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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SNS를 활용한 강의가 교수신뢰 및 학업성취도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학부 내의 학부기초를 수강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분반, 기존의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분반으로 나누어 동일한 강의 내용, 강의 자료, 강의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 신뢰를 친밀도,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 4개의 변인으로 나누고 중간 및 기말 평가 내용을 
학업 성취도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도와 기말평가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강의능력, 교수신뢰, 성취도, SNS, 지도력, 친밀도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to verify the impact of applying SNS to lecture on the professor trust 
and students achieve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wo groups which consist of SNS applied class and the 
group using legacy online class supporting system and the contents, material, activities of class are same. We 
ve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ith the professor trust divided into 4 constructs such as intimacy, 
expertise, teaching ability, leadership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tudents achievement classified into 
midterm and final. The results shows that intimacy and final evalu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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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사

회  계망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를 표 하는 등의 상호 계를 맺으며 다양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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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피드백 활동이 가능한 양방향 커뮤니 이션 환경을 

제공해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1]. 우리에게 알려진 

주요 SNS로는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싸

이월드(Cyworld), 유튜 (Youtube), 구 러스

(Google+) 등이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은 표 인 

SNS로 2012년  세계에 약 8억 6,000만 명이 넘는 사용

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자는 700만 명으로 

20-30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사이버 

계는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심 있는 주제에 

한 정보와 의견을 지속 으로 공유함에 따라 서로에 

해 잘 알게 되고 차 으로는 정서 인 친 감을 느

끼는 계로 발 하기 때문에 면 인 만남처럼 우정과 

정서  애착을 공유하게 된다[3].

미국 학생들을 상으로 페이스 북의 사용에 해 

살펴본 연구에서 보면 학생들은 주로 오래된 친구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하여 페이스 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이스 북을 사회  네트워크를 

한 효과 인 도구로 인식했고, 서로를 더욱 알 수 있게 

도와주며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하 다

[4]. 한 SNS 등을 통한 사회  상호작용은 개인의 자아

정체감 뿐만 아니라 친 감을 형성하는 것에도 향을 

미친다. 인터넷을 통한 자기 개인 인 정보에 한 노출

은 상 방과 친 함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로움

과 우울한 감정을 감소시키고 사회  지지를 받는다는 

지각과 함께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개인의 정서  인

계 발 에 정 인 향을  수도 있다[5]. 이 듯 

SNS는 우리가 실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계를 형

성하듯이 가상공간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사회  계형

성을 해 스스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 말해 SNS는 오 라인상의 사회  계개념을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와 개인의 일상  심사를 공유, 소통시

켜 인맥구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 

북은 기업인이나 유명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SNS에서 상호작용 기능은 통

 수업에서의 순차 , 선형  의사소통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선형성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 이라 볼 수 있다

[6]. SNS의 발달은 커뮤니 이션 기능의 강화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웹 기반 학습에서 제공되

는 유용한 기능들을 향상시켰으며 실질 인 학습기능을 

갖춘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SNS의 교육  활용의 요한 잠재  가능성으로 ‘학

습’이라는 의미의 실질  확장 가능성, 학습공간의 확장 

가능성, 교육의 정의  측면에서의 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집단지성 형성의 구체화 가능성이 있다. 

SNS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과 연계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동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 학습자간 정보 공유  커뮤니 이션을 진할 수 있

고, 학생들의 참여로 활기찬 수업 가능하며, 교수자와 학

습자들 간의 유  계가 강화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 

간의 친 감,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망한다[7].

따라서 SNS가 새로운 교수매체로써 통 인 교육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모하기 한 

SNS의 교육  활용에 하여 많은 연구와 심이 필요

할 때이며 교육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와 련하

여 SNS의 매체  유용성, 학습효과, 교수자와 학습자 측

면에서의 교육  활용의도 등 SNS를 수업에 용하여 

활용한 실증 인 분석이 학교교육 장이나 학수업에

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SNS를 형식  교육에 

용하여 운 되는 사례와 련 변인 간의 계 등 향

력을 검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8]. 이는 재까지는 

SNS를 강의에 활용하는 방법이 필수 인 교육방법이기 

보다 선택 이나 보조 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에서 SNS를 교육 으로 활

용한 강의를 통해 교수매체로써의 SNS가 교수신뢰  

학업성취도 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련 변인 간

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에서 SNS를 교육 으로 활용한 강의

를 통해 교수신뢰  학업성취도 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련 변인 간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른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의 교수신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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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NS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SNS 활용과 교수신뢰

교사와 학생 계처럼 상호 친 성이 바탕이 되는 인

간 계에서는 정서 인 유 감인 친 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신뢰가 요하다. 친 감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  교류와 한 계에 의해 형

성되는 감정으로 교과 학습 행 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활

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심리 인 거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SNS가 가져온 계 맺음의 방법과 폭의 변화

는 정보 자원의 다양화, 정보 달 속도의 가속화, 사회  

지원의 다양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삶의 방식에 

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9]. SNS는 개인이 조언을 얻

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주는 측

면이 있는 동시에 그동안 통 으로 가치 있게 여겨져 

왔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계를 신하기 시작하 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SNS는 실제가 아닌 

가상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친 한 우정

에 한 지속 인 노력 없이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제공

한다[10].

이 듯 SNS 발달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심에는 사람간

의 새로운 소통방식의 변화가 있다. 한 학 교육도 변

하고 있는 소통방식을 반 하지 않고서는 효과 인 학습

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SNS는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간의 력을 진시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

하고 이러한 모든 활동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도 근이 가능하여 수업시간은 물론 강의실 밖에서도 

지속 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학생을 

상으로 교수와의 신뢰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교수의 

사회  지원이 많을수록 교수에 한 신뢰가 높았으며, 

학 블랜디드 러닝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트 터를 사용

하도록 구성하여 제공하 더니 동료들 간의 정서  표  

 유 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8]. 

이숙정과 한정신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신뢰의 요

인으로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 , 믿음, 친 감 등의 6

개의 요인을 제시하 으며[11], 정은이·박용한은 교수신

뢰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교수신뢰의 구성요인을 친

감, 문성, 강의능력, 지도성 등의 4개 요인을 제시하

다[12]. 친 감은 상 방과 정서  연 감과 믿음을 공

유하는 태도  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 방을 돌

주는 태도이며, 문성은 문분야에 한 지식과 기술

을 소유하고 이를 발 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이다. 

강의능력은 강의 비를 철 히 하여 강의에 임하며, 공

정한 성   평가를 하는 능력이다. 지도성은 학생들에

게 비 을 제시하며 학문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

도하는 능력에 한 것이다.

2.2 SNS 활용과 학업성취

페이스북은 개인의 로필을 놀이의 개념으로 확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공유하고 싶은 지

식과 정보 심사를 오  공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정

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한 웹기반 학습

에서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에 최  경험과 주

의집 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다.

소셜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경계의 소멸, 학

습 컨텐츠에 한 자유로운 근과 사용, 참여자 간의 활

발한 상호작용, 공동의 학습요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 참여자의 수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과 

정보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13]. 따라서 

SNS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최 의 도구이며 소셜멘토링

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신속한 상호작용으로 학습자의 실재감을 높여  수 있

다. SNS는 웹기반 학습보다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기

능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수업과 련된 정보들을 실

시간으로 즉시 으로 제공해주고 다양한 콘텐츠를 직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 학습자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나 아이패드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학습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의 향상은 그

들로 하여  지속 으로 학습과정에 노출되게 하는 등 

학습몰입을 높이고 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해 다[14].

이 듯 SNS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능동 인 참여를 

이끌고 학습의 자율성과 동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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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끼리 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 하는 학습 환경의 구축 가능성을 입증하 으며 

SNS를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자가 지각한 유용성 수 과 

자아효능감 수 이 높고  SNS의 태도가 정 일수록 

학습몰입과 학습실재감, 그리고 인지  실재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이 지각하는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은 

유능감과 한 계가 있으며, 학생의 교사와의 계, 

교우 계가 친 할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15].

학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같은 학문  테두리 안에

서 교감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한 발 을 마련하

는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인간 인 신뢰 계의 유지가 필

요한 곳이다. 학에서의 교수신뢰는 교수와 학생간의 

정서  연 감과 믿음으로서 문분야에 한 지식과 기

술, 그리고 개인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 최

선을 다하며, 학생들에게 비 을 제시하고, 학문  리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에 한 믿음이라 할 수 있

다. 정은이와 박용한의 연구에서 보면 학생들이 인지

하는 교수신뢰의 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학생들이 교수에 해서 친 감을 높게 평

가할수록 그들의 반 인 학생활 응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교수자 입장에서도 SNS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학습

자들의 로젝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도움을  수 있다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에 정 인 역할을 할 것이다. SNS가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되어 학습자 간 는 교수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즉시성과 이동성까지 보태진다면 SNS를 활

용한 학습효과는 고무 이라 볼 수 있다[2].

따라서 통 인 수업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학습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참여 비율과는 달리 

SNS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동시에 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동시성과 평등성을 제공해 으로써 학

습의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교수신뢰에 한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여 교수신뢰를 

친 감, 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으로 구성하 다. 강의

에서 SNS의 활용이 학생들의 교수신뢰에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해 두 개의 집단으로 나 어 교수신뢰

의 차이를 검증하고 최종 으로 두 개의 집단이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해서 검증한다.

[Fig. 1] Research framework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상은 학부내의 학부기 를 수강하는 1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 2개의 분반으로 나 어 동

일한 강의 내용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 으며 1반은 

SNS를 활용하지 않고 교내의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

을 활용하여 토론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2반의 경우 SNS(페이스북의 그룹)를 통해 과제  토론 

활동을 수행하 다. 

기존에 형성된 교수자에 한 신뢰도와 학업성취 결

과의 향을 통제하기 해 해당 교수의 강의와 과목을 

처음 듣는 학생으로만 연구를 진행하 으며 재수강으로 

다시 과목을 수강하는 2-4학년 학생의 경우 분석에서 제

외하 다. 특히 연구 상 교과목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해 학기  토론 5회, 과제 5회, 그룹 로젝

트 3회를 실시하 다. 

토론의 경우 온라인 강의지원 시스템에서는 토론 내

용을 올리고 해당 내용에 해서 댓 이나 답 을 달도

록 하 으며 SNS를 활용한 경우에는 댓 에 한 실시

간 확인이 가능하 다. 과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

하는 집단은 게시  형태로 과제를 올리도록 진행하 으

며 교수자는 학생들이 게시한 과제에 해  평가  논의

에 한 댓 을 필수 으로 1회 게시하 으며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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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과제에 해서 질

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한 SNS를 활용한 

집단은 SNS그룹의 게시 에 과제를 올리도록 하 으며 

온라인 시스템 지원 집단과 동일하게 교수자는 해당 과

제에 1회 이상의 평가  논의에 한 댓 을 달았고 학

생들 한 동일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Category Group 1 Group 2

Course Type Basics in the faculty of smart media

Name of 

subject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ystems

Evaluation 

methods

Assignments 5times

Discussion 5times

Group-project 3times

Miid-term exam. 

Final exam.

Supporting 

system

On-line class 

supporting system

(Cybercampus)

Social Network System

(Facebook)

Number of 

students
38 39

Assignments

Upload  to online 

bulletin board

Online discussion and 

Q&A

Upload to online news 

feed 

Discussion and Q&A 

with realtime basis

Peer evaluation with 

“Like” button

Discussion

Reply and comments 

on the assigned 

subject with voluntary 

basis

Real-time notice and 

Peer evaluation of 

suggestion with like rate 

Group 

Project

Upload planning and 

final report to online 

board

Comment and Q&A 

with voluntary basis 

Real-time Q&A and like 

button evaluation

 <Table 1> Research group design

그룹 로젝트의 경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집단의 경우 각 그룹이 수행할 로젝트에 한 기획서 

 최종 결과물을 올리도록 하 으며 이에 한 의견이

나 토론을 교수자는 필수 으로 1회 게시하 으며 학생

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SNS 활용 집

단의 경우도 기획서와 최종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 으

며 좋아요가 높은 순서 로 수를 주도록 하여 학생들

이 일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간고사나 기

말고사의 경우 두 개의 집단에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

으며 토론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하 다. 

교수 신뢰도에 한 설문은 학생들이 제 3자라고 느끼

고 설문을 객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인지

하지 못한 다른 단과 학의 조교가 수행하 으며 비정

기 인 강의 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결과에 해

서 교수자  학습자에게 미치는 향이 없음을 미리 공

지하 다.

3.3 측정도구

교수신뢰 척도에 해서는 정은이와 박용한이 제시한 

교수신뢰 척도를 활용하 다[12]. 교수신뢰 척도는 친

감 8문항, 문성 8문항, 강의능력 5문항, 지도력 6문항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설문

을 수행하 다. 

설문 문항에 한 개념 , 조작  정의 <Table 2>에 

명시하고 있다. 친 감에 한 개념  정의는 상 방의 

정서  연 감과 믿음을 공유하는 태도  심과 이해

를 바탕으로 상 를 돌 주려는 태도이며 조작  정의는 

친구 같은 분이다, 학생들을 걱정하고 신경써 다, 학생

들을 배려해 다 등이다. 

문성에 한 개념  정의는 문 분야에 한 지식

과 기술을 소유하고 이를 발 시키는 능력  스스로 자

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는 태도이다. 

조작  정의는 공분야에서 최고의 문가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신의 일에 한 자부심이 강하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다. 강의 능력에 한 조작

 정의는 강의 비를 철 하게 한다, 강의를 최우선으

로 생각한다, 성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 강의시간을 철

하게 지킨다 이다. 지도력의 개념  정의는 학생들에

게 비 을 제시하며 학문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

도하는 능력이며 조작  정의는 단 을 지 하고 충고를 

해 다, 미래의 비 과 방향을 제시한다, 진로에 한 확

신을 다, 가능성과 안을 제시해 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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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Conceptual Definition
Operational 

Definition

Number 

of items

Intimacy

(INT)

The attitude to share 

emotional solidarity 

and belief of the 

others

The attitude to take 

care of the others 

based on the concern 

and understandings

Being like friends

Caring and 

concerning about 

students

Being considerate 

of students’ 

feeling

8

Expertise

(EXP)

The ability to develop 

knowledge and skill in 

professional field

The attitude to do 

one’s best sincerely on 

their work with 

self-confidence

Best expert in the 

field

Doing one;s best

Having strong 

self-esteem

Having a good 

knowledge

8

Teaching 

Ability

(TA)

The ability to devote 

to teaching, prepare 

class thoroughly and 

grade on fairness 

Thorough 

teaching 

preparation

Priority on class

Grading on 

fairness

Being punctual to 

class 

5

Leadership

(LD)

The ability to direct 

students and present 

vision with 

responsibility as a 

academic leader  

Pointing out 

weakness and 

and advising the 

direction

Presenting future 

vision and 

direction

Giving confidence 

with career path

Suggesting 

possibility and 

alternatives

6

<Table 2> The definition of constructs

3.4 자료분석방법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요인으로 체 문항이 나

어지는지 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한 측

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

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신뢰도를 측정하 다. 

최종 으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 고 변수 계산을 통해  친 도, 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에 한 값을 도출하 다. 각각의  SNS 

활용 여부에 따른 두 개의 집단에 해서  교수 신뢰도에 

해서 평균값이 다른지를 검증하 고 학생의 성취도 측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Item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INT EXP TA LD

Com

mun

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IT3 0.88 - - - 0.84 0.84

0.89

IT8 0.87 - - - 0.82 0.82

IT4 0.81 - - - 0.79 0.85

IT2 0.80 - - - 0.78 0.86

IT5 0.76 - - - 0.74 0.88

IT7 0.75 - - - 0.70 0.81

EXP5 - 0.81 - - 0.79 0.79

0.81

EXP7 - 0.80 - - 0.78 0.77

EXP1 - 0.79 - - 0.78 0.74

EXP3 - 0.77 - - 0.74 0.78

EXP4 - 0.75 - - 0.71 0.82

EXP8 - 0.66 - - 0.62 0.76

TA4 - - 0.87 - 0.85 0.81

0.83
TA5 - - 0.86 - 0.84 0.84

TA3 - - 0.84 - 0.81 0.79

TA1 - - 0.80 - 0.75 0.82

LD4 - - - 0.88 0.82 0.73

0.78
LD2 - - - 0.83 0.81 0.75

LD1 - - - 0.82 0.77 0.76

LD6 - - - 0.79 0.75 0.72

Eigen 

-value
4.12 3.71 3.01 2.86

Variance 

explained
21.36 18.34 16.23 15.21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

인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

출하기 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를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선택기 으로 고유값은 1.0이

상, 요인 재치 0.4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총 27개의 

문항 에서 6개의 문항이 기 에 맞지 않아 제거하고 총 

21개의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다. 

각 변인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a 값이 모

두 사회과학분야의 최소 기 인 0.6이상이어서 요인 분

석에서 도출한 문항을 심으로 문항의 추가 인 제거 

없이 모두 분석에 활용하 다. 모든 변인들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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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XP TA LD MID FINAL

INT 1

EXP 0.03 1

TA 0.16 -0.15 1

LD -0.06 -0.04 -0.14 1

MID 0.19 0.14 -0.08 -0.12 1

FINAL 0.48
**

-0.02 0.04 0.14 0.54
**

1

<Table 4> Correlation matrix(Pearson)

 **p<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

를 활용하 으며 친 도와 기말평가 수, 간평가 

수와 기말평가 수가  p<0.01 수 에서 유의하게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ean S.D. t-value Sig.

INT

Group 1 3.58 0.27

-2.470 0.015*Group 2 3.72 0.24

All 3.65 0.27

EXP

Group 1 3.56 0.21

-1.916 0.059Group 2 3.66 0.27

All 3.61 0.24

TA

Group 1 3.59 0.33

-0.080 0.936Group 2 3.60 0.21

All 3.60 0.28

LD

Group 1 3.65 0.32

-1.697 0.094Group 2 3.76 0.25

All 3.71 0.29

MID

Group 1 68.07 15.78

-0.946 0.345Group 2 71.82 18.74

All 69.97 17.33

FINAL

Group 1 62.75 18.36

-2.535 0.013*Group 2 74.10 20.82

All 68.50 20.34

<Table 5> Two groups differences

 *p<0.05

한 각 변인에 해 집단 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SNS를 활

용하여 강의를 진행한 Group 2의 평균이 교수신뢰도의 

친 도, 문성, 강의능력, 지도력, 간평가, 기말평가에

서  반 으로 Group 1보다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성취도의 경우도 간  기말 평가의 평균 수가 

Group2가 Group1보다 높았다. t 검정 결과 특히 친 도

의 경우 SNS를 활용한 Group 2가 p < 0.05의 확률로 그

지 않은 Group 1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말평

가의 경우도 Group 2가 Group 1이 p < 0.05의 확률로 평

균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에서 SNS를 활용한 강의와 그 지 않

은 강의 간에 교수 신뢰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 다. 교수 신뢰의 친 도, 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을 분석한 결과 특히 두 집단의 교수의 친 도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것은 

SNS를 활용한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  강의 활동

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와의 의사소통  

교수의 개인 네트워크와의 근이 용이하다는 에서 학

생들이 느끼는 교수에 한 친 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한  기존 연구에서 교수에 한 친 감이 

높은 경우 학생의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의 상 계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수의 

친 도와 기말 평가와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이와 박용한의 연구에서도 교수신

뢰와 학생활 응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교수신뢰의 하 요인과 학생활 응  

학애착 요인과 비교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보았

으며, 교수신뢰 요인 에서 친 감이 학생들의 학생

활 응을 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16].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에서 볼 때 기말 평가의 경

우 SNS를 활용한 집단의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분석한 교수신뢰도 측면 

뿐만 아니라 “좋아요” 르기 등을 통해서 학생들 본인

의 학습 활동이 보다 효과 으로 공개된다는 에서 학

생들 간에 경쟁을 유발하 고 이를 통해 좀 더 양질의 학

습 활동을 독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각 학습활동의 

“좋아요” 횟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일부 학생들 간의 

평가 가 직간 으로 평가에 반 되었다는 에서 학생

들의 학습 몰입에 좀 더 도움이 되었다고 단된다. 이러

한 학습 몰입 측면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학습의 진

행에 한 변인으로 SNS의 활용이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교수에 한 학생의 신뢰 정도를 악하는 것은 무엇

보다 학에서의 신뢰 연구에 있어서 요하다 할 수 있

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  계가 성립되기 해서는 교

수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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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acker는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사용은 학습에 한 

동기부여, 자기 주도  학습, 책임감 그리고 업을 통한 

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17].

본 연구는 교수신뢰에 한 차이만을 분석했다는 

에서 그 한계가 있다. SNS를 활용한 강의가 다양한 측면

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향을  수 있으며, 특히 학생

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습지속의향 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SNS를 활용한 교육

에 해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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