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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은 무선 광대역 사용량에 

있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인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가장 많

음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한국

인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는 연령은 단연 청소

년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6년에 발

표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스마트

폰 사용자 중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생들의 스

마트폰 사용률은 중학생이 90%, 고등학생이 89.5%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약 90%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SNS)나 각종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부산일보, 2016). 스마트폰의 사용은 대

부분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있으

며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

용하는 것과 활용 기능에 주목하고 있고 대부분 스마

트폰의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내보내

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기능 중에서 많은 청

소년들이 이용하는 SNS는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학

습관, 대인관계 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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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와 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떼어

버릴 수 없는 필수 행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많으므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요구는 그들

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

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SNS 이용을 부정적으로

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공부습관,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SNS 이용이 궁극적으

로 학생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

습도구의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소셜미디어의 

한 종류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개인적 혹은 공통적인 정보를 공유하

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SNS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사용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지만,

SNS의 주요 기능인 개인의 생각 표현과 타인과의 

정보 교류는 여전히 SNS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S가 상호소통과 상호작

용이라는 쌍방향 소통방식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

고 SNS를 교육적․학습적 기능과 관련한 학습도구

로써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에 인터넷 속도

가 급속도로 빨라짐에 따라 개인의 의사 표현, 정보 

공유, 그에 따른 상호 피드백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SNS는 실시간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SNS가 학습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 하나에 몰입성이 높거나 

중독수준 까지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

들이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중 SNS는 이용률은 80%

를 넘었다(중앙일보, 2017). 스마트폰의 기술 발전과 

보급률의 상승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는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SNS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과다사용

이나 과다몰입으로 빠져들게 하는 역기능이 존재하

며 그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으로 김소연(2017)

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교우관계는 좋

지 않았으나 SNS 사용시간에 따른 소외감과 교우관

계에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소

외감의 하위요인인 ‘무력감’은 SNS 사용시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원인은 ‘외로움’과 ‘관

계에 대한 욕구’에 있다. 윤소희(2014)는 청소년의 

SNS 사용은 학교생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SNS 이용

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SNS

의 긍정적인 측면은 또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과 놀

이문화에서 공통의 관심사와 흥밋거리를 공유하여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여 주는데 일정 역할을 한다.

반면 SNS의 부정적인 측면은 수업시간에도 무분별

하게 사용하여 학습의 질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과

다사용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시력 저하, SNS 중독

을 야기하며 SNS를 통해서 친구를 따돌리는 경우로

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SNS 이용은 친구들 사이에

서 약속하기, 정보공지, 정보전달, 일상대화를 통한 

스트레스와 친구 간의 우정 쌓기 등의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한 심리적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친구 간의 격려, 응원, 용서와 같은 긍정

적 내용보다 친구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고, 무분

별하고 과다한 SNS의 사용은 사이버 폭력과 SNS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기능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고 하였다.

그러나 김진일(2016)에 따르면 스마트폰 즉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앱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은 학

습자들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등이 용이하여 학

습도구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순기능을 파악하며 그 중에서도 학습과 관

련된 기능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에 SNS가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정미선(2017)은 SNS의 밴드를 이용하여 수업의 

학습 내용에 관한 질문을 올리고 그에 따른 댓글을 

답변으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질문과 답글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하여 학습효과를 보았다.

질문과 답글을 통한 상호작용적 교육 효과와 학습성

과가 상승하여 직업 훈련생들의 능동적 문제 해결력

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제홍과 이은정(2017)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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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정보 교류와 축적으로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SNS의 사용의도와 몰입도는 학습 효능

감과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SNS를 통한 학습 

몰입은 직접적으로 학습만족으로 연결된다고 하였

다. 이준, 구양미, 이윤옥, 김지경과 임진숙(2013)은 

SNS의 두 가지 교육적 활용성을 밝혔는데 이를 교과

교육 활용성과 교과교육 외 활용성으로 나누어 설명

했다. SNS의 교과교육 활용성에는 복습의 기능으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활용했고 예습의 

기능으로는 수업 관련 내용의 사전 조사를 요구하여 

해당 수업 때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여 학습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SNS는 교사가 주도

적으로 이끄는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에 더 

활용도가 높았으며 독서교육을 장려하고 진로 관련 

지도에도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교과교육 외

의 SNS의 활용성에는 현장체험학습, 야외탐구학습,

인성 교육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

고 가장 주요한 소통기능을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사이의 학습적․생활적 

상담과 대화로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습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은 연구자가 인터넷 설문을 만들어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들

은 부산 성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들로 총 100

명에게 SNS를 이용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3.2 연구모형 

현재 고등학교 학생 100명과 같이 SNS 사용현황

을 토의와 논의하여 청소년들이 SNS의 학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학습현장에서의 SNS 학

습 기능을 관찰하고 SNS를 학습도구로 이용하는 모

둠활동을 시행하여 그 활용성을 살펴보고 SNS의 학

습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설문은 부산 성지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에게 

전달되었고 설문 전 각 응답자들에게 설문은 익명으

로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전달했던 총 10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50명이 응답했으며 남녀 성비는 

남학생 34%, 여학생 66%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총 

30문항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현황을 조사하는 설

문 20문항과 SNS의 학습관련 기능을 조사하는 설문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은 각 문항마다 Likert

식 5점 평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SNS 이

용현황을 묻는 설문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응답자

들이 SNS에 대한 몰입도와 사용량이 낮고 SNS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SNS의 학습

도구 활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점수가 낮을수

록 응답자들이 SNS의 학습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고 

SNS가 개인별․그룹별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거나 실제로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차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의 SNS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SNS의 학습 활용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다.

2) 실제 학습현장에서의 SNS 학습 기능을 관찰하

고 SNS를 학습도구로 이용하는 모둠활동을 시행하

여 그 활용성을 관찰한다.

Table 1. Research model

Research stage Research contents and procedure

Phase 1
- The first Survey Distribution and Collection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sing Learning Tools in SNS

Phase 2
- Utilization and observation of learning tool function of SNS in learning field
- Implementation and observation of group activities using SNS as a learning tool

Phase 3
- 2nd survey and interview
- Analysis of Learning Tools Function Results in the Learning Site of SNS

Phase 4 - Proposal of learning tools o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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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SNS 학습 활용 기능을 

분석한다.

4)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학습현

장에서 관찰한 SNS 학습도구로써의 활용 기능을 분

석하여 SNS의 학습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4 연구분석 및 연구결과 

SNS에 대한 응답자의 흥미도와 중독 정도를 알아

보는 설문 문항에서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③

보통이다’에 주로 응답자의 답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곧 응답자들은 SNS에 몰두되어 있거나 중독이

라고 불릴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 

설문항목에서는 그와 다른 응답이 보이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설문 문항 1번 ‘SNS가 없다면 내 일상이 

재미가 없다’, 5번 ‘SNS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

나 우울하다’, 13번 ‘주변인으로부터 SNS를 많이 한

다는 소리를 듣는다’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응답이 많이 보였지만, 2번 ‘SNS 상에

서 일어나는 일이 자주 궁금하다’와 10번 ‘나는 평소

에 SNS에 많이 빠져있다’ 에서는 SNS의 중독성에 

관한 설문으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약 30% 응답자를 제외하면 응답자 스스로 SNS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11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잡으면 SNS부터 이

용한다’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제일 첫 시작을 SNS로 

하고 있다는 응답(약 53%)으로는 잠재적으로 SNS

의 사용이 더 늘어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SNS의 흥미도, 몰입 정도, 중

독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에 서로 상충되는 응답의 

비율이 나타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치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보통이다’의 답변을 준 응답자

들 중에 자신의 SNS 이용과 관련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대체

적으로 SNS를 과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Table 2. SNS Usage Status and Possibility of Learning Utilization Survey

Area Measuring variable

Interest and addiction
Daily fun, curiosity, anxiety and depressi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ound of
using SNS in computer or smart phone, and curiosity about social media reactions

Usage survey
Use more time than plan, try to reduce use time, use SNS when with people, use
SNS at meal, use SNS after adult

a negative effect
Social networking is more interesting than other activities.
Concerns about using SNS from people around you, irregular sleep time, alienation
from others without SNS, and response to comments or comments from others

Net function and
learning function

Have more reverse functions than net functions, only as a communication function
with others Whether it helps to learn school subjects, to do school assignments, to
help with group study, to improve living habits, or to improve relationships

* SNS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과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Responding to respondents' interest in SNS and their addiction

Number Questionnaire
Score

① ② ③ ④ ⑤

1 Without SNS, my daily life is not fun. 13.7 25.5 33.3 19.6 7.8

2 I often wonder what happens on social networking sites. 17.6 15.7 25.5 35.3 5.9

5 If you don't use SNS, you can feel anxious or depressed. 45.1 31.4 15.7 7.8 0

10 I am usually into SNS. 17.6 15.7 35.3 25.5 5.9

11
When one catches a computer or a smartphone, one uses
SNS first.

17.6 11.8 17.6 33.3 19.6

13 I hear people around me do SNS a lot. 39.2 33.3 15.7 11.8 0

17 I wonder how he responds to me on SNS. 23.5 25.5 23.5 23.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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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으나 그 인식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객관

적인 시선에서는 SNS를 많이 혹은 과도하게 사용하

는 응답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SNS 사용량을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도 ‘보

통이다’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그렇다

는 응답이 아주 약간 더 나타나 있다. 3번 ‘SNS를 

시작하면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다’에 ‘조금 그

렇다’가 35.3%, ‘매우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똑같이 

19.6%, ‘조금 그렇지 않다’가 13.7%, ‘전혀 그렇지 않

다’가 11.8%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많은 이용자들

이 SNS를 사용하게 되면 계획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

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용시간을 조절하여 SNS 사

용을 자제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번 ‘나는 성인이 된 후에도 SNS를 이용할 것이

다’에서는 응답자들의 현재의 SNS 사용량과 미래의 

추정되는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4번 ‘SNS 이용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하지만 번번

이 실패한다’,’에 ‘조금 그렇다’가 29.4%로 ‘조금 그렇

지 않다’가 23.5%, ‘보통이다’가 19.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6%, ‘매우 그렇다’가 9.8%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번번히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2%

며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1.1%로 성공의 비

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3번 ‘SNS를 시작

하면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다’에서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수치와 차이가 

있어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15번 ‘사람

과 같이 있을 때에도 SNS를 한다’에서는 ‘전혀 그렇

지 않다’가 39.2%, ‘보통이다’ 25.%, ‘조금 그렇다’가 

17.6% ‘조금 그렇지 않다’가 15.7%, ‘매우 그렇다’가 

2%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사람과 같이 있을때는 

결과적으로 SNS 보다 사람에 더 집중한다고 나타났

다. 그리고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는데 이 역시 ‘보통

이다’의 응답자 중에서는 SNS의 사용량에 대한 주관

적 판단이 개입되어 사용량이 ‘많다’에 포함될 잠재

적 응답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SNS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응답자

들은 SNS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체로 없다고 하였다. SNS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묻는 6번 항목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

다’가 51%, ‘조금 그렇지 않다’가 23.5%, ‘보통이다’가 

17.5%, ‘조금 그렇다’가 7.8%, ‘매우 그렇다’가 0%로 

나타났다. SNS로 인해 대인관계가 나빠졌다는 부정

적인 영향은 크게 없다고 응답을 하였고, SNS가 수

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14번 설문 문항에 따르

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37.3%, ‘조금 그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다’가 똑같이 21.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

다’가 15.7%, ‘매우 그렇다’가 3.9%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 중 50% 이상이 SNS 때문에 수면시간이 불규

칙해지진 않았다고 답했다. 타인과의 소통과 SNS의 

관련성을 묻는 16번 항목에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SNS 사용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응답

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응답자 모두 학생인데 ‘SNS

사용으로 공부에 방해를 받는다’는 7번 설문 문항에

는 ‘조금 그렇다’가 31.4%, ‘보통이다’가 23.5%, ‘조금 

그렇지 않다’가 19.6%, ‘매우 그렇다’가 13.7%,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8%로 나타났다. 방해를 받는다는 

응답이 약 45%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 31%로 

약 14%가 방해를 받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SNS의 사용이 응답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사용 목적과 사용

방식이 단순하고 제한적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SNS

사용시간에 길어짐에 따라 학습시간이나 학습에 대

Table 4. Response to usage survey surveys on SNS

Number Questionnaire
Score

① ② ③ ④ ⑤

3
When you start social networking, you spend more time
than you planned.

11.8 13.7 19.6 35.3 19.6

4 Attempt to reduce SNS usage time, but fail repeatedly. 17.6 23.5 19.6 29.4 9.8

15 I do SNS even when I am with people. 39.1 15.7 25.5 17.6 2

19 I also do SNS while eating. 39.2 23.5 31.4 5.9 0

20 I will use SNS even after I become an adult. 5.9 2 27.5 41.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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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중력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순기능과 학습관련 기능 조사 설문에 대한 

설문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 설문을 통해 설

문 응답자들(청소년들)은 SNS의 기능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번 설문 문항에서는 SNS에는 ‘보통이다’가 51%,

‘그렇지 않다’가 25.5%,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7%,

‘조금 그렇다’가 7.8%, ‘매우 그렇다’는 0%로 드러났

다.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다고 답을 한 비율이 역

기능이 더 많다고 답을 한 비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보통이다’에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답을 했는데 이

는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답변이기보다는 두 가지 방향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기가 다소 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번 ‘SNS는 

의사소통 기능으로만 사용된다’의 응답에서 응답자

들은 ‘조금 그렇지 않다’가 35.5%, ‘보통이다’가 25.5%

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5%로 나타났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7.8%로 드러났다. 이 결과

Table 5. Responding to the negative effects of SNS

Number Questionnaire
Score

① ② ③ ④ ⑤

6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has led to bad
personal relationships.

51 23.5 17.5 7.8 0

7 I am hindered by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11.8 19.6 23.5 31.4 13.7

8 They do SNS to escape from stress. 25.5 25.5 25.5 19.6 3.9

9
SNS is more interesting than other activities (friends
meeting, TV).

4.21 45.1 9.8 3.9 0

12
Social networking is easier and better than direct
communication with people.

39.2 31.4 25.5 3.9 0

13
Telling people that you're doing too much social
networking Hear.

39.2 33.3 15.7 11..8 0

14
Because of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sleep time (either
in the weather or in bed) is irregular.

37.3 21.6 15.7 21.6 3.9

16
Without SNS, there is no connection with others, so I feel
lonely or isolated.

37.3 31.4 21.6 9.8 0

18
I am too excited about other people's comments or
comments on SNS.

54.9 31.4 7.8 3.9 2

Table 6. Response to the Net Function and Learning Related Function Survey of SNS

Number Questionnaire
Score

① ② ③ ④ ⑤

1 SNS has more adverse functions. 15.7 25.5 51 7.8 0

3 SNS is used only as a communication function with others. 24.5 35.5 25.5 7.8 7.8

4 SNS does not help individuals learn their school subjects. 17.6 27.5 33.3 9.8 11.8

5
SNS does not help individuals perform their school
assignments.

29.4 33.3 27.5 3.9 5.9

6 SNS does not help group study. 25.5 33.3 27.5 11.8 2

8 SNS is not used to improve one's lifestyle. 19.6 17.6 49 9.8 3.9

9
SNS is not useful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3.3 47.1 17.6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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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SNS이용은 의사소통기능 말고 다른 기능으

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SNS의 가장 단순한 기능만

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뒤 이어지는 학교과목 학습 기능, 숙제 수행 기능,

그룹 스터디 기능,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기능에 긍

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SNS

가 개별 및 그룹식 학교과제 수행에 활용될 뿐 아니

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반대의 응답에 

비해 더 많이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도

구로써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곧 응답자 대부분은 SNS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능

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SNS의 학습관련 기능조

사 결과는 Fig. 1과 같다 

SNS의 학습도구로써의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분

석한 SNS의 학습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대부

분의 응답자들은 SNS의 사용기능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NS를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SNS에 

대해 학습과 관련하여 순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SNS는 개인의 학

습이나 개인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그룹별 과제나 그

룹과제 수행에도 또한 활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더 많았다. 우선 SNS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도 과제 수행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그룹별 학습이나 과제 수행에는 정보 

전달과 공유기능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학습에 SNS가 잘 활용된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룹별로 다른 현장을 조사한 경우 현장에

서 파악한 자료와 내용을 굳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SNS의 주요 

학습기능이라고 파악되었다. 다음의 SNS의 학습기

능에는 방과 후 수업이나 현장 학습 이외에도 토론 

수업을 준비하는데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론 담당 교사는 토론의 주제를 

먼저 SNS에 업로드하여 토론의 양측에 전달하고 다

시 양측의 토론의 주요 논점과 주장을 서로 업로드하

며 토론을 진행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보여주고 싶은 것들

을 업로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주로 활용되

는 인스타그램을 학습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인스타그

램을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은 학습 결과물의 과시보

다 학습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학습 플랜이나 계획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자신의 학습 플래너가 

기록되는 과정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인스타그램

의 친구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음으로써 최종 학

습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SNS의 이용실태와 SNS의 학

습도구로써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전의 청소

년과 SNS에 관한 신문기사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

분 SNS의 부정적 기능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의 조

Fig. 1. SNS의 학습관련 기능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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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

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SNS가 부정적으

로 사용되는 문제점 제기를 넘어 청소년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SNS 사용을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지어 교육과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활용되는 방

안을 연구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

용이 교육적으로도 가능하며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SNS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지를 파악하였다. 총 50명의 성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은 선행연구 자료와 관련조사 

및 기사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SNS와 관련된 신문 기사와 조사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는 SNS는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

어 학습이나 개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설문에 응해준 설문 

응답자들에 따르면 SNS의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응답도 있었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전

반적 답변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청소년들의 SNS 사

용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비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SNS 사용에 대한 중독 정도는 심각

하지 않았으며, SNS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거의 받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현재 고등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주중 일정과 주말 일정이 

바빠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사용이 용이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부분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스마트폰은 SNS 사용보다 다른 기능인 게임,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설문에서 제시한 SNS의 학습 기능 방안

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활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

그리고 보조 학습도구로써의 SNS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SNS 중 학습 활용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보조 학습도구로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자 

만족도와 다른 교과에 적용 시 학습효과에 대한 기대

치를 분석하고, SNS를 이용한 보조 학습을 통해 

SNS의 활용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교실 내에서의 SNS 활용 방안에 대한 경험과 

조사가 부족하고 실외 학습에 해당되는 현장 학습,

방과 후 수업, 토론 수업, 학부모의 학교환경에 대한 

의견 조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

이다. 하지만 향후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은 더욱 

일상화 될 것이므로 앞서 언급된 방법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학습에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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