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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수해양 공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스마트교육미디어 활용 유형의 차이를 탐색해 보고

자 하 다. 이를 해 스마트교육미디어  많이 활용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의 활용 유형 차이를 살

펴보았다. 수해양 련 공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일반고 학생 총 2,714명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연구결과 SNS 활용에서 수해양 공  일반고 학생들은 정보획득·공유, 재미, 시간때우기, 사람과의 교류 

목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상  다섯 가지 활용 유형  재미있어서, 시간때우기, 사람들과의 교류, 

습 으로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에 있어서도 테크놀로지 기술을 극 으

로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여러 기

술 인 진보는 교육자들에게는 이를 교육 으로 활용

하기 한 여러 노력들로 이어져 새로운 교육방법의 

발 과 진보를 가져왔다. 에디슨이 새로운 기기를 발

명하여 테크놀로지 명을 이뤘을 때 이를 활용한 교

육의 변화를 언했던 것처럼[1][5], 스마트교육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교육활동의 확장으로 이

끈다.

새로운 기술과 스마트교육에 한 심에도 불구하

고 스마트교육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2][3][4]은 스마트 교육에 한 이론  탐

색, 스마트 교육 활용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

만 그 상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

는 근이 부분이며 수해양 련 공과 같은 특성

화된 학생들을 상으로 스마트교육을 한 기반이 되

는 다양한 근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 미디어  소셜

※ 이 논문 는 서는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621).

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활용 유형을 일반고와 

수해양 공 학생들을 심으로 비교 탐색해 보았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의 SNS 활용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일반고 학생들의 SNS 활용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SNS 활용 유형 차이는 어떠한가?

2.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수해양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다. 분석을 해 수해양계열 학생 864

명과 일반고 1,850명의 총 2,714명을 연구 상으로 설

정하 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값(.886)을 산출하 다. 수해양 공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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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SNS 활용 유형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기술통계 결과를 토 로 

학교유형에 따른 SNS 활용 용도와 계정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의 SNS활용 유형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SNS M SD
정보획득·공유 3.58 1.07
재미있어서 3.55 1.08
시간때우기     3.47 1.20

사람들과의 교류 3.45 1.11
습 으로 3.17 1.23

의견표   공유 3.17 1.18
스트 스 해소 3.08 1.19
일상생활기록 2.58 1.25

19세이상 사이트이용 1.95 1.19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이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

는 용도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유하기 해서이다. 

그 다음으로는 SNS가 재미있어서, 시간 때우기, 사람

들과의 교류, 습 으로, 의견표   공유, 스트 스 

해소, 일상생활 기록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SNS를 통

한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은 가장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고 학생들의 SNS활용 유형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SNS SD
정보획득·공유 3.49 1.18
재미있어서 3.43 1.20

사람들과의 교류 3.32 1.25
시간때우기 3.19 1.30
습 으로 3.07 1.33
스트 스해소 2.97 1.29

의견표   공유 2.95 1.28
일상생활기록 2.38 1.29

19세이상 사이트이용 1.59 1.07

일반고 학생들 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유, 재미

있어서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다음 순 부터는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은 사람들과 교류, 시간때우기, 

습 으로, 스트 스 해소, 의견표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하 순 는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과 마찬

가지로 일상생활기록, 19세이상 사이트이용을 해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SNS 활용 유형 차이는 몇 가지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상  5가지 역은 <표 3>과 같다.

M SD t

정보획득·공유
수해양 3.58 1.07 1.79
일반고 3.49 1.18

재미있어서
수해양 3.55 1.08 2.63**

일반고 3.43 1.20

시간때우기
수해양 3.47 1.20 5.47***

일반고 3.19 1.30

사람들과의 교류
수해양 3.45 1.11 2.74**

일반고 3.32 1.25

습 으로
수해양 3.17 1.23 1.97*

일반고 3.07 1.33
*p<.05, **p<.01, ***p<.001

결과 으로 정보획득·공유를 제외하고 재미, 시간때

우기, 사람들과의 교류, 습 으로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 은 수해양 공 학생들과 일반고 학

생들의 스마트교육미디어 활용 유형의 차이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빈도분석을 통한 활용유형의 순

는 비슷한 하 지만, t 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는 

몇 가지 역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이 일반계열 

뿐만 아니라 수해양 공 학생들에게도 용되기 한 

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추후 연구에서

는 활용하고 있는 계정 등에 한 추가 인 분석과 함

께 장에서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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