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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 of smart devices and diversity of applications,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
services are getting important in the current society. As a result, social media also have influenced on
the way of workplace learning. However, in spite of their values regarding openness, participation, and
sharing, it has been difficult to apply such widely accepted social media into the sit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due to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issues. In the present study, a newly developed
social learning platform for enterprise was utilized to vocational training for 302 employees in an
agriculture-related company during four weeks. The data from 112 survey participants, their log files left
in the system, and the final evaluation score were analyzed to prove the effects of learners’ previous
experiences of social media, their perceptions in regard to social learning on the satisfaction, participation,
and their learning achievement in the social media-bas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evious experiences of social media did not impact directly
to the satisfactory perceptions on social learning, their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performance;
however, the satisfaction predicted the level of participation which also predicted learning achievement
significantly. Such results implied that those who do not have enough proficiency in social media are
also ab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activity and social learning actively when given proper learning
guide and tasks for the training program.
Key words : social media, vocational training, social learning, previous experience, satisfaction, participation, learn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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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경영활동과 조직문화형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
에 발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한 홍보회사 KPR 소속 소셜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발
표한 ‘소셜미디어 운영형황 및 트랜드 조사 보고(2015)’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과 기업들
(218개)은 SNS를 1)기업과 인지도 제고, 2)자사소식-메시지 전달 채널용, 3)이슈 및 위기관리용,
4)소비자/국민읜견수렴, 5)세일즈 증대, 6)경쟁사대비 마케팅활동 우위선점에 활용하고 있다. 아
쉽게도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은 순위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한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암묵지에 있던 직원들의 지적 자산이 발굴되고, 축적된 회사 자산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지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직원들 간의 열린 소통으로 커뮤니티가 확산되어 창의, 혁
신, 협업의 조직문화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아 왔다(박동선, 2014).
그러나 ‘입과-진도달성-평가-수료’의 절차를 요하는 정규 직업교육훈련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가 표방하는 ‘공유-개방-협력’적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 문제들
이 있다(이수경, 오영훈, 변숙영, 권성연, 박연정, 2013). 교육내용에 담긴 학습내용이 회사의 정
보보안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지고 고용보험환급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행
정지원체제와 맞지 않는다. 또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학습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성찰과 학습
내용을 지인들 혹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지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이러한 개방성이 자발
적인 참여와 공유를 촉진하고 있는 한편 입과 교육생 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들을 배제해야
하는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현존하는 일반인 대상 소셜미디어를
기업의 직무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최대한 그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교육 환경
에 적합한 형태의 ‘소셜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박연정, 2014), 그 성
과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참여도, 만족도, 그리고 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소셜러닝의 발전방향과 직업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한편, 학교교육이나 고등교육과 달리 직업훈
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교육환경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학습자가 보
이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 경험정도와 소셜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감 인
식이 학습 참여도와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소셜러닝 과정을 개발
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형 소셜러닝 환경’에
서, 학습자의 사전 소셜미디어 경험과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도감이 학습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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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셜미디어 및 소셜러닝의 개념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추세이다(정승화 외, 2014).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소셜미디어 , SNS , 그리고 웹 2.0 , 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이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허희옥과 강의성(2010)은 웹 2.0기술을 통해 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쉬워진 점, 개인의 정보 관리뿐 아니라 집단의 지식 축적이 가능해진 점, 멀티미디어
정보를 간편하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점, 그리하여 가상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증
진되고 집단 결속력이 강화된 점, 학습 공동체로 발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점에
기반하여 소셜미디어는 광범위 하게 학습과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임걸, 2011)으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학습’으로 정의되어, 기존의 소셜러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소셜러닝’(Bingham & Conner,
2011)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수경과 박연정(2015)은 국내에서 소셜러닝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
음을 지적하면서, Park(2010)이 정리한 ‘학습에서의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Bandura
의 사회학습이론(1977),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1978)과 Leont’ev(1978)와 Engestrom(1987)에 의해
발전된 활동이론, Lave와 Wenger(1991)의 상황학습이론을 종합한 사회적몰입학습(socially engaged
learning)의 이론적 프레임웍을 소셜러닝의 개념정의에 적용하였다. 즉, 소셜러닝은 “소셜미디어
의 단순한 교육적 활용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동료학습자간의 의사소통과 의
견공유가 주된 학습활동으로 부각되며,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습
1)

2)

3) 4)

소셜미디어는 Chris Shipley가 “The Blogon 2004”컨퍼런스에서 블로그, 위키와 같은 참여적 형태의
매체를 일컬으며 소셜미디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음.
2)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쓰이지만, 최초 정의는 Boyd와 Ellison(2007)가 Social Network
Sites 라는 용어를 써서 (1)공식적 혹은 준 공식적으로 개인의 프로파일을 시스템 안에 구성하고,
(2)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리스트를 공개하며, (3)그들의 상태(status)와 정보를 공유
하고 연결해주는 웹기반 서비스라고 한 데에 있음.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은 SNS를 인터넷
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3) Web 2.0은 2004년 O’Reilly와 Dougherty가 기존의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 브라우져가 구글과 같은
사용자 중심 상호작용적 플랫폼으로서 진화된 웹을 설명하면서 웹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음.
4) 본 연구자는 소셜미디어, SNS, 웹 2.0이 거의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셜미디어
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SNS는 비즈니스관점에서, 웹 2.0은 플랫폼의 진화관점에서 용어를 서
로 다르게 쓰고 있다고 바라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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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적응적으로 제공되는 학습”(p. 526)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Hart(2011)는 조직 및 일터에서 소셜 미디어의 적용이 빈번해 지고 있는데, 이는 조직
이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확산되었다기보다, 개인이나 팀이 수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상향식(bottom-up)접근으로 확산된 경우가 많
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자에 해당하는 하향식 접근이 소셜훈련(social training)이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상향식 접근이 소셜러닝으로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소셜 워크플로우 러닝(social
workflow learning) 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Hart(2011)에 따르면 소셜러닝은 “근로자가 자신의 네
트워크와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과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방안을 업무에
적용하는 학습”(p. 32)으로 결국은 일을 보다 잘 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rt(2011)는 소셜러닝의 유형을 1)정규 조직화된 학습, 2) 개별적 자기주도 학습, 3) 그룹주도
학습, 4) 학습조직, 5) 우연한 학습으로 구분 하였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셜미
디어(예: 블로그, 팟케스팅, RSS, 마이크로쉐어링, 사진공유, 발표자료 공유, 화면공유, 비디오
공유, 소셜북마킹, 달력공유, 문서공유, 업무공간공유, 커뮤니티 공간공유) 도구들과의 맵핑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기업교육에 기여하는 여러 유형(Hart, 2011) 중 가장 첫 번째에 해
당하는 기업의 직무교육훈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조직 안과 밖을 넘나들고,
정규 교육훈련에서 뿐 아니라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학습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아
닌 기업형 소셜러닝 플랫폼을 개발 적용한 사례로서, 소셜러닝 환경에서 학습의 성과와 관련
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성과지표로서의 만족도, 참여도, 학업성취도관련 연구
소셜미디어의 도입 이전에 이러닝이나 집합교육환경에서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
향으로 만족도, 참여도, 학업성취도를 주요 성과지표로 두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 변인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로, 유평준(2003)은 원격대학원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을 탐구하였다. 학습자관련 동기적 변인과 전략적 변인은
각각 참여도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참여도는 학업성취를 견인시킴을 보
여주었다. 임연욱과 이옥화(2008)도 사이버 대학에 개설된 강좌에서 학습참여도, 만족도, 성취
도간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는데, 참여도는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만족도는 아무런 관계
가 없고, 만족도와 성취도 간에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과제를 열심
히 수행하고, 정시에 제출하는 학습자일수록 게시판을 통한 토론 활동이나 오프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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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은 학업성취와 상관없이 전반
적으로 제공된 이러닝에 만족하여서, 기존의 만족도와 성취도간의 정적상관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지연(2006) 역시 사이버 강좌에서 학습자의 참여도와 만족
도에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학습자 특성의 경우 남학생이, 강좌내용관련해서는 사
전지식이 높을수록,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강좌에 대한 기존 수강경험이나, 사이버 강좌에 대한 관심, 컴퓨터 및 인터
넷 활용능력은 참여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만족도와 성취도 분석이 주요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러닝의 등장을 통해 온라인 환
경에서의 참여도 변인이 추가되어, 선행연구들은 참여도와 학업성취도간의 정적상관관계를 일
관되게 보여주었다. 한편, 연구의 맥락과 교육환경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와 성취도간의 상관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및 전략에
관한 요인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서 소셜러닝 환경과 같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이
세 가지 변인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지 보다 확산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드러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종속변인으로 주로 다루어 온 만족도를 학습자의 인식에 해당
하는 독립변인으로도 넣어, 학습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과 함께 소셜러닝에 대한 만
족감이 학습의 과정과 결과물에 해당하는 참여도 및 성취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3. 소셜미디어 도입을 통한 학습효과 연구
소셜미디어를 도입한 사례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소셜미디어의 특·장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
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독특한 학습 참여 행태와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를 들면, 서주연과 이정민(2014)은 페이스 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기존 폐쇄형 학습 플랫폼
과 달리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와도 같은 무형식 학습과정을 촉진한
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 성찰이 페이스 북 기반의 학습에서 좀 더 촉진되었고, 대형 강의식 교
육환경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소셜미
디어와 관련된 연구는 이러닝 맥락에서 처럼 고등교육기관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즉, 대학의
협력학습 환경에서 소셜미디어가 정보공유와 학습 성찰을 지원한다는 점이 지배적이고, 이를
위하여 블로그와 위키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허희옥, 강의성, 2010).
초기 연구 중 하나로, 김정겸 (2009)은 위키 기반 수업환경에서 학습참여 활동과 학업성취
도, 및 학습만족도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학습자의 참여활동은 읽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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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학습자의 참여 활동은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
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습자의 편집활동과 만족도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학습자가
읽기활동에서 나아가 쓰기와 편집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보다 자신의 학습에 만족감
을 느끼고 학업성취를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임규연(2012)은 위키 기반
의 협력학습에서 자기효능감과 위키에 대한 불안이 참여도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경로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위키에 대한 불안감은 위키활동 참여도를 매개로
성취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영, 김정현, 최예솔(2014)은 대학 내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그룹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스터디를 실시한 후 SNS(페이스북 그룹노트)를 활용하여 성찰활동을 하는
실험군과 SNS 사용 없이 오프라인 스터디에만 참여하는 통제군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 학습몰
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 이들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를 활용한 성찰활동이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나아
가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소영(2014)은 소셜미디어 활용학습
에서 학습자의 참여빈도를 ‘사회적 요소’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개별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인식론적 신념, 자기조절능력)’과 연관이 있는지 학습 성과와 함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대학의 교양강좌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약 10주간 강의안내, 피드백, 수업내용에
대한 질의, 수업관련 동영상 및 외부자료, 과제물 제출, 주제별 토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고, 이들의 활동에 기반하여 참여수준(단순반응/정보활용/자료연결/정보종합/ 의견공유), 참여빈
도(페이스북 게재글 수), 참여반응도(게재글에 대한 댓글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조절
학습 능력 중 행동조절이 학습 참여수준에 대하여, 동기조절이 참여빈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높은 참여도가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이 있고, 행동조절 및 학습
속도에 대한 믿음이 학업성취와 정준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인숙(2014)은 실시간 협력적 참여가 가능한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정서 및 정서조절
이 중요함에 무게를 두고, 정서(Facebook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기분)가 토론 참여빈도를 증진시
키고, 실시간 학습참여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서 상태(기분, 각
성, 통제)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은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SNS 환경이 주는
예측불허성과 유연성이 학습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교수자 및 운영자는
단순히 SNS를 학습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인 참여를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이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참여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소셜러닝의 설계와 운영에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지원이 중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자가 대부분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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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전 소셜미디어에 대한 친숙도를 중요한 연구 변인
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 연구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 소셜러닝에 대
한 만족감과 같은 학습자 특성 및 인식요인이 참여도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업형 소셜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사전 소셜미디어 경험과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이 학습 참여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분화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경험은 소셜러닝 형태의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감, 참여
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은 소셜러닝의 참여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소셜미디어 사전경험, 만족감, 참여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1월 전국의 농·축·수산물 판매와 유통을 맡고 있는 N社에서 진행된 유
통관련 직무교육과정(유통혁신을 위한 POP 및 품목별 진열기법’)의 학습자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4주간 12차시로 설계된 소셜러닝 형태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회사차원에서 과
정에 대한 수강신청을 요청받아서 본 학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학업
성취평가를 받았는데, 설문조사에 충실히 참여하고 직무교육을 최종 수료한 112명이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자가 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자는 남성 80명(71%), 여성 32명(29%)로 남성의 비율
이 좀 더 높은 편이었고,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모두 46명(41%), 20대 12명(11%), 50대 8
명(7%)의 비율을 나타났다. 이들은 판매장이나 마트의 진열과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전국
에 흩어진 지점의 현장 근로자가 89명(70%), 유통센터 근무자가 17명(15%), 본부의 마케팅 담
당자가 6명(5%)에 해당된다. 이중 현장 근로자들은 기존 PC기반의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육접
근이 용이하지 않은 학습자들이었으나, 스마트 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본 교육과정
에 입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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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사례의 배경이 되는 교육과정은 기존에 집합교육이나 이러닝 형태로 존재한 직무교육과
정이 소셜 미디어의 특성이 반영된 소셜러닝 플랫폼 을 통해 진행되도록 재설계가 된 것이다.
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을 품목별로 진열하는 기
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차시 중 8차시는 사전학
습으로, 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미리 학습내용이 확정되어 있었고, 내용전문가에 의해서 집필과
감수를 받았으며, 학습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공하고 학습보조 노트 및 음성을 지원, 가독성이
향상된 텍스트와 그래픽 이미지가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4차시는 학습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에 따라 진행형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학습자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의
견을 교류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만들기도 하고, 다
른 학습자들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등의 소셜 활동에 참여하였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2013년 11월 한 달 간 이루어 졌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인 112명
은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은 차수에 참여하여 과정을 수료하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
들로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었다. 운영상의 주안점은 새로운 형태에 해당하는 소셜러닝에 대한
학습 가이드 제시에 있었다. 운영자는 학습 매뉴얼 및 과제 제출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고,
교·강사 및 튜터는 보충 학습 자료 및 토론주제를 올리고, 과제 첨삭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직
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평가는 소셜활동 참여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과제는 스마트기기
의 특성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셜활동을 통해 학습
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업무 노하우 및 지식을 멀티미디어 요소(사진, 영상, 링크
리스)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타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과정
후반부에서 학습내용이 진행형으로 제공 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다르다. 본 연구에
서 학습자들은 소셜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도
록 권유 받았다. 또한 본 과정의 운영 취지를 안내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안내하는
전화, 소셜학습 환경의 이용방법, 수료기준, APP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학습 매뉴얼을 훈련 대상
자들에게 발송하였다.
5)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 출처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사전
사용 빈도와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을, 연구 대상자가 본 과정에 참여하면서 남긴 로그 데이
5)

본 연구의 주요 도구에 해당하는 ‘소셜러닝 플랫폼’은 앞에서 기술한 소셜미디어의 성격을 반영
한 기업형 학습플랫폼으로 이 자체를 소셜미디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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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바탕으로 참여도를, 과정의 수료를 위해 실시한 과제평가점수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측정
하였다.
설문 조사(소셜미디어 사전경험, 만족감)
자료수집의 첫 번째 방법은 교육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이다. 이 설문조사는 <표 1>과 같은
객관식 문항 9개와 본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의견과 개선사항을 묻는 주관식 문항 1개로 구성되
었다. 설문도구는 본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도 본 과정의 참여 학습자의 특성과 새롭게 개발
된 ‘소셜미디어 기반 교육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 중에
서 명목척도 형식에 해당하는 1번 문항을 ‘소셜미디어 사전경험(활동빈도)’ 변인으로 활용하였
다. 또한 마지막으로, 6번에서 9번 문항을 본 과정에 대한 ‘만족감’ 변인의 측정도구로 4개 문
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ɑ 값은 .833으로 나타났다.
1)

번호
1

2

3

4

5

6

7

8

9

<표 1> 설문조사도구 문항과 척도

문항
척도
, 2) 한달1번미만, 3) 한달1번
평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활동을 하십니까? 1)이상안한다
, 4) 주1회이상, 5) 매일
1) 직장, 2) 가정, 3) 대중교통,
본 과정을 주로 어디에서 학습하였습니까?
4) 도서관, 5) 기타
1) 학습안내부족, 2) 접속방법, 3) 학습
본 과정 학습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도구사용, 4) 과제 및 사전학습,
5) 게시글 입력 및 확인
, 2) 과제, 3) 소셜활동,
다음 중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1)4) 사전학습
관리자활동, 5) 교강사 역할
생각공유,
기존 이러닝 과정과 비교하여 소셜러닝 과정이 가지는 1)2) 학습자들의
현장
우수사례
전파, 3) 학습효과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상, 4) 새로운 수료기준, 5) 재미요소
단순히 읽는 행위를 포함하여 소셜활동으로도 학습효과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본 소셜 학습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Likert 5점 척도
(매우아니다~매우그렇다)
앞으로 이번과 같이 소셜활동이 접목된 과정의 학습 기
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과정의 학습 중 문의사항이나 장애발생 (스마트기기)
시 적절한 조치를 지원 받았습니까?
- 255 -

기업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참여도 측정
두 번째 자료 수집은 소셜러닝 플랫폼의 자원관리시스템(Resource Management System)에 남겨
진 학습자의 로그인 기록과 소셜활동 정보를 추출하였다. 학습은 PC와 모바일 기기모두에서
가능하였고, 사전학습, 소셜활동, 과제 제출 등이 상호 동기화되어, 학습자가 어떤 기기를 통해
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
학습의 진행(완료 회차수, 진도율, 총학습시간), PC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소셜 활동 참여 기록
(의견게시 검수, 토의참여 검수, 질문 건수, 댓글 건수)를 추출하여 각 활동별로 <표 2>에 제
시된 방법을 근거로 종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참여도 활동지수는 운영자와 연구자가 학습자의 소셜활동에 투자하였을 시간과 노
력을 고려하여 배점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지수는 평가점수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활동별 점수
를 부과하여 소셜 활동 동기부여 요인으로 활용하였고, 활동지수가 높을수록 학습중인 동료로
메인 학습창에 해당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게 하여 학습참여를 독려하였다. 점수산출 또
한 이점을 반영하였는데, 본인이 직접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린 경우(글 한건 당 1점)를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 형태로 참여한 경우(댓글 한건 당 0.5점)보다 높게 점수를 부여하였고, 토의
/모임/퀴즈/설문등과 관련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어려운 활동에 좀 더 높은 배점을 주
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즉, 모임을 위한 글 작성에는 2점을 주었고, 실제 모임 참석
시는 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퀴즈 문항을 개발한 경우 5점, 만들어진 퀴즈에 응한 경우는 3점
을 부여하였다. 참여도의 경우, 최종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참여도를 증진시키
기 위한 차원에서 활동에 따라 점수를 차별화 한 것이다. 한편 과제나 사전학습은 수료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의 난이도는 높으나 강제성이 있으므로 배점을 낮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일반 의견 5건(5점), 퀴즈 게시 1건(5점), 퀴즈 응시 5건 (5×3=15점), 일반 댓글 50건
2)

구분
일반 의견
토의/토론
모임
퀴즈
설문
과제
사전학습

<표 2> 소셜활동을 비롯한 학습참여도 계산방법

게시
일반 글 1건당 1점
토의/토론 글 1건당 2점
글 1건당 2점
퀴즈(문항개발) 1건당 5점
설문 개설 1건당 3점

(관리자만 게시 가능)
진도완료차시/전체차시*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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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반 댓글 1개당 0.5점
토의/토론 댓글 1개당 2점
모임참석시 5점
퀴즈 응시시 3점
설문 참여시 1점
과제제출건수/전체과제수*20점
학습자들의 생각공유,
현장 우수사례 전파, 학습효과 향상,
새로운 수료기준, 재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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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전체과제제출(20점), 전체 사전학습 진도완료(30점)를 하면 총100점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본 과정의 수료자와 설문조사 참여자) 112명의 참여도 점수 분포는
최소 27점에서 최대 567점에 이르고, 평균 57.53점(표준편차: 75.82)으로 나타났다. 높은 왜도
(5.464)와 첨도(32.835), 이상치(outlier)들에 통계모델의 왜곡과 과장된 변화량과 에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Xu and Recker, 2012)을 참조하여 참여도 변수를 <표
3>과 같이 계층화(segmentation) 시킨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5×50=25 ),

<표 3> 참여도 점수의 구간별 분포

변환점수

원 점수 구간

빈도

비율(%)

누적비율(%)

1

0~15

4

3.57

3.57

2

15~25

3

2.68

6.25

3

26~30

21

18.75

25

4

31~40

41

36.61

61.61

5

41~50

16

14.29

75.89

6

51~60

10

8.93

84.82

7

61~80

6

5.36

9.18

8

~81

11

9.82

10.0

성취도 측정
본 과정의 수료 기준은 진도율 100%, 총점 60점 이상으로 소셜활동 30%, 과제 70%로 구성
되었다. 소셜 활동은 과락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제는 60점 과락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소셜활동을 비롯한 학습 참여도와 성취도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바, 최종 성취도는 소
셜활동 점수가 제외된 과제점수만을 활용하였다. 과제는 총 9개 유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제는 2개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합산
점수를 반영하여 최대 100점까지 취득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제 평가는 내용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

4. 자료분석 방법
세 가지 출처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학습자 고유번호를 중심으로 하나의 데이터 셋으
로 통합되었다. 데이터 셋이 완성된 이후 식별 가능한 변인(예: 성명, 주민번호, 소속 등)은 모
두 제거되어 연구에 활용되는 주요변인인 소셜미디어 사전경험,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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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취도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명목척도 형식으로 수집된 소셜미디
어 사전경험의 경우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미변수 4개를 생성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고, 통계분석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결과
본 연구와 관련된 4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전경
험’ 관련하여, 응답자 46.26%가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A)를
안한다’고 응답하였고, ‘한 달에 한번 미만’이 16.33%, ‘한 달에 1번 이상’이 12.24%, ‘주 1회
이상’이 12.93%, ‘매일 한다’가 12.2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사전경험(독립변수)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종속변수
이자, 동시에 학습참여도와 성취도(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소셜러닝에 대
한 만족감’ 변수는 평균 3.56(표준편차=.81)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소셜러닝에 대해서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참여도 변수는 앞서 소개한 변환 과정(<표 3>참조)을 거
쳐 생성된 값으로 최소 1점에서 최대 8점 영역에서 평균 4.53(표준편차=1.71)으로 나타났고, 과
제평가점수에 해당하는 성취도는 평균 97.63점(표준편차=4.51)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연
속변수에 해당하는 만족감, 참여도, 성취도 이 세 변수 모두 정규분포 가정(왜도<2, 첨도<4)을
충족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1
2
3

점수
소셜러닝 만족감
학습참여도
성취도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n=11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5

3.56

0.81

-0.48

1.00

1

8

4.53

1.71

0.52

-0.03

82

100

97.63

4.57

-1.88

2.4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소셜 러닝에 대한 만족감과 참여도
간에는 r=.19 (p<.05)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역시, 참여도와 성취도간에는 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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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3가지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9이하이고, 공차
한계(tolerance)값이 모두 .10을 훨씬 넘어서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
다(송지준, 2008).
(p<.01)

<표 5> 주요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n=112)

변수
소셜러닝 만족감
학습참여도
성취도

1
2
3

1

2

3

1
0.19*

1

0.08

0.28**

1

*p<.05, ** p<.01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n=112)
종속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B

독립변수

소셜미디어 한달에1번이상=1
만 사전 경험
주1회이상=1
족 더미
매일=1
감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082

.209

.038

.391

.697

.925

1.081

.306

.236

.126

1.292

.199

.935

1.069

.462

.224

.201

2.062

.042

.930

1.075

1)

R=.213, R2=.045

소셜미디어 한달에1번이상=1
주1회이상=1
참 사전 경험
더미
여
매일=1
도
소셜러닝 만족감

수정된 R =.019,
2

F=1.711, p=.169

-1.169

.431

-.258

-2.712

.008

.924

1.082

.160

.490

.031

.326

.745

.921

1.086

-.404

.470

-.083

-.861

.391

.895

1.117

.412

.198

.195

2.080

1)

2

R=.325, R =.105,

소셜미디어 한달에1번이상=1
사전 경험
주1회이상=1
성 더미
매일=1
취
소셜러닝 만족감
도
학습 참여도

수정된 R =.072, F=3.152, p=.017

.040

.955

1.048

2

-1.196

1.192

-.099

-1.004

.318

.865

1.157

1.118

1.311

.081

.852

.396

.920

1.087

-.301

1.260

-.023

-.239

.812

.889

1.125

.769

.540

.136

1.424

.157

.918

1.090

.600

.259

.224

2.321

.022

.895

1.118

1)

수정된 R =.074, F=2.778, p=.021
1) ‘평소전혀 안한다’를 기준값(0)으로 부호화한 더미변수
2

2

R=.340, R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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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결과
연구문제 1번과 관련하여, <표 6>과 같은 회귀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사전경험’은 소셜러
닝에 대한 만족감, 참여도, 성취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넣은 회귀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문제 2번에 해당하는 ‘소셜러닝 만족감이 학습 참여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습 참여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두 번째 회귀모
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3.152, p<.005). 예측력이 높지는 않으나, 소셜
러닝에 대한 만족감만이 참여도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t=2.080, p<.05). 또한, 연구
문제 3번과 관련하여, 참여도를 독립변인으로 추가한 3개 변인에 대한 성취도 예측 모델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778, p<.05). 이는 세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성취도 총 변화량
의 약 7.4%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참여도만이 유의한 예측변인으
로 들어났다(t=2.321,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이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 참여도,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은 참
여도에, 참여도는 성취도에 기여를 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이 기업형으로 개발된
소셜러닝 플랫폼에서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참여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긍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에 입과하기 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 하였는가’가 교육의 효과를 가
늠하는 만족감, 참여도,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셜러닝에 대
한 만족감은 참여도에, 참여도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농·수산식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교육생들로 기존 소셜미디어의 활용
빈도가 낮고, 따라서 이를 활용한 학습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셜러
닝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얼마나 만족하였느냐가 학습 참여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통업무 종사자와 같이 현장근로자들은 그 동안 PC 접근성 등의 이슈로 이
러닝을 통한 원격훈련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폰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서 누
구나 자신의 기기를 학습에 활용(Bring Your Own Device: BYOD)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동성(mobility)과 휴대성(portability)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이
설계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기기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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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직무에 연결시킬 수 있다. 기업의 교육 담당자와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자들이 스마
트 기기를 통한 소셜러닝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소셜미디어에 대
한 사전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
목이다.
둘째, 기존의 이러닝형태의 학습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소셜러닝 형태로 전환하는 과도기
적인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소셜러닝에 대해 긍정적, 만족적으로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원격교육훈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방대한 양의 학습 내용
을 일방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주로 ‘읽기’ 활동이나 동영상
을 ‘보기’활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읽기 못지않게 ‘말하기’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는 점차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의 채널이 생겼고(전숙경, 2014), 교
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러운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본능을 해소해줄 수 있다. 본 연
구의 배경이 되는 직무교육과정에서는 특별히 학습자들의 참여에 의하여 교육 컨텐츠가 생성
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소셜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참여도
가 증진되고, 참여도는 결국 성취도를 증진시킴을 보여주었다.
셋째, 기존의 소셜 미디어를 다룬 연구들이나 협력 혹은 토론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참여도와 성취도간의 직접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고(김소영, 2014; 임규연,
2012; 김은영, 김정현, 최예솔, 2011; 김정겸, 2009; 유평준, 2003), 만족감과 성취도간에는 상관
이 없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임연욱과 이옥화, 2008)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
들은 이러닝 형태의 원격교육훈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소셜러닝의 경우도 누구나 회원가입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위키의 교육적 활용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형으로 개발된 소셜러닝 플랫폼을 배경으로는 환경에서 만족감, 참여도, 성취
도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공유-개방-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훈련이라는 맥락 때문에 소셜활동을 비롯한 학습 참
여가 최종 평가점수와 수료에 들어가고, 따라서 학습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발적’ 이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비록 이렇게 소셜활동이 교수설
계자와 운영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된 환경이었지만, 학습자의 ‘참여’에 기반 한 교육
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자의 사전 경험을 만족감 및 참여도, 그리고 성취
도와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셜활동을 포함한 학습참
여를 정량화시켜서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에 따라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
었으며, 설문 참여율을 높이고자 최소한의 문항수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만족감의 경우 구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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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확보한 측정도구가 아니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소셜미디어 사전경
험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얼마나 능숙한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SNS를 평소 어느 정도 사용하였었는지에 대한 자기보고식 빈도를 활용하였던 점 등 연구자가
의도한 학습자 변인으로서 “소셜미디어 활용능력”이 만족감, 참여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할 수 없었다. 이지연(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소셜미디어 활용능력으로 변환하거나 보다 타당성 높은 측정도구를 개발
하여 소셜러닝 환경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
력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지연, 2006), 본 연구의 경우는 소셜미디어
사전경험이 만족감에 직접적 효과를 끼치지 않았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평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며, 엄격하게 고안된 측정도
구에 기반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들의 참여가 강조된 본 연구맥락에서 소셜활동에 기반한 학습 참여도 변인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시도해 볼 필요하다. 임규연, 김희준, 박
하나(2014)는 학습의 참여가 곧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주
고받은 의사소통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참여의 질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
크 분석(SNA)을 통한 각종 중심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포함한 변인을 모델에 포함하여 관계를 살펴보고, 보다 예측력
이 높은 변인들을 모델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제안된 후속연구가 진행 된다면, 향후 소셜러닝 환경 설
계와 운영에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계층의 성인
들을 포함하고 있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업형 소셜러닝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때는
직무와 직결되어 즉각적으로 현업에 적용해보고 학습자간에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과제 설계와 평가기준 수립이 교수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이수경외 2014). 본 연구는 학습자가 소셜미디어를 평소 자주 사용하건 그렇지 않았건, 현장
성 높은 과제와 학습자가 불편하지 않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제공된 학습 가이드
등 학습환경의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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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각종 소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확산으로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는 점차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단면이자, 현대인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생활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교육현장에 활용되는 경
우도 빈번해졌다. 그러나 알려진 소셜미디어들은 참여·개방·공유측면에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 기업의 직무교육현장에 활용될 경우 기술적·행정적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형으로 개발된 소셜러닝 플랫폼을 배경으로 운영된 직무교육에서, 학습자의 사전
소셜미디어 경험과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감이 참여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농․축․수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맡고 있는 N社 임직원 302명을 대
상으로 4주간 12차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와 교육기간 동안 학습자들이 시
스템에 남긴 로그파일, 그리고 최종 학업성취도 결과를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설문조사에 충실히 참여한 11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사전 SNS 활용 빈도)이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도, 실제
학습참여도, 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셜러닝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참여도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전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소셜러닝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였느냐가 실제 학습에 대한 참여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셜러닝을 위한 적절한 과제 및 학습 가이드 제공과 같은 학습 환경 설계와 운영
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소셜미디어, 직무교육, 소셜활동, 소셜미디어 사전경험, 소셜러닝, 만족감, 참여도,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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