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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 교육을 한 수해양 공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일반고 학생과 수해양 련 공 계열의 학생 총 2,725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활용 행태에서 수해양 공 학생들은 음악듣기, 동 상 감상, 시간보기, 

SNS, 학습 이외 정보검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들은 음악듣기, 동 상감상, 학습 이외 정보검

색, 시간보기, S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활용 행태 차이의 상  세 항목은 게임, 19세 이상사이

트 이용, 웹툰에서 비교  큰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 은 우리를 교육  활용 방

안에 해 생각해 보게 한다[1]. 특히 스마트폰이 갖은 

뛰어난 근성, 이동성, 편의성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되는 매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

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

트폰을 활용한 학습자 심의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교

과서와 연계된 멀티미디어 요소 자료를 용시켜 학습

의 질을 높이고 유기  연결 계를 모색[2]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교육  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교

과 역에 따라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른바 국어, 어, 수학 등의 주요과목들은 테크놀로

지 활용을 한 자원들이 넘치는 반면, 수해양 교과교

육과 같은 역에서는 오 라인 자료조차 쉽게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선행연구들[3][4][5][6][7][8]에 

따르면 스마트 교육에 한 메타분석, 스마트 교육 활

용 사례 등의 새로운 근이 이 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도 수해양 련 공의 희소성이 있는 과

목의 경우는 도  근 사례나 인식조사 등의 시도

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 이 논문 는 서는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6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한 수해양 

공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일반

학생들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활용에서 수해양 공 학생들은 어

떠한 행태를 띄고 있는가?

둘째,  스마트폰 활용에서 일반 학생들은 어떠한 행

태를 띄고 있는가?

셋째, 수해양 공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유형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연구 상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수해양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연구 상이다. 본 설문에 

응답한 설문  자료가 불충분한 상들을 제외한 후 

최종 으로 수해양계열 학생 878명과 일반고 1,847명

으로 총 2,725명이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다. 

2.2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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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 고등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유형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기술통

계 결과를 토 로 학교유형에 따른 스마트 폰 활용 용

도와 계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행태 

상  5  항목들은 <표 1>과 같다.

스마트 폰 활용 행태   M  SD

음악듣기  4.05 .982

동 상 감상(유튜 )  3.9 .997

시간보기  3.67 1.068

SNS(미니홈피,카톡,페북

,트 터,인스타그램) 등
 3.58 1.072

학습 이외 정보검색  

자료이용
 3.54 1.23

<표 1> 스마트폰 활용 행태 상  5  : 수해양고

구체 으로,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은 음악 듣기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용도로 나타났고, 동

상 감상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보거나, SNS를 이용하며 정보검색  자료이용, 화

통화  게임이나 오락, 웹툰, 문자메시지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스마트 폰을 통한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은 가장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행태 상  5  

항목들은 <표 2>와 같다.

스마트 폰 활용 행태   평균  SD

음악듣기   3.96 1.087

동 상 감상(유튜 )   3.85 1.110

학습이외 정보검색  

자료이용(음악, 화 일)
  3.62 1.066

시간보기 3.56 1.131

SNS(미니홈피,카톡,페북

,트 터,인스타그램 등
  3.47 1.302

일반고 학생들 한 음악듣기와 동 상 감상 등이 

스마트활용 용도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습 이외 정보

검색  자료이용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 수해양고

와 차이를 보 다. 그리고 SNS 활용과 게임  오락 

등에도 수해양고 학생과 다른 면을 보 다. 이는 입시

련 학교의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수해양 공 고등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 차이는 몇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이  상  3 의 통계 으로 유의하

며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가장 큰 차이는 게임  오락, 19세 이상 사

이트 이용에서 나타났으며, 웹툰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활용 행태
집단 유의수 평균차이  t

게임  오락
수해양

.000 .430
    
8.16일반고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수해양
.000 .399 7.796

일반고

웹툰
수해양

.000 .186 3.5
일반고

p<.05*,  p<.01,** p<.001 ***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 교육을 한 수해양 공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 행태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비슷한 스마트

폰 활용 행태를 보 지만 활용행태에서 흥미로운 차이

이 발견되었다. 특히 상  세 항목은 게임, 19세 이

상사이트 이용, 웹툰에서 비교  큰 평균차이가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에서 재 

학생들의 활용행태를 악하고 이를 반 한 스마트 교

육이 이 져야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행태에 한 추가 인 내용에 한 분석과 함께 

여러 변인들의 특성을 반 한 분석이 추가 으로 이

져야할 것이다.

[ 1 ] 허균 (2016). 교육방법  교육공학의 이론

과 실제. 부산: 부경 학교출 부. 

[ 2 ] 허 주 (2014). ,고등학생 상 미디어 교

육내용의 구성 방향: 미디어 교육내용의 실

태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32(1), 23-47

[ 3 ] 황유리ㆍ강신천 (2013). 스마트교육을 한 



2017 21 2

스마트기기  콘텐츠 효과성 연구. 한국컴

퓨터교육학회 17(2)

[ 4 ] 임정훈․김상홍 (2013). 스마트러닝 기반 개

별학습  력학습이 학업성취도, 자기주도

학습  사회  효능감에 미치는 향. 교육

정보미디어연구, 19(1), 1-24. 

[ 5 ] 김혜숙․계보경․길혜지․ 종희 (2013). 스

마트교육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 세종시 

연구학교를 심으로. 한국교육, 40(3), 

27-48. 

[ 6 ] 김향화․오동인․허균 (2014). 스마트교육 

연구동향에 한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

연구, 26(1), 157-166. 

[ 7 ] 김은수․백 태․이세훈 (2013). 스마트폰 

앱 작도구를 이요한 DIY 교육용 앱 개발 

 활용 연구, 19(2)

[ 8 ] 허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

한 스마트교육 연구동향 탐색연구. 2016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하계 학술발표 논문

집, 20(2), 8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