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겠다. 둘째, 음성으

로 채팅하여 학습하는 것은 문자로 채팅하는 것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음성 채팅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습자들의 

만족도 조사에도 잘 드러난다. “채팅방에서 회화할 때 입력 방식

(문자 혹은 음성)이 편리하고 좋다”라는 질문에 대한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평균점수가 3.38이었고,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평균점수가 3.14였다. 즉, 학습자들은 

음성 메시지라는 새로운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음성메시지로 채팅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는 입력방식(문자 혹은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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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의 

평균점수가 3.67이었고,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의 평균점수가 3.20이

었다. 이와 유사하게“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올린 문자 혹은 음성 메

시지는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문자메시지 적용

집단이 음성메시지 적용집단보다 평균점수가 큰 차이로 높게 나왔

다. 이러한 만족도 검사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음성 채팅 형태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정확하게 인식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에

게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할 때, 많은 학습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창피해요”라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

서, 음성메시지가 문자메시지보다 학업성취를 더 높여줌에도 불구하

고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외국어 학습에서 효과적인 

학습방식으로 나타난 음성채팅을 실제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음성 채팅의 효과성을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극적

으로 알리고 학습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교수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6.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여섯 번째 가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

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은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검증 결과,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은 만족도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278, p>.05).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은 각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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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상호작용 촉진전

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도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 촉진전략의 주효과

의 분석결과 .047, 메시지 제시유형의 주효과의 분석결과 .027이므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실험 기간이 짧고 피험자 인원수가 

적은 것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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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Web 2.0시대가 도래하며,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사람들 사이의 중요 

의사소통 도구로 떠올랐다. SNS가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으

며, SNS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특히, 다른 과

목보다 더 많은 연습기회가 요구되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소통이 가능한 SNS는 매력적인 학습 도구로 여겨졌다. 더

욱이,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스마트폰의 SNS는 외국어 학습의 새로

운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 도구로서 스마트폰 기반

의 SNS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덧붙여, 두 독립변인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있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구성된 채팅방에서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문자메시지 적용집단과 음성메시지 적용집단으로 나누고,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제공 집단으로 나눠 총 네 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네 개 집단은 교실에서의 중국어 수업과 동시에 스마트폰 기반의 SNS 

상에서의 채팅방에서 중국어 학습에 참여하였다. 한 학기 과정을 마친 후, 

학업성취도 평가와 만족도 검사를 통해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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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S대학교 중문과에서 열린 초급

중국어2 강좌 수강생 7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총 8주에 걸쳐 실시

되었다. 실험 통제를 위해 각 강좌의 교수자들이 함께 공동의 교수안을 만

들고 채팅에서 사용될 핵심표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

구는 사전지식 검사지, 스마트폰 기반의 SNS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 유

형에 따른 촉진전략, 학업성취도 평가지와 만족도 조사 설문지이다. 실험을 

위해 개발된 상호작용 촉진전략은 교육공학 박사수료생 1인, 박사과정 재

학생 1인, 석사 1인으로부터 타당화를 받았고 교육공학 교수 1인에게 피

드백을 받았다. 사전 검사와 학업성취도 검사는 교육공학 박사 수료생 1인, 

석사 1인, 그리고 중문과 강사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만족도 

설문조사는 교육공학 박사 수료생 1인, 박사과정 재학생 1인, 석사 1인으

로부터 두 차례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고 수정∙보완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

국어 기존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일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은 9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5주

에 결쳐 교실 수업과 채팅방에서 회화를 병행하며 실시되었다. 4개

의 실험집단은 각각 문자, 음성으로 계획된 핵심표현을 이용해 채팅

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자는 사회적,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적

용하여 채팅을 독려했다.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상의 채팅 학습을 교실 학습과 병행하는 학습방법에 대

한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결과를 통해 

각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총 70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검

사와 만족도 검사 결과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의 통

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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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둘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8.572, p<.01). 

음성메시지가 문자메시지보다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005, p>.05).  

넷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096, p<.05).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092, p<.05). 

문자메시지 적용집단이 음성 메시지 적용집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외국어 학습을 위한 SNS 기반의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78, p>.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채팅방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사회적 및 

인지적)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만족도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사용

한 목적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학습자의 외국어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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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

작용 촉진전략이 학업성취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촉

진전략의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하다.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을수록 학습자의 학업성취

도가 높아지기(감명회, 기성영, 1996) 때문에 향후의 외국어 학습에

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굳이 구별할 필요없이, 다양한 전략을 효과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팅방에서의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음성메시지로 채팅하는 집단

이 문자메시지로 채팅하는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에 만

족도는 낮았다. 문자 메시지 형태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방

식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져오므로 교수설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에 음성 유형의 메시지로 학습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높여주기는 하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음성메시지로 채

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추

론할 수 있다. 즉, 음성 메시지의 채팅 학습은 낯설어 학습자의 만

족도가 비교적 낮지만 박신영(2010)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 자극에서 시각정보보다 시청각 정보인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메시지가 수용자 반응에 더 큰 영향 미치며, 수용자의 주의, 

흥미유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감정적 반응과 메시지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 듣기, 말하기는 매우 중요

한 영역으로 향후 음성으로 채팅하는 학습방식을 교수설계에서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 간에 유

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파악하였다. 이는 교실 수업

과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채팅을 병행하는 외국어 학습에서 교수

자가 어떠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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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팅하는 것은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실험이 비교적 5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언어 응용력을 길러야 

하는 언어 학습에 있어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학습에 효과

를 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별로 다른 교수자가 강

의를 하고 채팅방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완

전히 동일한 상호작용 촉진전략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는 최종 결

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실 수업과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구성된 채

팅방에서의 학습을 병행하는 외국어 학습에서 SNS 기반의 상호작

용 촉진전략과 메시지 제시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험 일정상 학업성취

도와 만족도를 시험과 설문조사의 양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

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언어의 응용능력을 보려면 양적 연구방

법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방법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성메시지로 채팅하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보다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학 분야에서 음성자료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김은옥

과 나일주(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반의 SNS

에서 메시지 제시유형은 문자와 음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그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음성메시지보다 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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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제시 유형을 알아내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음성 메시지를 사용한 채팅은 학습 성취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적용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음성으로 채팅하는 학습방식을 보다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 전략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

회적 및 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보다 다양한 교수 전략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습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4점 미만이므로 향후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 등 다른 요인들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5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

다. 이로 인해 교수자의 상호작용 촉진전략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채팅방에서 교수자가 제

공한 촉진전략은 학습자의 읽기나 듣기 연습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언어의 응용능력은 

몇 주 동안에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배

웠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주, 한 달이 아

닌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본 연

구에는 7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향후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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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지식 검사 

 

2. 핵심 표현 

 

3. 학업성취도 검사 

 

4. 만족도 조사 설문지 

 

5. 채팅방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들 간의 채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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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지식 검사 

 

초급 중국어2 복습 테스트 
이름:____________ 

 

 

※ [1-5] 듣기(들은 내용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A.     B.  

 

2. A.     B. 

 

3. A.     B. 

 

4. A.     B. 

 

5. A.     B.      C. 

 

※ [6-12] 어휘와 문법 

 

6. 다음 병음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A.  nĭhăo    B.  qìhou   C.  chīfàn     D.  shénme 

 

7. 다음 “不”의 성조가 다른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

십시오. 

A. 不吃     B. 不看       C. 不来       D. 不想 

 

8. 다음 빈 칸에 적합하지 않은 부사를 고르십시오. 

----这间教室________大。 

A. 非常      B. 很         C. 相当      D. 刚 

 

9.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양사를 고르십시오. 

----我每周有三______汉语课。 

A. 位        B. 节        C. 下         D. 个 

 

10. 다음 문장의 어순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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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送朋友    나. 明天    다. 火车站     라. 不能去  

A. 나 — 가 — 다 — 라 

B. 다 — 가 — 라 — 나 

C. 다 — 라 — 가 — 나 

D. 나 — 라 — 다 — 가  

 

11. 다음 “在”의 용법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가. 爸爸在学校工作。 

나. 妹妹在看电视。 

다. 王小姐在图书馆看书。 

라. 他在中国。 

A. 가, 나     B. 나, 라      C.가, 다     D. 라, 다  

 

12.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他打球打____很好。 

A. 的        B. 得          C. 地        D. 着 

 

※ [13-17] 회화(다음 ______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가: 油条好吃吗？ 

    나: ___________。 

    가: 那我就吃。 

A. 不好吃    B. 很好吃      C. 不吃      D. 我想吃 

 

14. 가: ________，韩国大使馆在什么地方？ 

    나: 亮马河。 

A. 请问      B. 很高兴认识你   C. 对不起   D. 谢谢 

 

15. 가: 这位是？ 

    나: 我______介绍一下,这位是李小姐。 

가: 哦，您就是李华小姐吧。 

나: 是的，我就是。 

A. 给        B. 来          C. 去         D.能 

 

16.  가: 你会不会说汉语？ 

나: 会_____,刚开始学。 

가: 在哪学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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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在首尔大学。 

A. 一下       B. 不会      C. 一点儿      D. 很多 

 

17.  가: 听说，王老师去日本了？ 

나: 是的。 

가: 她坐飞机去的吧。 

나: 是呀，你怎么知道？ 

가: ____想____知道。 

A. 一……就                       B. 因为……所以         

C. 虽然……但是                   D. 又……又 

 

※ [18-20] 쓰기(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십시오.) 

 

1. 이건 뭐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 사람도 가는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나는 지금 3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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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문제 원문: 

1. 你叫什么名字？ 

A. 我的名字叫金平。      B. 我就是金平。 

 

2. 你最近怎么样？ 

A. 爸爸最近身体很好。    B. 还可以。 

 

3. 你喜欢吃面条吗？ 

A. 我喜欢吃面包。        B. 我非常喜欢吃面条。 

 

4. 你的生日是几月几号？ 

A. 今天是8月10号。      B. 我的生日是1月3号。 

 

5. 你去过中国吗？ 

A. 我明年去中国。  B. 我去年没去过中国。 

C. 我不想去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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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습자 주간 채팅용 핵심 표현 

 
기간 주제 제목 주요 내용(문법과 표현) 

첫째주 교통 

 

第十三课  去王

府井坐几路车？ 

1. 顺便 

2. 先…… 然后 …… 

3. 再 

4. 결과보어：错，反，着 

둘째주 교통 

 

第十四课  咱们

怎么去？ 

1. V+着+V(상태지속) 

2. 보어“得” 

3. 离（……远/近） 

4. 还是 

셋째주 전화 第十五课 打电

话。 

1. 존재문 

2. 过一会儿/待会儿 

3. V+O+V+시량보어 

4. 再 

다섯째주 만남 第十六课  没想

到在这儿会遇上

你。 

1. 这不是……吗？ 

2. 是……的 

3. 一……就 

4. 差不多 

5. 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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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업성취도 검사 

 

초급 중국어2 중간 테스트 
이름:______________ 

 

一 듣기（들은 내용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A             B               2.   A             B   

 

3.   A             B               4.   A             B 

 

5.   A             B 

 

6.   A. 去吃饭        B. 买东西           C. 去学校 

 

7.   A. 去年夏天      B. 今天夏天         C. 去年春天 

 

8.   A. 不贵          B. 很贵             C. 不知道 

 

9.   A. 走着去        B. 公共汽车         C. 地铁 

 

10.  A.  9点          B. 6点             C. 10点 

 

11.  A. 韩国          B. 中国             C. 美国 

 

12. 회화 내용에 따라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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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二 문법 및 회화 

13. 다음 문장 중 “是……的”강조 용법이 아난 것을 고르십

시오.  

A. 我是坐地铁来的。 

B. 这个手机不是爸爸买的。 

C. 那件衣服是王先生的。 

D. 李红昨天来的。 

 

14. 다음 보어가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A. 恐怕来得及。 

B. 他回答错了。 

C. 小红今天坐车坐反了。 

D. 他听不懂中国老师的话。 

 

15.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中国非常漂亮，明年我想__________去一次。 

A. 又        B. 还         C. 也         D. 再 

 

16. 다음 문장의 어순이 맞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A. 我一起跟朋友去中国玩儿坐飞机。 

B. 我跟朋友一起坐飞机去中国玩儿。 

C. 我跟朋友一起去中国玩儿坐飞机。 

D. 我一起跟朋友坐飞机去中国玩儿。 

 

17. 다음 “了”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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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我看汉语书看__A___一个小时__B__。 

 

（2）我们的汉语老师来韩国__C__三年__D__。 

 

18.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가: 今天天气太冷了！ 

나: 是啊。昨天天气很好，但是______今天这么冷。 

가: 你要注意身体啊！ 

나: 谢谢。你也是。 

A. 没想到        B. 恐怕           C. 会       D. 一定 

 

19.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가:  _______________________  

나: 是啊，我就是李红啊。你是？ 

가: 我是学习汉语的韩国学生啊。我叫金志民。最近您过得怎么

样？ 

나: 我很好。谢谢。 

A. 对不起，请问李红老师在吗？   B. 这不是李红老师吗？ 

C. 请问，哪位是李红老师？       D. 对不起，请问您是？ 

 

20.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가: 你们去哪儿？ 

나: 我们去学校。你们呢？ 

가: 我们去火车站。 

나: 你们________去？ 

가: 走着去，火车站_______这儿很近。 

나: 要去旅游吗？ 

가: 是的。先去上海，然后去北京。 

나: 准备______了吗？ 

가: 嗯，都准备好了。 

 

A. 怎么     离     好        B. 什么时候    跟     好  

C. 怎么     就     完        D. 什么时候    离     完 

 

 

 

 



 

 96 

三 쓰기 

21. 실례합니다. 왕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나는 밥을 먹고 나서 친구랑 도서관에 갈 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그는 거의 매일 운동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남 동생은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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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문제 원문： 

 

(一)听问题，选答案。 

 

1. 你家离学校远吗？  

A. 我家在图书馆旁边儿。  B. 我家在亮马河，离学校很远。 

2. 我们明天9点在首尔大学见吧。 

A. 明天会下雨。    B. 太早了，还是10点吧。 

3. 你每天怎么去学校？ 

A. 我坐地铁去学校。B. 我坐地铁去学校的。 

4. 喂，请问是中文系吗？ 

A. 您找哪位？      B. 黄老师不在？ 

5. 要不要休息一会儿？  

A. 我一会儿去图书馆。 B. 好的。待会儿再走吧。 

 

（二）听对话，回答问题。 

6. 

李红，你吃饭了吗？ 

吃完了。 

你一会儿做什么？ 

我想去学校，顺便去买点儿东西。 

问：李红顺便要去做什么？ 

 

7. 

金华，现在你的汉语说得非常好。 

是吗？谢谢。我在中国学汉语学了一年半。 

你什么时候去中国的？ 

去年夏天去的。 

问：金华什么时候去中国的？ 

 

8.  

你的衣服真漂亮。 

谢谢。这件衣服很贵！ 

是吗？在哪里买的？ 

去年我和妈妈在北京买的。 

问：衣服贵不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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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我们一起去商场买东西吧。 

好啊。怎么去？ 

做公共汽车去，怎么样？ 

现在堵车，还是做地铁去吧。 

也可以。 

问：她们坐什么去买东西？ 

 

10.  

昨天我去朋友家了。 

怎么样？ 

不太好。 

噢。为什么？ 

我坐错车了。九点才到朋友家。 

问：他几点才到朋友家？ 

 

11.  

这不是李世民吗？ 

你什么时候回韩国的？ 

上个月。 

一别就是2年，没想到在这儿会遇上你。 

我也是啊。你工作怎么样？ 

我要去中国工作了。 

问：他们现在在哪里？ 

 

12.  

请问，图书馆在哪儿？ 

在车站的左边儿。 

那书店在哪儿？ 

在车站的右边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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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만족도 조사 설문지 

 

<만족도 조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설문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기반의 SNS를 통한 채팅하는 

수업 방식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분의 정성껏 응답하여 주신 자료는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껏 답해주신 자료는 본 조사의 통계분석 자료로만 사

용될 것이며,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가운데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협조에 다사 한 번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서울대하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교건 드림 

 

 

 

 

 

강좌: 초급 중국어 2  

 

 

 

 

 

 

다음은 이번 학기 지금까지 실행하던 교실 수업과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채팅을 병행하는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들입니

다. 각 문항을 천천히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묵에 “O”로 표

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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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

렇다. 

 

번호 문항 1 2 3 4 5 

1 

외국어 학습을 위해 교실 수업과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회화를 병행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

로 만족한다. 

     

2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회화가 외국어 학습에 도움

이 된다. 
     

3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

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

다. 

     

4 
채팅방에서 교사가 문자 혹은 음성으로 제시한 내

용은 회화에 도움이 된다. 
     

5 채팅방에서 교사의 참여가 적당하다.      

6 
채팅방에서 회화할 때 입력 방식(문자 혹은 음성)

이 편리하고 좋다. 
     

7 
지금 사용하는 입력 방식(문자 혹은 음성)이 외국

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8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올린 문자 혹은 음성 메시지

는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9 
채팅방을 통한 회화로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10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실제 일어났던 상황을 반영하

여 활용함으로써 언어의 실제 응용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 

     

11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은 재미있다. 
     

12 
교실 수업과 더불어 채팅방을 통한 학습을 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13 
외국어 학습을 위해 종이 학습지보다 SNS로 구성

된 실시간 채팅방를 활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4 
외국어 학습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

은 내 사생활에 방해가 된다. 
     

15 
교실 수업과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회화를 병행하

는 수업을 다시 수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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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채팅방에서 채팅 화면 

 

 문자메시지+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집단  
 

 

 

 문자메시지+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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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메시지+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집단 
 

 

 

음성메시지+인지적 상호작용 촉진전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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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acilitating strategies and chatting method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through smartphone-based SNS. There were two kinds of 

facilitating strategies in this study which were cognitive 

facilitating strategy and social facilitating strategy, and the 

chatting method was divided into text message and voice 

message. Research question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is 

th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groups which are provided with different facilitating strategies? 

Senond, is th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academinc 

achievement between groups which use different chatting 

methods? Third, is th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ilitating strategies and chatting methods on academic 

achievement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through smartphone-

baesd SNS? Forth, is th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satisfaction 

between groups which are provided with different facilitating 

strategies? Fifth, is th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satisfaction 

between groups which use different chatting methods? Sixth, is 

th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ilitating 

strategies and chatting methods on satisfaction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through smartphone-baesd SNS? 

In order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to 70 students who registered for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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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Chinese 2> in a university in Seoul and was 

conducted for 8 weeks from Sep. 10th, 2012.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pre-test, facilitating strategies, chatting 

appli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est and satisfaction 

survey. In the first week the students were asked to take the 

pretest. And all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provided with different facilitating strategies and were asked to 

chatting through smartphone-based SNS by using different 

chatting methods from Sep. 10th, 2012 to Oct. 19th, 2012. In the 

last week the students were asked to finish a satisfaction 

survey and take the academic achievement test. Then, all of the 

test and survey results were analysed with Two-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sr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groups which are 

provided with different facilitating strategies (F=1.709, p>.05). 

Seno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on academinc 

achievement between groups which use different chatting 

methods (F=.005, p<.05). The groups used voice message to 

chatting achieved better than those who used text message.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ilitating strategies and chatting methods on academic 

achievement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through smartphone-

baesd SNS(F=.005, p>.05). Fort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on satisfaction between groups which are provided 

with different facilitating strategies (F=4.096, p<.05). The 

groups provided with cognitive facilitating strateg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way of which was using smartphone-ba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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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to study than those who were provided with social 

facilitating strategy. Fift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on 

satisfaction between groups which use different chatting 

methods (F=5.092, p<.05). The goups used text message to 

chat achieved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who used voice 

message to chat. Sixth, there i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cilitating strategies and chatting methods on 

satisfaction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through smartphone-

baesd SNS(F=.278, 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icate that the chatting methods 

of the learner use have effects both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hen study second language through 

smartphone-based SNS. And the results suggest that using 

voice message to study is effective for second language study 

through smartphone-based SNS. Besides, due to the lack of 

fully randomized desing and the short treatment time, the 

results and interpretation are tentative. Further studies to 

verify the results are recommended. 

 

Keywords : Second Language Learning, SNS, Facilitating 

Strategies, Chatting Methods 

Student Number : 2011-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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