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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캠퍼스 실현을 위해 캠퍼스 내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서비스 
활용성 및 유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은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pc, 
디지털 카메라 순이며, 향후 구매의향이 높은 디지털 기기는 가상현실 기기, 스마트워치/밴드, 태블릿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 캠퍼스의 세 영역 중 ‘생활’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화가 실현되고 있으나 ‘교육’에서는 
여전히 데스크톱pc와 같은 고정형 기기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를 탐색하거나 공유할 때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유용하게 지각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학습 시 검색엔진, 메신저, 온라인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며, 
생활에 있어서는 메신저, 음악 및 비디오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서비스 활용률과 지각된 유용성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마트 캠퍼스, 디지털 기기, 디지털 서비스, 지각된 유용성, 대학생 이용자
Abstract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mart campus and look for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age rat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by conducting online survey of 580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s have the highest ownership rate, 
followed by laptops, desktops, and digital cameras. Purchase intention of virtual reality devices is highest 
followed by smart watches/bands, and tablets. Second, mobilization in campus life is almost realized, however 
the usage of desktops is still high in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context. Digital devices have been perceived 
particularly useful when searching and sharing information. Third, students use digital services such as search 
engines, messengers, and online libraries in their learning, and they use messengers, music and video services 
in their lives. Service usage rate and perceived usefulness are not propor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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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 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들은 사물 인터

넷, 클라우드컴퓨팅등의 ICT 기술을통해대학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며 다른 캠퍼스와 네트워킹 할

수있는차세대대학교육환경으로서 ‘스마트캠퍼스’ 구

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캠퍼스는 학내

구성원들의생산성을높이는스마트한공간이자여러융

복합 기술들이 모인 플랫폼으로서 교육성과 및 캠퍼스

구성원들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201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 정책

[2]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1)대

학 전역에서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무선 네트워

크 환경, 2)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LMS와 콘텐츠,

3)IT 인프라를통해교수-학생간소통이원활한스마트

클래스룸, 4)학사활동외에도캠퍼스안에서일어나는모

든활동및생활을편리하게만들어주는기반기술및시

설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캠퍼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다양한기술들을융합함으로써캠퍼스공간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존보다 스마트하고 지능

화된방식으로변화(migration)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하지만국내 250여대학들의스마트캠퍼스구축사례

를 살펴보면 ‘사람’의 삶의 방식이 기존보다 스마트해지

는가보다 스마트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실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

는 전자출결, 모바일결제, 모바일 시설예약, 셔틀버스 알

림, 모바일도서관, 스마트에너지시스템등캠퍼스일부

영역에 있어 모바일화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

으며캠퍼스라는특수한공간에서의활동전반을통합적

으로접근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일례로, 많은대학

들이 효율적 학사관리를 위해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은잦은기계오류, 대리출석문제로인해

이중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으

로나타났다[3]. 이처럼스마트캠퍼스구축을위한서비

스들이 기술 자체는 스마트할지 모르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삶을스마트하게바꾸는지에대한검토는부족한

경우가 많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연

구, 캠퍼스 내 적용 가능한 원천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

스마트 캠퍼스의 발전 방향 및 서비스 영역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4,5,6,7]. 캠퍼스 구성원들의 관점

에서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총체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는스마트캠퍼스구축의과도기라고볼수있다.

스마트 캠퍼스 사업이 구성원의 생산성과 만족 증대를

이루는방향으로구현되기위해서는먼저기술이용자들

이 현재 캠퍼스 안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

며,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디지털

화 혹은 모바일화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는데있어서디지털기술을활용하는것을얼마나

유용하게지각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요구된다. 스마트

캠퍼스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디지털 기기, 서비

스활용이가장기초적이며필수적인요건이기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캠퍼스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

와디지털서비스의활용성및유용성지각수준을파악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결과는향후구성원

의니즈를도출하여발전된스마트기기및서비스를제

언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며, 디지털기

술을활용하여구성원들의삶이스마트해지는진정한스

마트캠퍼스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

한활용맥락별로활발하게이용되거나긍정적인평가를

받는 디지털 기기, 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이용자의 생

산성·효율성·편의성 증진을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하고

자하는다양한산업분야에실무적인시사점을제공한다.

2. 스마트 캠퍼스 관련 연구
국내외스마트캠퍼스관련연구는크게학습/교육중

심의 관점, 기술/시스템 중심의 관점, 영역/서비스 중심

의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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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습/교육 관점 연구
학습/교육 관점의연구는스마트캠퍼스내디지털학

습의 특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 캠퍼스의 목표

를 제안한다. Yahya et al.(2010)[8]은 디지털 시대 학습

의 패러다임이 e러닝에서 모바일러닝으로, 그리고 유비

쿼터스 러닝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들은 유비쿼터스 러닝을 통해 캠퍼스 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성향과 위치 등을

감지하여 상황에 맞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장소에서적합한방식으로적합한것들을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스마트 캠퍼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Atif et al.(2015)[9]는 스마트 캠퍼스 내의 학습이 감지

(sensing), 반영(reflect), 모델화(conceptualize), 적용

(experiment)의 단계를 순환하는 퍼베이시브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

마트캠퍼스는정보적지식, 직관적지식, 경험에기반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형(self-transformation)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10],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나 이용자의 선

택 가능성, 통제성, 편리성, 학습 보조 기능을 지원하는

학습도구등의물리적환경을구축할뿐만아니라학습

자의 관심사와 태도를 반영하는 학습 목표 설계를 도와

야 한다고 제안된다[11].

학습 및 교육 관점의 연구들은 스마트한 캠퍼스를 새

로운 지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되고 학습 효과가 극

대화되는공간으로개념화하며새로운학습모델로서모

바일 러닝 또는 유비쿼터스 러닝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2.2 기술/시스템 관점 연구
ICT 기술을활용하여캠퍼스구성원의필요와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

도 다수 수행되었다. Nie(2013)[12]은 학내 학습 시스템,

재무시스템, 사무시스템등을사물인터넷기술과클라

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통합한 후 이용자의 니즈에 따

라 필요한 정보를 지능적으로 분석 및 조합하여 즉각적

으로제공하는기술을연구하였다. 최신형(2016)[6]은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캠퍼스 내 구성원에 관련한

정보와 외부의 SNS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내 구성원의

상황별필요서비스를휴대폰단말기로전송하는서비스

를 제안하였으며, 김순곤(2016)[1]은 웨어러블, RFID 등

의 단말기기술, 비콘이나블루투스등의네트워크기술,

그외플랫폼기술등을종합하여출석체크, 결제, 도서관

이용은물론수강정보와학사행정관련통합서비스를학

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제공받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스마트캠퍼스구축에필요한제반기술및시설의발

전 방향을 제언하는 연구들도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캠퍼스는 1단계에서통합관제센터를구축하여연

결망을제공하고 2단계에서기술을적용한후성과를측

정하고발전방향을구상하며 3단계에서대학내에서유

형별 소프트웨어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캠퍼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적

발전이 요구된다[12]. 또한 Davies(2015)[14]는 사람 간

연결을넘어서기계간연결이가능해지는 IoT 환경에서

다양한결합을통해새로운가치가창출된다고보고, 스

마트캠퍼스는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비용을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과 기계 간 연결성과 공

유성을극대화하여구성원들에게더나은경험과성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및 시스템 관점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모바일

을넘어서 IoT, 클라우드컴퓨팅을스마트캠퍼스의핵심

기술로 제안하고 있다.

2.3 영역/서비스 관점 연구
영역/서비스 관점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캠퍼스 내 서

비스영역을구분하고각영역내에서요구되는세부서

비스및기술을밝히고있다. Hirsch et al.(2012)[15]는 선

행연구 고찰을통해 1)학습, 2)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3)시설관리, 4)조직관리, 5)지속가능성, 6)건강관리의여

섯 가지를 스마트 캠퍼스의 핵심 영역으로 제안하였고,

Stone(2009)[16]은 사회적 삶(social life), 학문적 삶

(academic life), 실용적 삶(practical life)의 세 영역에서

스마트캠퍼스가구현될수있다고보았다. 또한노규성,

주성환(2011)[5]은 교육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

인을 기반으로 1)학사행정 서비스, 2)스마트러닝 서비스,

3)학습 및 정보지원 서비스, 4)문화, 생활지원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을 스마트 캠퍼스로 보았다. 스마트 캠퍼스

프레임워크를 도출한 나종연 외(2016)[4]는 스마트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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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관한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스마트캠퍼

스의 주요 영역을 교육·생활·행정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수업수강, 원거리학습, 개인학습, 팀 활동, 연구

및 파일관리는 교육 영역으로, 이동, 식사, 건강관리, 보

안및안전에관련한서비스는생활영역으로, 학사행정

관리 및 경력 관리 서비스는 행정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학습 및 교육 영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시간관리, 이동및주차, 커뮤니케이션, 보안및

시설관리, 조직관리, 건강관리등캠퍼스공간에서이루

어지는 생활 및 행정의 측면들을 스마트 캠퍼스라는 큰

틀에서 설명하고 있다[5, 17, 18].

영역/서비스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저자들의 통찰

과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스마트 캠퍼스의 방향성을 제

언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실증 조사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특정한 기

술이나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총체적 관점에서

스마트함의구현정도를파악하거나캠퍼스구성원의평

가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4 스마트 캠퍼스 주요 사례 및 한계
다음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한 국내외 사례를 살

펴보고 그 방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스마트 캠퍼스를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중 하나는 MIT이다. MIT는 NFC태그를 이용한 에

스코트요청, 가상화폐비트코인프로젝트, 드론기반길

안내와 같은 다양한 혁신적 IT 기술을 캠퍼스에 실험적

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MIT는 스마트 캠퍼스를

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큰

그림 하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하기 보다는 현재 연

구․개발되는 기술들을 캠퍼스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9].

퍼듀(Purdue) 대학은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학사관

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학생정보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켜 맞춤

형 교육을 구현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잠재적 학습 위험

프로파일(예: 낙제)을파악하는등교육에있어서의혁신

에 중점을 둔다. 국내 대학은 교육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데 다

소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참조할만한 사례이다.

국내 대학의 스마트 캠퍼스 사업은 주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명여대는 통합

모바일앱을통해전자출결, 좌석배정, 도서대출예약, 커

뮤니티, e-learning 강의게시판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

하고 있다. 통합된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NFC, QR코드인식장애등의기술적문제로확

산이미비하다는문제가제기된다. 건국대학교도모바일

앱을통해도서관자료검색및이용예약, 취업정보확인,

모바일 학생증, 생활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서비스가 분산되어 데이터가 효

과적으로 분석, 활용되기 어려우며 인증 시스템의 미비

로 지능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동

대학교의 경우 NFC를 기반으로 전자출결, 도서대출, 출

입/시설 제어, 좌석배정, 클라우드 인쇄, 모바일 결제, 시

설예약 등 다양한 행정, 편의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 NFC 기술을 캠퍼스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받으나 교육의 효과 및 질을 향상시

키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 밖에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

들도스마트캠퍼스구현을위해다양한기술및서비스

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

스로이전, 통합시키는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다. 또한

대표적인서비스인전자출결, 시설예약, 모바일러닝등은

기술오류나사용자의저항으로활용도가미비한상황이

다[20].

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혁신을 채택하려는 욕

구와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된다[21] 따라서스마트캠퍼스실현을위한여

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 방식

들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적 접근, 개별적이 아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스마트함을 실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설문내용
본연구는스마트캠퍼스에서의기술활용맥락즉, 스

마트캠퍼스시나리오를총체적으로파악하고각각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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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스마트 캠퍼스를 교육, 생활,

행정의 세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다[4,17]. 이에 문헌고찰

을토대로스마트교육, 스마트생활, 스마트행정의큰틀

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기술 활용 맥락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서울지역대학교학부생 19명과의심층면접을

통해캠퍼스에서의기술활용맥락들을추가적으로조사

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자는 전공 계열별(인문계열, 사회

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등)로 고르게분포되도록표집

하였다. 심층면접을통해교육영역에서의팀과제수행,

생활 영역에서의 지불결제, 캠퍼스에서의 길 찾기 등 기

존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 활용 맥락들을 수집하

였고, 이를 추가하여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

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서울 지역 대학의 학부생 5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실시하여설문지의이해도를점검하고어색한문장

과표현을수정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3월 24일에서 28

일까지 5일간조사전문업체인엠브래인을통해실시하였

다. 국내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성

별, 학년별, 지역별로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580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특성을요약하면 <Table 1>과같다. 남

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이며 평균 연령은 22.47세로 나타

났다. 전공의 계열은 사회과학(경상계열 포함)대학이

30.2%로가장많고공과대학이 27.9%, 인문및예술계열

이 22.1%, 자연과학이 16.4%, 사범대학이 3.4%의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응답자 수가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 순

이었다. 9학기 이상도 8.8%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N %

Gender
Male 283 48.8
Female 297 51.2

Age
(M=22.47)

Under 24 411 70.9
24 and over 169 29.1

College

Arts and Humanities 128 22.1
Social Sciences 175 30.2
Engineering 162 27.9
Natural Science 95 16.4
Education 20 3.4

Grade

first-year 65 11.2
second-year 132 22.8
third-year 139 24.0
fourth-year 193 33.3
fifth year and over 51 8.8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580)

4. 조사 결과
4.1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및 구매의도
스마트캠퍼스가실현되기위해서는캠퍼스의대표적

구성원인학생들의디지털기기보유가전제되어야한다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및 향후 구매의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Fig. 1]에 제시된바와같이, 모든응답자가

스마트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유율은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pc > 디지털카메라 >전

자사전 > 태블릿 순으로 나타났다. 최신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워치/밴드보유율은 4.7%(27명),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는 1.6%(9명)가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구매의향이 있는

디지털기기는가상현실기기 >스마트워치/밴드 > 태블

릿 순으로 나타났다.

4.2 디지털 기기 활용성 및 유용성 평가
스마트 캠퍼스가 실현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조건은

캠퍼스구성원들이보유하고있는디지털기기를캠퍼스

에서활용하는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가장많이활

용되는 다기능 디지털 기기로서 스마트폰, 데스크톱, 노

트북, 태블릿의 네 가지 디지털 기기를 선정하여 대학생

들의 기기 활용성 및 유용성 지각수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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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ents' Possession and purchase intention 
of digital devices (%)

4.2.1 스마트 교육
교육/학습의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성을 비율(%)로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대부분의

학습상황에서디지털기기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특히 스마트폰과 데스크톱pc의 활용도가 높았다.

학습 상황별로 살펴보면, 수업 수강(in-class)과 관련

해서는실시간으로수업관련자료를탐색할때주로스

마트폰을이용하며노트북을이용하는비율도상당히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내용을 기록하거나 강의안을

확인할 때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도 낮은 편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력된 강의안에 직접 필기하는 기존 학습 방식

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 등의 원거리 학습(distance learning) 시에는

데스크톱의 활용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트북, 스마

트폰 순이었다. 이러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고정된 장소에

서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학습(self-study) 시 과제를할때는데스크톱, 노

트북을 주로 이용하나, 정보를 탐색할 때는 스마트폰의

활용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내용을 기

록하고 정리할 때는 수업 상황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

기 활용성과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았다.

팀 활동(team work) 시 회의내용을 기록, 정리하거나

자료를공유할때는스마트폰과데스크톱을유사한비율

로 활용하며,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을 정할 때에는 대부

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Students' use and assesment with digital devices across 'Smart Educ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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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자료관리(research/archiving) 시에는 거의

100%의 비율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였다. 자료를 공유

할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자료를 편

집, 도식화하고, 저장하고정보를탐색할때는주로데스

크톱과 노트북이 활용되었다. 연구 및 자료관리 영역에

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매우 유용하게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학습자료에집중하거나능동적인작업을

수행할 때는 여전히 고정형 기기인 데스크톱이 가장 주

된도구로활용된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스마트폰은

자료를검색하거나공유하는등의단발적인작업에서주

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많은 대학들이

모바일 캠퍼스 구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학습 효과성

을 높이는데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성은 학습 내용이나 수업 진행방식

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학생들의전공을문과(인문

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와 이과(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로 구분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성을 비교하였

다. 여러 기술 활용 맥락 중 전공에 따라 활용성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상황이었다. <Table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닝을 수강하는 경우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문과 전공생들의 노트북,

데스크톱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고이과전공생들의스

마트폰과태블릿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는 이과 전공생들이 모바일 학습에 보다 친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Smart
phone

Desktop Laptop Tablet

DL: take an
elearning
(χ2=14.17**)

Liberal
arts

12(46.2) 169(53.8) 85(59.9) 3(21.4)

Natural
sciences

14(53.8) 145(46.2) 57(40.1) 11(78.6)

SS: doing
homework
(χ2=9.83*)

Liberal
arts

6(25.0) 186(53.9) 88(55.6) 2(18.2)

Natural
science

18(75.0) 159(46.1) 70(44.4) 9(81.8)

Note: * p<0.05, ** p<.0.01

<Table 2> Differences in use of digital devices by 
major in education context

(N=543)

4.2.2 스마트 생활
[Fig. 3]은 생활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

용성 비율로 도식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활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성은 학습/교육의 상황보다 낮으나 스

마트폰 활용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도착시간을 확인할 때

거의모든대학생들이스마트폰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

났으며 지각된 유용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할 때와 친구, 선후배들과 소통할 때 응답자의 97.4%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였고, 지각된 유용성 또한 매우 높았

다. 동아리, 학회 정보를확인할때데스크톱이나노트북

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상황에서의 디지털 기

기 활용의 유용성은 높지 않았다.

[Fig. 3] Students' use and assesment with digital devices across 'Smart Lif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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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여가 시에도 약 80% 가량의 응답자들이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퍼스 내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 점검할 때 디지털기기 활용률과 지각된 유

용성이모두낮은편이고, 식당및식단정보를검색할때

는 77.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를점검하거나비용정산및이체시스마트

폰을 많이 활용하며 유용성도 상당히 높았으나, 지불결

제 시에는 여전히 현금이나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

에 디지털 기기 활용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캠퍼스는대학생들의주된삶의공간이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도구가 된 것과 마찬가

지로캠퍼스에서의생활도상당한수준의모바일화가이

루어졌다는 것을알 수 있다. 또한사람 간소통, 약속잡

기, 대중교통 시간확인 등의 지각된 유용성이 높다는 점

은 기존에 존재하던 방식을 유사하게 대체하기 보다는

시간이나편의성측면에서새로운가치가창출되는활동

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건강상태를 확인할 때 이

과 전공생들이 문과 전공생들보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Smart
phone

Desktop Laptop Tablet

check health
condition
(χ2=9.23*)

Liberal
arts

111(47.2) 5(41.7) 2(40.0) 2(28.6)

Natural
sciences

124(52.8) 7(58.3) 3(60.0) 5(71.4)

Note: * p<0.05

<Table 3> Differences in use of digital devices by 
major in life context

(N=543)

4.2.3 스마트 행정
행정영역에있어서는 [Fig. 4]에 제시된바와같이스

마트폰, 데스크톱, 노트북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학사행정 중 수강신청과 교육과정 점검/관리 시에는

데스크톱과노트북활용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

며, 이때 유용성 지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내각종교육/취업관련프로그램정보탐색시그리

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디

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률은 스마트폰 > 데

스크톱 > 노트북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기기 예약 시 디지털 기

기 활용률이 5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물/기기 고장신고 시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률이 약

65% 수준이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지각

된 유용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공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수강신청 시 전공과 관련

없이 데스크톱이 가장 많이 활용되나 문과 전공생들은

노트북의활용성이, 이과 전공생들은스마트폰의활용성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Smart
phone

Desktop Laptop Tablet

course
registration
(χ2=9.32*)

Liberal
arts

36(43.9) 128(52.0) 119(58.0) 2(66.7)

Natural
sciences

46(56.1) 118(48.0) 86(42.0) 1(33.3)

Note: * p<0.05

<Table 4> Differences in use of digital devices by 
major in administration context

(N=543)

[Fig. 4] Students' use and assesment with digital devices across 'Smart Administr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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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대학들이학사행정온라인시스템을개발하

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시설물의

전자적 관리, 친환경 관리의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4.3 디지털 서비스 활용성 및 유용성 평가 
스마트 캠퍼스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

스들을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학생들

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항목은 대학생들의 e-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Margaryan et al.(2011)[22]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특성과 최근 개발된 서비스들

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먼저학습맥락에서의조사결과는 [Fig. 5]와같다. 학

생들은 학습 시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84.3%)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 서비스

(64.1%), 학교 온라인 도서관(61.0%), 지식검색(52.2%)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와 같

은비디오서비스(46.2%) 또한학습시많이활용하였다.

반면 학교의 온라인강의지원 사이트(15.3%), 학습전용

어플리케이션(5.3%)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습 맥락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각

된 유용성은 검색엔진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서비스 > 메모서비스 >전자

사전 및 번역기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검색은 활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SNS와 블로그 또한 학습에의 유용성이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술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30% 대의 활용도를 보이나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

되었다.

다음으로생활에서의디지털서비스활용성과지각된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캠퍼스 생활에

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

(83.4%)로 나타났으며, 멜론이나 아이튠스 등의 음악 서

비스(75.5%), 비디오 서비스(65.2%), SNS(63.4%), 일정

관리 서비스(52.9%)의 활용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

면 e-book 서비스(7.4%), 건강관리서비스(9.3%)의 활용

성은 낮게 나타났다. 생활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일정관리 서비스 > 이동/교통 서

비스 > 메모 서비스 > 온라인 뱅킹/결제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일정관리나 메모, 교통정보 조회 등

의 편의서비스를 유용하게 지각하는 반면 온라인 게임,

[Fig. 6] Students' use and assesment with digital 
services in the context of life 

[Fig. 5] Students' use and assesment with digital 
service in the context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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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쿠폰 서비스는 활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

용성을낮게지각하였다. 이용과정에서흥미로울지라도

결과적으로추가적인가치를얻기어려운서비스들을덜

유용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차세대 대학 교육 환경의 스마트화는 교육, 기술, 산

업,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많은대학에게경쟁적으로스마트캠퍼스사업을시행하

고있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기존웹의기능을

모바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활용 실태를

조사한자료도하나하나의서비스만있고통합된모습을

제시하거나스마트캠퍼스라는큰그림아래에서평가되

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한캠퍼스가실현되려면구성원들이새로운기

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이나

만족이 증대되어야 한다[4]. 따라서 대학생들이 캠퍼스

공간에서기술을활용하는실태및기술활용에대한평

가를파악함으로써이용자의잠재적니즈를충족시킬수

있는 스마트 캠퍼스의 방향과 전략이 적절하게 설정될

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스마트캠퍼스의주

요구성원인대학생을대상으로 캠퍼스내활동을교육,

생활, 행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기술

활용맥락별디지털기기/서비스활용성및유용성을조

사하였다.

조사결과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기기보유현황을살펴본결과모든응답

자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트북의 보유율도

84%에 달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높은 보급률은 스마트

캠퍼스를구축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기술환경은이미

조성되었음을시사한다. 가상현실기기의경우응답자의

1.6%만보유하고있었으나향후구매의향은 41.4%로높

게 나타났다. 가상현실은 교육 분야에서 텍스트와 자료

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드는

실험 등의 교육 분야에서 적용하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한 체험중심의 새

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스마트 캠퍼스의 중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캠퍼스내각영역에서디지털기기를활발하게

사용하고있었지만구체적인기술활용맥락별활용성과

유용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 영역에서학습내용에집중하거나수정하는능동

적인 작업 시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성이 비교적 낮았고,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단발적인 작업 시 디지털 기

기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습내용을 기록할 때

의 디지털 기기 유용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많은학생들이여전히아날로그적으로학습을하

며 디지털 기기는 학습의 편의를 돕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 캠퍼스를 실현함에 있어

서 기술을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 접목시킬지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습 편의성만 고려하는 것을 지

양하고궁극적으로이용자의학습효율과성취를향상시

키는방안에대해기술분야와교육분야가함께융합하

여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24].

같은 맥락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적인 원거리 학습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의

유용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MOOK 등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

어서 질의응답이나 상호작용과 같은 대면 커뮤니케이션

을 어떻게 접목시켜 학습 효과를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가점차대학에입학함에따라캠퍼스의교육과학습환

경또한변할수있으므로 교수자들은스마트교육을위

하여 기술적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앞서 가야할 것이며,

학교 측에서는 현재의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캠퍼스가

교육의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활용성이 다른 기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 기술 활

용 맥락 중 동아리 및 학회정보 확인, 건강관리 및 결제

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성과 유용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퍼스 내 행사에 관한 정보들이 온라인

에실시간으로업데이트되는시스템과스마트폰을통한

간편결제시스템이미비하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

결제, 정보탐색 등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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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에 있어서 캠퍼스의 모바일화

가상당부분진행되었으나교육에있어서는여전히많은

기기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이는 서

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혼재해있을 때 어

떠한 플랫폼에 초점을 둘 것인지 또는 구성원이 자율적

으로선택할수있도록여러가지플랫폼을동시에운영

할지를고민하게하는결과이다. 궁극적으로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능화된 스마트 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이동형기기의보편적활용이필수적이므로모바일화

가지연되는지상황들을파악하고이를총체적으로포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 영역에서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성과유용성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가온라인학사행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

학생들이디지털기기를활용하여학사행정은쉽게처리

할수있으나, 캠퍼스내시설물이용은오프라인에서이

루어지는 관계로 온라인을 통한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

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온

라인으로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

문 관리인이 시설물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 구

분과 보완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성과 지각된 유용성

을 살펴본 결과 학습 맥락에서는 검색엔진의 활용성과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한

학습을 위해서는 Google scholar와 같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수있는학습/교육전용검색서비스의개발과보

급이요구된다. 또한학술데이터베이스의유용성도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학교에서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성을높이는동시에자료들을지속적으로갱신하고풍부

히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생활 맥락에서는 메신저, 음악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SNS의순으로활용성이높았지만지각된유용성은일정

관리서비스, 이동/교통서비스, 메모서비스, 온라인뱅킹

/결제 서비스순으로높아디지털서비스활용성과유용

성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추구

하는핵심가치를파악하고기술활용의유용성을높이는

것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출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캠퍼스에서의 다양한 기술 활용 맥락별로

디지털기기/서비스의활용성과유용성을총체적으로조

사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얼

마나 캠퍼스가 디지털화되었는지 혹은 모바일화 되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 및

구체적상황들을파악할수있다. 향후에는학생및학교

특성에따른기술활용성및유용성의차이, 기술활용성

및 유용성 지각에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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