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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교육  활용 방법에 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An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Educational Methods Utilizing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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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효과 인 SNS의 교육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SNS의 사용률이 높은 학생들을 상으로 구체 인 SNS의 교육  활

용 방법에 한 의견과 그 이유에 해 조사하 다. NVivo S/W를 이용하여 개방형 응답을 분석하 으며, 교육 주체별 SNS의 교육  
활용 방법을 가시화 하고자 교수자 역과 학습자 역, 공통 역으로 범주화 하 다. 그 결과 공통 역에는 의견 교류  토론, 

정보 공유, 학습내용에 한 질의응답, 설문조사, 친 감 형성, 상담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수자 역에는 공지사항 달, 수업자료 

제공, 실시간 평가(퀴즈), 출석 체크, 과제평가  피드백 등이 포함되었고, 학습자 역에는 과제활동(그룹별/개인별), 공유자료를 이
용한 습  복습, 동 상을 이용한 자율학습, 과제에 한 동료평가  피드백, 강의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 주제어 : SNS, 소셜러닝, 학생인식, 질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atistical analysis based suggestions on effective methods to take advantag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for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investigations of undergraduate students with high utilization of SNS.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n open questionnaire survey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data using NVivo 10 program. Additionally, 

to visualize the analysis by education subject of the SNS educational methods, we have divided the data into 3 categories of teacher, 

student and common area. As a result,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exchange opinions and discussions, information sharing and 

learning of contents of questions and answers, surveys, intimacy formation, counseling etc. were of the common area. Furthermore, 

teacher area included the notice announcement, teaching materials sharing, real-time assessment (quiz), attendance check, 

assignment grading and feedback, etc. Finally the student area was of project activities (group/individual), prepare and review the 

shared data, video self learning, peer review and feedback of projects, lecture evaluation, etc.

☞ keyword : SNS, Social Learning, Student Perspective, qualitative Research

1. 서  론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유율이 2012년 조사 비 63.7%에서 71.6%로 

상승하 고,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가 

모바일 심으로 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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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연구되었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자 10명  9명(93.8%)이 ‘스마트폰’ 통해 SNS를 이용하

고 있고, 20 의 SNS 이용률(87.5%)이 다른 연령 에 비

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다[1]. 이러한 인터넷 이용 환경

의 변화는 SNS 환경에서의 다양한 교수 방법에 한 연

구를 이끌고 있으며[2, 3, 4],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러닝으로 확장되어 교육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

져오고 있다[5, 6, 7]. 

그러나 재 학교에서는 SNS를 발 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에서 SNS의 부정

인 사용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8]. 한 스마트기기

가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도구가 되어 있는 학

생들은 교수자보다 SNS의 활용 수 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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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의 교육  활용에 한 학

생들의 인식을 악하여 실질 인 SNS의 교육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  탐색

2.1 SNS와 소셜러닝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SERI 경 노트

(2011)에서는 SNS가 온라인 소통 인 라의 역할 뿐만 아

니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신속성ㆍ지속

성), 상(다수성ㆍ다양성), 비용(경제성), 계(친근성ㆍ

신뢰성) 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9].  LG경제

연구원의 ‘소비자 라이 스타일’ 조사 연구(2011)에서는 

SNS 사용 황과 련된 연구 결과에서 사람들은 SNS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빠른 정보의 수

집을 원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과 계 형성 유지와 

련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0]. 한 정기

주 외(2011)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련 연구의 분

류와 연구 동향’ 연구에서는 SNS 련 연구가 시스템, 웹

사이트 품질 련 연구에서 시작하여 마 , 소비자 이용 

동기 역으로 연구가 발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 마

 등의 경  련분야로도 연구가 확 될 필요가 있다

고 하 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SNS의 교육  활용 방

법으로 소셜러닝과 련된 선행연구에도 반 되어 있다.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은 사회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찰 모방하면서 학습한다는 Bandura(1977)의 사

회  학습 이론에서 시작하 으며, 재는 소셜미디어나 

업 툴을 이용한 집단 학습의 의미와 참여, 개방, 공유, 

업 등을 포 하는 웹 2.0 개념을 포함하는 학습의 의미

로 진화하고 있다[2]. Bingham과 Conner(2010)는 1950년

부터 사용된 소셜러닝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소셜러닝

을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들 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이를 돕는 략의 수행으로 보았다. 한 

능동 인 학습을 이끄는 즉각 이고, 근이 수월한 온라

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식하 다[12]. 

정 재(2011)는 소셜러닝을 의의 개념과 의의 개

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13]. 

“넓은 의미에서 소셜러닝은 학, 기업 등에서 각종 커

뮤니티 기반의 사회 계망 학습으로 댓 토론, 자료공

유를 비롯한 집단지성 형태의 력학습 로그램에서 

그 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

“좁은 의미의 소셜러닝은 아직 구체 인 성공모델로 가

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아이폰과 아이패드 붐으로 

개발된 애 리 이션 기반의 어학공부를 비롯해 소셜

게임 기반의 학습 등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셜러닝은 다음과 같이 의의 개념의 

형태로 보는 시각이 더욱 많다. 

임걸, 김호성(2011)은 소셜러닝을 사회네트워크 서비

스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웹의 경향성을 활용하는 

형태의 이러닝으로 보는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

으며, 기존의 소셜러닝은 지식의 사회  구성이라는 의미

에 의의가 있었으나 최근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의 조성과 

스마트기기들의 확산은 새로운 소셜러닝의 의미를 요구

하고 있어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추구하

고 있다고 하 다[3]. 구병국(2012)은 "스마트교육과 

SNS"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표 1과 같이 기존의 이러닝과 

소셜러닝의 차이 을 콘텐츠를 기 으로 분류하여 비교

하 으며,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에 한 변화에 

해서도 강조하 다[14]. 이는 이러닝과 소셜러닝의 명

확한 차이와 SNS 활용 교육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구분 e-Learning s-Learning

교육 
콘텐츠의 
초점

무엇을 알게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콘텐츠 
제작자

교육서비스 제공자(강사)
각 개인이 직접 교육콘텐츠를 

제작 공유

콘텐츠 제공 
기반기술

웹, 클라이언트서버환경
클라우드컴퓨팅환경, 다양한 

모바일기기 이용 가능

콘텐츠 
패러다임

원격교육(오프라인교육의 
온라인교육 확장 형태)

공유와 협업을 통한 완성

교육 
콘텐츠의 
공개성

폐쇄성 완전한 오픈, 공유

콘텐츠 
제공방향

단방향, 획일적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ve)

콘텐츠 
접근도구

PC
PC,스마트폰, TabletPC, Wifi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장치

콘텐츠의 
파급력

제한된 사용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Feedback 
주기

원격교육의  끝
콘텐츠 업로드 즉시, 

지속적임

교사의 역할 중심역할
학습안내자, 진단, 평가, 처방, 

상담

학생의 역할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자
적극적인 생산자, Feedback 

제공자

(표 1) 이러닝과 SNS활용교육의 비교[14]

(Table 1) e-Learning VS Social Learning[14]

이와 같이 소셜러닝은 SNS 활용 교육으로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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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고찰

교육과학기술부의 청소년의 SNS 활용 실태 분석을 통

한 스마트교육 용방안 연구(2012)에서는 SNS를 교사와 

학생,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소통을 향상시키고 학습 자

료를 공유하는데 유용한 학습 매체로 보았다. 그리고 SNS 

활용 교육 우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SNS 활용 교

육의 유형을 ‘SNS 활용 보조 수업’, ‘SNS 활용 로젝트 

수업’, ‘ 문가 교류’, ‘교실 간 력’, ‘학  경 ’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15]. 이러한 분류는 각 항목별 련 연

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있어 한 분류로 단된다.

박은솔과 이 우(2013)는 학수업에서 성공 으로 페

이스북 기반 토론 학습을 진행하기 해서는 교수자가 

토론 시기별로 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토

론 집단의 구성 시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 수 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2]. 임걸 외(2012)는 ‘SNS 활용 

요소 개발  IPA 방법에 의한 SNS의 교육  활용 우선

순  규명’ 연구에서 SNS의 교육  활용 요소로 계도

모, 정보유통, 업, 피드백의 4개의 역과 총 16개의 요

소를 개발하 다[16]. 한 이성근과 류희수(2013)는 ‘스

마트교육의 핵심요소에 한 제안’ 연구에서 스마트교육

의 성공 인 정착을 한 스마트교육의 핵심요소를 스마

트 시 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Creativity), ‘융합화’라는 

새로운 환경과 ‘집단지성’과 한 련이 있는 업

(Collaboration), 극 인 교육 콘텐츠의 생산  공유

(Content),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학교나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의 선별 사용(Curation) 등 4C로 정의하 다[17]. 와 

같은 연구들은 SNS의 교육  활용에 있어 정보공유와 피

드백, 업 등이 요한 요인임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수진과 한선 (2013)은 ‘최신 정보기술에 한 등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한 연구: S-Learning, SNS, 

Web3.0 기술 심으로’에서 수도권 소재 등학교 교사 

236명을 상으로 조사하여 교사들은 신기술 교육에 

한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세 에 따라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는 SNS가 

생활화된 학생과 교사 간에는 더욱 큰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2013)는 ‘ 등학교에서 SNS

의 교육  활용 가능성과 효과: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심으로’라는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상당수가 SNS

를 이용함에 따라 최근 학교 장에서도 활용 빈도가 증

가하고 있음을 나타낸 바 있으며, 등학교에서 SNS의 

교육  활용 효과와 함께 학생들의 불건  정보 이

나 상호비방, 교사의 업무 과다 등 역기능  측면에 해

서도 언 하 다[19].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2012)

에서도 , , 고등학교에서의 SNS의 교육  활용 측면

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향상, 학습에 한 흥미 증가, 

활발한 교실 분 기 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교육 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

해 정보의 유포, 개인정보의 노출과 사생활 침해, SNS 사

용 독, 사이버 왕따 등의 역기능에 한 처 방안이 필

요함을 강조하 다[15].

학 수업에서도 다양한 SNS를 교육에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SNS의 활용이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

수자 간의 상호작용에 정 인 효과를 미치며, 학습자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자발  학습에 좋은 환경을 제공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2, 20]. 한 Arteaga 

Sánchez, R. 외(2014)는 페이스북의 학술 목  활용에 

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에서 페이스북이 력과 동 

학습을 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학습 과정

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매우 신 하게 학습 과

정을 계획해야 하며, 학습 목표와 학생의 기 를 명확히 

해야 하고, 교수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기능에 한 구체

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 하 다

[21]. Forkosh-Baruch 외(2012)는 이스라엘의 고등 교육기

에서 비공식 학습을 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SNS 

활용 사례를 조사하 으며, 개인 계정이 상 으로 높은 

퇴율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많은 학술 계정은 오랜 시

간 동안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학문  지식 

공유의 수단으로 SNS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22]. 그러나 

SNS의 교육  활용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교육에 반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SNS의 사용률이 높은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구체 인 SNS 활용 교육 방법에 한 의견과 그 이

유에 해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방형 응답 내용을 

일정한 기 으로 분류하여 SNS 활용 수업에서의 수업설

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인 SNS의 교육  활용 방법

을 제안한다. 

3.2 연구 상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에 치한 A 학교 2013년 1

학기 ‘컴퓨터활용’ 과목을 수강한 7개 학과 1학년 학생 

306명이다. 이  남학생이 133명(43.5%), 여학생이 173명

(56.5%)이었다. ‘컴퓨터활용’ 수업 내용 에는 SNS의 개

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설문 응답은 2013년 6월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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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6월 15일까지 네이버 Office 폼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으로 배포  수집되었다. 인구통계와 SNS 사용 황과 

련된 문항은 객 식 질문지로 구성하고, SNS 활용 교

육 방법과 련된 문항은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여 응

답 내용을 심층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응답 자료의 처리는 통계 로그램 SPSS 20을 이용하

여 사용 황을 분석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질  자료 분

석 도구인 NVivo 10을 이용하여 개방형 응답에 한 내

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 다. 한 NVivo의 

Coding Comparison Query를 이용하여 문가 3인의 평가

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고, 상호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여 

연구의 주 성을 보완하 다.

4. 연구 결과

4.1 SNS 사용 황

선행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SNS에 한 인식이 

세 별로 차이가 나고, 학생과 교사 간에는 더욱 큰 인식 

차이가 있어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SNS의 교육  활용 방법에 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이에 연구 상의 

SNS 활용 황을 알아보기 해 SNS 하루 평균 이용 횟

수와 이용 기간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표 2와 같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하루 

평균 20회 이상 속하며, 표 3과 같이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종류

별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카카오톡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반수 이상의 학

생들이 하루 두 시간 내외로 사용하고,  페이스북은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내외로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보고서들의 세

별, 교사-학생의 SNS 사용률보다 응답자들의 SNS 사용률

이 더 높아 연구 상으로 한 것으로 단되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5회 이하 14 4.6

10회 이하 46 15.0

20회 이하 63 20.6

30회 이하 68 22.2

30회 이상 110 35.9

수시 접속 5 1.6

합계 306 100.0

(표 2) SNS 하루 평균 이용 횟수

(Table 2) Average frequency for SNS use Per Day

구분 빈도(명) 비율(%)

6개월 미만 48 15.7

6개월 ~ 1년 미만 56 18.3

1년 ~ 2년 미만 79 25.8

2년 ~ 3년 미만 80 26.1

3년 이상 43 14.1

합계 306 100.0

(표 3) SNS 사용 기간

(Table 3) Use period of SNS

구분
카카오
톡

페이스
북

카페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싸이
월드

기타

2시간
이상

152 58 8 6 0 1 8

2시간
이내

88 60 18 4 2 1 2

1시간
이내

52 80 48 43 2 1 19

30분
이하

14 52 138 107 67 25 0

합계 306 250 212 160 71 28 29

* 기타 : 비트윈, 네이버밴드, 틱톡, 인스타그램 등

(표 4) SNS 종류별 사용 시간 황 (단 : 명)

(Table 4) Used time for each type of SNS 

4.2 SNS의 교육  활용 방법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빈도가 높게 나

타나는 단어에 한 련성을 찾아보고, 각 항목 간의 

계를 탐구하 다. 결과를 시각화 하고자 NVivo의 단어별 

빈도 쿼리를 실행하 으며, 상  30 까지의 결과는 표 5

와 같다. 

SNS의 종류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언 되었으

며, 다음으로 ‘카카오톡’, ‘카페’, ‘트 터’ 순으로 언 되

었다. SNS에서 교육  활용 상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정보’가 가장 많이 언 되었으며, 다음으로 ‘의견’, ‘질

문’, ‘과제’, ‘토론’, ‘공지사항’ 등이 언 되었다. SNS의 

교육  활용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실시간으로’, ‘공

유하고’, ‘빠르게’, ‘자유롭게’ 등이 언 되었다.

단어별 빈도 쿼리 결과에서 빈도수가 높은 각 단어를 

심으로 연결되는 단어들에 한 Tree Map을 생성하여 

각 단어를 심으로 구체 인 맥락에서 계를 탐색하

으며, 각 단어별 Tree Map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정보’ 

단어의 Tree Map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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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인원
수

빈도 비율(%) 단어
인원
수

빈도 비율(%)

정보를 136 411 1.56 시간이 28 44 0.17

페이스북에 97 183 0.69 내용에 24 40 0.15

의견을 130 155 0.59 퀴즈를 35 39 0.15

질문을 73 131 0.50 모르는 35 36 0.14

과제를 99 123 0.47 자유롭게 32 32 0.12

실시간으로 85 119 0.45 스마트폰을 31 31 0.12

토론을 52 112 0.42 답변을 29 29 0.11

공유하고 29 103 0.39 주제에 25 28 0.11

공지사항을 93 81 0.31 어려운 16 27 0.10

카카오톡을 25 73 0.28 수업을 26 26 0.10

생각을 71 72 0.27 문제를 25 25 0.09

카페에 45 65 0.25 점수를 25 25 0.09

트위터를 47 59 0.22 궁금한 22 22 0.08

동영상을 52 52 0.20 전달할 21 21 0.08

빠르게 46 46 0.17 출석체크를 20 20 0.08

(표 5) 단어별 빈도 쿼리 결과 요약

(Table 5) Word frequency query result summary

(그림 1) 단어별 빈도 쿼리 결과 Tree Map

(Figure 1) Text search query result preview

단어별 빈도 쿼리 결과와 각 단어에 한 Tree Map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응답을 부호화하여 22개의 노드

를 도출하 으며, 도출된 노드들은 연구자들 간의 반복

인 검토를 통해 최종 16개의 노드로 확정되었다. 도출된 

노드들은 다시 연구자들 간의 반복 인 논의를 통해 범

주화 작업을 진행하 으며, 최종 으로는 교육 주체별 

SNS의 교육  활용 방법을 가시화 하고자 교육 주체에 

해당하는 교수자 역과 학습자 역, 공통 역으로 분

류하 다. 

각 범주별 노드에 한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으며, 각 

노드들이 참조하는 코딩의 수(빈도)를 기 으로 비교한 

Tree Map은 그림 2와 같다. 범주별로는 공통 역에 한 

참조가 교수자 역과 학습자 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상 으로 참조가 높은(빈도수 100회 내외) 노드들은 

SNS 자체의 특성을 이용한 일반 인 교육  활용 방법에 

한 의견들로 부분 수업 외 시간에 SNS를 활용하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범주 노드 빈도 비율(%)

공
통

의견 교류 및 토론 137 44.77%

정보 공유 114 37.25%

학습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113 36.92%

설문조사 47 15.35%

친밀감 형성 29 9.47%

상담 10 3.26%

교
수
자

공지사항 전달 115 37.58%

수업자료 제공 112 36.60%

실시간평가(퀴즈) 54 17.64%

출석 체크 25 8.16%

과제평가 및 피드백 15 4.90%

학
습
자

과제활동(그룹별/개인별) 95 31.04%

공유자료를 이용한 예습 및 복습 34 11.11%

동영상을 이용한 자율학습 23 7.51%

과제 동료평가 및 피드백 23 7.51%

강의 평가 13 4.24%

(표 6) 범주별 하  노드 내용

(Table 6) Contents of the node by category

4.2.1 공통 역

공통 역의 범주에는 ‘의견 교류  토론,  ‘정보 공

유’, ‘학습내용에 한 질의응답’, ‘설문조사’, ‘친 감 형

성’, ‘상담’ 등이 노드로 도출되었으며, 이  ‘의견 교류 

 토론’에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견 교류  토론’과 련해서는 SNS의 특성 상 주

제별 토론이나 의견의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지므로 토론

학습으로 활용하거나 교수자와 학습자간, 외부인과의 다

양한 의견 교류로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 공유’와 련해서는 링크 공유,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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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조 코딩 수 기  노드 비교 

(Figure 2) Nodes compared by number of coding references

아요, QR코드,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수자들 간의 정보 

공유, 학습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습내용에 

한 질의응답’과 련해서는 수업 시간  수업에 방해

가 될까 우려되어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SNS를 통

해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응답 내용의 공

유는 학생들의 반복된 질문을 피할 수 있어 교수자와 학

습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한 ‘설문조사’와 련해서는 실시간으로 투표 결

과가 확인되므로 과  선출, 수업 재료 구입 신청 등과 같

은 조사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친 감 형성’, ‘상담’과 련해서는 SNS의 특성을 활

용하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친 감을 높여 유 감을 

형성하고, 비  등을 이용한 상담으로 교수자가 학습자

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수업 분 기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2.2 교수자 역

교수자 역의 범주에는 ‘공지사항 달’,  ‘수업자료 

제공’, ‘실시간 평가(퀴즈)’, ‘출석 체크’, ‘과제평가  피

드백’ 등이 노드로 도출되었으며, 이  ‘공지사항 달’

에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지사항 달’과 련해서는 SNS의 실시간성을 반

하면서 교육  활용 방법으로 가장 용이 쉽고, 재 각 

학과에서 학과 표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자료 제공’과 련해서

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업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교과와 련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SNS를 수업자료로 

활용하면 수업내용의 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시간 평가(퀴즈)’와 련해서는 수

업  선착순 응답자에 한 가산  부여로 참여도와 집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석체크’와 련해서는 매 시간 교수자가 호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QR코드  치기반서비스 련 

앱을 지원하는 SNS의 활용으로 리 출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과제에 한 평가  피

드백’과 련해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과제에 한 평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교

수자의 각 학생들의 과제에 한 평가와 피드백을 공유

하면 어 이 과정에서 일종의 보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2.3 학습자 역

학습자 역의 범주에는 ‘과제활동(그룹별/개인별)’, 

‘공유자료를 이용한 습  복습’, ‘동 상을 이용한 자

율학습’, ‘과제 동료평가  피드백’, ‘강의 평가’ 등이 노

드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제활동’에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제활동(그룹별/개인별)’과 련해서는 그룹 과제의 

경우 SNS를 통해 과제 작성 단계의 정보 수집  의견 교

류가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개인 과제

의 경우에도 SNS로 제출하여 공유함으로써 린트물로 

출력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공유자료를 이용한 습  복습’

과 ‘동 상을 이용한 자율학습’과 련해서는 공유자료

를 스마트기기로 손쉽게 ·복습할 수 있을 것이며, 결석

을 하더라도 공유된 라이 강의  강의 녹화 동 상을 

통해 자율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

다. 한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화상채  등 SNS를 이용



SNS의 교육  활용 방법에 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5권5호) 39

하여 수업 활동의 다양한 부분을 동 상으로 녹화하고 

공유하여 자율학습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과제 동료평가  피드백’과 련해서

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를 과제 평가에 참여

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가 SNS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학

습자의 동료평가 활동 한 교수자가 평가 항목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의 평가’와 

련해서는 학습자 입장에서 교수방법이나 강의 내용과 

련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

견이 수업에 반 되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률이 높은 학생들을 상

으로 구체 인 SNS의 교육  활용 방법에 한 의견과 

그 이유에 해 조사하여 실질 인 SNS의 교육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개방형 응답에서 노드

로 도출된 SNS의 교육  활용 방법들은 교수자 역과 

학습자 역, 공통 역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공통 역

에는 의견 교류  토론, 정보 공유, 학습내용에 한 질

의응답, 설문조사, 친 감 형성, 상담 등이 포함되었고, 

교수자 역에는 공지사항 달, 수업자료 제공, 실시간 

평가(퀴즈), 출석 체크, 과제평가  피드백 등이 포함되

었으며, 학습자 역에는 과제활동(그룹별/개인별), 공유

자료를 이용한 습  복습, 동 상을 이용한 자율학습, 

과제 동료평가  피드백, 강의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으나 특이 사항은 학생들은 SNS를 교육 으로 활용

하는데 있어 수업 시간 에는 단 이 많다고 인지하고 

있어 수업 외 시간에 SNS를 활용하는 유형의 의견이 주

를 이루었고, 면 면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이다. 한 

수업자료(정보)의 제공은 최신의 자료로 제공되기를 바

라고 있고,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SNS의 교육  사용 

시의 네티켓 교육과 과제 평가 시 평가 기 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등 매우 구체 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

으며, 실제 SNS를 교육에 활용함에 있어 학습자 입장에

서의 편의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수자가 일반생활에서 사용하는 수 의 SNS 활용만으로

는 학습자의 기 치를 채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 기존 교수학습 방법에 SNS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교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목별 조교 활용에 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 으나 조교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

고, 교수자의 업무량 과다는 교수자에게 SNS를 교육 으

로 활용하는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수업 비와 

수업진행에 한 교수자의 업무량 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 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SNS의 이 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SNS의 교육  활용도를 높이

기 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SNS의 이 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는 기존 교수-학습 시스템의 SNS 연계  수업 활용에 

합한 애 리 이션의 개발 등 SNS 활용 기능이 더해진 

교수-학습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SNS에 공유된 내용을 평가에 활용하기 한 명확

한 평가 방법과 교수-학습 략이 필요하다. 공지사항 달 

 수업 자료 공유 등 SNS의 실시간 인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쉽게 활용 가능하지만 실시간 평가나 동료 평가 

결과를 성 에 반 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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