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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러닝과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

사하고, 효과적인 클립형 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사이버대학교에서 클립형으로 제작된 온라인 영어발음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

자들 중에서149명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었고, 일반 콘

텐츠에 비해서 클립형 콘텐츠가 모바일 러닝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각 주차당 적절한 클립의 수는 3-4개, 각 클립당 적당한 시간은 

15-20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클립형 콘텐츠의 장단점을 묻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짧은 시간대에 클립별로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편리하고,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

러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고 학습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일반 콘텐츠보다 전체적인 학습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유

의해서 제작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클립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클립형 콘텐츠, 모바일 러닝, 러닝 타임, 인식, 영어발음 

* 본 연구는 2015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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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이러닝(e-learning)은 모바일이라는 혁신적인 매

체의 등장으로 또 다른 학습형태인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으로 영역을 넓히며발전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학습자들이 스마트폰, 태블

렛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Portable Media Player) 등 모바일 기기

를 통해서 교육용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

여서 언제 어디서든 각종 동영상 강의 등과 같은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필요한 기능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임철일, 임정훈, 이동주, 2010; 홍원준, 임철일, 박태정, 2013; 민경배, 신명희, 류

태호, 곽선혜, 2014).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러닝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짧은 시간 내 제작과 업로드 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작은 사이

즈의 동영상이 선호되고 있다(Miller, 2007; Moreno, 2007).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는 

이동성을 전제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 ‘스낵 콘텐츠’

라고도 불린다. 스낵을 즐기듯이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따라서 이동 중이나 바쁜 일과 속에서 짧은 시간

들을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클립형 콘텐츠가 이러닝에서 더욱 중요

한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클립형 콘텐츠는 15-20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된 .은 단위의 교육용 동영상을 기

반으로 하여서 제작된다. 각 클립은 도입, 학습, 평가, 정리로 이루어져서 있어서 독럽

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몇 개의 클립이 모여서 하나의 번들(bundle)

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즉,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 본인의 관심과 수준에 맞추어 클립을 선택하고 조합하여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콘텐츠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수강 과목의 범

위를 넓히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사이버한국외대, 2015). 온라인 학습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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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초월하여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만,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저하된다는 문

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김원경, 황성현, 곽승우, 2006; 민경배외 3인, 2014). 모바

일 러닝 또한 상호작용이 부족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짧은 클립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습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클립과 번들 모형 (사이버한국외대, 2015)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영어발음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

기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과 클립형 콘텐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클립형 콘텐츠 개발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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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모바일 러닝에 대한 인

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가?

II. 이전 연구

1. 모바일 러닝과 동영상 강의시간

모바일 러닝에 관한 연구는 모바일 러닝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우상(2011)은 

모바일 러닝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과 시스템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먼저 학습자 특성은 모바일 러닝의 학습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습동기,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학습효

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지원환경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바일 러닝이 웹 기반의 이러닝에 비해 인터넷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상호작용이 부족하므로 학습자 수준에 맞

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유진(2013)은 사이버대학교 학생의 모바일 학습에 관한 인지된 혁신 속성인 상대

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이 모바일 러닝 서비스의 수용 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상대적 이점과 복잡성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시험 가능성과 관찰 가능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대학 학생의 연령대와 관련하여서 40대 이상의 연령대 학습

자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러닝을 경험해 본 학습자의 연령대는 20대

와 30대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40대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모바일 러닝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방법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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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예(2013)는 모바일 러닝 환경에서 효능감, 편재성, 유용성, 용이성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유용성과 편재성만이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편

재성에 비해서 유용성의 예측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취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러닝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의길(2014)은 사이버대학 성인 학습자의 

모바일 러닝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모바일 러닝 관련 인식(모바일 자기 효능

감, 용이성, 유용성, 만족도)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118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최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모바일 러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은 학습자들이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모바

일 러닝에 대한 전반전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모바일 러닝 관련 

변인이 학업 성취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성취도는 모

바일 러닝보다는 PC에서의 학습 활동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경배 외 3인(2014)은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닝의 운영 특징과 수강자들의 

평가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서 대학 이러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0

개의 일반 대학과 17개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모바일ˑ스
마트 캠퍼스 구축, 강의 콘텐츠 다양화, 상호작용 시스템 강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강자들은 모바일 교육 환경이 학사 행정에 있어서는 편

리하지만 아직 그 기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강의 내용에 따라서 차별화된 다

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이 아닌 

강의 및 학습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셜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모바일 러닝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콘텐츠 러닝 타임(running 

time)이다. 여기서 러닝 타임이란 이러닝 콘텐츠 총 학습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학습

자의 예습·복습 시간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즉 교수자의 순수 강의시간만을 의미하

게 된다. 



224  영미연구 제36집

임연욱, 이옥화, 정민승, 이지은(2012)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오프라인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성찰일지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콘텐츠 러닝 타

임을 알아보았다.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 대학 학습자의 경우 현행 75분보다 다소 

짧은 62분, 67분을 각각 한 주의 적정 강의 시간으로 인식하였고, 방송통신 대학 학습

자의 경우는 현행 학습시간인 45분에 가까운 44분을 적절한 콘텐츠 제공 시간으로 생

각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기존 콘텐츠 러닝 타임에 비해 약간 짧은 정도를 적

정 시간으로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 콘텐츠 학습 전후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함으로써 학습시간은 콘텐츠 러닝 타임과 별개의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 러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모바일 러닝의 

활용 실태와 모바일 러닝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모바일 러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모바일 기기의 활용교

육을 시켜야 하고, 학습자 수준과 강의 내용에 맞게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다. 또한 웹기반 이러닝에 비해서 상호작용이 부족한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학

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러닝에 적합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개발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모바일 러닝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나아가 

학습자들은 기존의 러닝 타임에 비해서 약간 짧은 정도를 콘텐츠 적정 러닝 타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바일 러닝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클립형 콘텐츠

비디오 클립을 교실 수업에 접목하여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Net 세대의 학

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Moreno, 2007; Berk, 2009). 그러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제작되는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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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2013)은 EBS 클립형 콘텐츠인 ‘5분 사탐’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러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정보, 서비스 품질 요

인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모바일 러닝의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순으

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경, 오영열(2014)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립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업 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 수업을 실시한 결과, 클립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학 수업

이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홍원준 외 3인(2013)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사전지

식 수준(상위 35%, 하위 35%)과 동영상 강의의 분할 시간(5분, 10분, 15분, 20분)이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업 성취도에서는 10, 15분의 동

영상이 효과적이었고, 만족도에서는 15분, 20분 분량의 동영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사전지식 상위 집단은 15분, 20분 동영상에서, 그리고 하위 집단은 10분 

동영상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클립형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한 

수업과 일반 강의식 수업을 비교하여서 그 효과성을 보는 연구와, 동영상 강의의 적절

한 분할 시간을 조사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사이

버대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이 시범적

으로 제작된 클립형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살펴보고 효과적

인 클립형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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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설문 참가자

연구대상은 서울의 한 사이버대학에서 2015년 2학기에 영어발음 과목을 수강한 학

습자들이다. 모바일 러닝과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이용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수업 수강생 중 149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1. 설문 참가자의 인적사항

성별

빈도(백분율)

남자 31 (20.8%)

여자 118(79.2%)

합계 149 (100%)

연령

20 - 29 42 (28.2%)

30 - 39 68 (45.6%)

40 - 49 20 (13.4%)

50 - 59 16 (10.8%)

60 이상 3 (2.0%)

합계 149 (100%)

 

설문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인적 사항을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79.2% 

vs. 20.8%). 연령은 30대의 학습자들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28.2%), 

40대(13.4%), 50대(10.8%) 순이었다. 60대도 2.0%를 차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

자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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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온라인 수업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영어발음 수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총 15주차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 소리 체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영어발음

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별 자음과 모음, 그리고 단어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음적

인 요소들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주차별 수업 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주차별 수업 주제 

주차 주제

1 English and Korean sounds

2 English consonants I

3 English consonants II

4 English vowels 

5 English syllables

6 Word stress

7 Review (Week 1 - 6)

8 중간고사

9 Sentence stress and rhythm

10 Connected speech I

11 Connected speech II

12 Intonation

13 British English and American English

14 Review (Week 9 - 13)

15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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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은 주제로 구성된 이 과목은 새로운 형태인 클립형 콘텐츠로 시범적으

로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즉, 복습 주차와 시험 주차를 제외하고 매 주차 5개의 동영

상 클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클립은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각 클

립마다 도입(목표 제시), 학습, 연습, 정리 부분이 들어가 있다. 또한 각 클립은 20-30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차의 5개 클립(발음연습 1-5)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각 주차별 클립 구성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클립은 공통적으로 목표제시(objectives), 한국인 

교수의 강의(lecture), 영어 원어민 교수와의 발음연습(practice), 정리하기(wrap-up)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각 클립마다 한국인들이 영어발

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에피소드, 영어 유머, 영어 원어민 교수들이 한국인의 영어 발음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크 쇼, 팝송 코너 등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는 발음연습 부분의 콘텐츠 화면을 예시하면  [그림 3]과 같다. 학습자들은 화

면 상단에 있는 각 클립을 클릭하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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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의화면 예시

2) 설문지

설문지는 총 17문항인데, 선택형 질문 13문항과 개방형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선택형 질문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학습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항목이 2문

항, 모바일 러닝에 대한 항목이 4문항, 그리고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항목이 7문항이

다. 그리고 클립형 콘텐츠와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이 4문항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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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모바일 러닝

모바일 러닝에 대한 문항은 총 4문항이다. 사이버 대학 수업을 수강할 때 모바일 

러닝을 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서 모바일러닝을 하는지(할 계획인

지),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러닝을 

할 계획이 있는 지 등에 관한 질문이다.  모바일 러닝 경험에 대한 응답을 연령

대별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1) 

표 3. 연령대별 모바일 러닝 경험(빈도와 백분율)

예 아니오 합계

20-24세 20 (47.6%) 22 (52.4%) 42 (100%)

30-39세 33 (48.5%) 35 (51.5%) 68 (100%)

40-49세 7 (35%) 13 (65%) 20 (100%)

50세 이상 7 (36.8%) 12 (63.2%) 19 (100%)

합계 67 (45%) 82 (55%) 149 (1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5%의 학습자들이 사이버 대학 수업을 모

바일 러닝으로 한 경험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55%의 학습자들은 모바일 러닝 경험

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아직 많은 학습자들이 컴퓨터를 통한 콘텐츠 수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모바일 러닝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모바일 러닝

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0대(48.5%)와 20대(47.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35% 이상의 학생들이 모바일 러닝을 경험하였다(각각 35%

와 36.8%). 이는 임유진(2012)의 연구에서 모바일 러닝을 경험해본 학습자의 연령대

는 20대와 30대에 편중되어 있다고 나온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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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자들도 모바일 러닝을 점차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모바일 러닝을 하는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표 4. 모바일 러닝 기기

빈도 (백분율)

스마트폰 82 (55%)

테블렛PC 32 (21.5%)

PMP 2 (1.3%)

기타 33 (22.2%)

합계 149 (100%)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5%의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러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학습자들도 21.5%를 차지하였다. ‘기

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아직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2)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 이

유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백분율)

관심이 없어서 17 (11.4%)

접속환경이 좋지 않아서 47 (28.2%)

품질이 좋지 않아서 5 (3.3%)

제공사실을 몰라서 18 (10.7%)

기타 62 (47.7%)

합계 149 (100%)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8.2%의 학습자들이 ‘접속환경이 좋

지 않아서’라고 대답함으로써, 모바일 러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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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짧은 동영상 클립으

로 구성되는 클립형 콘텐츠는 모바일 러닝시 발행할 수 있는 버퍼나 서버용량

과 관련된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관심이 없다’라고 응

답한 학습자가 11.4%, 그리고 ‘모바일 러닝 제공 사실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

습자가 10.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모바일 러닝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바일 러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5단계 리커트 식(Likert-type) 척도가 사용되었고, 그에 

대한 응답이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6. 모바일 러닝 계획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백분율)
3

(2.0%)
24

(16.1%)
43

(28.9%)
33

(22.1%)
46

(30.9%)

현재까지 모바일 러닝을 하는 학습자의 비율은 45%에 그쳤지만, 앞으로 모바일 러

닝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

로 답한 비율은 18.1%에 그쳐서  앞으로 더 많은 학습자들이 모바일 러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하게 학

습할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클립형 콘텐츠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에는 모두 7문항이었고, 그 

중에서 5문항은 5단계 리커트식 척도를 이용하였다.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클립형 콘

텐츠의 편리성, 효과성, 흥미 유발 등에 관한 문항, 그리고 각 클립(발음연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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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의 분량과 클립 간 난이도에 관한 문항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표 7. 편리성, 효과성, 흥미유발, 분량, 난이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학습하기에 더 편리하다.
4

(2.7%)
6

(4.0%)
42

(28.2%)
61

(40.9%)
36

(24.2%)

모바일로 수업을 들을 때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다. 

4
(2.7%)

14
(9.4%)

73
(49.0%)

41
(27.5%)

17
(11.4%)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다.

2
(1.3%)

11
(7.4%)

50
(33.5%)

64
(43.0%)

22
(14.8%)

이 수업에서 각 클립 당 강의 분

량이 적절하다.
4

(2.7%)
14

(9.4%)
52

(34.8%)
57

(38.3%)
22

(14.8%)

이 수업에서 클립 간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0

4
(2.7%)

56
(37.6%)

75
(50.3%)

14
(9.4%)

학습자들은 클립형 콘텐츠의 편리성에 대해서 65.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짧은 클립으로 나누어서 수강하는 것이 학습하기 편리

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습자는 6.7%에 지나지 않았다. 모바일 

러닝을 할 때 클립형 콘텐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38.9%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답

변을 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습자는 12.1%였고, 절반 정도의 학습자는 보통이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모바일 러닝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클립형 콘텐츠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클립형 콘텐츠의 흥

미 유발에 대해서는 57.8%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는 여러 개의 작은 

클립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학습자들의 집중도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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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서 각 클립 당 분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학습자들만이 긍정

적으로 답하였다(53.1%). 이는 클립 당 강의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아가 클립간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59.7%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답을 한 학습자는 2.7%에 지나지 않아서, 클립들 간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 클립 당 적정 시간에 대한 응답은 [표 8]

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각 클립 당 적정 시간

빈도(백분율)

5분 7 (4.7%)

10분 25 (16.8%)

15분 51 (34.2%)

20분 39 (26.2%)

25분 11 (7.4%)

30분 11 (7.4%)

35분 1 (0.6%)

40분 0

45분 4 (2.7%)

50분 0

합계 149 (100%)

각 클립 당 적정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15분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34.2%). 그 다음이 20분(26.2%), 10분(16.8%) 순이었다. 25-30

분이 적절하다고 답한 학습자들은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현 수업에서 각 클립 

당 시간이 20-30분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 주차 당 적정 클립 수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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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 주차 당 적정 클립 수

빈도(백분율)

1 - 2개 15 (10.1%)

3 - 4개 96 (64.4%)

5 - 6개 32 (21.5%)

7 - 8개 6 (4.0%)

합계 149 (1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4%의 학습자들이 3-4개의 클립이 적절하다고 답하

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5-6개였다(21.5%). 현 수업이 5개의 클립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감안할 때, 학습자들이 조금 많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립형 콘

텐츠에 대한 양적 연구와 병행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개의 개방형 설문 

문항이 포함되었다. 클립형 콘텐츠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문항이다. 다양한 응답을 비

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한 것이 [표 10]과 [표 11]이다.

표 10. 클립형 콘텐츠의 장점

빈도(백분율)

클립별로 나누어져 있어 학습이 편리하고 집중할 수 있다. 55 (36.9%)

짧은 시간동안 학습이 가능하여 지루하지 않다. 29 (19.5%)

필요시 반복 수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복습 시 유용하다. 19 (12.8%)

수업에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10 (6.7%)

무응답/전반적 만족 36 (24.1%)

합계 149 (100%)

많은 학습자들은 클립형 콘텐츠가 학습하기 편하고 집중이 잘 되는 것이 장점이라

고 응답하였다(36.9%). 또한 짧은 시간대에 클립별로 학습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

다는 응답도 있었다(19.5%). 나아가 반복 수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복습하는데 유용

하는 응답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흥미를 유발한다고도 답하였다. 클립형 콘텐츠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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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비슷한 응답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 [표 11]에 

나와 있다. 

표 11. 클립형 콘텐츠의 단점

빈도(백분율)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습흐름을 방해하고 학습시간

도 길어진다.
50 (33.6%)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때 클릭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자동으로 넘어
가면 좋을 것).

11 (7.4%)

클립 당 시간이 길다. 7 (4.7%)

없음/만족함 37 (24.8%)

무응답/모름 37 (24.8%)

기타 7 (4.7%)

합계 149 (100%)

절반 정도의 학습자들은(49.6%)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하거나 별다른 단점을 찾

을 수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습 흐름을 방해하고 학습 시간도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었다(33.6%). 지금까

지 한 두 개의 동영상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수업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은 5개의 

독립적인 클립으로 구성된 수업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하나의 클

립을 마치고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때마다 클릭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클립이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독립적인 클립으

로 나누어서 들을 수도 있고, 끊김 없이 계속 학습할 수도 있도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서 클립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클립

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나와서 클립 당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영어발음 수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이 [표 

12]과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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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어발음 수업의 장점 

빈도 (백분율)

음성 이론과 실제 발음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65 (43.6%)

수업 구성이 적절하고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 31 (20.8%)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하는 발음연습이 도움이 되었다. 17 (11.4%)

발음과제가 도움이 되었다. 5 (3.4%)

기타 9 (6.0%)

무응답 22 (14.8%)

합계 149 (100%)

장점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응답이 나왔는데,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들이 음성 이론

과 발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43.6%). 각 클립

마다 한국인 교수의 설명 후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하는 발음연습으로 구성된 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20.8%). 이 수업에 대해 개선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들이 나왔는데, 비슷한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표 13]이다. 

 

표 13. 영어발음 수업의 개선점 

빈도 (백분율)

전체 수업 또는 각 클립의 분량이 많다. 20 (13.4%)

원어민 교수의 발음연습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17 (11.4%)

발음연습 시 면대면 피드백이 없어서 아쉽다. 12 (8.1%)

전문용어 이해가 힘들고 수업 난이도가 높다. 10 (6.7%)

과제 횟수를 늘리고, 과제에 대한 모범발음을 제공해야한다. 10 (6.7%)

미국식 발음에 치중되어 있다. 5 (3.4%)

좀 더 자세한 과제 피드백이 필요하다. 3 (2%)

수업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 2 (1.3%)

없다./만족한다. 45 (30.2%)

무응답 25 (16.8%)

합계 149 (100%)



238  영미연구 제36집

본 수업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47%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다고 응

답하거나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개선점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각 클립의 

양이 많다는 의견이다(13.4%). 다음으로는 이론적 설명보다 영어 원어민 교수의 발음

연습 시간이 더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왔고(11.4%), 발음연습 시 면대면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8.1%). 그 외에 수업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

(6.7%)과 과제에 대한 의견(8.7%)이 있었고, 미국식 발음에 치중되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각 클립의 분량을 줄이게 되면 클립의 수가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

나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은(64.4%) 각 주차당 3-4개의 클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수업 시간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하고, 클립 수와 각 클립의 분량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여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

다. 또한 영어발음에 대해서 면대면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

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상호 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러

닝과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클립형 콘텐츠의 개발 방향

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의 한 사이버 대학에서 클립형 콘텐츠로 시범적으로 개

발한 영어발음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중에서 149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

였다. 

먼저 모바일 러닝 경험에 대해서 45%의 학습자들이 모바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있

다고 대답함으로써 아직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컴퓨터를 통한 콘텐츠 수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20-30대의 젊은 층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40-50대의 학습자들도 상당수 모바일 러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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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한 학습자는 18.1%에 그쳐서 모바일 러닝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웹 기반의 이러닝에 비해서 모바일 러닝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활

용의 제한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더 부족한 문제가 있다(이우상, 2011). 따라서 상호작

용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 개발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모바일 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접속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거나 제공 사실을 몰랐다’라는 응답도 다수 나와서 

모바일 러닝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립형 콘텐츠의 편리성, 효과성, 흥미 유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분석해보면, 

65.1%의 학습자들이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클립형 콘텐츠가 학습하기 편하다고 긍정

적으로 답하였다. 모바일 러닝에서 클립형 콘텐츠의 효과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8.9%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모바일 러닝을 통한 콘텐츠 학습이 늘어나

면 그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립형 콘텐츠의 

흥미 유발에 대해서는 57.8%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여러 개의 

짧은 클립으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몰입도를 높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클립 간 난이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9.7%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2.7%의 학

습자들만이 부정적으로 답하므로써 클립 간의 난이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각 클립 당 분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학습자들만이 긍정적

으로 답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각 클립 당 적정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60.4%의 

학습자들이 15-20분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현재 수강한 수업의 클립이 

20-30분 정도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클립의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한 주차 당 적정 클립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64.4%의 학습자들이 3-4개라고 

답하였다. 클립수가 많아질 경우, 학습의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한 

주차 당 3-4개 정도의 클립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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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형 콘텐츠의 장단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점

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습이 편리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들

었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복습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점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습 흐름을 방해하고 학습 시

간도 길어진다는 의견이다. 또한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때마다 매번 클릭을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클립형 콘텐츠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맞는 것은 아

니며, 필요에 따라서 여러 클립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수업을 듣는 사이

버대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모바일 러닝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고, 모바일 러닝에서 

여러 개의 짧은 클립으로 이루어진 클립형 콘텐츠는 매우 유용한 학습 매체가 될 것

이다. 또한 앞으로 학습자들이 흥미와 수준에 따라 여러 과목에서 클립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서 독립적인 콘텐츠를 구성하게 된다면 학습자 주도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러닝에 적합한 온라인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들의 인식을 처음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클립형 콘텐츠 개발이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이버대학교

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한 과목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한 사이버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

의 신뢰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다른 사이버 대학교의 학습자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과목의 다양한 콘

텐츠를 비교 분석하면서 클립형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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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31명(20.8%), 여자 118명(79.2%)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남녀 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결과 분석에서는 남녀 학습자의 차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모바일 러닝 여부에 대해서 묻는 본 설문 문항에서는 ‘예’라고 답한 학생들만 어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지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업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류 메시지가 떠서 많은 학생들이 ‘기타’에다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점은 모바일 러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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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온라인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조사 연구 설문지

본 설문지는 온라인 클립형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I. 개인적인 기초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성별: 

남 ( ) 여 ( )

2. 연령: 

20-24 ( ) 25-29 ( ) 30-39 ( )

40-49 ( ) 50-59 ( ) 60 이상 ( )

II.  모바일러닝에 관한 것입니다. 

3.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러닝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예’라고 답

한 학생은 4번으로,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5번으로.

예 ( ) 아니오 ( )

4. 모바일러닝으로 학습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1) 스마트폰 ( ) (2)테블렛PC ( )

(3) PMP ( )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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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러닝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관심이 없어서 ( ) (2) 접속환경이 좋지 않아서 ( )

(3) 품질이 좋지 않아서 ( ) (4) 제공사실을 몰라서 ( )

(5) 기타 ( )

6. 앞으로(도) 모바일러닝으로 학습할 계획입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 ) (2) 그렇지 않다 ( )   

(3) 보통이다 ( )   (4) 그렇다 ( ) (5) 매우 그렇다 ( )

III. 다음 문항은 클립(clip)형 콘텐츠에 관한 것입니다. (클립형 콘텐츠: 한 주차 

강의를 짧은 분량으로 된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서 제공함. 각 클립은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있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
텐츠에 비해서 학습하기에 더 

편리하다.

8. 모바일로 수업을 들을 때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텐츠

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다. 

9. 클립형 콘텐츠가 일반 콘텐
츠에 비해서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0. 이 수업에서 각 클립 당 
강의 분량이 적절하다.

11. 이 수업에서 클립 간의 난
이도가 비슷하다.



246  영미연구 제36집

12. 각 클립당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1) 5분 ( )   (2) 10분 ( )   (3) 15분      (4) 20분 ( )   

(5) 25분 ( )  (6) 30분( )    (7) 35분 ( )   (8) 40분 ( )  

(9) 45분 ( )  (10) 50분 ( )

13. 한 주차 당 수업이 몇 개의 클립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

각합니까?

(1) 1–2개 ( ) (2) 3-4개 ( ) (3) 5–6개 ( )

(4) 7 -8개 ( ) (5) 9개 이상 ( )

14. 클립형 콘텐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5. 클립형 콘텐츠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V. 다음 문항은 영어발음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16.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7. 이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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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pectives on Online Clip Contents: 
Focusing on an English Pronunciation Course

Sung, Eunkyung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on the 

use of online clip contents along with mobile learning. An online questionnaire was 

utilized to collect data from the 149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an online English 

pronunciation cours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s tha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or would experience mobile learning. Furthermore, 

more than 65%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online clip contents were more 

convenient for mobile learning than other types of contents. Moreover, more than 

60% of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optimal number of clips per week is three 

or four, and the appropriate time for each clip is 15-20 minutes. From the 

open-ended quest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clip contents, made of independent 

clips, helped keep the students’ attention. However, the participants also pointed out 

that the duration of each clip in the present course was a little bit long. It was also 

indicated that it would be better if there was an option to watch independent clips or 

one continuous clip without clicking to play each segment. These findings make it 

possibl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clip contents. 

Key Words: clip contents, mobile learning, running time, perspectives, English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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