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메신저와
온라인화상회의줌을활용한
‘교실영어’수업연구*

오마리아(전주교대)
*본연구는 2020년 5월 16일거행된대한언어학회봄학술대회의 “카카오톡메신저를활용한교대교실영어수업실행연구”연구
대상자는동일하나연구기간을연장하고온라인화상회의줌도활용하는등확대발전시킨것임을밝혀둔다.



연구목적

´예비초등교사인교대 2학년학생 50명을대
상으로 2020년일년동안실시간 ‘카카오톡
메신저’ 및온라인화상회의 ‘줌’을활용한
‘교실영어＇수업의운영방식과수강자들의
영어에대한주인의식의긍정적인변화과정
에대해발표.



연구필요성

´ 2020년한해동안코로나사태로대면수업불가
상태에서불가피하게온라인수업이수행되었는
데여러온라인수업중에서카톡메신저와온라인
화상회의줌을활용하게됨

´ 2020년봄학기에는카톡수업으로만진행되다가
2020년가을학기에는줌수업이병행됨

´대학영어수업에서카톡과줌수업병행에대한연
구가많지않음



연구과제

´ 연구과제1: 카카오톡 메신저와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교실영어’ 수업에서 학생 참여는 어떻게 진행되는
가?

´ 연구과제2:카카오톡 메신저와 줌 활용 온라인 ‘교실
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구과제

´ 연구과제3: 카카오톡 메신저와 줌 활용 온라인 ‘교
실영어’ 수업에 참여한 예비 초등교사들의 영어에
대한 주인의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연구과제4: 연구참여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비교하
여 카톡/줌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연구제한점

´본연구는지방교대에재학하는학생들이 ‘교
실영어’수업을수강하는중에연구가진행되었
다. 봄학기에는출석체크를카톡투표하여확인
하였으나출석체크만하고수업활동참여를하
지않는학생이있어가을학기에는출석체크없
이수업참여자만연구대상이됨. 수업활동이매
우제한적이었던학생들은연구에서제외됨. 



연구방법론

´ 예비 초등 영어교사 (교대 2학년) 50명. 나이는 대
부분 20대. 

´ 적극적인 참여자 (active participant)로서 교수 겸
연구자. 카카오톡(이하 카톡)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하고 카톡 수업과 수업결과물, 연구자와 개인 학생
과의 카톡 대화 수집 보관 분석함. 코로나사태로 강
의계획서 변경함

´ ‘교실영어’ 수업은 교대 2학년생 모두에게 필수 수
업. 일주일에 한번 50분 수업 한 학기 15주, 두 학
기 동안 수행됨. 연구자료는 첫째, ‘교실영어’ 실시
간 수업이 진행되는 2020년 봄학기와 가을 학기 카
톡 수업 내용. 둘째 교수학생간 개인 카톡 내용, 세
번째는 대학 온라인 플랫폼에 수집된 주별 과제물. 



수업진행

´ 1. 교과서 내용 일차 소개

´ 2.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유초등 영어수업 시연
시청, 아동 제1, 제 2 언어 발달 시청

´ 3. 기본 문형을 노래와 챈트로 익히기 유튜브 동영
상 시청하고 익혀서 수업시연에 쓰기

´ 예: https://www.youtube.com/watch?v=W3-
ldBv3i2s

´ https://www.youtube.com/watch?v=NIk1-
ck4c6Q&t=5s

´ 4. 강의용 줌, 교수학생 소통은 카톡

´ 5. 과제는 대학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 평가



Textbook: English for Primary 
Teachers (Slattery & Willis, 2001)

´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
English_for_Primary_Teachers.html?id=BM
tAmwqyI6wC&printsec=frontcover&source
=kp_read_button&redir_esc=y#v=onepage
&q&f=false



결과1: 학생참여도

´ 학생별 참여도 차이: 참여가 활발한 소수와 참여가
중정도인 대부분, 참여가 매우 미미한 소수

´ 정보 찾기 질문에는 매우 활발하게 참여. 찾은 정보
를 바로 업로드하거나 찾은 정보를 자기 글로 소개함

´ 매 수업마다 코로나사태 상황 질문에 매우 활발한 반
응.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한 적절한 질문이 중
요함이 드러남



결과2: 수업중카톡과줌활용법

´ 교수법이나 정보 강의용 줌

´ 교수학생간 의사소통 수단용 카톡: 

“수업 관련 자료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던
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는 점, 수업 내용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거나 관련 내용을 검색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또한, 영어글자를 눈
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수업 내용이 흘
러가면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해주어 좋습니
다”



결과3 영어에대한주인의식

´ 대부분 연구 초에 영어는 자기 것이 아니라
고 하였고 연구 말기에는 영어가 자기 것이
라고 답함

´ 소수는 영어말하기 실력이 낮아서 “영어는
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함

´ 모두는 연구 말기에 좋은 초등영어교사가 되
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연습할 것이라고 다
짐



결과4: 줌, 카톡, 대면수업만족도

´ 강의용 줌, 대화용 카톡 온라인 활동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직접 보면서 듣고 말하는 활동이
부족하여 아쉬움

´ 코로나사태 후 대면수업에서 영어말하기 듣기
중심 ‘교실영어’수업에서도 온라인활동이 적
절하게 혼용되기를 기대



결론및제언

´ 장차 코로나사태 이후 온라인 영어수업은 오프
라인 영어수업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온오프라인 영어활동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 온오프라인 영어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사례가 개발되
어야 함

´ 장차 영어수업은 다수 대상의 교실수업 중심보
다는 소수대상의 온오프라인 영어학습코칭으로
대체되어야 함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마리아

mariaoh@jnu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