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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SNS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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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SNS(SocialNetworkService)및 스마트기기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교육

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대학 교육에서 학습 환경으로

서의 소셜미디어를 고찰하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여

러 종류의 학습경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토론,정보교환이 필요하다.대학의 교양 컴퓨터 

교육에 SNS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SNS를 통하여 각자 

개인적인 공간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간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

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학습자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특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학업성취도 향상 기

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주제어 : SNS활용,피드백,페이스북,그룹,학업성취도

Abstract  As the number of users of SNS (Social Network Service) and smart devices increases sharply 

nowadays, many studies on various teaching model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utilize SNS 

in education. However, there are not so sufficient studies that explore social media as a learning environment 

and analyze empirically its relation with the academic achievement. Since various kinds of learning experiences 

are required in order to foster creative talents, it is necessary to have information sharing, debate and 

information exchange utilizing SNS. If utilizing SNS for general computer education in a university, it will be 

possible to collect learners' various thoughts and opinions more effectively. Because real-time feedback can be 

possible in each individual space through SNS by shar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teractions between 

learner and teacher or between leaner and learner and exchanging opinions each other, the learner's ability to 

utilize a computer can be improved. Especially SNS can provide a real-time help to solve problems for 

underachieved students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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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으로 스마

트교육(SmartEducation)에 한 심이 높아지고있다.

스마트교육은 단순히 첨단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의미가

아니고21세기학습자핵심역량들을고려한새로운형태

의 교육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인 교육이나 연구

에소셜네트워킹을활용하여서로의지식을공유하고교

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소셜네트워킹은 사람과

사람 간의 본연의 계를 유지하기 한 휴먼 네트워크

이다.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무선을 통한 소셜네

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단순하게 일시 인 유

행이 아닌 사회 상으로 두되면서 소셜네트워킹이

더욱 속히 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온라인상에서사회

계망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를

표 하는등의상호 계를맺으며다양한상호작용과피

드백 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최근 클라우딩 서

비스와 스마트기기들이 활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 심이 폭발 인 상황을 이루고 있으며 SNS의 교육

활용에 한 연구에 심을 집 하고 있다.교수자들

은 SNS환경에서의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제시하고 있

다.김윤선[1]은 스마트시 , 학 쓰기 교육의 변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쓰기교육을 심으로,이한빛

[2]는 학교 로젝터 기반 학습에서의 소통증진을

한 구 러스 활용방안,박지택[3]은 SNS기반

e-Learning시스템 개발,이시훈[4]은 SNS를 활용한 한

국어쓰기교육방안등SNS기반을활용한다양한교수

방법들이나오고있다.학습환경으로서의소셜미디어를

고찰하고 학습성과와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

는 미비하다[5].

스마트교육에서SNS를선택한이유는SNS가기본

으로참여자들의소통에기반한 로그램이기때문에스

마트교육을 구 하는 좋은 방법 하나로 인정받고 있

다.하지만국내 학에서는SNS활용강의 학습이미

비한 실정이다[6].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SNS의 발

달로 인해 학의 교육 장도 변화되고 있다.학생들의

소통하는방법의변화와학습방법의변화로인해 학에

서SNS를활용하여학습에활용하려는학생들이많아지

고 있다.시공간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수집,문자와이미지 송등여러개의작업을동시

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시간

리 면에서도 효율 이다. 한 SNS를 활용한 학습의

피드백은실시간으로진행되어학생들의학습에많은도

움을 수가 있다.창의인재 양성을 해 여러 종류의

학습경험이 요구되는 시 에서 SNS를 활용한 정보 공

유,토론,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의 교양컴퓨터 강좌에 SNS를 활

용한 스마트 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컴퓨터활용능력향상을 한SNS활용방법을 목한교

육을개발해보고이를운 하여 학생들의학업성취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2013년도 2학기 경북소재의 D

컴퓨터교양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을 상으로SNS

를활용하여수업을진행하고마지막수업시간에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총 수강학생은 80명이었고 SNS사용

에 한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먼 스마트폰과 PC에

서 SNS를 사용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한 학기 동안 진행하 다.

학의교양컴퓨터교육에SNS를활용하면학습자들

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다양하고 효과 으로 악이 가

능하다.SNS를 통하여 각자 개인 인 공간에서 학습자

와교수자간혹은학습자와학습자간의활동과 련된

정보를공유하고의견을나 는활동을함으로써교수와

학습자,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수 있어서 학습자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특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SNS를 이용

하여실시간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 수

있어서 학업성취도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먼 2 에서는

SNS와 련 연구를 나타내었고 3 에서는 SNS활용에

한실험과설문지를 상으로분석을하 다.마지막4

에서는본논문에 한결론 향후과제에 해기술

하 다.

2. SNS의 특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더

불어 새로운 분야에 한 응용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SNS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타블렛 PC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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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끌면서 동시에 스마트러닝,소셜러닝 등에 한 심

이 높아지고있다.SNS란 온라인 인맥구축서비스로 자

신을 심으로 하는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용한

정보를공유하고인맥을 리하게하는서비스라고하

다[7][8][9].SNS의 특징을 살펴보면 SNS는 즉시성,공

유/실시간성,상호작용/집단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즉시성이란스마트폰보 의증가에따라SNS이용

자들이언제어디서든손쉽게SNS를이용할수있는것

을 의미하며,공유/실시간성은 자신이 만들어 낸 콘텐츠

는 정보를 자신이 속한 소셜그룹에 공유가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링크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다른 사람

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집단성은SNS의특성상양방향성을활용하

여정보나의견을교환하고이런활동을통해얻게되는

지 능력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 집단 능력을 말한다.

블로그,지식인,카페 등으로 제한 인 온라인 마 은

이제 SNS 역으로 차 확 되고 있다.SNS마 의

심에는페이스북과트 터가있고, 특히페이스북은

기업마 에있어서좀더유용한채 로써자리를잡

고 있다.최근의 SNS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결합하

여 웹2.0서비스 성장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8][10].SNS의여러장 을이용하여교육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서비스는 SNS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

할 것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성공여부가 가름 날 것이

며교육서비스분야에서도엄청난 향력을행사할것으

로 기 된다.

2.1 페이스북의 그룹

페이스북은 다수의학생들에게매일사용되면서교

수-학습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

Ryanetal.[11]은 페이스북은 학습자 친화 ,학습자

심 ,학습자 통제 이며 참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고 하 다.학습의 주체가 학습자 심으로 되

어가는시 에서교육 맥락에서페이스북과같은SNS

도구를연구하는것은시기 하며유의미하다고할수

있다.Wangetal.[12]는페이스북을LMS로활용한연구

에서페이스북은 인SNS이며내재된독특한교육

,사회 ,기술 어포던스로교수-학습에잠재력을가

지고 있다고 하 다.

페이스북의 주요 특성에는 그룹과 페이지가 있다.페

이스북의그룹은공통의 심사나주제로 함께만날수

있는 여러 사람들 끼리 모여서 이루는 그룹이다.자유롭

게생성할수있고,페이스북친구이면 구나 할수

있고,공개와비공개 비 그룹을지정할수있어소규

모 모임에 합한 형태이다.페이스북의 그룹이 독특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룹의 가입이다.그룹은 기존의

카페서비스와가장다른 은회원가입방법에있다.카

페서비스는회원들이카페에가입하기를기다려야하는

방식인데 페이스북 그룹은 회원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을

자유롭게 그룹에 가입시킬 수 있는 열린 구조 방식이다.

군가가 나를 그룹에 하면 내가 승인해야 그룹에

가입된다고 생각하지만,페이스북의 그룹은 그룹멤버가

나를 하면 내가 즉시 그 그룹의 맴버가 된다.

페이스북의 특징이 교육 으로 활용하기엔 합하지

만페이스북의교육 활용사례는아직부족한상황이기

에페이스북을 력학습환경으로활용하 을때의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10].

교수자가 그룹을 개설한 후 수강한 학습자들을 그룹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비공개 그룹을 지정한 후 학습자

들과 교류한다.교수자나 학습자들이 그룹에 을 작성

하면 친구들의 알림 창에 알림이 뜬다.스마트폰과 연동

되는이 이있어서실시간으로어디에서나게시 을확

인할 수가 있고 을 올릴 수가 있다. 한 그룹 멤버에

게개인별로메시지를통하여학습자에게교수자가실시

간으로 피드백을 수 있어서 학업성취도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2.2 트위터의 리스트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공통된 심사를갖고있거나

활동을하고있는사람들,혹은실제로 계를맺고있는

사람들의 인간 계를 온라인 환경에 반 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

과더불어웹2.0에서표방하는참여,공유,개방의목표

로 구나손쉽게정보를생산하고공유할있다.그 에

서도트 터는최근가장인기있는마이크로블로깅서비

스로,많은사람들과 계를맺고소통하는소셜네트워크

인 특성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특성을 동

시에지니고있다.이러한특성에힘입어2006년3월에서

비스를 시작하여 재까지 꾸 히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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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트 터 사용자가 증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트 터를다양한 에서연구,분석하 다

[12].사용자들의트 터이용형태를분석하여트 터네

트워크 상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반 으로 분석하여

소셜네트워크인트 터가정보공유를할수있는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13][14].

리스트는 트 터 상에서 사용자들을 군집화하여 각

군집에 한 이름을 붙인 것을 의미한다.트 터 사용

자들은일반 으로유사한특성을가지거나비슷한주제

에 해서이야기하는사용자들을묶어하나의리스트로

만든다.한 사용자가 리스트의 이름을 정하여 리스트를

생성하고다른사용자들을리스트에등록시키면,사용자

는 해당 리스트에 속한 구성원들이 쓴 트윗 메시지들만

따로 모아 볼 수 있게 된다[15].

트 터에서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

들이있다.첫번째로개인의팔로 가많을경우에팔

로워들을편리하게 리할수있다.두번째로타임라인

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팔로 들이 쓰는 트윗 메시지

들을 단순히 시간 순서 로만 볼 수 있었지만,리스트를

이용하면 어떤 의미 있는 주제를 기 으로 트윗 메시지

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특정주제나

특정집단내에서의정보의흐름을쉽게 악할수있다.

마지막으로,리스트의이름이리스트에등록된사용자들

에 한태그(Tag)역할을할수있다.한사용자가다른

사용자를팔로 한다는것은그사용자에게 심이있고

그 사용자가 작성하는 트윗 메시지에 심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하지만 팔로 자체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그사용자에게 심을가지게되었는지알수없다.만약

팔로 들을리스트를이용해구분하게되면그들이속한

리스트의이름이리스트구성원들을설명하는태그정보

로 활용 될 수 있다[16].

3. 실험 및 결과 분석

3.1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한 수업방법

교수자가수업과 련된컴퓨터그룹을페이스북에서

작성한 후 수강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가입을 시킨 후

수업과 련된 모든 진행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강한학습자들의SNS사용실태는설문조사결과학습

자들이 트 터(4.3%)보다는 페이스북(69.6%)을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

들도26.1%로나타났다.학습자들 다수가교우 계유

지를 해SNS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페이스북

의 그룹과 트 터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교과목 수업을 진행하기 에 페이스북의 그룹

과 트 터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해 알아본 후

실습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해 학습을 하 다.학습자들은 트 터보다 페이스북에

더 익숙해 있어서 페이스북의 그룹을 활용하는 것을 선

호하 다.페이스북의그룹은자료 일들을게시하고개

인 으로 메시지를 비공개로 달하고 정보공유를 쉽게

할수있어서학습자들이그룹을더욱더선호하는것같

다.학습자들이페이스북의그룹을이용하여진행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 트 터의 리스트 진행은 실시

하지를 못했다.그룹의 게시권한을 ‘Members and

adminscanposttothegroup’으로 설정하고 그룹의 공

개범 는비 로설정하여그룹멤버만볼수있도록설

정하여 리하 다.

두개의분반 한분반은그룹을이용하여수업을진

행하 고 다른 분반은 일반 인 수업진행방식으로 수업

을 진행하 다.[Fig.1]에 수업진행방식을 간단하게 도

식화하여나타내었다.일주일에2회75분수업으로화요

일과목요일에진행되는수업으로과제는마지막수업시

간 목요일에 제출한다.과제를 제출한 후 학습자들 스스

로작성할수있도록며칠시간을 뒤제출하기3일

월요일 오후 6시–7시30분 교수자가 페이스북의 그룹에

참여하여학습자들과토론을실시하 다.학습자들이과

제를 작성하다가 풀기 어려운 문제에 하게 되면 물어

볼 곳이 없어서 과제작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이때

페이스북의 그룹을 통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학습자들

은 궁 한 사항이 있어도 교수자에게 직 질문하기가

곤란하여질문하지않은학습자들도직 면하지않으

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 으

며그룹을통하여학습자들간활동을통하여서로정보

를공유할수있었다.아르바이트나야간수업등으로정

해진 토론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올려져있는

상단 고정 게시물과 게시 을 확인한 후 과제를 작성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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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aching Methods 

스마트폰과 PC가 연동이 되므로 학습자들은 지정한

토론시간에 PC앞에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학교 교내,식당,길거리 등 어떤 장소에서나 참

여할 수 있어서 과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하 다.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페이스

북의그룹을사용하기 의 문제해결능력을체크하

고그룹을작성하여그룹을활용한문제해결능력을체크

하여 비교 분석을 하 다.마지막으로 설문지를 돌려 학

생들의 만족도를 검사하 다.

페이스북의 그룹을 활용한 수업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게시물작성을통하여학습자들과토론을하

여정보를공유할수있다.학습자들은게시물작성을통

해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간단한 이 아닐 경

우에는문서작성메뉴를이용하여긴 의문서를작성하

여게시할수가있다.필요한 일들은 일업로드메뉴

를이용하여업로드할수가있다.학습자들 학습이해

도가 빠른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학습이해도가 늦은

학습자들즉잘따라오지못하는학습자지도가항상문

제이다.이러한 학생들을 방치하면 수업 흥미도가 떨어

지면서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이들을 지도하기

한 오 라인 지도는 교수자들의 시간이 부족하다.페

이스북을활용하면여러학습자들과일 일로정보를공

유할수있어서학습자들의학습에많은도움을 수가

있다.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여 일을 게시 에 업로드 한다.

일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해 학습자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과 요한

내용은 교수자가 상단에 게시물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

상단에고정게시된내용이외의것들은올려져있는

들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으며 교수자가 그룹

에서나가도학습자들끼리그룹을통해서정보를공유하

여 과제를 해결하고 학습능력을 올릴 수가 있다.

둘째,메시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수

있고일 일면담을통해학생들과소통할수가있다.학

습자들 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룹에서 메

시지를 통해 교수자에게 송을 한다.교수자는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 간단히 해결방안을

송하여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수가 있다.학습자들

이 늦은 시간에도 메시지를 보내서 토론시간이 있는 월

요일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진행하 다.

셋째,구성원을 통해 학습자들의 기본 인 상황을 알

수가 있다.학습자들의 개인사진을 로필에 장을 하

여 학습자들의 얼굴을 교수자는 익힐 수가 있으며 페이

스북을사용하고있는학습자들이면교우 계와 재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 알 수가 있다.넷

째, 일을 통해 학습자들이 게시한 과제를 교수자는

일을열어서체크를한후댓 을통해실시간으로피드

백을학습자들에게 다.학습자들은실시간으로스마트

폰이나 PC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받아보고 잘못된 부분

을 수정하여 다시 올릴 수가 있다

다섯째,질문하기를 통해서 교수자는 간단한 퀴즈나

설문조사를실시할수가있다.3회의퀴즈를통해학습동

기를 자극시킴과 동시에 학습참여 활동을 높일 수 있었

으며 강의에 한 간평가를 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학습자들의의견을반 한수업을진행하 다.

에서 설명한 페이스북의 그룹을 활용한 방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본연구에서는페이스북그룹만을이용하여학습효과

를 확인하 는데 향후 트 터의 리스트,당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효율 인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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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Grade1 Grade2 Grade3 Grade4

Control

group

6 11 16 7

15% 27.5 % 40% 17.5%

Experimental

group

8 10 12 10

20% 25% 30% 25%

<Table 1> Percentage for each group 

[Fig. 2] Facebook  group utilization methods 

3.2 실험분석 결과

본연구에서교양컴퓨터수업에SNS활용수업이 학

생들의컴퓨터활용능력향상에 향을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기 해 경상북도 D 학교의 교양컴퓨터 수업을

수강하는 두개 반의 학생들 80명으로 구성하 다.본

연구의 상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 었고 각각

40명씩 구성을 하 다.본 연구 상의 구성은 남학생 52

명,여학생28명으로그 1학년이14명으로17.5%,2학

년이21명으로26.25%,3학년이28명으로35%,4학년이

17명으로21.25%로구성되었다.집단별로인원수와비율

은 <Table1>에 나타내었다.

실험이진행되는기간은한학기10주동안진행이되

었다.일주일에두번75분수업으로진행되는수업에첫

주와 두 번째 주에는 교과목 수업과 병행하면서 페이스

북 가입과 페이스북 그룹사용 방법,트 터 리스트 사용

방법,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해 설명

하 다.실험5주째에사 테스트를실시하 고10주째

에 사후 테스트와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 다.사 테스

트와 사후 테스트의 내용은 교과목 련 응용문제를 바

탕으로 진행하 다.연구를 진행하기 에 실시한 사

테스트를 통해서 두 집단의 동질성에 해 검사를 실시

하 다.<Table2>에 나타나듯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은p값이.575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두

집단 간이 동질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Group M SD t p

Controlgroup 9.28 3.343
.134 .575

Experimentalgroup 9.18 3.350

<Table 2> Homogeneity test of each group

본연구에서는페이스북의그룹을활용한학습활동이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

기 해통제집단과실험집단에게실험 과후에테스트

를실시하 다. 응표본t검정을실시하 고<Table3>

에서보듯이통제집단과실험집단모두사후테스트에서

수의 향상이 있었다.

Group Test M SD t p

Control

group

Pretest 9.28 3.343
-5.226 .000

Posttest 14.45 5.296

Experimenta

lgroup

Pretest 9.18 3.350
-11.306 .000

Posttest 17.95 3.587

<Table 3> Pretest and posttest comparison of 

each group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향상된 수 차이의 유의

도를 검증하기 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Table4>에서 보듯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사후

테스트의 유의도 검증 결과 p<.05수 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있다.이것은통제집단의학습방법보다실험집

단의 학습방법이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에 더 효과 임을

보여 다.SNS를사용한수업방식은컴퓨터활용능력향

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oup M SD t p

Controlgroup 14.45 5.296
-3.461 .001

Experimentalgroup 17.95 3.587

<Table 4> Posttest verification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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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문지 검사 결과

실험집단 학습자들 40명에게 SNS활용 효과에 해

알아보기 해마지막수업시간에설문지검사를하 다.

SNS를사용할때의활용매체로는스마트폰이93.5%,개

인휴 용컴퓨터4.3%,데스크탑컴퓨터2.2%로나타났

다.학습자들이 이동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수업을 듣기 에 사용

한SNS종류로 페이스북이69.6%,트 터4.3%,사용하

지않은학습자는26.1%로나타났다.페이스북을사용하

는 학습자들이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업을 듣기

에 SNS를 사용한 이유는 교우 계 유지로 23.9%,취

미생활 19.6%,다양한 정보획득 18.2%,즐거움 15%,학

업향상12.5%,시간벌기6.5%,자료공유4.3%순으로나

타났다.페이스북의 그룹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습자들

이 71.2%,부정 응답을 한 학습자들은 4.4%로 나타났

다.학습자들은 교수자를 직 만나서 질문한 것보다는

SNS를 통한 질문과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는 학습자가

84.8%로 나타났다.학습자들이 교수자와 직 면하면

서질문하는것보다간 으로 면하는것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에 많은 도

움이되었다는학습자들이88.5%로나타났으며계속 으

로 SNS를 사용하겠다는 학습자들이 89.1%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은 SNS를 통한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학습자들이85.7%로 나타난 이다. 한피

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교수자의 피드백뿐

만아니라같은학습자들의피드백이더해져학습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제집단의40명학습자들에게수업 반에 한설문

조사 결과 실험집단보다 강의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피드백이 과제를 제출한 후 며칠 뒤에 학습자

들이 받아볼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가38.5%로나타났으며과제를제출하고난뒤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의 심도가 떨어

진것같다.학습자들이자신이작성한과제에 한교수

자의 피드백이 늦고 학습자 스스로 피드백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통제

집단학습자들 에서는 간에수업을포기한학습자들

이 7.5%로 나타났으며 학습이 매우 부진한 학습자들도

15%로나타났다.15주째에컴퓨터자격증시험을치룬결

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15.8%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을 통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정보공유와 학습자들

간의정보공유가많은도움이된것같다.통제집단학습

자들이가장어려웠던 은과제를작성할때질문할곳

이없어서가장힘이들었고피드백이늦어져자신의답

이 옳은 답인지의 여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다는

이다.

4. 결론 

최근클라우딩서비스와스마트기기들이활용되는새

로운 패러다임에 한 심이 폭발 인 상황을 이루고

있으며 SNS의 교육 활용에 한 연구에 심을 집

하고있다.SNS를선택한이유는SNS가기본 으로참

여자들의 소통에 기반한 로그램이기 때문에 스마트교

육을구 하는좋은방법 하나로인정받고있기때문

이다.스마트폰 이용자의증가와SNS의발달로인해

학의 교육 장도 변화되고 있다.학습자들의 소통하는

방법의변화와학습방법의변화로인해 학에서SNS를

활용하여학습에활용하려는학습자들이많아지고있다.

창의인재양성을 해여러종류의학습경험이요구되는

시 에서 SNS를 활용한 정보공유,토론,정보교환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의 교양컴퓨터 강좌에 SNS를 활

용한스마트교육방법을제안하 다. 학생들의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에 SNS를 활용한 방법을 목한 교육을

개발해 보고 이를 운 하여 SNS를 활용한 학생들의

컴퓨터교육의학습효과를알아보았다.본연구에서는통

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 어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한

결과 통제집단의 학습방법보다 실험집단의 학습방법이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에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즉

SNS를 사용한 수업방식은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습자들의

강의에 한만족도도일반 인방법으로진행한방법보

다SNS를활용한수업방식의 만족도가더욱 높았다.향

후이러한방법으로모든수업을진행하 으면좋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페이스북의그룹을통한실험집단의수업방법의결과

는 첫째, 간에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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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통제집단즉,일반 인방법으로수업을진행하는방

식에서는 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7.5%로 나타났다.둘

째,교수자를직 면하지않고질문을하니궁 한것

들에 한질문을마음 로할수있어서이해도가높았

으며실시간으로진행된질문과피드백으로인해학업성

취도가높았다. 한피드백이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

것과교수자의피드백뿐만아니라같은학습자들의피드

백이 더해져 학습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으로간주된다.실험집단의성 분포도가A,B학

이 부분으로성 이부진한학습자들이많지않았다.

통제집단에서는 매우 부진한 학습자가 15%로 나타났다.

셋째,컴퓨터자격증 시험을 치룬 결과 통제집단보다 실

험집단의학습자들의취득율이15.8%더높게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피드백과 학습자들 간의 정보공유

로 인해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져 자격증 취득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향후 페이스북과 트 터를

활용한수업을교양컴퓨터를수강한 학생들에게실시

를 하여 비교 검토한 후 SNS을 학교육에 교육 으로

활용하는 교육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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