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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 기술 및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폭발
윤희정
서강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

적이라 할 만큼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SNS(Social Network System)입니다. 위키
피디아에는 그 개념을“개인이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명“TGIF”라 불리우는“트위터”,“구글”,“아이폰”,“페이스
북”이 바로 SNS 기반의 미디어들입니다. 언론 뿐 아니라 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칠 정
도로 현재 SNS는 다른 어떤 도구들 보다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위터는 140자 내에 자신의 글을 작성하고 구독자들은 실시간으로 받
아보고 반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매체입니다.
가입 및 활용이 편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 소통의 용이성 및 네
트워킹의 간편성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대학 수업에서 이 트위터를 활용하는 사례
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연락처를 따로 알 필요 없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수업을 듣는 누구나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협동이 가능
�교수자가 수시로 공지사항(기한일, 테스트 내용)이나 새로운 뉴스 등을 학생들
에게 알릴 수 있음
�트위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
문에 Brainstorming에 유용
�교수자이든 학생이든 흥미로운 웹사이트나 정보를 post 해서 공유
�트위터의 특성상 의견제시하기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설문조사, 질문, 피드백
등 활발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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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를 이용하면 교실에서보다 다양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는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수반

1.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트위터의 숨은 기능
�Protect my tweets: 승인에 의해서 Following 허용
� 상단에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클릭하여“Settings”선택
� Account 탭의 하단에 있는 Tweet Privacy에서“Protect my tweets”에 체크

TIP

확산이 강조되는 트위터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으나, 수업을 위한 공간으
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멘션맵
� 인터넷 주소창에 http://bit.ly/2GE4UR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주소의 창으로
연결된다.

� 팝업창에 자신의 ID(username)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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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개념도
가 생성된다.

TIP

교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응용 전략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능력 강화
- 외국어 수업의 경우 트위터 상에서 그 언어의 원어민을 찾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
눌 수 있기 때문에 어휘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고, 배운 표현을 연습 할 수 있다.
- 영어수업, 이야기 창작 수업 등에서 학생들이 140자 씩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창작에 참여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질의응답의 활성화
- 수업 중이나 수업 후, 쉽고 편하게 질문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40자 범위 내
에서 교수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요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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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의 수집
- 저널리즘 수업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학교 소식, 스포츠 뉴스, 학술적 경연의 내용
등의 정보를 직접 전파할 수 있다.
-‘track___’라고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이벤트, 아이디어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 @Reuters, @CNNMoney, @NatGeoSociety 등 뉴스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트위터
를 팔로우 하여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도 트위
터 계정을 활용하여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 트위터 안에 있는 search tool을 활용하면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다양한 트윗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실시간 네트워킹
- 많은 정치가들이 트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리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이런 소스를 정치학 수업에서 현대 정치 현황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공부하는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 존경하는 교수 등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여 그들
의 연구 활동과 업적, 근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IP

알아두면 편리한 인터넷 도구로 URL 단축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
에서 사전에 복사한 URL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압축된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자료를 링크해줄 때 가장 유용하며, 긴 주소를 간단
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 등을 실시할 때에도 편리합니다.

https://bitly.com/

http://goo.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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