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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소통방식을 변화시키고 이

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

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ㆍ

공유하며,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인맥을 

확장하여 새로운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1]. 한편 기술

이 학생들의 소통과 학습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

학에서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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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주목받던 소셜 미디어가 

교육 목적을 위한 효과적 툴로써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2]. 즉 다양한 SNS 활용의 보편화로 인해 교

수-학습활동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3], 실제로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간의 관계 

형성, 정보공유, 협업, 피드백 등을 위한 도구로 SNS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교육 분야에서 소셜 미디어

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

셜 미디어의 특징과 기능이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2,

5], 소셜 미디어는 공공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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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S has been emerging as an educational tool, because of its features such as discussion
on course topics, feedback from peers and group collab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of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Based on prior studies self-efficacy,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l factors(self-efficacy, educational
expectancy, subjective norm, habit and enjoymen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Result shows that educational expectancy and
enjoyment are much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arn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of SNS in college education. It can provide a guideline of effective strategy for SNS
utilization in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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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셜 미디어는 학생들의 참여도

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학습 만족도를 높여 준다

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임병노 외(2007)의 연구에

서는 SNS는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간관계, 상

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의사

소통 및 사고활동 촉진의 장 역할을 하여 교육적으로

도 활용가치가 크다고 강조하였으며[7], Stacey(2002)

의 연구에서는 SNS가 학습자들에게 학업성취도와 학

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며 학습경험에 대

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기술의 수용 및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SNS 활용을 위한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간 협업 및 소통을 위한 다 

양한 기술을 칭하고 있다[2].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문맥적 의미의 휴먼 네트워크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4]. 우리에게 

알려진 주요 소셜 미디어로는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 유튜브 (YouTube), 밴

드, 카카오톡 등이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주요 

기능은 그 유형과 관계없이 공유, 참여, 협력, 쌍방향

소통 등과 같은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64.9%가 최근 1년 이내 SNS

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90.1%는 주 1회 이

상(하루에 1회 이상 51.8%, 일주일에 1회 이상 38.3%)

개인적인 용도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용 목적에 있어서도 친교 및 교제(77.2%) 뿐 아

니라 지식 및 정보 공유(36.6%)를 위해서도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대표적인 페이스북

의 경우 2015년 1분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억 5천

만을 넘어섰고, 국내의 경우도 월간 이용자 수가 1천

6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10].

2.2 소셜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과 SNS 발달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

며 그 중심에는 사람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의 변화가 

있다. 대학 교육도 변하고 있는 소통 방식을 반영하

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모하기 위한 SNS의 교육적 활

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11].

사회 구성주의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학습은 

그 특성상 대화적(conversational)이다’라는 것을 감안

할 때 SNS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참여적 사회 환경에서 시작된

다’는 상황 학습 이론 역시 SNS의 교육적 활용을 지

원해 준다. 수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

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매체활

용 효능감, 교육적 가치 기대감, 주관적 규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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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TAM이다. TAM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태도에 영향

을 미친다[12].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

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적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활용 효능감과 동일한 맥

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13]. Bandura(1997)의 자기효

능감을 컴퓨터와 같은 매체에 적용한 개념이 매체활

용 효능감이다[14]. 컴퓨터 관련 교육에서도 이러한 

매체활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자신감을 높

여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이어진다고 나타나고 있

다[15].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학습자

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매체

활용 효능감은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

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

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적 가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16]. 정보기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에 대한 기대 가치는 사용자 태도 및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학습에 

유용하고 학습 성과를 신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

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

들의 관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일종의 

사회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18]. 즉 자신이 준거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 특정 매체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

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구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19].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는 수용

초기에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하는 인지적인 과

정을 거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은 증가하지만 성찰적인 인지과

정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20]. 즉, 사용자가 과거에 비

슷한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인 습관이 테크

놀로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테크놀

로지 이용에서의 습관은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1], 소셜 미

디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습관과 태도간에 더욱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3].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

지의 활용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용자들보다 소셜 미

디어 활용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22]. 소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로부터 발

생하는 내적인 즐거움과 흥미는 사용자의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과 같이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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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이용의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TAM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의 유용

성과 용이성 요인에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인 습관과 

즐거움, 그리고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였다. 테크놀로

지는 수용 초기에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 이용된다[20]. 그

리고 SNS는 특정 목적 이외에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

는 경우가 많으며[22],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

되는 경향이 크다[18].

3.2 연구가설
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과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SNS에 대한 매체활용 효능감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SNS에 대한 교육적 가치 기대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SNS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SNS에 대한 습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SNS에 대한 즐거움은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

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척도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은 내용 타당

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고 그 타

당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항목들로부터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 척도는 <표 1>과 같다.

각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에 이르는 값의 범위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표 1> 측정 척도
요인 문항수 및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매체활용 

효능감

SNS 활용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3)
[10][11]

교육적 

가치 기대

SNS 활용이 학습 수행이나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정도(3)
[10]

주관적 

규범

SNS의 활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거나 지각하는 정도(4)
[12][13]

습관 SNS 활용에의 습관 정도(4) [3][14]

즐거움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정도(3)
[15]

태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긍정적 

신념(3)
[23][24]

지속적 

이용의도

SNS의 (교육적)활용에 대한 지속적 

사용 여부 및 추천(4)

변인

➡

효과
매체활용 효능감 태도교육적 기대 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지속적 이용의도즐거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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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면접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11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10명중 남자 21

명, 여자 89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다소 많으며, 1학

년 10명, 2학년 47명, 3학년 17명, 4학년 36명의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4.2 자료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의 특성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

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이 학습자의 태도

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

해 실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서 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 항목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값이 0.6 이상

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25].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으

로 측정도구에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요인 분석 결과(독립 변수)
습관 즐거움 교육적

기대가치
매체활용
효능감

주관적
규범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918

SNS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다 .886

SNS를 별 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는 편이다 .880

SNS를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760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재미를 느낀다 .896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867

SNS를 활용하는 수업에 즐거움을 느낀다 .813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면 학습 성과가 좋을 것이다 .822

SNS를 활용하는 수업은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이다 .811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794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은 쉽다 .815

수업에서 활용하는 SNS에서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쉽다 .811

SNS를 활용하는 것은 쉽다 .750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45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 있어서 SNS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60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은 대학 수업에서 SNS 활용이 (조별 과제 등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700

고유치 6.829 2.496 1.309 1.196 1.025

분산율(%) 42.7 15.6 8.2 7.5 6.5

Cronbach' α 0.908 0.948 0.881 0.819 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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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유효성을 높이고 설문 항목

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문항들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구해

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은 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다. 요인 적재값은 모

<표 3> 요인 분석 결과(종속 변수)
지속적 이용 의도 태도

다음 학기에도 SNS를 통해 교수님과 소통하는 강의를 수강할 것이다 .882

다음 학기에도 수업에서 SNS를 활용할 것이다 .860

다음 학기에도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수강할 것이다 .802

SNS를 활용하는 수업을 주변 친구나 선배에게 추천을 할 것이다 .779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856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830

대학 수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60

고유치 5.112 .734

분산율(%) 73.030 10.487

Cronbach' α 0.931 0.881

<표 4> 회귀 분석 결과(태도)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3.452 .049 70.923 .000* 1.000 1.000

습관 .115 .049 .150 2.348 .021** 1.000 1.000

즐거움 .364 .049 .477 7.440 .000* 1.000 1.000

교육적 기대가치 .259 .049 .339 5.293 .000* 1.000 1.000

매체활용 효능감 .253 .049 .332 5.180 .000* 1.000 1.000

주관적 규범 .239 .049 .313 4.888 .000* 1.000 1.000

R2 = .573, F = 27.921, P = .000

* P<0.01, ** P, 0.05

<표 5> 회귀 분석 결과(지속적 이용의도)
모형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3.339 .052 63.775 .000* 1.000 1.000

습관 .101 .053 .123 1.915 .058** 1.000 1.000

즐거움 .437 .053 .535 8.303 .000* 1.000 1.000

교육적 기대가치 .267 .053 .328 5.082 .000* 1.000 1.000

매체활용 효능감 .222 .053 .272 4.219 .000* 1.000 1.000

주관적 규범 .238 .053 .292 4.528 .000* 1.000 1.000

R2 = .568, F = 27.348, P = .000

* P<0.01,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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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이 구성하는 개념

을 측정하는데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주관적 규범 

4 제거, [26]).

4.3 가설검증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 습관의 요인이 이용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의 모형은 F값이 27.921(P=.000),

27.348(P=.000)으로 모두 의미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은데, 5

개의 모든 요인이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 요인만 유의 

수준 5%(태도), 10%(지속적 이용의도)에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나머지 요인은 모두 유

의 수준 1%에서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

을 비교해 보면 5개 요인 중 즐거움이 학습자의 태도

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적 기대가치인 것으

로 나타났다.

Ⅴ. 맺음말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과다 사용 등 

소셜 미디어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제시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대

시키고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를 증대시켜 준다는 긍

정적인 효과가 더욱 지배적이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SNS를 활용하

는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체활용 효능

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의 관

점에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5개의 모든 요인

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하

게 SNS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동료들 

관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클수록, 그리고 습관적일

수록 사용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SNS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활용하기 쉬우

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며,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SNS를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즐거움과 교육적 기대

가치가 다른 요인들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SNS를 학습에 유

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업을 위해 LMS를 제공

하고 있으며, SNS는 필요에 따라 보조적 차원에서 활

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알림 설정을 통해 SNS는 

LMS에 비해 다소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덜 구조화된 비공식적 채널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수

자와 학생들이 큰 거부감 없이 편하게 상호작용의 수

단으로 쉽게 활용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즐

거움이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미현 외(2014)의 연구에서도 학

생들은 SNS는 수업 외 시간에 면대면 수업을 보완하

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8]. 따라서 SNS가 공지 사항 

및 자료 제공 등의 수업 공식적인 것 뿐 아니라 비공

식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SNS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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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학습자들을 포함하여 수업 유

형과 학습자의 개인 특성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SNS

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전략적 지침 제공을 위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 뿐 아니라 SNS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자 결정을 하는 교수자의 관점

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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