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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환경에서의 소셜러닝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소셜러닝의 효과성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6년간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소셜러닝 관련 논문 
63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내용적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소셜러닝 연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연구영역와 연구방법은 활용영역과 조사연구방법이었다. 둘째, 

SNS 활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매체유형과 활용목적으로는 각각 페이스북과 형식적 소셜러닝(FSL)의 빈도가 가장 높
았으며, SNS 활용 집단 크기의 경우 연구마다 목적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
에서 분석된 실험연구들은 소셜러닝이 학습성과·학습과정·학습자특성 변인에 있어 효과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으며, 

조사연구들에서는 독립변인으로는 학습자 특성 관련 변인을, 종속변인으로는 만족도, 성취도, 참여도 변인을 주로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환경에서 소셜러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소셜러닝 수행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소셜러닝(Social Learning), 고등교육, 연구동향, Social Network Service(SNS), 소셜미디어(Social Medi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of soci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d find out educational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social learning. The 63 
articles on social learning were finally analyzed, which were published in KCI journ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respect of research contents, the research area of utilization and the survey method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those studies. Secondly, as to the use of SNS, the analyzed studies were centralized on 
Facebook and Formal Structured Learning. Thirdly, as for the effectiveness of SNS, the experimental studies 
showed that social learning has an effective impact on the learning outcomes, learning processes, and learner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survey studies most frequently set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as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is research 
has a significance in terms of verify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ocial learning, and providing the 
preliminary data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for the effective soc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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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기기의 보 률 증가와 새로운 교수학습환경에 

한 요구의 증 로 최근 소셜러닝(Social learning)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Bandura의 소셜러닝 정의 이

후, 소셜러닝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다

양한 교육  활용으로 최근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소셜

러닝은 방향  특성을 지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으로부

터 학습하는 과정이다[1]. 즉, 소셜러닝은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력  지식 창출을 도

출해내는 학습으로, 기존의 웹 1.0에서의 웹 기반 학습이 

가지는 사회  실재감 부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두되고 있다[2]. 특

히, 학습자 간의 공유와 참여를 높이고 력  지식 창출

을 이끌어내기 한 도구로써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카카오톡(Kakaotalk)과 같은 SNS의 활용이 

증 되고 있다. SNS는 사회 , 감정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의 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진한다는 에서 다른 소셜미디어 도구와는 차별된다[3]. 

SNS 기반 학습은 교수자, 학습자 간의 경계를 소멸하며, 

학습 콘텐츠에 해 자유로운 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의 능동  역할 수행을 진할 수 있다. 한, 

SNS는 모바일 환경과 목되며 실시간성, 즉시성, 이동

성의 추가 인 이 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시공간을 넘어

선 확장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  가치를 

가진다[4].

SNS 환경이 학습자의 사회  상호작용을 진하고 

지속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학환경에서 

소셜러닝에 한 교육  가능성과 잠재력에 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이었던 이러닝 학습방식은 기존의 교수자 심의 수업이 

여 히 사이버 공간에서 재 되고 있다는 문제 을 보여 

왔으며[5],  다른 안  교수-학습방법인 로젝트 학

습은 실제 교육 장에서 낮은 학습성과, 조한 참여율, 

학습자들의 불만족 등의 결과를 보이며[6] 고등교육에서

의 교육  가능성에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NS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학환경에

서 학습자들 간의 긴 한 의사소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진하고, 교수자의 지속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역할 수행을 기 할 수 있다. 

한, SNS를 통한 력 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서 학

생들의 사회  업능력과 창의 인 문제해결능력 역량

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에서의 SNS 교육  활용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 연구들은 

SNS의 교육  활용 가능성과 학습에 한 효과성을 검

증하 으며[7,8], 차 교육 장에서의 실제  활용을 

한 소셜러닝 설계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9,10]. 

이후 소셜러닝 연구들은 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

터 등과 같은 SNS를 특정교과 혹은 수업을 바탕으로 하

는 교육 장에 도입하여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수업에 용해 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11,12]. 최근에

는 소셜러닝에서의 교육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여 

소셜러닝 기반의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13,14]. 즉, 소셜

미디어의 출  이후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격한 변화 속에서 SNS의 교육 장 도입에 있어서의 의

의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해 다양한 에

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환경에서 SNS

의 교육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어

떠한 양상으로 연구되었는지에 한 총체 인 동향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도구로써 SNS는 상 으로 

빠른 변화  속성을 가지며, 매년 학습에 활용되는 양상

이 달라지고 있다. 우매리(2013)의 연구에서는 SNS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한 SNS 서비스를 교육 역에 

용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며, 포 이고 다각  

에서의 SNS의 동향을 다룬 후속 연구를 제언한 바 

있다[15]. 그러나 우매리(2013)의 연구는 특정 연령 의 

분석 기  없이 모든 연구들을 상으로 분석하 으며, 

각 연구에서의 소셜러닝이 가지는 효과성이나 목 과 같

은 동향 분석 기 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교육환경에서

의 소셜러닝의 활용을 총체 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

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을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실제 소셜러닝의 활용  측면과 효과성 측정 항목

을 추가하고자 새롭게 시도하 으며, 실제 교육 역에서

의 연구들을 다각  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한, 교육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셜러닝 연구 동

향에 한 고찰은 사회  상호작용의 에서 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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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재를 이해하고, 교육공학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재까지 규명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소셜러닝의 

교육  의의를 발견하고, 이미 진행된 교육  패러다임

의 변화를 고찰하여 새로운 변화 속에서의 교수-학습  

요구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SNS의 교육  활용과 

련된 연구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 환경

에서의 소셜러닝의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소셜러닝

의 효과성  교육  시사 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셜

러닝 연구동향을 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내용  측면(발행논문 수, 연구 역, 연구방법)

에서 학환경에서의 소셜러닝 국내연구 동향은 어

떠한가?

2. SNS 활용  측면(SNS의 매체유형, 활용목 , 집단

크기)에서 학환경에서의 소셜러닝 국내연구 동향

은 어떠한가?

3.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에서 학환경에서의 소셜

러닝 국내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SNS와 소셜러닝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사고, 경험, , 정보를 

공유하기 한 온라인 도구와 랫폼을 의미하며, 사용

자 간 혹은 사용자와 정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10]. 소셜미디어는 

참여, 개방, 화, 커뮤니티, 연결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가

지며[16], 소셜미디어 도구로는 블로그(Blog), 키(Wiki), 

UCC(User Created Contents), 팟캐스트(Podcasts),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포함된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소셜

미디어의 일부로, 정보공유, 인맥 리, 자기표  등을 통

하여 타인과의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리할 수 있

는 서비스이다[17]. SNS는 사회 , 감정  측면을 고려

한 1인의 미디어  커뮤니티를 심으로 하는 인  네트

워크 형성 서비스라는 에서 키, 블로그 등의 다른 소

셜미디어 도구와 차별된다. SNS는 사용자 간의 사회  

계개념을 형성해주며, 개인의 일상  심사를 공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간의 력  네

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SNS에는 네이버카페, 구

러스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싸이월드, 마이스

페이스 등의 미니홈피  인맥 리 서비스, 카카오톡, 

QQchat, 페이스북 메신 와 같은 인스턴트 메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SNS가 수없

이 등장하고 있으며, 출시된 부분의 SNS들이 페이스

북, 카카오톡 등의 주요 SNS에서 제공하는 기능 혹은 사

용자가 선호하는 기능을 공통 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

용이성과 편의성이 더욱 증 되고 있다.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은 학습자가 사회  맥락에

서 타인의 행동을 찰하고 모방하며 학습한다는 

Bandura(1977)의 사회  인지주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18], 재는 SNS 기반의 참여, 업, 소통의 특성을 공통

으로 규명하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기존 

Bandura의 소셜러닝 개념과 구분하기 하여, Bingham

과 Conner (2010)는 기업들의 생존을 한 략으로 새

롭게 두된 지식 학습 패러다임인 ‘뉴 소셜러닝’을 제안

하 다[1]. 뉴 소셜러닝이란 조직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일련의 

참여  과정으로,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속

한 의사결정을 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외에도, 소셜러닝은 '온라인 

커뮤니티 작업환경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모든 커뮤

니 이션 학습활동[19]', '소셜미디어나 업 툴을 이용

한 집단학습[20]', '기존의 교수자에 의해 사 에 구성되

어 학습자에게 달되는 형식을 벗어나 블로그, SNS 등

을 학습 랫폼으로 활용하여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21]'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러닝을 SNS를 활용하

여 타인과 함께 혹은 타인으로부터 학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소셜러닝은 학습자가 기존의 하향식 학습방식을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나가고, 사회  계를 기

반으로 소통과 력을 통해 학습하도록 돕는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교육의 측면에서, 일방  지식 달

과 물리  공간의 제약과 같은 학의 교수-학습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써 SNS의 교육  활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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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소셜러닝은 학문 탐구에 

있어 학습자의 능동  역할을 강조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  업 능력을 효과 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 수업에서의 

SNS 도입, 활용, 개발, 평가와 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대학에서의 소셜러닝 활용 연구

학에서의 SNS의 교육  활용과 련된 연구는 

SNS의 교육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8,22], 

소셜러닝의 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11,12,23,24], 소

셜러닝 학습 환경을 설계 혹은 개발한 연구[9,10,25,26], 

소셜러닝에서의 변인 간의 계를 조사한 연구 등으로 

나 어볼 수 있다[27,28,29,30].

SNS는 본래 교육  목 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

에, 기 연구들은 학 수업을 해 SNS의 교육  도구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소셜러닝의 효과성을 검증

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학환경에서 SNS의 교육  

활용을 다룬 연구는 주로 페이스북을 학습도구로써 활용

하 다. Ryan, Magro, Sharp(2011)는 학생들의 교육

, 문화  응을 한 도구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가능성을 밝혔고[22], Davies(2012)는 페이스

북의 학생들의 문해능력 향상을 한 교육  도구로써

의 가능성을 규명했다[8]. 

소셜러닝은 성찰활동, 토론학습활동, 력학습활동, 

언어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도 효과성을 보 다. 

김은 , 김정 , 최 솔(2011)의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이 학업몰입,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킨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고[23], 장은정과 장혜정

(2013)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토론학습의 학습만족도에 한 효과성을 밝혔다[12]. 

언어수업을 다룬 박혜정과 김지 (2011)의 연구는 어 

작문 능력에 한 트 터 기반 어작문수업의 효과성을

[11], 권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작문 능력에 

한 페이스북 기반 한국어교육의 효과성을 규명했다[24].

학 수업에서 소셜러닝 학습 환경을 설계  개발한 

연구들은 주로 소셜러닝의 설계 원리를 탐색하거나, 특

정 목 을 가지는 교육 로그램들을 개발하 다. 임걸

(2011)은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소셜미디어 활용학습 

진을 한 방안으로 학습자 분석의 요성, 교수자 역할

의 증 , 그리고 수업모형의 설계 원리와 련된 내용을 

제안하 으며[9], 최재화(2013)의 연구는 교수자들이 수

업 목 에 맞게 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기반 교육 

임워크를 개발하고, 소셜러닝을 한 설계 원리를 규명

하 다[25]. 한, 이정아 외(2012)의 연구는 시공간  제

약을 해소하고 튜터들 간의 력  계 형성, 정보 공유, 

력 기회를 제공하는 SNS 기반 학 튜터링 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 다[26]. 이 밖에도 김

효숙(2012)은 Jenkins의 참여  문화 이해를 토 로 페이

스북 그룹 기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를 개발하

고, 가능성을 탐색하 다[10].

최근에는 다양한 SNS 기반 학습 속에서의 교육  변

인 간의 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

디어가 가지는 참여, 공유, 개방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 특

성  변인들, 력  변인들, 그리고 실재감 변인들이 주

로 연구되어 왔다. 학습자 특성 측면에서, 김소 (2012)

은 성과 측요인으로 학업 효능감, 사회실재감을 규명

하 으며[27], 박혜진과 유병민(2014)의 연구는 SNS 활

용 학수업에서 학습지속의향의 측변인으로 학습실

재감과 학습몰입을, 학습만족도 측 변인으로 학습실재

감을 규명하 다[28]. 한, SNS 환경에서는 주로 형식 

학습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몇몇 연

구들이 SNS 환경이 무형식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해 

탐색하고 있다. 차승 , 박성열, 구병두(2014)의 연구는 

사회  수용, SNS 참여, 지각된 SNS 태도, 주  지식

과 같은 변인들이 무형식학습의 학습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29], Ebner et al.(2010)

의 연구에서는 트 터를 학습에 용한 무형식 학습에서

의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 다[30].

학 환경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셜러닝은 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을 진하며, 자율  학습을 통해 력

 지식 창출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선

행 연구를 통해서, 학 환경에서 소셜러닝의 효과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페이스북, 트 터, 카카오톡 등 SNS

의 도구  측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효과  

측면에 있어 학습자 특성, 력  특성과 같은 다양한 독

립변인들이 학업성취도나 만족도, 참여도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소셜러닝과 련된 연구들의 연구 역, 연구방법 등

의 연구 내용  측면과 SNS 매체 유형, 활용 목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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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S의 활용  측면, 그리고 소셜러닝의 효과성에서

의 학 소셜러닝 연구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국내 소셜러닝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하여, 2007년

부터 2015년까지 발행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분석 상으

로 선정하 다. 본 연구는 애  사의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이후부터의 SNS의 교육  활용에 한 연구동향

을 살펴보고자 하 으나, 스마트폰 도입 기에는 SNS

의 교육  활용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에

서 소셜러닝 연구가 시작된 2010년 이후의 연구를 최종 

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자료를 수집하기 해 RISS

를 통해 논문을 추출하 으며, 교육공학 공의 석사과

정 2인이 총 3차에 걸쳐 논문 목록 추출  코딩과정을 

거쳤다. 논문 목록 추출 시 사용된 검색키워드는 ‘소셜러

닝(Social Learning)’,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

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인스턴트메시징

(Instant Messaging)’, ‘인스타그램(Instagram)’, ‘싸이월

드(Cyworld)’, ‘마이스페이스(Myspace)’ 다. 본 연구에

서는 방향 인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SNS 

도구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의 키워드를 선정하

게 되었다. 의 과정을 거쳐 검색된 논문 에서 학

(원)생을 상으로 한 소셜러닝 논문을 최종 분석 상으

로 선정하 으며, 총 63편이다.

3.2 자료 분석

최종 연구 상 논문은 <Table 1>의 분석틀을 바탕으

로 분류하 다. 먼 , 연구 내용  측면에서는 발행논문 

수와 연구 역, 연구방법을 분류하 다. 연구 역과 연구

방법은 정 미, 양용칠(2005), 임 진, 유 솜, 정재삼

(2014)이 교육공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분석 임을 참

고하 다[31,32]. 구체 으로, 연구 역은 설계 역과 개

발 역, 평가 역, 활용 역, 리 역으로 나 었다. 설

계 역은 교수체제설계, 메시지디자인, 교수방법, 상특

성 등 교수설계와 련된 역이며, 개발 역은 시청각

매체 개발, 컴퓨터기 매체 개발, 멀티미디어 개발, 컴퓨

터기반 통합 매체 개발, 모바일기반 통합 매체 개발, 교육

활용 도구 개발로 분류된다. 평가 역은 교육 상황에 

한 문제분석, 거지향측정, 형성평가, 총 평가로 이루

어지며, 활용 역은 매체의 활용, 신과 매체 보 , 실

행과 제도화, 정책과 규제로 나뉜다. 리 역은 로젝

트 리, 자원 리, 달체제 리, 그리고 정보 리

역을 포함한다.

연구방법은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개발연구1

형, 개발연구2형, 비용 효과  분석 연구, 문헌연구, 기타

로 분류하 다. 사회과학분야, 특히 교육환경에서 외재변

수를 완벽히 통제하는 진실험 연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

으로 단되어 실험연구는 실험연구를 상으로 하

다. 조사연구는 조사나 면담을 통해 연구 상에 한 실

태  상, 변인들 간 계 규명을 기술한 연구를 포함

하 으며, 사례연구는 어떤 상에 한 발생 이유나 과

정을 설명한 질  연구를 포함하 다. 개발연구는 개발

연구1형과 2형으로 나 었는데, 개발연구1형은 맥락 의

존 이며 특정 환경  과목에 련된 교수 산출물, 로

그램의 설계  개발에 을 둔 연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개발연구2형은 일반화된 상황을 바탕으로 설계  

개발된 로그램이나 모형에 을 둔 연구로, 본 연구

에서는 개발연구의 상황에 따라 이를 구분하 다. 비용 

효과  분석 연구는 특정한 교수 로그램의 비용 비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 으며, 문헌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개인  견해에 련된 연구나 

에 연구방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연구를 기타에 포함

하 다. 

둘째, SNS 활용  측면에서는 매체유형과 활용 목 , 

집단크기로 구분하여 분류하 다. 매체유형은 <Table 

1>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활용목 은 Hart(2011)가 제시

한 소셜러닝의 5가지 카테고리를 참고하 다[33]. Hart(2011)

에 따르면 소셜러닝은 형식 으로 구조화된 학습(Formal 

Structured Learning; FSL), 개인 주도  학습(Personal 

Directed  Learning; PDL), 그룹 주도  학습(Group Directed 

Learning; GDL), 조직 내 학습(Intra-Organizational Learning; 

IOL), 우연  학습(Accidental & Serendipitous Learning; 

ASL)으로 분류할 수 있다[33]. Hart(2011)는  5가지 카

테고리를 ‘일터’에서의 소셜러닝 카테고리로 제시하 지

만, 학습과 련하여 보다 폭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단되어 본 분류법을 선정하 다. 구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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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egory for analysis Sub-category

Research 

Contents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Chronological categorization

Research 

domains

Design, Development, Evaluation, 

Utilization, Management 

Research 

methods

Experiment, Survey method, Case 

study, Development research type 

1, Development research type 2, 

Cost effectiveness study, literature 

studies, etc.  

<Table 1> The Coding Category for Analyzing 
Research Subjects

The 

utilization of 

SNS

The type of 

media

Facebook, Twitter, Instant messaging, 

Instagram, Cyworld, Myspace, 

Mixed, Undivided SNS, etc.

The purpose of 

utilization
FSL, PDL, GDL, IOL, ASL

Group size Categorization by group siz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learning

Experimen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The effect size by 

dependent variables  

Survey method

Independent variables, Mediation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etc. 

로, 형식 으로 구조화된 학습(FSL)은 형식 인 수업이

나 온라인 코스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해 

SNS를 활용하는 학습을 의미하며, 개인 주도  학습

(PDL)은 학습자가 개인  목 을 달성하기 해 자기 주

도 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직  페이스북

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룹 주도  학습(GDP)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

기 해 SNS 도구를 활용하여 이나 다른 그룹과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자의 으로 생성된 그룹 내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조직 내 학습(IOL)은 조직 내에

서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의 인트라나 SNS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며, 우연  

학습(ASL)은 학습자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SNS를 통

해 우연 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art(2011)의 소셜러닝 카테고리를 참고하여 학습자가 

어떠한 목 으로 SNS를 교육 으로 활용하 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에서 실험연구는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정리하 으며, 실험연구

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메타분

석은 Cohen(1988) d 효과크기 계산법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를 표 편차로 나  값으로 체 효

과 크기를 계산하 으며[3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불

명확하거나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메

타분석에서 제외하 다. 조사연구는 연구에 활용된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정리, 종속변인에 한 측

변인, SNS의 교육  가치에 한 사용자들의 인식  태

도를 살펴보았다. 완성된 데이터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1년 단 로 경향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내용적 측면의 소셜러닝 연구동향 

4.1.1  발행논문 수

학환경에서 이루어진 소셜러닝 연구의 연도별 발행

논문 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2건, 2011년에는 4건, 

2012년에는 14건, 2013년에는 13건, 2014년에는 24건, 

2015년에는 6건으로 나타났다. [Fig. 1]을 보면, 2010년에

는 2건이었던 논문 수가 차 증가하여 2014년에 24건으

로 폭 상승하 다. 이는 SNS 이용률이 차 높아지면

서, SNS를 교육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학환경에

서의 소셜러닝을 연구한 논문은 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는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가 2015년 12월이라는 을 미

루어보아, 아직 온라인상에 업로드 되지 않은 논문이나 

투고  게재를 비하는 논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4.1.2 연구영역

학교육의 소셜러닝 련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연구 역은 활용 역으로, 약 54%를 차

지하 다. 그 에서도 특히, 교육  시도  특정 교수 

상황 등에 한 수용자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 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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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Design 1 2 5 8 8 4 28

Instructional 

system design
- - - - - - 0

Message design - - - - - - 0

Instructional 

method
1 2 3 5 - - 11

Learners/ 

Instructors
- - 2 3 8 4 17

Develop 0 0 1 0 0 0 1

Audiovisual media - - - - - - 0

Computer-based 

media
- - - - - - 0

Multimedia - - - - - - 0

Computer-based 

integration media
- - - - - - 0

Mobile-based 

media
0 0 1 0 0 0 1

<Table 2> The Categorization by Research Domains

tool for utilization 

in education
- - - - - - 0

Evaluation 0 0 0 0 0 0 0

Problem analysis - - - - - - 0

Criterion-Reference

d evaluation
- - - - - - 0

Formative 

assessment
- - - - - - 0

Summative 

evaluation
- - - - - - 0

Utilization 1 2 8 5 16 2 34

Media utilization - - 2 - 2 - 4

Innovation and 

dissemination
1 2 6 5 14 2 30

Implementation and 

system
- - - - - - 0

Policy and 

regulation
- - - - - - 0

Management 0 0 0 0 0 0 0

Project 

management
- - - - - - 0

Resource 

management
- - - - - - 0

Delivery system 

management
- - - - - - 0

Information 

management
- - - - - - 0

Total 2 4 14 13 24 6 63

련된 연구가 총 30편으로 47.6%를 이루었다. 이는 소

셜러닝 학습 환경 설계 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태

도를 탐색하여 이를 학습에 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

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연구된 역은 설계 역으로 교

수 략  방법에 한 연구가 11건, 연구 상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17건이었다. 이는 효과 인 소셜러닝을 

해 SNS 교수 략 수립이나 교육 효과성을 한 변인

간의 계를 규명하고, 교수설계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의 특성 변인을 확인하거나 향력을 규명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활용 역뿐만 아니라 설계 역에서도 연구가 증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활용 역과 설계 역 외에는 다른 역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에 모바일 기반 통

합매체를 개발한 연구 1건을 제외하고는 평가, 리, 그 

외의 역은 한 건의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소셜러닝 련 연구에서는 소셜러닝 교

수설계  략, 변인간의 계 규명, 상자의 특성  

인식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소셜러닝 시스

템 자체를 개발하거나 평가  리를 하는 역의 연구

는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셜러닝 자체에 

한 평가나 개발 역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역에 해당

하는 연구의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내면 <Table 2>과 같다.

4.1.3 연구방법

학교육의 소셜러닝 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 체 분석 논문의 약 48%를 

차지하 다. 이는 소셜러닝과 련된 연구에서 변인간의 

계를 규명하거나 연구 상자에 한 자료를 조사하여 

상을 기술하는 연구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 이러

한 결과는 <Table 3>에서 활용 역의 신과 보 , 설계

역의 연구 상 특성과 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는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연구방법은 실험연구로, 총 18

편이었다. 부분의 실험연구는 SNS를 활용한 소셜러닝 

학습 환경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 으며, 다양한 종속변

인을 활용하 다. 이와 련된 내용은 ‘3. 소셜러닝의 효

과성 측면의 소셜러닝 연구동향’에 제시하 다. 이외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가 4건, 혼합연구가 5건, 

개발연구1이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합연구의 경우에

는 개발연구1과 실험연구를 혼합한 연구가 2건, 실험연

구와 사례연구를 혼합한 연구가 2건, 조사연구와 사례연

구를 혼합한 연구가 1건이었다. 개발연구1과 실험연구를 

혼합한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맥락 의존 인 특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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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혹은 로그램을 설계  개발한 후 직  실험을 

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다. 한 실험연구와 사

례연구를 혼합한 연구의 경우는 실험 후에 찰이나 면

담, 내용분석 등을 통해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일어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 다. 유일하게 기타연

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건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의 개

인  의견개진을 한 연구 다. 

그러나 개발연구 2와 비용 효과  분석연구, 문헌연

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개발연구는 소셜러닝이라는 학습 환경에서 교

수 산출물 혹은 로그램을 설계  개발하 기 때문에, 

상 으로 일반화되거나 새로운 설계, 개발, 평가  모

형 개발에 을 둔 연구가 었을 것이라 상할 수 있

다. 한 교육 분야의 연구는 비용 비 효과성에 을 

두기보다 학습의 효과성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을 두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상한다. 한, 아직까지 부분의 연구

가 SNS의 교육  도입과 활용방안 자체에 더 을 두

고 있기 때문에 문헌연구가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Typ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Experiment - 2 4 6 6 - 18

Survey method - - 6 4 14 6 30

Case study 1 - - - 3 - 4

Mixed research - 1 1 2 1 - 5

Development 

research type 1
1 1 2 1 - - 5

Development 

research type 2
- - - - - - 0

Cost effectiveness 

study
- - - - - - 0

literature studies - - - - - - 0

etc. - - 1 - - - 1

Total 2 4 14 13 24 6 63

<Table 3> The Categorization by Research Methods

4.2 SNS 활용적 측면의 소셜러닝 연구동향

4.2.1 SNS 매체유형

학교육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SNS 매체는 페

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을 활용한 소셜러닝 

련 연구는 총 35건으로 체 분석 논문의 약 55%를 차

지하 다. 이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룹페이지 개설, 

알림 기능, 좋아요/댓 달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교육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

한다. 두 번째는 SNS 체를 측정한 연구로, 총 11건이

었다. 사용자들의 SNS 활용실태를 악하거나, 소셜러

닝 수업에서 특정 SNS를 지정하지 않고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 다. 세 번째로 가장 많

이 사용된 매체는 2가지 이상의 소셜미디어들을 활용한 

연구로, 총 9건이었다. 특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활용

한 연구가 3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구 닥스를 활용한 

연구 1건, 페이스북과 트 터를 활용한 연구 1건, 트 터

와 키, 웹블로그를 활용한 연구 1건, 페이스북과 트

터, 미투데이, 블로그를 활용한 연구 1건, 카카오톡, 네이

버밴드를 활용한 연구가 1건, 카카오톡과 구 러스 행

아웃을 활용한 연구가 1건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혼합

연구에서는 과제의 종류에 따라 SNS를 활용하거나 각각

의 SNS 도구의 단 을 보완해주기 해 여러 매체를 활

용하 다. 한 이를 통해 혼합된 매체를 사용한 연구 

에서도 페이스북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

다.

Typ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Facebook - 1 9 9 15 1 35

Twitter - 2 2 - - - 4

Instant 

messaging
1 - - 1 1 - 3

Instagram - - - - - - 0

Cyworld, 

Myspace
- - - - - - 0

Mixed 1 1 - 3 4 - 9

Und i v i de d 

SNS
- - 2 - 4 5 11

etc - - 1 - - - 1

Total 2 4 14 13 24 6 63

<Table 4> The Categorization by the Utilized 
Type of Media

4.2.2 SNS 활용목적

SNS 활용 목 은 연구방법에서 언 한 것과 같이 

Hart(2011)의 소셜러닝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선정된 논문들의 SNS 활용 목 을 구분하 다[33].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SNS 활용실태를 악하기 한 

논문은 제외되어 총 54건의 논문을 분석하 다.  

논문 분석 결과, 총 51건의 연구에서 형식 으로 구조

화된 학습(FSL)을 해 SNS를 활용하 으며 이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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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약 81%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논문들이 학환경 내에서 실시된 연구들이었기

에, 구조화된 커리큘럼에 SNS 도구를 사용하는 형식

으로 구조화된 학습(FSL)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

다. 이 외에도 2가지의 활용목 을 지닌 연구가 총 3건으

로, 체 논문의 약 4.8%를 차지하 다. 구체 으로 그룹 

주도  학습(GDL)과 개인 주도  학습(PDL)을 함께 활

용한 연구가 1건, 형식 으로 구조화된 학습(FSL)과 우

연  학습(ASL)을 해 SNS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1건, 

우연  학습(ASL)과 개인 주도  학습(PDL)을 활용한 

연구가 1건으로 나타났다. 

4.2.3 SNS 활용 집단크기

학교육의 소셜러닝 연구에서 SNS를 활용한 집단의 

크기를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NS 활용 집단크기 분석 시, SNS 활용 실태 연구와 같

이 집단크기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 다. 첫째, 

개인별로 SNS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총 41건으로 나타

났다. 연구 상자는 20명 이하가 7건, 21명～40명은 3건, 

41명～60명은 13건, 61명～80명은 6건, 81명～100명이 1

건, 마지막으로 100명 이상이 11건이었다. 그 에서도, 

41명～60명을 상으로 한 연구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이 20～30명으로 구성된 연구들이었다. 한 100명 이상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최 치 101명부터 최고치 

285명까지 나타나 연구 상의 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상자들을 그룹으로 나 어 그룹별로 SNS

를 활용한 연구는 총 11건이었다. 그  연구 상자들을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나  연구가 9건, 소그룹과 그

룹을 혼합한 연구가 1건, 20명 이상의 그룹으로 나  연

구가 1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나  연

구에서는 6명 이하로 그룹을 구성한 경우가 7건, 7명 이

상으로 그룹을 구성한 경우가 2건이었다. 소그룹과 그

룹을 혼합한 연구는 연구목 에 따라 2가지 유형의 그룹

을 혼합한 경우 으며, 20명 이상의 그룹으로 나  연구

는 통제집단을 두 그룹, 실험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  경

우 다. 이를 통해 소셜러닝 환경에서 집단을 구성할 때

에는 소그룹으로 나 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구성원을 6

명 이하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3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의 소셜러닝 연구

    동향

4.3.1 실험연구

소셜러닝의 효과성을 검증한 22개의 실험연구들을 분

석한 결과, 이를 하여 다양한 종속변인이 활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Table 5> 참고). 먼 , 학습성과 변인으

로는 주로 만족도, 성취도, 참여도가 연구되었으며, 많은 

연구에서 소셜러닝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구체

으로, 만족도의 향상을 보인 연구가 7건이었으며, 성취도

의 향상을 확인한 연구는 5건, 참여도가 향상된 연구 결

과를 보인 연구는 5건이었다. 만족도의 향상을 검증한 7

개의 연구는 카카오톡 혹은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를 기반

으로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진행했다는 공통 을 가진다. 

장은정과 장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

북을 기반으로 한 토론학습이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으며[12], 서주연과 이정민(2014)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 수행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이 수업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을 

규명하 다[35]. 은화(2013)는 카카오톡 기반 력학습

을 수행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력만족도에 있어 차

이를 보인다는 을 규명하 다[36]. 

성취도의 향상을 보인 5개의 연구  4개의 연구는 모

두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소셜러닝의 효과성을 입증하

다. 김은 , 김정 , 최 솔(2011)의 연구에서는 페이스

북 기반 성찰활동을 수행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

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을 밝 내었다[23]. 한, 한동욱

과 강민채(2014, 2014), 구양미와 서정희(2014)의 연구에

서는 모두 페이스북 기반 력학습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학업성취도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14,37,38]. 그 

외 김희진과 허 (2013)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과 구

러스 행아웃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어회화를 실시

한 결과, 학습자들의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39].  

참여도의 향상을 규명한 연구들도 페이스북을 기반으

로 한 소셜러닝에 을 두었으며, 게시물 수,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참여도를 평가하 다. 

구양미와 서정희(2014)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이 게시물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 고[38], 

권정아(2012)의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기반 한국어학습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진한다는 을 밝혔다[24].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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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섭(2014)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를 활용

한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진시킨다는 

을 확인했다[3]. 

이와 반 로, 참여도에 한 효과성 감소를 보인 연구

결과도 있었다. 강숙희(2012)는 페이스북 기반 비실시간 

온라인 토론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지

 차원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온라인 게시  집단이 페

이스북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산출한 것을 확인하

다[40]. 이러한 결과에 해 해당 연구에서는 토론 주

제에 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기 해서는 토

론에 집 할 수 있는 장소와 충분한 사고 시간이 요구되

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 에 비해 비교  다양한 장소에

서 짧은 시간에 속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토

론에 참여 시 상 으로 인지  메시지가 덜 산출될 것

으로 해석하 다. 한, 페이스북에 비해 온라인 게시

에서 하게 긴 들이 많았던 을 지 하며, 토론의 

주제나 성격에 맞게 매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

하 다.

학습 과정 측면에서는 몰입을 향상시킨 연구결과가 2

건, 사회  실재감을 진시킨 연구결과가 2건으로 확인

되었다. 몰입 향상의 연구결과를 나타낸 두 연구는 모두 

페이스북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김은 , 김정 , 최

솔(2011)의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을[23], 장은

정과 장혜정(2013)의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토론학습의 

몰입 효과성을 밝 내었다[41]. 

학습자 특성 측면에서는 3개의 연구가 자기효능감 향

상을 밝혔으며, 2개의 연구가 력능력 향상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 향상을 규명한 3개의 연구는 모두 

페이스북 기반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 다. 권명순, 간진

숙, 김진환(2014)의 연구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자기

심  활동과 사회  상호작용을 병행한 수업을[42], 김

효숙(2013)의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미디어교육을[43], 

그리고 김은 , 김정 , 최 솔(2011)의 연구는 페이스북 

기반 성찰활동이 각각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것을 확인하 다[23]. 력능력과 련하여 신진과 

은화(2013)의 연구는 카카오톡 기반 력학습과 페이스

북 기반 력학습, 그리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병행

한 력학습이 모두 력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제시하

으며[44], 은화(2013)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기반 

력학습을 수행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 냈다[36]. 이 밖에도 다음의 종속변인

들에 있어 소셜러닝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문제해결능

력, 미디어리터러시, 어 쓰기 능력, 인터넷 윤리의식, 

정보기술에 한 태도, 학습태도, 페이스북 유용성, 컴퓨

터 활용 능력,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규명해 낸 연구가 각 

변인별로 한 개씩 있었으며, 모두 소셜러닝의 교육  가

치를 제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러닝의 효과성을 심층 으로 분석

하고자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소셜러닝의 효과크기를 분

석하 다[45]. 효과성을 검증한 22개의 연구  각 집단

의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거나 집단의 차이를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은 4편의 연구들을 제외하 으며, 최종 으

로 18편의 논문을 선정하 다. 선정된 논문 18편에 한 

종속변인 49개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는 약 0.725로 나타났다. 효과크기

의 해석과 련하여, Cohen(1988)은 0.8이상은 큰 효과크

기, 0.5~0.8은 보통 효과크기, 0.2~0.5는 작은 효과크기로 

해석 기 을 제시하 다[34]. Cohen(1988)의 분석 기 에 

따라 국내 학환경에서의 소셜러닝은 ~ 상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ategories Freq-uency

Dependent 

variables

Learners'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7

Achievement 5

Participation 5

Learning 

processes

Flow 2

Social presence 2

Learning 

outcomes

Self-efficacy 3

Collaboration skills 2

Problem-solving ability 1

Media literacy 1

English writing skills 1

Internet ethics awareness 1

Attitudes toward ICT 1

Learning attitude 1

Facebook usability 1

Computer using abilities 1

Self-direction 1

<Table 5> The Categorization by Dependent Variables
in Experiment

4.3.2 조사연구

가. 변인별 빈도 분석 결과

소셜러닝의 변인별 계  활용실태에 한 30개의 

조사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 변인별 계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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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3개로, 다양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이 

활용되었다(<Table 6> 참고). 부분의 연구들이 2개 이

상의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활용하 으며 변인

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의 경우 첫째, 학습

자 특성과 련된 변인이 38개로 가장 많이 측정되었다. 

공통 으로 활용된 변인으로는 효능감(학업 효능감, 트

터효능감, 력  효능감, 사회 효능감)이 5개, 자기

주도  자기조  학습능력이 3개, 인식론  신념이 2개

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서, 친 성, 성격, 과제가치, 학

습스타일, 유희성, 자아표 , 학습동기, 주  규범, 기술 

비도 등이 독립변인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독립변인은 학습 과정과 련된 변인으로 총 20

개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학습실재감(인지실재감, 사

회실재감, 감성실재감)이 9개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지식소싱(양자, 문서, 그룹)이 3개, 공유정신모

형(과제 련, 원 련)이 2개, 력학습, 교수자의 상호

작용 품질, 과제유형 등이 독립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된 독립변인은 학습성과와 련된 변인

으로, 참여도와 련된 변인이 4개, 학습성과(성취도)가 1

개 활용되었다.

매개변인은 총 14개의 변인이 활용되었는데, 력학습

( 업)과 지각된 유용성이 각각 2개로 측정되었다. 그 외

에 사회  실재감, 지각된 즐거움, 태도, 정보공유, 교수

자의 상호작용 품질, 지각된 가치, 소셜러닝(활동참여 정

도, 상호작용 정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구성원간 계

(상호호혜성 정도), 만족도가 각각 1개씩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의 경우, 성취도와 만족도가 각각 

9개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 외에 사용의도 3개, 참여

도 2개, 학습지속의지 2개, 학습동기 2개, 지식활용성과

(지식재 이용, 지식응용, 지식 신) 2개, 사회  수용과 

태도 1개, 효능감 1개가 활용되었다. 한 학습몰입과 

지식소싱행태도 각각 1건씩 활용되었으며, 이 외에 SNS 

매체 속성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육의 소셜러닝 련 조사연구에서 

학습자 특성과 련된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종속변인으로는 만족도와 성취도 변인

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tegories
Freq-

uency

Independent 

variables

Learners' 

character-

istics

Efficacy 5

Self-directed or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3

Epistemological beliefs 2

Emotion 1

Familiarity 1

Personality 1

Task value 1

Learning style 1

Playfulness 1

Self-expression 1

Learning motivation 1

Subjective norm 1

Technology readiness 1

Learning 

processes

Learning presence 9

Knowledge sourcing 3

Shared mental model 2

Collaborative learning 1

Interaction quality of 

instructors
1

Task type 1

Learning 

outcomes

Participation 4

Achievement 1

Mediation 

Variables

Collaborative learning 2

Perceived usability 2

Social presence 1

Perceived enjoyment 1

Attitude 1

Knowledge sharing 1

Interaction quality of instructors 1

Perceived value 1

Social learning(degree of interaction) 1

Perceived usability 1

Relationships (the degree of reciprocity) 1

Satisfaction 1

Dependent 

variables

Achievement 9

Satisfaction 9

Usage intention 3

Participation 2

Learning persistence 2

Learning motivation 2

The outcome of knowledge usage 2

Social inclusion and attitude 1

Team-efficacy 1

Learning flow 1

Knowledge sourcing 1

The feature of SNS 1

<Table 6> The Categorization by Variables in Survey
Method

나. 종속변인에 한 측요인 규명

첫째,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으로는 학습실

재감(인지실재감, 사회 실재감, 감성실재감), 학습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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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외향성, 개방성), 효능감 련 변인(트 터효능감, 학

업 효능감), 과제가치, 과제유형, 학습스타일, 자아표 , 

유행성, 학습몰입 등이 제시되었다. 이정민, 오성은, 정

민(2013)의 연구에서는 인지실재감(학습내용이해, 지식

창출정도), 사회실재감(공존감, 향력, 응집력), 감성실

재감(감정인식)이 학습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함을 규명

하 다[46]. 한 오성은, 이정민, 조보람(2014)의 연구에

서도 학업 효능감과 사회실재감이 학습만족도를 유의

하게 측함을 밝혔다[47]. 이정민과 윤나라(2012)의 연

구에서는 과제가치와 트 터효능감, 사회  실재감이 학

습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 과제가치가 트 터

효능감과 학습만족도를 매개함을 규명하 다[48]. 이 외

에도 김소 (2012)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격(외향성, 

개방성)이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요인임이 규명되

었고[27], 김민국과 고일상(2014)은 워크 지향성과 자

아표 , 유행성이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함을 확인하

다[49]. 

둘째,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으로는 학습실

재감(인지실재감, 사회실재감), SNS 참여, 인지조 , 행

동조 , 과제 련 공유정신모형, 과제유형, 학습스타일, 

워크지향성, SNS 참여, 개별  토론 활동 참여도, 사회

수용, 지각된 SNS태도, 주  지식, 교수자의 상호작

용품질 등이 확인되었다. 이정민, 오성은, 정 민(2013)의 

연구에서는 인지실재감이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측

하 으며[46], 김민국과 고일상(2014)은 워크지향성, 

자아표 , 유행성이 학습성과를 측하는 요인임을 밝혔

다[49]. 한 Ying과 Park(2013)의 연구에서는 과제유형

과 학습스타일이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50], 

이정민, 오성은, 김남희(2013)는 과제 련 공유정신모형

이 학업성취도를 측하는 요인임을 규명하 다[51]. 

한 차승 , 박성열, 구병두(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 수

용, SNS 참여, 지각된 SNS 태도, 주  지식이 학습성

과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 사회  수용이 SNS참여와 

학습성과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29]. 

셋째, 참여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으로는 지각된 

SNS에 한 정  태도, 주  지식, 페이스북에서 경

험하는 기분과 교실수업에서 경험하는 각성 등이 확인되

었다. 차승 , 박성열, 구병두(2014)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SNS에 한 정  태도와 주  지식이 SNS 참여도

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으며[29], 이인숙(2014)

의 연구에서는 정서의 하 요소인 교실수업에서 경험하

는 각성과 페이스북에서 경험하는 기분이 학습 참여도를 

유의하게 측함을 규명하 다[52]. 

넷째, 학습지속의향을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에는 학

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실재감(인지실재감, 사회실재

감, 감성실재감)이 포함되었다. 박혜진과 유병민(2014)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학습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을 

유의하게 측하 으며, 학습몰입은 학습실재감과 학습

지속의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 졌다[28]. 한 이정

민, 오성은, 정 민(2014)의 연구에서는 인지실재감(학습

내용이해, 지식창출정도), 사회실재감( 향력), 감성실재

감(감정인식, 감정 리)이 학습지속의향을 유의하게 

측함을 확인하 다[46]. 

이 외에도 차승 , 박성열, 구병두(2014)는 SNS참여

와 지각된 SNS 태도가 사회  수용을 유의하게 측함

을 규명하 다[29]. 정한호(2014)의 연구에서는 신의지

와 지각된 즐거움, 태도가 SNS의 지속 인 사용에 향

을 미침을 밝혔으며[53], 최성욱, 박승호, 임명성(2012)은 

교수자의 상호작용 품질이 력학습을 유의하게 측함

을 확인하 다[54].

다. SNS의 교육  가치에 한 응답자들의 의견: 활용

실태 연구 심

활용실태를 심으로 SNS의 교육  가치에 한 학

습자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연(2012)

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페이스북이 교수자와 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정서  교감을 나 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5]. 한 로젝트 학습 시 실제 내용보

다는 정보 리 인 측면에서 페이스북이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병 (2014)의 연구에서도 페이스

북을 교육 으로 활용할 때 정보공유의 편리성, 커뮤니

이션의 신속성, 학습공동체로서의 유 감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 다[55]. 그러나 개인생활의 과도

한 노출 우려, 기능상의 한계 들, 과도한 시간 낭비나 

독 우려, 피상 인 의견 교환 등을 단 으로 지 하 다.

김명랑(2014)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SNS를 활용한 

동학습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튜터의 피드백과 

구성원들의 과제 활동을 지 하 으며, 추후 교사가 되

었을 때 SNS를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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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56]. 

한 성진희와 주성(2012)의 연구에서는 소셜러닝

을 한 SNS의 교수매체  속성으로 학습활동의 진

성, 학습 활동의 해성, 학습정보 공유의 신속성, 지식구

축의 력성 등 네 개의 정·부정 인 속성들을 확인하

다[57]. 

마지막으로 정미 , 김 록, 김재 (2014)의 연구에서

는 SNS의 교육  활용방법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습자 역에서는 그룹별 혹은 개인

별 과제활동과 공유 자료를 활용한 학습, 동 상 활용 자

율학습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교수자 역에서는 공지

사항을 달하고,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공통 역에

서는 정보 공유, 친 감 형성,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13].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환경에서의 소셜러닝과 련된 국내 

연구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소셜러닝의 교육  시

사 을 발견하여 소셜러닝의 미래를 망하고자 하 다. 

이에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의 소셜러닝 동향을 살펴

보면, 2010년 이후 지속 으로 소셜러닝 련 연구의 수

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이용률 

증가와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한 요구의 증 로 최

근 소셜러닝에 한 심이 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 학환경의 소셜러닝 련 연구에서 가장 높

은 빈도를 차지한 연구 역은 활용 역  신과 보  

연구 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계 역의 교수 략  방

법에 한 연구 다. 소셜미디어가 학환경에서 학습도

구로써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 특정 맥락에서의 소셜러닝의 효과성 

검증과 그 과정에서 학습자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 탐색

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

석된 소셜러닝 연구들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 그 다음으로는 실험연구 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러닝의 교육  시도  특정 교수 상황 등에 한 학

습자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 략과 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분석된 연구 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소셜러닝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  활용에 한 시사 을 얻기 한 목

을 넘어, 다양한 교육  시도 속에서의 학습자의 인지  

 정의  변화를 규명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가와 리  측면까지는 고려되지 

않는 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학환경 수업에서 교수

자가 소셜러닝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학습자

가 소셜러닝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에 한 기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러닝의 교육  확산을 진하기 해서는 실제 사용할 

교수자에게 리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

야 한다. 즉, 실제 SNS의 교육  활용을 높이기 해서

는 설계, 평가, 리  측면에서의 이론  틀을 정립하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환경에서 수행된 소셜러닝 연구들의 SNS 

활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SNS 매체는 페이스

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검증

되었듯이, 페이스북은 학환경이 가지는 물리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 심의 력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도구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

은 연구들에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여 소셜러닝을 수

행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최근 학생을 심으로 SNS

의 사용 확산이 더욱 증 됨에 따라, 반 인 SNS 활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특정 SNS를 지정하지 않고 학습자에

게 선택권을 주어 자유롭게 소셜러닝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가 증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Hart(2011)의 소셜러닝 카테고리를 바탕으로[33] SNS 

활용 목 을 분류해본 결과, 81%의 연구들이 형식  소

셜러닝(FSL)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셜러닝의 활용이 증 되고 있지만, 학환경에서 아직까

지는 교수자가 사 에 형식  학습 환경을 설계한 후 학

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셜러닝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경계

가 모호해지면서, 최근 무형식학습에 있어 SNS의 학습

도구로써의 잠재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 되

고 있다[29]. 이러한 연구 동향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등

교육에서의 소셜러닝 활용은 단순히 형식학습을 한 것

을 넘어 평생 교육  맥락에서 무형식학습을 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보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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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SNS 활용 집단크기와 련하여 개인별로 SNS 도구

를 활용한 연구는 20명 이하부터 100명 이상까지 다양한 

집단크기를 가지며, 그룹별로는 6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나 어 학습을 진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를 통하여, 학 환경에서 교수자는 언어학습, 

력학습, 성찰학습 등 다양한 학습 유형을 실제 수업에 

용하고, 소셜러닝이 활용된 목 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집단 크기로 학습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된 실험연구들

은 소셜러닝이 만족도, 성취도, 참여도와 같은 학습성과 

변인과 몰입, 사회  실재감 등의 학습 과정 변인, 그리고 

자기효능감, 업능력과 같은 학습자 특성 변인에 있어 

효과성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추가 으로, 메

타분석을 통해 소셜러닝의 효과크기는 상 정도로 규명

되었다. 이는 SNS의 교육  활용이 더 이상 교육  잠재

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으로 학습에 효과 이며, 

단순히 학습성과  측면을 넘어 미디어리터러시, 인터넷 

윤리의식 등 다양한 맥락에서 소셜러닝의 효과성이 입증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셜러닝의 효과성 측면에서 

조사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으로는 학습자 특성

과 련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으로는 만족도와 성취도 

변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종

속변인에 한 측요인을 심층 으로 규명한 결과, 각

각 다양한 변인들이 만족도, 성취도, 참여도, 학습지속의

향 등의 종속변인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SNS 활용실태 연구 동향을 통해, 소셜러닝에 한 학습

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한 교육  활용방법 가

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

환경에서 교과 성격, 학습맥락, 학습 상 등이 상이한 특

정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할 때 실제 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소셜러닝

의 구체  학습설계  개발을 다루는 후속연구들이 제

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6년간 국내에서 SNS의 교육  활용이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살펴 으로써 학교육환경의 

속한 변화 속에서 소셜러닝의 교육  가치를 확인하고, 

효과 인 소셜러닝 수행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학환경에서 연구된 논문만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 국

외 환경에서도 소셜미디어의 교육  활용은 증하고 있

으며, 교과와 학습 과정마다 상이한 교육  활용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에서 연구 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 학습 상별로 학습자 특성과 학습내용의 수 과 

양이 매우 상이하므로 소셜러닝의 활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등, 등교육에서의 소셜러

닝 연구에 해서도 살펴보아 SNS의 교육  활용에 

한 총체 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SNS 교육환경

은 일반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디지털 참여와 사회  계형성

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학생을 한 SNS 활용 수

업이 다양한 교육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장에서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소셜러닝의 효과성에 해 의문을 가져 왔다[58]. 추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구체 인 요구와 특성을 지니는 집단

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교수  통합과 사회  통

합을 해 소셜러닝 학습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셜러닝의 효

과성을 통계 으로 검증하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실험

연구만을 포함하 다. 그러나 후속연구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연구들을 포함하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환경이나 학습자들의 특성에 해서도 추

가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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