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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위터(Twitter)는 상대방의 트윗(tweet)에 대해 리트윗(retweet) 또는 응답(reply)하는 방법이 용이하여 손쉬운 의
사 전달과 정보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트위터를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
고, 특히 교육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트위터는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
통 도구로 활용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에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트위터가 다
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 및 고찰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많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를 대학의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질의 응답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조사, 분
석한다. 분석 결과, 트위터 활용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의 트위터 활용도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트위터는 교
육적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을 보인다.

ABSTRACT 

Because Twitter provides an easy way to reweet and reply to other user’s tweets, it is used to delivery our opinion to 
others and get useful information from followers as a useful tool.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use 
Twitter in many application area. Especially, Twitter has been tried to use in education area. Twitter service can be 
used in educational environments as a communication tool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and among students without 
restriction on space and time. Twitter service has good possibility of applying, bu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that prove the effectiveness and possibility of the tool as a useful educational tool through experimental studies. In this 
study, Twitter is used as a tool of the question-and- answer sess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during a semester. And 
the activit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f we do not force the use of Twitter, Twitter 
utilization of students is low. Thus, we show that Twitter has the potential for educational utilizing, but the aggressive 
efforts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are needed to show such effects. 

키워드 : 모바일 러닝, 트위터 활용, SNS 활용, 트위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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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트위터는 140문자의 단문을 팔로잉 관계를 맺은 사

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SNS 서비스 도구이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팔로잉 관계를 맺어 상대방의 트윗에 포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트윗에 대해 리트윗 또

는 응답하는 방법도 용이하여 손쉬운 정보획득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1]. 최근 들어 이러한 트위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재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응급구조를 위한 모니터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파악

하기 위한 빅데이터 처리 등 이용분야는 다양하다. 이
러한 노력과 함께 교육분야에도 트위터를 이용하기 위

한 노력이 있어 왔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트위터가 교육분야에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고찰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

를 입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를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적 연구로서, 대학의 한 학기동안 두 클래스의 학생들

의 트위터 활동과 강의실 내의 오프라인 활동을 조사하

고 서로 비교해봄으로써 트위터의 교육적 유용성을 파

악한다. 트위터가 가지는 가장 손쉬운 기능인 질의응답 

기능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질의 응답도구

로 사용하여 그들의 이용 형태를 분석한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의 경향성(온라인/오프라인 질

문, 수업/비수업 질문, 해시태그 사용/비사용), 학생들

의 성적과 트위터 활동과의 관계성(성적과 온라인/오
프라인 질문의 관련성, 성적과 수업/비수업 질문의 관

련성, 성적과 트위터 가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

한다. 

Ⅱ.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최근 들어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깅 도구를 교

육환경에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

다. 마이크로 블로깅은 블로깅 형태의 전송 매체의 한 

종류으로 소량의 정보전송을 특징으로 한다[16].  

2.1.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연구

첫째,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다. 트위터의 교육환경에의 적용가능성을 분

석한 초기연구로는 Grosseck의 연구[2]와 Ebner의 연구

[3]가 있다. Grosseck의 연구는 트위터가 학생들과의 협

력 작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Ebner의 연구는 마이크로 블로깅 도구를 이용하

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

들이 서로 협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Junco의 연구[4]는 대학의 한 학기동안 실험을 통해 

트위터가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수

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Noor의 연구[5]와 Wakefield[6]의 연구는 러

닝 커뮤니티를 보다 고등교육으로 안내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im[7]의 연구와 

Lee[8]의 연구는 트위터를 학생들의 토의학습에 활용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이다. 

2.2.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형태 분석 연구

둘째,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형태를 분석한 연구들

이다. Ha의 연구[9]는 학생들의 트위터 이용 형태와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Stepanyan의 연구[10]는 마이크로 블로깅 환경에서 보

다 높은 성적을 획득한 학생이 더 많은 팔로워(follower)
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 팔로잉

(following)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Ullrich의 연구

[11]는 마이크로 블로깅 환경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이

용 형태와 경향성을 분석하고 있다. 

2.3. 트위터의 교육적 이용의 확장에 관한 연구

셋째, 트위터의 교육적 이용 확장에 관한 연구이다. 
Thoms의 연구들[12-13]은 트위터가 기존의 온라인 러

닝에 이용되는 교육과정관리시스템(CMS)에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etintas의 연구[14]는 트위터가 

대학에서 운용되는 기존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학생들

의 질의 응답에 활용되고 특히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하

여 중요한 질문을 선별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트위터의 교육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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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하여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 형태를 분석

해봄으로써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가능성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Ⅲ. 트위터의 강의적용

트위터는 모바일 또는 데스크탑 등 사용기기의 선택

이 용이하고, 서비스의 특성상 상대방의 허락없이 팔로

잉 관계를 맺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단문

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팔로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환경에서 무엇보다 교

수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적

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서비스를 교육환

경에서 질의응답 도구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트위터 활

용 형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3.1. 실험환경

트위터 활용형태 조사를 위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2학년 2개 반을 선택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트위터 사용법에 관해 30분가량의 간단한 안내들 받았

고 가입 여부는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

도록 하였다.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교수자는 학기 

초 각 분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 

내에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리

스트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글을 손쉽게 찾

도록 하기 위해 각 분반의 해시태크(hashtag)[15]를 정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주요기능과 활용을 

표현한 것이다. 교수자는 학생과 팔로우(Following)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팔로우 되는 사람은 팔로위

(Followee)가 되고 팔로우하는 사람은 팔로워(Follower)
가 된다. 팔로워는 팔로위의 트윗 메시지를 읽을 수 있

고, 팔로워에게 트윗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대개는 

팔로우 관계가 상호간에 맺어지므로 상호간에 트윗을 

전달할 수 있다. 트윗 메시지를 통해 질의 응답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응답(reply)을 통해서도 답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전달 받은 메시지는 리트윗

(retweet)을 통해 팔로워에게 전달할 수 있다. 

표 1. 실험환경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반 과목명
Twitter가
입자수/
학생수

리스트 해시태그

A
(1521)

Data
Commu
nication

34 / 65 yudc13a #yudc13a

B
(1522)

Data
Commu
nication

27 / 46 yudc13b #yudc13b

그림 1. 트위터의 기능과 활용

Fig. 1 The functions and utilization of Twitter

3.2. 질문의 유형

학생들의 질문 유형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질

문 형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째,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수업내용과 관련된 질문

(이하 수업질문)과 수업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
하 비수업질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질문 매체에 따

라 트위터 상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질문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오프라인 질문(강의 중 혹은 강의 종료 후의 

개별질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2는 실험에서 발생한 질

문의 유형과 예를 보여주고 있다. 

Ⅳ. 트위터의 적용결과 분석

학생들의 질문 수와 형태 등 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학생들의 트윗 이용현황, 가입시기 등 트윗 활

용 건수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트

윗 이용 현상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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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질문의 유형과 예

Table. 2 The types and examples of the questions

번
호

날짜
월/일 이름 질문내용

온/오프
라인

수업/
비수업

1 9/22 이00
광섬유피복이 손상
된 경우 데이터가 손
상되는지?

오프
라인

수업

2 9/22 정00

싱글모드 광파이버 
경우 굽어짐에 따라 
신호전송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오프
라인

수업

3 9/24 정00 기간지난 과제물 
제출

온라인 비수업

4 10/1 한00 3dB는 왜 2배인지? 오프
라인

수업

5 10/8 이00
Bipolar AMI와 
pseudo ternary는 
반대 개념?

오프
라인

수업

. . . . .

4.1. 학생들의 질문 형태

학생들의 질문은 온라인(트위터 이용)과 오프라인

(수업시간 중, 수업종료 직후)에서 이루어졌고, 학생들

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그림 2와 같이 학생들의 질문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질문 유형을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겼을 경우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오프라인 질문

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을 수업질문과 

비수업질문으로 나누었을 때 학생들의 질문의 대부분

은 수업내용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그림 2. 질문의 유형별 비율

Fig. 2 The ratio of each question types 

학생들의 질문 발생 시기를 분석하였다. 그림 3과 같

이 학생들의 질문의 많은 수가 한 학기의 중간에 분포

하고 있었다. 특히 6주는 중간시험, 10주는 어려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질문의 발생시기

Fig. 3 The occurrence time of the questions

4.2. 학생들의 트위터이용 형태

트위터의 가입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

졌다. 그림 4와 같이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랐을 때 트

위터 가입 비율은 A반의 경우 약 52.3%, B반의 경우 

58.7%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가입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트위터 상에서 질문할 때는 관련 내

용을 손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해시태크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도 비교적 많았다.

그림 4. 트위터 가입 비율과 해시태그 사용 비율

Fig. 4 Twitter registration rate and the ratio of use of 
hashtag

4.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질문 형태

학생들의 질문 형태 그리고 학생들의 트위터 활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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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성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6은 학업성취도와 1인당질문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1인당질

문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좋은 성

적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1인당질문수가 매우 높았다. 
그림 2와 같이 온라인 질문수와 비수업 질문수는 오프

라인 질문수와 수업 질문수보다 매우 적었다. 하지만 

온라인 질문과 비수업 질문은 모두 A와 B학점의 받은 

학생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A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수가 전체학생의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좋은 성적

을 취득한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1인당질문수는 식 (1)과 같

이 구하였다.

인당질문수각학점을취득한학생수
각학점을취득한학생들의질문수 (1)

그림 5. 학업성취도 분포

Fig. 5 The distribution of academic achievement 

그림 6. 학업성취도와 질문수의 관계

Fig. 6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number of questions

4.4.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트위터이용 형태

학생들의 트위터 이용형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성적이 우수

한 학생은 트위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이 가입하지 않

은 학생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학점이하

의 학생은 트위터 가입 학생수와 미가입 학생수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6에서는 각 학생들의 성적과 담당

교수의 트위터 가입권유 이후 트위터 가입순서를 비교

하였다. 성적과 트위터 가입순서는 관계성이 적었다. 
또한 가입순서와 질문수에 있어서도 특별한 특징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5에서 트위터 가입비율은 식 (2)
와 같이 구하였다.

가입비율 트위터가입한전체학생수
각학점을취득한트위터가입학생수

×(2)

그림 7. 학업성취도와 트위터 가입비율

Fig. 7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Twitter registration rate

Ⅴ. 결  론

트위터 서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트위터의 교

육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 학기동안 

대학의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 트위터를 질의응답에 활

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 형태와 트위터 이용

형태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트위터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트위터 활용을 강

제하지 않고 질문 방법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였을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트위터) 질문보다는 오프라인 또는 개

별(방문) 질문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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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위터 가입순서와 성적(질문수)
Fig. 8 The registration order of Twitter and the results of operations (number of questions) 

즉, 트위터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기존

의 질문방식을 선호하였다. 또한 질문의 내용은 수업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학생들의 트위터 

이용 경향성과 관련하여 트위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강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트위터 활용 비

율이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8]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트위터 선호도는 다른 SNS서비스에 비해 그

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트윗의 교육

적 활용 또한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랐을 경우 활용도가 

낮은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트위터 서비

스의 “교육적 효과성”과는 별개 문제로 트위터의 교육

적 활용에는 학생과 교수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질문의 경향

성, 트위터 이용의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질문의 회수가 성적이 낮은 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대부분 트위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보다 상세한 질문과 

응답을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포함한 피드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프라인 또는 개별질문을 선호하는 것이

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만을 허용하고 실시간성에

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질의응

답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트위터의 교육적 활

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가진 연구들이 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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