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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소셜미디어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급되었으며, 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습의 관점에서 소셜미디어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집단지성을 발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실시간 소셜미디어와 비실시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

는 양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유형은 크게 ‘학습내용’, ‘학습지원’, ‘형용적 표현’,

‘잡담’으로 나뉘어졌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활용결과는 학습내용, 형용적 표현, 잡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인터뷰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시간 및 소셜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실시간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비실시간 소셜미디어는 숙고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세대에 대응하

는 교육적 지원방안이 제언으로 논의되었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실시간, 비실시간, 내용분석, 의사소통

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 a rapid way, a lot of users get to be familiar with 

social media.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social media for educational use has increased. From the view 

point of learning, social media help learners make communities of practice that can lead to collective 

intelligence. In this study, two different types of social media,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were compared 

in terms of usage patterns in the e-learning settings of college level. Content analysis has figured out four 

factors: learning content, tasks and assignments, emotional communications, and chatting. There found to be a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postings in all of the factors except tasks and assignments. In the qualitative 

interviews, the participants told various usage patterns of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social media. In sum, 

the learners generally preferred synchronous social media. Rather, asynchronous social media were mainly used 

for deep thinking and summarizing. Last,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the 

learners in the digital and social media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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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매체 안에서의 화방법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발 해왔다. 과거에는 우편, 

화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반면, 

에는 인터넷의 발 으로 원거리에서도 상호 화가 가

능한 이메일이나 채  등을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

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가 등장하 다. 매체의 발

 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는 의사소통 방법의 신을 

도모하 다. 최근 스마트폰의 화로 인해  다수의 사

용자들이 손쉽게 소셜미디어에 속하게 됨으로써, 시공

간의 제약없이 양자 는 다자간의 화가 보다 입체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온라인 기반 학습은 교육분야에서도 학습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 매체들이 보유했던 여러 한계 들

을 해소시켜  수 있을 것이라는 기 하에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2,4,16,5]. 특히 소셜미디어는 면 면 

화의 단 의 해소하면서도, 정 인 매체가 아닌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체[3,],[6]로 기 를 받

고 있다. 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돕고, 집단지성의 학

습효과를 이끌어내는 도구  역할을 하며, 비형식  학

습(informal learning)발생을 진시키는 도구로서 평가

되고 있다[8].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학습도구로서의 소셜미디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그 특성  실시간에 가깝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소 시간차를 두며 비실시간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통시  특성에 한 차이를 비교한 연

구는 많지 않다. 학습에서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과 으

로 활용하기 해서는 이 같은 통시성에 기반한 의사소

통의 방법  특징에 한 구체 인 근이 필요하고, 이

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고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구

분되는 상이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나타나는 의사소

통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구조  특징으로 

인한 교수학습방법의 다양성 연구에 함의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하 다. 이에 

기반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생

산된 콘텐츠는 각각 특정한 의사소통 유형 는 양상으

로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연구문제 1번 제)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구

분된 의사소통 유형 는 양상은 실시간과 비실시간 소

셜미디어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와 학습

과학 기술이 속히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매

체들과 더불어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한 교

수·학습 략들이 개발, 용되고 있다[2,4]. 최근 소셜미

디어는 여러 측면에서 최신 학습환경 구 을 지원할 매

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10], 소셜미디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도구로서의 

역할증진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 에 의한 Vygotsky[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습함에 있어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근 발달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라 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유능한 

타자’의 역할을 강조하 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은 사

용자들간 상호작용을 진하는 구조를 통해 학습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내에 존재하는 유능한 타자들의 

참여와 지식 공유, 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폭넓은 

비형식  학습을 달성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공동체는 구성

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시켜주는 사용자 경험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학습의 지원과 진에 매우 유리

하다[10].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 활동으로부터 창출, 

재되는 지식들의 장소로 작용함으로써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을 달성하는 주요한 학습도구로

서 활용된다. 

2.2 소셜미디어와 동시성

2.2.1 실시간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 의사소통이란 구성원들이 동

시다발 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화방식을 의미한

다.

실시간 의사소통에서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긴 한 상

호작용이다. 학습상황에서는 실시간 화를 통해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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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속하여 다수의 참

여와 즉각 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다[9]. 이러한 

즉각  상호작용은 학습자들로 하여  과제에 한 흥미

와 동기가 지속 으로 향상, 유지되는데 기여하므로 

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에 합하다. 

이러닝에서 실시간 화를 통한 학습은 기존 면 면 

학습과 비교되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다. 첫째, 실시간 

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의견 제시의 기회가 균등하다. 

학습자들은 의견이나 을 효과 으로 공유하고, 자유

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하에서 자발 인 수업 참여가 

독려된다[9]. 둘째, 구체 이고 체계 인 력활동을 가

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필요시 화내용 속의 학습정

보를 재열람하여 과제의 체계  설계가 가능하다. 마지

막으로, 피드백과 반추에 효과가 있다. 토론 후 화내용 

반추하여 문제해결과정상의 문제 을 악하고 이를 보

완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실시간 화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들의 만족도 면에서도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13]. 

요약컨 , 이러닝 환경에서의 실시간 화를 통한 학

습은 빠른 화 개의 환경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

습자 간 의사소통을 보다 활발하게 하고, 극 인 아이

디어 공유로 다양한 의견제시를 진하며, 상호작용을 

장려하여 학습활동 제고에 효과가 있다[9].

2.2.2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이러닝 환경에서 비실시간 화를 통한 토론학습의 

기본 원리와 특징은 비실시간 원격학습에 기반한다. 비

실시간 원격학습은 상이한 시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가 이메일, Wiki와 같은 매체를 연결고리 삼아 상호작용

을 도모하고, 교수자로부터 기 제작된 학습컨텐츠에 학

습자가 근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15]. 

온라인상에서의 비실시간 화는 실시간과 유사하게 

상호작용을 진하고 비  사고를 함양시키기는데 기

여한다[11]. 한  비실시간 화에서는 언어 ·비언어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에 정

보에 근할 수 있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습

자들은 비실시간 게시 에서 자신의 생각을 생성, 목

하는데 비교  더 많은 시간 할애로 깊이 있는 학습과 비

 사고를 효과 으로 구축 할 수 있다[19]. 이와 같은 

비실시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은 특히 그 지속성 

측면에서 학습자들로부터 선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하 다 [1]. 

이러닝에서의 비실시간 화를 통한 학습에 한 견

해들을 종합해보면, 게시된 정보에 한 숙고의 시간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실시간 화방법과 차이가 있다. 

한  학습자가 시간을 계획 ,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

게 도와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문제의 검증을 해 서울 소재 K 학의 2014

년 2학기 이러닝 교육공학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참

여하 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는 각각 4인 1

조로 학습활동을 실시하 으며, 실시간  비실시간 소

셜미디어를 학습활동을 한 의사소통 도구로 자유롭게 

활용하 다. 인구통계학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별로는 교육공학과 14명(87.5%), 

융합생명 공과 수학과가 각각 1명(6.25%)이었다.

3.2 수업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도구로 실시간/비실시간 

화가 모두 가능한 N사의 소셜미디어를 채택하 다. 소셜

미디어 내의 하 기능인 채 방을 실시간 화도구로, 

게시 을 비실시간 화도구로 각각 사용하 다. 실시간

/비실시간 각 화도구의 인터페이스는 [Fig. 1]과 같다.

synchronous interface asynchronous interface

[Fig. 1] The interface of the synchronous/ 

        asynchronous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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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 확인을 해 이러닝 과목을 수강

하는 학생들에게 5주 동안 자유주제로 사회조사연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별과제를 출제하 다. 과

제를 한 화는 조별로 개설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루어지게 유도하 고 실시간 비실시간 화방법으로 진

행된 별과제 활동기록을 모두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한 연구도구로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 다. 특히 존하는 내용분

석의 다양한 략  본 연구에서는 주제단  구분으로 

뉘앙스를 악하여 화의 양상을 용이하게 단하는 하

략인 주제별 내용분석 략[7]을 사용하 다. 화를 

분류함에 있어 이모티콘 등을 포함한 한 번의 메시지  

포스 을 최소단 로 규정하고 과제해결 간 이루어진 

체 화의 데이터를 교육공학  내용분석 문가 2인이 

질 자료 분석법[17]를 용하여 각자 범주화하 다. 

한 이를 상호비교, 조정, 변형의 차를 거처 범주를 작성

함으로써 신뢰도 함양을 도모하 다. 이 게 구성된 양

데이터는 spss20 로그램으로 빈도확인을 통해 범주

사이의 계성을 검증하기 한 χ²검정과 두 화방식의 

평균비교를 한 t검정을 실시하 다. 

한편, 양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보완하기 해 

연구참여자들  자원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는 총 6명이 참여하 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 

로토콜(semi-structured interview protocol)을 바탕으

로 1인당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녹음

(recoding)  사(transcription)되어 연구결과로 활용

하 다. 

4. 연구결과

4.1 내용분석 결과

내용분석 결과 실시간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모두 

화의 범주로서 동일한 네 가지 화 양상(유형)이 도출

되었다. 이들은 ‘학습내용’, ‘학습지원’, ‘형용  표 ’, ‘잡

담’으로 정의하 다. ‘학습내용’은 수업과 직 으로 

련된 화내용을 의미한다. ‘학습지원’은 수업과제 는 

수업행정과 련된 것으로서 학습을 돕는 제반 화를 

의미한다. ‘형용  표 ’은 감정 상태를 직  기술하거나 

약어,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여 표 한 것이며, ‘잡담’은 

학습과는  무 한 것으로 단된 내화내용이다. 

4.2 대화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화유형에 따라 체 화빈도를 통한 차이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빈도차를 검증하기 해 χ²검

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의사소통방법(실시간  비실

시간)과 화유형(학습내용, 학습지원, 형용  표 , 잡

담) 요소의 포스  수는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Contents analysis

χ²

(p)Learning 

content

Tasks 

and 

assign

ments

Emotion

al 

commu

nication

Chatting

Frequency 800 277 431 157

180.098

(.000
***)

Method 48.0 16.6 25.9 9.4

Contents 

analysis
78.1 50.9 66.2 95.2

Total 33.6 11.6 18.1 6.6

Frequency 224 267 220 8

Method 31.2 37.1 30.6 1.1

Contents 

analysis
21.9 49.1 33.8 4.8

Total 9.4 11.2 9.2 0.3

Total

Frequency 1024 544 651 165

Method 43.0 22.8 27.3 6.9

Contents 

analysis
100 100 100 100

Total 43.0 22.8 27.3 6.9

***p<.001

<Table 1> χ²results of contents analysis

세부 으로 화유형에 따라 어떤 요소들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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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ethod M SD t p

Learning 

content

synchronous 50 33.38
4.68 .000

***

asynchronous 14 8.85

Tasks and 

assignments

synchronous 17.31 14.70
.191 .851

asynchronous 16.69 7.56

Emotional 

communication

synchronous 26.94 17.14
3.19 .006**

asynchronous 13.75 8.29

Chatting
synchronous 9.81 12.59

3.10 .007
**

asynchronous .50 .82
**p<.01, ***p<.001

<Table 2> T-test results between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interfaces for each element

 

먼  학습내용에 한 화는 실시간 소셜미디어에서 

평균 50번, 비실시간에서 평균 14번 언 되었으며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학습지원

에 한 화는 실시간에서 평균 17.31번, 비실시간에서 

평균 16.69번 이루어졌는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형용  표 은 실시간에서 평균 26.94번, 

비실시간에서 평균 13.75번 이루어졌으며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마지막으로 잡담은 

실시간에서 평균 9.81번, 비실시간에서 평균 0.5번 이루

어졌으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4.3 인터뷰 결과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연구 상자  인터

뷰의사를 표명한 6인에 해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

하 다. 인터뷰 상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3>과 같다.

Index Grade Gender Major

A Senior Male

Educational 

Technology

B Senior Male

C Junior Male

D Junior Male

E Junior Female

F Junior Female

<Table 3> Demographics of the interviewees

4.3.1 대화방법에 대한 의견

인터뷰 결과 반 으로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편리성

에 한 응답이 우세한 편이었다. 우선, 실시간 소셜미디

어의 즉각성에 한 정 인 평가가 있었다. 

“실시간은 서로의 빠른 피드백으로 인해 건설 인 느

낌을 받았어요.” (A)

“실시간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어서 회의에 한 시

간의 낭비가 없었어요.” (B) 

“실시간이 는 더 좋았어요. (그룹활동)할 때 정

해야할 내용을 빨리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E) 

이와 련되고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온라인 

미 임에도 불구하고 면 면의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하 다.

“실시간에서는 빠른 피드백으로 회의라는 생각이 들

어 면 면 회의의 느낌이 났어요.” (B)

“실시간 방식이 조  비실시간보다 면 면 형식에 가

까워서 편리했어요.” (D)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효용성을 강조한 참여자들은 비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단 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우선 즉각성 요구에 한 부족함이다. 

“비실시간은 실시간 소통이 어려우며 반박에 한 즉

각 인 반응이 어려웠어요.” (A)

“비실시간은 완성된 을 올리고 서로가 동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에 한 기다림에 시간낭비가 

있었어요.” (B)

한 비실시간 소셜미디어는 한 기록성 측면에 있

어서 상 으로 휘발 인 실시간 도구에 비해 포스 이 

남아있고 반복열람이 수월하므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실시간에서는 을 한번 게시하면 오래 남아있어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게시가 부담스러웠어요. 형식

인 느낌으로 을 남겼었던 것 같아요. 비실시간 화

에서는 고정 념으로 소통보다는 완성된 을 올려야한

다는 부담감으로...“ (A)

한편, 비실시간 소셜미디어에 한 장 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공식 인 일정, 로세스, 내용의 정의와 약속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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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 안건들을 확정하는 면에 있어는 비실시간회의

를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 (B)

“그룹 내에서의 공지사항에 한 피드백이나 주제선

정에 한 개인 의견을 표출하고 그 의견에 한 회의는 

비실시간이 편했어요.” (C)

“비실시간 회의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숙고를 통한  

핵심 인 을 완성도 있게 올리고 그에 한 회의를 진

행하기에 제되고 시간의 낭비가 없었어요.” (F) 

한 과제의 경우 실시간 소셜미디어의 무임승차 

가능성을 들어 비실시간 도구의 장 이 언 되기도 하 다.

“실시간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

지 않고 조원들에게 무임승차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반

로 비실시간은 게시 에 한 가시성이 높아 참여도가 

비교  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효율 이었어요.” (F)

마지막으로, 실시간과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각각의 특

징을 살려 혼합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기도 하 다. 

“ 인스토 , 의견조합, 방 한 양의 자료를 취합하

는 방법은 실시간에서 진행하고, 실시간에서 진행된 종

합의견을 비실시간에 올린 후 그에 한 세부 인 회의

진행은 (비실시간) 게시 에서 진행하면 두 방법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C)

인터뷰 결과 실시간 소셜미디어에 한 선호가 높은 

편이어서 양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역시 기능상의 특징으로 인

한 선호도가 확인되었다. 한 두 도구를 극 으로 공

통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어, 실시간과 비실시간 소셜미디

어의 각각의 특징이 구분되고 학습자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반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하나의 게시를 최소단 로 구분하여 실시간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문을 내용분석한 결과 각각 ‘학

습내용’, ‘학습지원’, ‘형용  표 ’, 그리고 ‘잡담’으로 분

류하 다. 

둘째, 도출된 4개의 요소들은 실시간 소셜미디어와 비

실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다소 상이한 양상으로 활용된 것

을 발견하 다. 우선, 실시간 화에서는 학습내용에 

한 언 이 가장 많았고. 비실시간 화에서는 학습지원

에 한 언 이 가장 많았다. 요소간 차이 비교결과, 학습

지원에 한 화를 제외한 내용분석의 모든 요소에서 

실시간 화가 더 많이 이용됨을 확인하 다. 인터뷰 결

과에서도 학습자들은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화

를 토론도구로써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실시간 토론의 참여의 조요인으로 피드백 양과 속도의 

감소로 학습자의 토론 참여의욕의 하시킨다는 선행연

구[14]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학습지원면에서는 실시

간 비실시간 화에서 비슷한 게시량을 보 다. 이는 비

실시간 토론에서 학습지원면의 참여가 비율상 더 많았음

을 반증한다.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는 화도구의 기능

 특성상 공식 인 일정, 내용의 정의와 약속 등의 안건

들을 확정하는데 비실시간 화가 더 편리하다고 하 다. 

이는 토론방식의 기능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

었다. 

추가 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에 따르면 

연구 상자는 체로 실시간 소셜미디어 화방식을 빠

른 피드백, 실재감 등의 이유로 선호하 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의 비실시간 화보다 실시간 화를 선호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8]. 이에 반해, 비실시간 소

셜미디어 화는 실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인 화로 래되는 시간낭비 상을 일 수 있어서 

선호된다[1]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기

도 하 다. 한 비실시간 소셜미디어의 기능 인 측면

에서 공식 인 일정, 로세스 등의 수업행정 안건들을 

확인하는 면에 있어 유용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실시간 

화와 비실시간 화간 물리  화양의 차이가 명확했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원 면에서는 그 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특징  부분을 설명해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한 비실시간 화에서는 숙고하고 을 게시하는 경향

이 있기에 질 으로 완성도 높은 화들이 오고갔다는 

인터뷰 내용은 비실시간 화방식에서는 보다 깊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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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있는 인지과정들을 거쳐 공유한다[18]는 기존연

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실시간  비실시

간 소셜미디어 화에서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요소간의 련성이 있는지, 화유형에 따른 요소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수행하 다. 다만, 비

교  소수의 인원이 연구 상인  등을 미루어 연구결

과를 일반화시킴에 있어서 다소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학습자들이 다루는 

상이한 온라인 학습도구들의 특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비

교하 다는 에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기반 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모바일시 를 맞아 연구참여 학습자들은 보다 

빠르고 간결한 참여와 피드백을 요구하 다. 즉, 온라인 

포스  내용이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든 

가벼운 잡담이든 간에 계없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도구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평상

시에 사용하는 실시간 도구에 익숙해 있음을 말하고 있

다. 온라인 기반 학습의 활성화를 해서 활발한 상호작

용을 요구하는데, 상호작용을 제고할 수 있는 도구의 설

계원리로서 실시간 상호작용성에 한 장 을 면 히 

악하고 이러한 방식의 도구를 학습도구로서 선정, 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화방법에 따른 

토론학습의 차이를 규명하기 해 상용화된 화도구를 

활용하 다. 따라서 지속 으로 학습을 주 목 으로 하

는 수업환경에서는 온라인 기반 토론을 효과 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최 화된 교육 용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학습자 분석을 통해 실시간, 비실시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기능과 특성을 악하고 이에 

응하는 소 트웨어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생  그 이하 세 들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하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디지털 원어민세 이다. 우

리나라 교육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피력하고 

상 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여러 문화  배경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학

습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

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수업 설계시 학습자 심의 참

여형 교수학습 략을 기획하고, 이를 구 하는 온라인 

도구를 체계 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제도  

지원을 통해 이를 조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발 과 더불어 고등교육세 들의 온라인 

활용이 일상이 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가능성 

연구가 확 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교수설

계 방법론이 이러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한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시간

과 비실시간의 상이한 특성을 가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활용가능성에 한 환기를 했다는 에서 향후 

이와 련된 연구에 있어 시사 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온

라인상에서 활발한 화를 통해 학습자 심의 학습을 도

모하고, 이를 진하기 한 여러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

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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