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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기반 력학습 성과를 측하는 

학습실재감 요인 규명

이정민․오성은

이화여자 학교 교육공학과

1)

요 약

페이스북의 교육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증 인 연구나 이를 통한 실천 인 설계 략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한 학습실재감이 학습성과를 측하는지 

검증하여.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학습성과를 높이기 한 실재감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소재 A 학교의 공과목을 수강하는 39명의 학생을 상으로 4주 동안 페이스북 상에서 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기 한 력학습을 진행하 다. 학습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습실재감에 한 설문에 응답하 고, 지필

평가와 과제평가를 합산하여 학습성과를 산출하여 단계선택 다 회귀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 다. 한 포커

스 그룹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페이스북기반 력학습에서 느낀 학습실재감과, 실재감이 학습성과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인지실재감은 학습성과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실재감과 감성실재감의 학습성과에 한 측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과 교육  잠재력에 하여 논의하 다.

키워드 :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 학습실재감, 학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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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Facebook use, there is a distinct lack of empirically derived theory for 

designing learning environment. This may be because Facebook is a social tool and there has been limited 

opportunity for exploratory research regarding Facebook based lear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arning presence factors affecting learning outcomes in Facebook-based collaborative learning. Forty two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Facebook-based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y, and the data from thirty nine 

were used fo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교신 자 : 이정민(이화여자 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

논문투고 : 2013-08-27

논문심사 : 2013-08-27

심사완료 : 2013-09-26



306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7권 제3호

learning presence of Facebook-based collaborative learning. The results reported that cognitive presence predicted 

significantly learning outcomes, however, social and emotional presence did not predict learning outcom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in this research. 

Keywords : facebook-based collaborative learning, learning presence, learning outcome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  등을 통해 사회  계

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랫폼을 의미하

며, ‘참여, 공유, 개방’ 이라는 Web 2.0의 핵심 개념을 

반 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사고활동 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3]. 기에 SNS는 사용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 계를 넓힐 것을 목 으로 개설된 커

뮤니티형 웹사이트이지만 재 그 본래의 서비스 목

에서 더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마

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의 학습도구(learning tool)로서 가능성을 주목하

여 소셜러닝(social learning)에 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3]. 

키(Wiki), 블로그(Blog), 트 터(Twitter), 유튜

(Youtub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가 소셜

러닝으로 활용되면서 갖는 교육  함의는 많은 사람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해결 방법을 나  수 있

는 것이다[10]. 한, 사용자의 인간 계와 상호작용

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용한 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동 인 정보 소비자로서의 학습자

에서, 극 인 정보 생산자로서의 능동 으로 학습

에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새로운 학습문화를 만들 수 

있다[18].

소셜러닝에서 활용하는 SNS의 도구들 가운데, 키

나 트 터는 국어나 외국어수업에서 작문 는 문법 

교육을 해 등교육[3]부터 고등교육[7]까지 다양한 

학년에서 연구되고 있다면, 페이스북은 주로 학생을 

상으로 수업 내에서 토론의 목 으로 활용[9]하거나 

성찰활동[5], 학생간의 페이스북 그룹형성을 통한 취업 

커뮤니티 운 을 하는 등[19] 체 으로 학 등의 고

등교육기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

가 있다. 이는 페이스북 주요 이용자가 18-24세의 

학생이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21]. 그러므로 페

이스북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임을 나타내며 교

육  활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

는 학습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학수업에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 효과성을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새로운 매체의 사용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환경을 제공해주어 학습 역

을 확장시켜주고, 학습에 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신 매체의 사용만으로는 성공 인 학습을 보

장할 수 없다. 학습상황  내용에 합한 학습설계

가 필요하며, 어떤 요인들이 학습성과를 가져오는지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

이스북 기반 력학습 환경에서 학습성과를 측하는 

요인으로 실재감을 선정하여, 이를 실증 으로 규명

하고자 하 다.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정보

와 지식을 공유하고 력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에 용이한 소셜러닝 환경은 학습자의 주  경험이

나 느낌에 을 두므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 

는 지각(the sense of being there)'을 의미하는 실

재감[26]을 높여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등의 

소셜러닝은 기존 이러닝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실재

감의 부족으로 학습자가 동료학습자나 교수자와 물리

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고립감

을 느끼고, 학습에 한 집 력과 흥미를 잃게 되는 

문제 [32]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다른 실재

감 연구들[1]에서는 가상공간에서 학습자의 인지, 사

회, 감성실재감이 높아진다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성공 인 학습성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

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웹보다 공개 이고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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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티 형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 특성에 기반한 SNS에서의 력학습 환경에

서의 학습실재감은 학습성과를 높이기 해서 고려해

야될 요인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인

지실재감, 사회실재감, 감성실재감이 학습성과를 측

하는지 규명하여 학습성과를 높이기 한 실재감 

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양 연구자료와 질 연구자료를 동시에 검토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용하 다. 이 방법은 양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동일한 상에 한 질  자료

를 수집하여 다양하고 깊은 해석이 가능하므로[2], 본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이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성

과를 측하는지 규명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실재감을 

심층 으로 이해하려고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러닝

SNS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의의 의미로는 동과 

커뮤니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기술 인 시

스템의 합을 의미하며[27], 의의 의미로서의 SNS는 

개인이 로필을 갖추고, 개인들 간의 계를 바탕으

로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이러한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서비

스이다[22]. SNS는 기존 블로그나 포탈의 카페, 클럽

등과 같이 사용자들 간의 정보와 컨텐츠를 공유하고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에서 

유사하지만[11], 인간의 사회 , 감성  측면을 고려한 

사람 심의 계형성  사용자 간의 커뮤니 이션

을 통해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에서 차별화 된다

[8]. 특히, SNS가 이용자들 간의 계를 바탕으로 다

양한 사고와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동체로써, 

동학습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연구결과[5]들이 나오면서, 학습 역에서도 SNS를 

통해 학습효과를 거두는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의 

개념이 등장하 다. 

소셜러닝은 단순히 재의 교육방식에서 페이스북, 

트 터, 키, 유튜 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터넷 공간 내의 사회 

계망을 기반으로 업, 소통 등을 통해 배움의 가치

를 실 해 나가는 과정이다[15]. 그러므로 기존의 학

습방식과 달리 개인의 능동성 그리고 타인과의 계

형성을 강조하며 SNS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워를 학습에 도입해 학습성과를 달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컴퓨터를 이

용한 력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4].

소셜러닝에 한 선행연구[30]에 의하면, 학강의

에서 SNS를 학습의 목 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항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

은 학습자들이 SNS를 학교 장에서 공식 인 학습도

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자신들의 사생활 부

분의 침해에 한 우려와 본래 SNS가 가지고 있는 

소셜성으로 인해 교수-학습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 로 SNS를 교육 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 인 의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23]. 페이스북을 학습에서 활용함으로써 강의 노트와 

자료를 공유하거나 학습자료를 찾고 정리하는데 도움

이 되었으며, 동료학습자들에게 학습계획에 한 의

문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 다[21]. 한, 

SNS가 학교와 련된 과업을 도와주거나, 동료학습

자들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는 연구보고도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비공개그룹 설정이 가능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페이스북의 소셜성에 기반하여 

편하게 력이 가능하도록 력학습환경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2 페이스북의 교육적 활용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94%가 페이스북에

서 10분에서 30분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150- 

200명가량의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22]. 한 페이스북을 그들의 학생활을 반 하거

나 그들의 학업이나 실제 인 생활에 한 정보를 교

환하는데 사용한다고 하 으며, 그 외에는 여가 는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게시하려고 사용한다고 밝혔

다[34]. 이처럼 학생들의 페이스북 사용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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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간에 

다양한 연 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 으로써 공동체에 

한 네트워크학습을 도모할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토론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활용을 한 유용한 온

라인 도구로서 정 인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기

된다.

페이스북 기반 교수-학습상황에서 SNS의 어떠한 

특성을 연결지어 활용할 것인지에 한 것은 학자들

마다 조 씩 다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 으로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사회 계, 참여 측면과 같

은 4가지의 이 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즉각

인 피드백이 가능한 페이스북 환경에서는 학습자들

의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

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자들에게 조

언을 주거나 그들의 학습동기를 높여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3]. 

페이스북에 련된 선행연구 에서 학생들의 토

론 는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지원

하는 목 으로 활용된 연구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으로 과제에 한 아이디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는 페이스북 기반의 블 디드학습을 진

행하고 효과를 검증했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블랜디드학습은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높

으며 한 학습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동료학생들에게 

코멘트를 다는 것은 지식공유와 정보교환을 하기 한 

상호작용을 높여주었다고 보고하 다[35]. 

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을 리하기 하

여 페이스북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페이스북

을 통해 공지를 게시하고, 수업자료를 공유하 으며, 

매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게 하는 등 학습 리시스

템의 용도로 활용하 는데,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론

을 얻은 바 있다[37]. 이 외에도 학 로젝트학습에

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심으로 성과를 분석하 는

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과 원들간 력을 활성화

시키고, 친 감과 정 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었

으며 로젝트 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11]. 

반면에, 페이스북 사용이 부정 인 향을 미친 연

구결과도 있었다. 평균 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한 학

습자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주

당 약간의 시간만을 공부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학문  수행향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9]. 

한,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계정을 학

습에서 사용하는 것에 하여 불안정을 느낀다고 하

고,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소셜(Social)활동과 학습

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것은 즉 삶과 공부와 

집과 강의실로부터 분리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28]. 그러나 여 히 페이스북은 알림 기능 등으로 즉

각 인 피드백과 편안하고 친 한 상호작용이 가능하

다는 에서 력학습환경으로는 주목할만한 매체라 

하겠다.

2.3 학습실재감과 페이스북 기반 협력학습성과

온라인 교수-학습상황에서 실재감이란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 과정(Course)안에서 그 곳에 속한 느

낌을 의미하며[32], 비록 물리 인 이 불가능할

지라도 다른 학습자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하 다. 온라인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진할 수 있는 학습요소들이 물리 으로 제

시될 수 없기 때문에,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실재감은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성공 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18]. 특별히 인지실

재감은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1], 사회실재감은 학습자의 성취도와 참여도 그

리고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측함으로써 사회실재감

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15]. 

이처럼 학습실재감은 교수-학습상황 과정에 한 학

습자의 인식으로서 Garrison, Anderson과 Archer (2000)

의 탐구공동체 모형과 Wang과 Kang(2006)의 사이버고

지모형의 분류가 표 이다. Garrison, Anderson과 

Archer(2000)의 탐구공동체 모형은 실재감을 인지실재

감, 사회실재감, 교수실재감으로 정의하 으며[24], 이

러닝 환경에서의 력학습과 실재감을 연구한 Wang

과 Kang(2006)은 사이버고지 모델로 교수 인 측면인 

교수실재감과 학습 인 측면인 학습실재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실재감은 학습과정에서 인식 할 

수 있는 학습 내용에 한 인식,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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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나 동료학습자의 존재에 한 인식, 자기 자신

의 감정에 한 인식으로 규명하여 이를 인지실재감

(cognitive presence), 사회실재감(Social presence), 감

성실재감(emotional presence)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36]. 인지실재감이란 학습상황에서 내용과 련하

여 학습자의 지 인 측면에 한 인식을 반 하는 요

소로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능동 으로 참여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의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학습과정에서 인지하는 학습내용에 한 

이해, 정보수집, 그리고 학습활동이나 과제를 해 충

분히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16].

한편 사회실재감이란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실제

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 즉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커뮤니 이션 상 방과 서로 직  만나서 화하는 

것처럼 군가와 교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

미한다[35]. 사회실재감은 참여자들에 한 공동체  

유 감  결속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

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 간의 계에 해 특정한 의

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근성과 유 감

의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성실재감은 

이 까지 사회실재감의 하 역으로 포함되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차원의 요소 측면에서 감성실재감을 

독립 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6]. 감성실재감은 자

신과 학습자료, 커뮤니 이션 당사자 간의 을 통

해 스스로의 감성 상태를 자각하고, 개인이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환경에 해 편안하고 정 인 느낌

을 가지며 자신의 감성을 능동 으로 표 하고 리

하는 능력을 말한다[36]. 

본 연구도 인지, 사회, 감성실재감으로 학습실재감

을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하 는데, 일반 인 강의가 

아닌, SNS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력학습과정에서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감성을 리하고 표 하는 감성실재감은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요인이라 단되었기 때문이다. 한 이 

분류에 따라 연구도구를 개발하여 많은 연구[1][12]들

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됨으로서 타당도  신뢰

도가 검증되었다는 장 이 있다.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실재감을 측정하고 있을 뿐, 아직 페이스북 환경에서 

실재감이 학업성과를 측하는지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물론 페이스북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긴 하지

만, 최근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 제공되면서 학습

자들이 기존 이러닝에서 제공되는 학습보다 더 즉각

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한 학습기반으로 제공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셜성이 강한 시스템이므로 

학습자가 오히려 학습에 한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

고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 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페이스북 환경에서 실재

감을 측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한 연구에서

는 학생을 28명을 상으로 SNS 기반 토론활동과 

웹기반 토론활동을 비교하여, SNS를 활용한 토론학

습이 학습자에게 사회실재감, 몰입, 만족도  성취도

에 한 자기평가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 다[14].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기반의 학습환경

은 사회  상을 통해 활동 인 지식을 구성하게 함

으로써 력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환

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사회실재감만 측정하 을 뿐, 

인지실재감, 감성실재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인지, 사회, 감성실재감이 학습성과를 

측하는지 탐색해보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학에 개설된 학부과목 2

학년 42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해당과목은 공

선택 과목으로, 수강생들 부분 20  반의 여성이

다. 학기 , 본 연구의 실행을 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하나인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page)를 구성하 다. 오 라인 

수업에서 과제 제공 에 페이스북 그룹페이지 활용

법에 한 안내를 사 에 진행하 으며 이후 4-5명씩 

무작 로 10 을 구성하여 페이스북 그룹페이지를 활

용한 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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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주차 학습활동 연구자 개입 

비기간
오리엔테이션, 페이스북 그룹페이지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실험 

1주차

 그룹페이지 개설 

력학습 주제에 한 

토론 

력학습 주제안내

실험 

2주차

력학습 련 자료 

게시  동료 간 

피드백 

1차 온라인 토론 

1차 온라인 토론 주제 

게시(5개)

실험 

3주차

력학습 련 자료 

게시  동료 간 

피드백

2차 온라인 토론

2차 온라인 토론 주제 

게시(5개) 

실험 

4주차

보고서 작성 동료 

간 피드백

학습자들의 질문에 

한응답

평가기간

최종 결과물 공유  발표

동료평가 & 개인 성취도 평가

포커스인터뷰 진행

<표 1> 연구 차

각 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하여 총 4주 간 페

이스북 상에서 력학습을 진행하고, 5주차에 수업의 

다른 구성원들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평가하는 과

정으로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이 진행되었다(<표 1> 

참조). 수업 완료 후, 인지실재감, 사회실재감, 감성실

재감에 한 설문을 진행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3

명을 제외한 39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실재감을 측정하기 하여 

Wang과 Kang (2006)에서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 다. 인지실재감 측정문

항은 ‘나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해 페이스 북에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다 ’와 같은 총 13문항으

로 이루어졌으며, 하 요인은 학습내용이해, 지식창출, 

학습 리로 이루어진다. 사회실재감 측정문항은 ‘나는 

페이스북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학습한다는 기분이 든

다 ’와 같은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 요인으

로는 공존감, 향력, 응집력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감성실재감 측정문항은 ‘나는 페이스북

에서 내 감정을 쉽게 표 할 수 있다’와 같은 총 12

문항으로 감정인식, 감정표 , 감정 리의 하 요인으

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인지실재감 문항 Cronbach's α=.840, 

사회실재감 문항 Cronbach's α=.904, 감성실재감 문

항 Cronbach's α=.904를 나타냈다.

3.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

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 다. 우선 설문 문항의 문항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각 측정도구에 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고,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분석하 다. 

한, 각 변인간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측변인과 거변인간의 측력을 검

증하고자 단순회귀분석과 단계선택 다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한, 페이스북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느 던 실재감과 이가 성취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악하기 해서 추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시행

하여 심층 인 해석을 해 노력 하 다. FGI는 정략

인 연구방법에서 악하기 어려운 결과와 련하여 

그 결과에 한 구성요소  특징을 악하는데 합

한 연구기법으로[2], 특정 주제에 해 동일한 배경이

나 경험을 갖고 있는 6∼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신

념을 이끌어내기 한 토론방법이다. 면담은 30-4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설문지 문항에 기반하여 

페이스북 력학습에서 학습자가 느낀 인지실재감, 사

회실재감, 감성실재감에 해 연구자가 가이드 질문을 

하 고,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사를 하 고, 수집된 인터뷰내용을 연구

자와 교육공학 공자 2명이 읽고 연구문제와 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인 인지실재감, 사회실재감, 

감성실재감 그리고 종속변인인 성취도의 평균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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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n=39)

변수 만 평균(M) 표 편차(SD)

인지실재감 5 3.93 .34

사회실재감 5 4.17 .64

감성실재감 5 3.84 .50

학습성과 100 86.92 6.88

<표 2>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4.2 상관분석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인지실재감, 사회실재

감, 감성실재감과 학습성과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n=39)

변인 1 2 3 4

1 인지실재감 1

2 사회실재감 .556
**

1

3 감성실재감 .598
**

.773
**

1

4 학습성과 .383
*

.140 .247 1
*
 p<.05, 

**
 p<.01 

<표 3> 각 변인들 간의 상 계수

4.3 실재감의 페이스북 기반 협력학습 성과 예측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인지실재감, 사회실재

감, 감성실재감이 학습성과를 측하는지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n=39)

거변인 측변인 B ß t p
R²

(adj.R²)

학습성과

인지실재감 7.683 .383 2.524* .016
.147

(.124)

사회실재감 1.492 .140 .857 .397
.019

(-.007)

감성실재감 3.369 .247 1.549 .130
.061

(0.35)
*
 p <.05

<표 4> 인지, 사회, 감성실재감의 학습성과 측

회귀분석 결과, 인지실재감은 학습성과를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실재감과 감성실

재감은 학습성과에 하여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인터뷰를 통한 페이스북 기반 협력학습과 실

재감

연구 참가자들은 교통수단이나 공강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통해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을 진행

하 다고 응답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연결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 을 수시로 확인하

고 서로 댓 을 달면서 의견을 조정, 의해나가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을 진행하 다. 

한,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의 장 으로 많은 학

생들이 손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동

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좋아요’를 러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했으며, 이는 의견을 모으는데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학습자들

은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한 ‘좋아요’ 기능을 통해 손쉽게 동의나 반  

등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 장

으로 꼽았다. 인터뷰 결과 학생 A의 경우 “사이버

캠퍼스의 경우 다른 학생이 내 을 읽었는지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나 

‘읽음’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응답하 다. 한 의견의 합의가 필요할 때는 

Poll(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손쉽게 모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이버

캠퍼스 등 컴퓨터기반 력학습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학습자의 학

습을 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학습을 목 으로 생성된 서비

스가 아닌 만큼 한계 도 있다. 가장 큰 한계 으로

는 일 업로드 등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여러개의 

일이 업로드가 한 번에 안되는  때문에 불편하여 

이메일이나 사이버캠퍼스 등을 보조 으로 활용한 경

우들도 있었으며, 일부 에서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에 Google docs나 Prezi 등의 링크를 연결하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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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정리할 때 활용하는 등 학생들은 페이스북 기

반 력학습의 한계 을 극복하는 노력 등을 하 다. 

학생들이 느 던 실재감 등을 고려해보면, 우선 인

지실재감의 경우 페이스북은 손쉽게 학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인터뷰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수업 후 잘못 알고 있던 것이나 모르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즉각 으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

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

을 공유해서 인지실재감이 높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에 참여했던 학생 A에 의하면, “4명의 생각이 합쳐져

셔 4가 아닌 10의 효과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은 수

업 후 궁 한 게 있을 때마다 쉽게 을 올릴 수 있

었고, 다른 학생이나 교수님이 답변해주어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응답하 다. 

한, 학생들 사이에 다른 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는데, 학생 B는“나는 이 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고, 

그 이후에 꼭 충을 시켜나간 부분들이 기록되어 나

에 확인해보면 로젝트  과정이 정리할 수 있었

어요”라고 응답하여 서로의 을 조정하고 공유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한 페이

스북은 기록이 장이 되므로 본인의 기록을 재 검

함으로써 학습을 검하는 역할도 가능하 다. 한 

련자료를 찾았을 경우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에 게재할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 본인의 학습과정을 공유하거나, 페이

스북의 알림이나 이벤트 기능을 통해 력학습 시간

계획을 하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

생들은 사이버캠퍼스는 딱딱한 느낌인데 반해, 페이

스북은 편하게 속할 수 있어 학습내용 이해나 리

에 효과 이었다고 응답하 다. 페이스북 기반 력

학습은 이 게 다양한 기능으로 인하여 학습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실재감의 경우는 페이스북이 소셜성에 기반한 

도구인만큼 학생들의 사회실재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C는 “친구들 페이지를 보

면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해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응답하 고, 을 게시할 때마

다, 다른 친구들의 ‘좋아요’나 댓 이 달려 함께 학습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하 다. 한, 감성실재감

의 경우도 학생들이 편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 라인으로 

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바로바로 의견을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페이스북은 말이아니라 이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상하는 

일도 어들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

었고, “오 라인에서만 만났다면 서로 격려의 말을 

굳이 안했을 것 같은데, 사이버캠퍼스는 학습공간이

라는 느낌 때문에 개인 인 격려의 들을 쓰지 않았

을 것 같은데, 페북은 편안한 느낌이어서 격려하는 

들을 많이 올릴 수 있었어요”라면서 이러한 부분이 

력학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 학습자들은 기존 컴퓨터기반 력학습에서 사용

했던 사이버캠퍼스는 학습도구라는 인식 때문에 본인

의 감정을 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데 반해, 페이

스북의 경우는 “놀이”라는 느낌이 강하여 학습자들이 

편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 하고 공유했던 것으로 보

인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인지실재감, 

사회실재감, 감성실재감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서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력학습 활동 지원도구로 활용하 으며 총 

4주간 진행하 다. 연구결과, 력학습에서 페이스북

을 활용한 결과 인지실재감이 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실재감과 감

성실재감은 학습성과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학습성과와 유

의한 측력을 보인 변인으로는 인지실재감이 있었다. 

이는 인지실재감이 높아지면, 학습성과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7]. 

특히,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수설계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론들에 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개인별로 학

습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다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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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지실재감을 

높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를 보아도, 페이

스북 기반 력학습은 효과 으로 본인의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검하고 리하는 데 도움을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SNS

를 활용한 학습의 경우 학습을 목 으로 만들어진 도

구가 아니기 때문에 야기되었던 학습효과에 한 우

려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사회실재감은 

학습성과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다. 이는 기

존의 온라인 학습환경에 비해 다양한 연 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 으로써 공동체에 한 네트워크학습을 

도모할 잠재력[31]을 지닌 SNS의 장 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참여도를 더욱 강화시켜 학습효과를 높

여  것이라는 기 와는 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재감이 학습성과와 

유의한 측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각 실재감의 기

술통계를 보면 인지실재감(M=3.93, SD=.34), 사회실

재감(M=4.17, SD=.64), 감성실재감(M=3.84, SD=.50)

으로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한 

사회실재감(M=4.17, SD=.64)은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을 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한 사회실재감은 높았음을 

측해 볼 수 있다. 한, 력학습을 진행한  단 로 

사회실재감이 높은 상  과 낮은 하  을 상으

로 학습성과간의 계를 살펴보면, 사회실재감이 높

은 상  은 원들의 학습성과 평균 한 가장 높

은 결과를 보 지만, 사회실재감이 낮은 하 은 

원들의 학습성과의 평균은 상 권에 속했다. 이를 통

해 력학습 과정에서 사회실재감이 높다고 할지라도 

학습성과의 측정이 개인의 인지 역을 측정하는 개

인성취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났음을 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

행한 결과 학습자들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페이스 북

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

나 들어가 볼 수 있으며 을 남겼을 때 즉각 인 피

드백이 오기 때문에 함께 학습한다는 기분이 더 든다

고 응답하 다. 이 외에도 원들 간의 서로에 하

여 잘 모르더라도 페이스북의 개인 로필 페이지를 

방문하여 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지녔는지에 한 

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원들과 가깝

다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 다. 

셋째, 감성실재감 역시 학습성과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으나,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은 페이스

북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 동의하는 내용에 해서 

기존의 웹기반 학습활동에 비해 자신의 감정표 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사이

버캠퍼스에서 사용하던 온라인게시 은 교수자의 공

간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에 비해, 페이스북은 기존

에 사용하고 있던 친숙한 툴로써 본인들의 공간이라

는 인식이 더욱 크다고 하 다. 따라서, 이모티콘이나 

인터넷용어(ex; ㅋㅋㅋㅋ : 웃음을 나타내는 말)를 편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본인들의 감정

표 과 다른 원들의 감정인식이 더욱 용이하다고 

응답하 다. 

한편,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 에 

쉴 새 없이 업로드 되는 많은 양의 자료들과 의견 때

문에 학습자들이 부담감을 가지며[14], 학습자들이 페

이스북을 매우 편하고 가볍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 으로 활용할 때에는 교수자의 교수설계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9]. 최근 SNS기반 토론학습

에 한 연구에서 일부학생들이 SNS환경에서 토론하

는 방법에 한 인지가 부족하여 토론이 잘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4]. 이와 비슷한 맥락으

로 교수자가 SNS를 기반한 토론을 진행할 시 사 에 

토론 략에 하여 계획하고, 학생-학생 간, 학생과 

학습자료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을 리해야 효과 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하 다[20]. 따라서, 이와 련하여 지속 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습자 스스로 느낀 자가 평가 

측정에 의해 설문을 진행하 기 때문에 학습실재감의 

실제 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에 한 제한 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실재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양  

메시지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측정한다면 자가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객 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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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실재감과 감성실재감이 학습성과를 측

하는데 있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질 분석을 통해 

페이스북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한 사회실재

감과 감성실재감이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실재

감과 감성실재감과 다양한 학습변인을 연계하여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기간이 약 5주로 단기 인 성과밖에 측

정하지 못했지만, 장기연구로 실재감이 어떻게 변화

해야하는지 추이를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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