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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는 의사소통의 도구 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까지 스며들고 있으며, SNS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
습 모형과 방법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이 학습자의 태도,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을 학습자의 SNS 활용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mart PL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체활용 효능감과 습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태도는 향후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 학습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 수업에서의 SNS의 활용은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나아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 환경에서 SNS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대학 수업, 태도, 지속적 이용의도, 성과
Abstract  SNS has been emerg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tool in college and many studies on various 
teaching model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made in order to utilize SNS i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affecting factors of SNS on learner’s attitude, intention to 
re-use and performance in converging college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on media usage,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based on prior researches.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survey targeting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mart PLS shows that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and enjoy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on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but Self-efficacy on media usage and habit 
are not. Learner's attitude on SNS in college educ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continuous use and performance. This study implicates that using SNS in university class makes learner’s 
attitude positively and finally lead to good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s can provide a guideline of 
effective strategy for SNS uti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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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국내만6세 이

상의인터넷이용자의 65.2%가 최근 1년이내 SNS를이

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주 평균 19.6회(일 평균 약

2.8회) 개인적인 용도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NS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친교 및 교제(84.0%) 뿐

아니라지식및정보공유(41.1%)를 위해서도많이사용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 이러한 SNS를둘러싼인

터넷이용환경의변화는교육분야에도적용이되고있

다. SNS 환경에서다양한교수방법에대한연구들이시

도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러닝

으로확장되어교육의패러다임에변화를가져오고있다

[2]. 실제로 최근 대학에서는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교

수자 간의 관계 형성, 정보공유, 협업, 피드백 등을 위한

도구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3, 4].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단지 같은 구성원들에

게 사회적 인맥을 형성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이

되었는데[5], 현재는 교육적 상황에서 SNS를 활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들이보고되고있다[6]. SNS의 교육적활용에대한기존

연구들에따르면 SNS의특징과기능이급변하는시대에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7]. 즉 SNS는 학생들의 참여

도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SNS는

공공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

정적인 의견도 있으며[8],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SNS의 부정적인 사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SNS의 교

육적활용을위해대학수업에서 SNS 활용에대한학습

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의 교육적 활용  
SNS와 관련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안, 기술,

정체성, 네트워크구조등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최근

들어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있다[9]. SNS를 둘러싼변화의중심은 ‘소통방식의

변화’이다. 대학 교육에서도변하고있는소통방식을반

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4].

SNS는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적 차원의 지식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지식 커뮤니

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학습공간이자 사

용자간의사회적협업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적

도구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10]. SNS의 교육적

활용은전통적교육이론에서도지지받을수있다. 사회

구성주의의중요한한가지원리가 ‘학습은그특성상대

화적(conversational)이다’라는것을감안할때 SNS는교

수와학생, 학생과학생간의대화를촉진할수있다는점

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은

참여적 사회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상황 학습 이론 역시

SNS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해 준다[11]. 수업에 SNS를

활용하는것은 SNS에익숙한젊은이들이참여를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4].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에

는교육적도구로서의 SNS의가능성과인식을확인하는

것에 그쳤으나 점차 다양한 변인들과 교육적 효과의 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12].

정미현, 김영록, 김재현(2014)의 연구에서는 SNS의

교육적활용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을분석하였으며[2],

이시화(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

의필요성과가능성을논하였다[3]. 한동욱과강민채(2014)

의 연구에서는교수자의신뢰를강조하며 SNS의교육적

활용에대한잠재적가능성을논하였다[13]. 한편피수영

(2014)의 연구는컴퓨터교육분야에서도 SNS의 활용이

학업성취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

SNS의 교육적 활용의 효과는 주로 학습자의 태도나

만족도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변인은 크

게 SNS 자체의 속성과 사용자의 속성에서 접근하고 있

는데 많은 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활용하고 있다[4].

Arteage, Cortigo, Javed(2014)의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성 및 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촉진 조건, 공동

체정체성의관점에서대학수업에서의페이스북활용을

분석하였고[9], 정한호(2015)는 대학 수업에서주관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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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즐거움, 습관 등의 사용자 변인이 SNS 활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5]. 박혜

진과유병민(2014)은 대학수업에서의 SNS 활용효과를

학습만족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10]. 최근에는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협력학습에서의 SNS 활용과 그 효과

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전은화(2016)와 주영주(2016)

는 SNS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의 특성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5, 16].

2.2 연구 모형 및 가설
본연구의목적은 [Fig. 1]과 같이 SNS 활용수업에서

의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그리고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TAM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성

과용이성요인에개인및사회적요인인습관과즐거움,

그리고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였다. 테크놀로지는 수용

초기에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습관에따라이용된다[13]. 그리고 SNS는특정

목적이외에즐거움을위해이용되는경우가많으며[14],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15].

Self-efficacy on
media usage

Educational
expectancy

Habit

Social norm

Enjoyment

Attitude

Intention to
re-use

Performance

[Fig. 1] Research Model

TAM에 따르면새로운기술에대해 사용자가인지하

는유용성과용이성이태도에영향을미친다[16]. 용이성

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노력을기울이지않고손쉽게적용하고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동일한맥락으로설명될수있다[17]. 매체활용

효능감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컴퓨터와 같은

매체에적용한개념인데[18], 컴퓨터관련교육에서도이

러한매체활용효능감이높을수록사용자의자신감을높여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이어진다고 나타나고 있다[19].

이러한관점에서 SNS에대한학습자의주관적인자기평

가와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매체활용 효능감은 SNS활용

에대한사용자의태도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고예

측할 수 있다. 한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NS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20]. 정보기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에서 이러

한성과에대한기대가치는사용자태도및행동에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이러한 관

점에서 SNS의 활용이 학습에 유용하고 학습 성과를 신

장시켜줄것이라는기대감은 SNS 활용에대한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매체활용효능감은대학수업에서의 SNS 활용

에대한학습자의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

칠 것이다.

가설 2: 교육적기대가치는대학수업에서의 SNS 활

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은 개인적 신념에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주관적 규범에도 영향을 받는다[22].

주관적 규범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내가 특정 행위

를해야하거나또는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하는것에

대한개인의지각정도를말하는것으로[23], 즉 특정 행

위여부를결정할때특정집단이보이는반응에따라그

행동을 수행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친구들이나동료들의관점에대한개인의주관적인인식

으로일종의사회적영향으로볼 수있다[15]. 즉 자신이

준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 특정 매체를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신

이가지고있는믿음구조에반영하는것이다[2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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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규점은온라인및모바일구매뿐아니라 SNS 이

용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25, 26, 27].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주관적 규범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사용자들은테크놀로지가도입되는수용초

기에는테크놀로지사용을결정하는인지적인과정을거

치게되지만시간이흐르면서테크놀로지에대한반복적

인행동은증가하지만성찰적인인지과정은점차감소하

게 된다[13]. 즉, 사용자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나 학습

으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경향인습관이테크놀로지에대한태도에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상황적 단서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

는 행위를 말하는데[28], 테크놀로지 이용에서의 습관은

이용자의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고있다[29]. 기술 및 서비스이용에대한전통적이론들

은합리적인판단에근거하여사용자들이서비스를사용

한다고가정하지만, 최근연구들에서는서비스의반복적

인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지속 사용을

결정하기보다습관적으로사용하게됨을밝히고있다[30,

31]. 특히 SNS 서비스는하루에도자주접속하는서비스

로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접속하게 된다[32]. 이러한

SNS의특성을고려할때습관과태도간에더욱밀접한

관련성이있다[27]. 이러한논거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습관은 대학수업에서의 SNS 활용에대한학

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SNS와같은새로운테크놀로지의활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험

이 적거나 없는 사용자들보다 SNS 활용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14]. SNS에 대한도구적인

가치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즐거움과 흥미는 사용자의

태도와 실제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즐

거움을 주 제공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뿐 아니라

[33], 이러닝과 SNS를활용한교육서비스에서도즐거움

은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7, 34, 35]. 이에 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5: 즐거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도는 태도

에의해 영향을 받는다[36]. 서비스 이용후 이용자의만

족스러운 태도는 반복 이용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37]. 이러닝 및 SNS를 활용한 교육에서도 학

습자의만족스러운태도는지속적인이용에긍정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34, 38].

가설 6: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행동론에서의 고객을 정보시스템 입장에서 보

면 최종사용자이다. 소비자행동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 최종사용자의 만족스러운 태도는 높은 성과

를 나타내게 된다[39]. 즉, 사용자의 만족과 의사결정의

성과 및 효율성에는 강력한 관계가 존재하며 만족은 개

인의 효과에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것이다[40].

사용자의 태도와 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컴퓨터 교육,

이러닝, SNS 활용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7, 27, 34,

38, 41]. 성과는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좋은 학점을 받은

정도로 측정하였다[42].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측정 도구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성

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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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증적으로검증된항목들로부터선택하여본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

수에대한측정척도는 <Table 1>과같다. 각측정항목

은 “매우그렇지않다”에서 “매우그렇다”에이르는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에 SNS를활용하는수업수강

경험이있는수도권 2개 대학의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

사를실시하였다. 온라인및직접면접을통해설문이회

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

하고 21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13명중남자 49명, 여자 164명으로여학

생의비중이다소많으며, 1학년 21명, 2학년 78명, 3학년

44명, 4학년 70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공별 분포

는 ‘인문사회계열(55%)’, ’공학 및 자연계열(37%), ‘예체

능계열(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된

SNS는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의순으로나타났으며, 그

목적으로는 ‘자료공유(77%), ’정보(공지사항) 공유(76%), ’

조별과제(58%)‘, ’토론(26%)‘, ’재미(0.08%)‘의순으로나

타났다.

3.2 가설 검증 결과
분석을 위해 SmartPLS를 사용하였다. 확인요인분석

Construct Item References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α

Self-efficacy
on media
usage

Searching for class materials using SNS is easy

[16-21]

0.672
0.888 0.729 0.814Information searching for class using SNS is easy 0.929

Using SNS is easy 0.934

Educational
expectancy

Using SNS in class would lead to good performance 0.919
0.945 0.852 0.913Using SNS in class would make class more effective 0.935

Using SNS in class would help my study 0.915

Habit

I use SNS habitually

[13, 27-32]

0.824

0.921 0.745 0.745
I use SNS unconsciously 0.907
I use SNS without being aware 0.897
Using SNS is part of my daily life 0.820

Social norm

My colleague think using SNS is necessary for college life

[22-27]

0.720

0.854 0.596 0.774
My colleague think using SNS is necessary for class 0.861
My colleague recommend that using SNS is helpful for study 0.800
Social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IT would affect on
using SNS in college class

0.695

Enjoyment
I feel pleasure using SNS in class for study

[14, 27,
34-35]

0.939
0.969 0.912 0.951It’s fun to use SNS in class for study 0.975

I enjoyed class using SNS for study 0.951

Attitude
I like class using SNS

[27, 34,
36-38, 41]

0.880
0.930 0.816 0.887Using SNS in class is a good idea 0.917

Using SNS in class is desirable 0.913

Intention to
re-use

I intend to take class which communicate with professor using
SNS in the next semester

[39-40]

0.923

0.947 0.818 0.926I intend to use SNS for study in the next semester 0.869
I intend to take class using SNS in the next semester 0.925
I intend to recommend my colleges to take class using SNS 0.899

<Table 1> Construct of Research Model

1 2 3 4 5 6 7
Self-efficacy on media usage (0.729)
Educational expectancy 0.429 (0.852)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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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상관관계분석을통해측정모형을분석하고 SNS 이용

태도와지속적이용의도및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

들의인과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분석

을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PLS는모형전체의적합성을

측정하기보다는원인-예측분석을할경우나이론개발

의초기단계에서사용하는것이적절하며, 그리고 PLS

는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43]. 본

연구역시대학수업에서의 SNS 이용태도와지속적이

용의도및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효과를분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였다.

<Table 1>에서보는것처럼측정항목들의요인적재

치는 Hair et al.[44]이 제시한 임계치 0.6을 모두 상회하

였고구성개념의복합신뢰도역시 Nunnaly[45]가 제안한

임계치 0.7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분산 추출인

AVE 또한 Fornell and Lacker[46]와 Hair et al.[44]이 제

안하고있는임계치인 0.5를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

서제안하고있는측정모형은적절한수렴타당성이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구성개념의 평균 및 표

준편차 그리고 각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와 AVE는

<Table 2>와 같다. 모든 구성개념의 AVE가 다른 구성

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괄호안의 값)보다 높은 값

을가지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측정

모형은적절한판별타당성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할

수 있다.

H Path Coeff. t Result

H1
Self efficacy on media usage ->
Attitude

0.002 0.028 Reject

H2
Educational expectancy ->
Attitude

0.244 2.319*** Accept

H3 Habit -> Attitude 0.055 0.659 Reject
H4 Social norm -> Attitude 0.211 2.386*** Accept
H5 Enjoyment -> Attitude 0.430 4.076*** Accept
H6 Attitude -> Intention to re-use 0.774 16.803*** Accept
H7 Attitude -> Performance 0.462 5.240*** Accept
*** p<0.001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가설검증은 PL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t값을 구하여 수

행되었다. 가설검증 결과에 따른 각 경로계수와 t값은

<Table 3>에서보는바와같다. 교육적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유의수준 0.001에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매체활용효능감과습관

은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SNS 활용에대한

태도는지속적이용의도와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구성개념에 대한 분산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모형이설명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태도 R2=56%, 지

속적 이용의도 R2=60%, 성적 R2=21%).

4. 결론
4.1 결론 및 시사점
SNS의 확산은 교육 분야에도큰 영향을미치고 있는

데[47], 본 연구에서는 SNS의이용률이높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의 교육적 활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목적은대학수업에서의 SNS 활용에대한학

습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태도가 지

속적 이용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었다. SNS를 활용하는 수업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실시하여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여다음과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용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체활용효능감과

습관은 SNS의 교육적 이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매체와

달리 SNS 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용

의 용이함 정도가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

구의 대상이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이라는 것을 감

안했을 때 습관이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SNS의 이용 정도가 많은 대

학생들에게습관은교육적활용에대한태도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지않은것이다. 습관은 SNS 활용에있어긍

정적인측면보다는오히려중독과같은부정적인효과와

관련이 있다[48]. 따라서 효과적인 SNS 활용을 위해 교

수자는 오히려 습관적인 SNS 사용이 수업 만족도와 성

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인하는 지침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기대가치, 주관적규범, 즐거움은 SNS의 수업

이용에있어서의학습자의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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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SNS가학습에있어유용한수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차

적으로 대학의 수업에서 교수자들이 기존의 LMS 뿐 아

니라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

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SNS는 LMS와 달리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덜 구조화된 비공식

적 채널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으로도 많은 관

심을받고있는것이다. 즉 교수자와학생들이큰거부감

없이 SNS를면대면이외의방법으로상호작용하며수업

목적을 위한 공식적 채널 뿐 아니라 비공식적 채널로도

쉽게 이용하는 것이다. 즐거움 요인이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

침해주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교수자들은 SNS를

LMS의 보완적 방법으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셜 매체

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소개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 뿐 아니라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활용한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에서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

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당국은 수업에서의 SNS 활

용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통해 지속적 이용을 장려할 필

요가 있다.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구에서 수업 활용을

위한다양한소셜매체활용을격려하고이를위한다양

한 특강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NS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융복합의

대학교육환경에서 SNS 활용수업에대한학습자의태

도와지속적이용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들을

잘활용한다면대학수업에서효과적으로 SNS를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다른 과목과 비교한

학점의정도라는구체적인성과변수를추가하여 SNS의

교육적활용을분석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또한본연

구는 전통적인 기술적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은 대

화적이고 참여적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분석

함으로써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확

장하는데 기여하였다.

4.2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

향은다음과같다. 수도권 2개의대학의학생을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하여연구의일반성을확보

할필요가있다. 따라서성별과학년, 그리고전공을모두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업의 유형과

SNS의유형을고려한연구가시행된다면효과적이고구

체적인 SNS의 교육적활용을위한지침을제공할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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