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Ⅸ-A : 교육콘텐츠 199

스마트폰의 학습 활용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Educational Utility of Smartphone

남 상 조

목원대학교

Nam, Sang Zo

Mokwon Univ.

 요약

본 연구는 2012년 4월 2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519명의 대전 소재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학습 활용에 대한 

실태를 설문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활용도와 학습 활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또한 학년별, 성별 차이를 SPSS 18 패키지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스마트폰의 학습 활용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0.6%에 달하고 “그렇다”라는 응

답과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은 26.6% 및 5%인 반면 “그렇지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21.9% 및 

5.9%를 나타내 학문적 활용성은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이 학습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응답에는 “주로 엔터테인먼트에만 쓰게 된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학습할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응답이 20.48%, “화면이 작아 학습에 부적합하다”는 응

답이 17.1%로 뒤를 이었다. 이 역시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이유의 차이가 있었

다.

I. 연구의 배경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e-러닝은 상당한 질적, 양적 성장

을 이루었고 보편화되었다.[1][2]. 반면 핸드폰을 이용한 

m-러닝은 e러닝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최

근 들어 스마트폰이 크게 보급되면서 보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m-러닝의 

성과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3][4][5]. 본 연구는 대학생들

의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8일까지 대전 소재 4년

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학습에 대한 도움 여

부와 도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하여 학생들이 느

끼는 인식과 방해 요소를 도출해보고 또한 학년별, 성별 

인식의 차이를 SPSS 18 패키지의 t-테스트와 카이스퀘어 

테스트, ANOVA 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2.1 인구 분포
  

  1학년 141명, 2학년 146명, 3학년 127명, 4학년 105명의 

응답자를 보여 학년 분포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

으며 4학년이 다소 적다. 또한 성별은 남자가 271명으로 

52.2%, 여자가 248명 47.8%로 남자가 다소 많다. 이중 모

든 문항에 성실한 응답을 한 421명의 응답 내용이 분석 대

상이 되었다.

2.2 조사 결과

1) 스마트폰 사용 여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90%에 달하였다.

2) 스마트폰의 학습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척도 평균도 3.03으로 보통에 거의 적중

한다. 

3) 스마트폰의 학습 미도움 이유

  스마트폰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한다는 이유가 

47.3%에 달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2.3 가설 검정

  위의 세 가지 응답에 있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한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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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 따라 카이스퀘어 테스트, t-테스트, ANOVA 테스

트를 SPSS18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가설 1> 성별 스마트폰 사용 차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

므로 95% 신뢰도하에서 성별 스마트폰 사용 여부의 차이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 성별 스마트폰의 학습 도움 인식 차이

  t-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성별

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인식은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설 3> 성별 스마트폰의 학습 미도움 이유 차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

으므로 성별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

생이 이유로서 “학습할 콘텐츠가 별로 없다”라고 답한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은 “스마트폰은주로엔터

테인먼트에활용하게된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남학생에 비

해 매우 높은 것이 원인이 되겠다. 

<가설 4> 학년별 스마트폰 사용 차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

므로 95% 신뢰도하에서 학년별 스마트폰 사용 여부의 차

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설 5> 학년별 스마트폰의 학습 도움 인식 차이

  ANOVA 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

로 학년별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인

식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설 6> 학년별 스마트폰의 학습 미도움 이유 차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했으며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

므로 학년별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지만 학

습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는 스마트폰 자

체를 주로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한다는 답변이 47.3%에 달

하는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고 화면이 작아 학습에 불편하

다는 이유와 학습할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이유가 뒤를 이

었다. 성별, 학년별 스마트폰 이용 실태나 스마트폰이 학

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년별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로 스마

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학습할 콘텐츠가 별로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은 

“스마트폰은주로엔터테인먼트에활용하게된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남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원인이었다. 본 연

구의 한계점은 지방대학생으로 국한된 집단의 제약성을 

들 수 있겠고 후속 연구로는 스마트폰의 학습적 역할 제고

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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