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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가입자 스마트폰가입자 비율

SK 텔레콤 2660만명 1308만명 49.2%

KT 1640만명 869만명 53%

LG U+ 950만명 480만명 50.58%

계 5250만명 2657만명 50.6%
자료:이동통신사 종합

표 1. 통신3사 스마트폰 가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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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304명의 K여자대학교 학생 스마트폰 이용자(2011년 11월 20일~30일)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현황 ▲스마트

폰 제조사, 통신사, 약정기간, 교체기간 ▲모바일 앱 이용현황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종류 ▲스마트폰을 통한 SNS이용현황 

등의 스마트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가 국내 만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의 온라인 설문지 

유효응답자수 4,000명을 대상(2011년 5.29~6.9)으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대학의 학사행정관리, 학습콘텐츠 검색, 유용한 학습도

구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대학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1. 국내 스마트폰 사용현황

  국내 휴대폰 사용자 절반이 스마트폰을 쓴다. 스마트폰
이 보급된 지 2년 반도 지나지 않은 초고속 대중화이다. 
최근 휴대폰 신규 가입자 가운데 스마트폰의 비중은 90%
를 넘었다. 2012년 4월23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이동
통신 고객 5250만명 가운데 50.6%인 2657만명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가입률 50% 돌
파는 2009년 11월 KT가 애플 아이폰을 처음 도입한 후 2
년 5개월여 만이다[1].

  ‘주머니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대학교육에 신선한 
새 바람이 일고 있다. 컴퓨터의 기능은 언제(7days 24 
hours), 어디서나(Ubiquitous), 실시간(Real-time) 주머
니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덕분에 학생들의 참
여가 활발한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2].

2. 스마트폰과 대학교육

  스마트폰이 취미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7%, 여행과 모임 지인관리가 각각 42.5%, 쇼핑
(30.6%), 교육⋅학습이 25.7%, 재테크⋅자산관리 22.1%
순으로 조사되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RC, 전자신

문, 2012.4.24.).
  스마트 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
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
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에서 2011.6.29. 대통령 업무보고. ‘인재대국
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이외에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독립적이고 지능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라 하였다(Allyn 
Radford, 2010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소통도구에 지능이 부가되어 지식 정보화 사회
가 스마트 사회로 이행하면서 대학교육에도 변화가 일어
났다. 스마트 대학은 대학생활을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
게 되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현재 디지
털대학이 약 20여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3].   
  
Ⅱ. 본론 

1. 여대생과 일반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현황

  304명의 K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자와 
국내 만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의 온라인 설문지 유효
응답자수 4,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현
황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약정기간, 교체기간 ▲모
바일 앱 이용현황 ▲스마트폰 전용 정액요금제 종류 ▲스
마트폰을 통한 SNS이용현황 등의 스마트폰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현황과 기본
요금에 따른 정액요금제 종류를 정리하였다. 
  여자대학교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의 95.6%가 스
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였고, 45,000원 요금제
(34.4%)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연령층은 20-30대 68.7%,,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0.3%, 사무직 31.9%, 학생 21.7%의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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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기본요금에 따른 정액제의 종류는 여대생의 경우는 
45,000원 요금제(34.4%), 일반 사용자는 55,000원 요금
제(44.4%)로, 여대생보다는 일반사용자가 더 큰 요금제를 
많이 이용하였다. 

▶▶ 그림 1. 기본요금에 따른 정액요금제 종류

▶▶ 그림 2.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현황

  여자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커뮤니티(카카오
톡, 페이스북, 트위터)(62.3%)’,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알람⋅시계(58.2%)’, ‘카메라기능
(44.2%)’, ‘음악듣기(33.9%)’, ‘버스도착정보(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3. 일반이용자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현황(상위14개)[4] 

  일반이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는 ‘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88%)’,을 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람⋅시계(85.4%)’, ‘음악

듣기(80.5%)’, ‘채팅⋅메신저(79.6%)’, ‘달력⋅일정관리

(7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

2. 스마트폰의 대학교육 사용현황

  국내의 대학들은 모바일기기(스마트 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학습정보(수강교과목 학습하기 및 다운로드), 학
사정보, 나의 일정, 학교일정, 학과일정, 설문투표, 이벤
트, 강의교재평가, 학적조회, 수강관련조회(개설교과목, 
수강지정교과목, 수강신청교과목), 등록관련조회, 성적관
련조회, 수업/시험관련조회, 장학신청조회, 졸업관련조회, 
학교안내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아오야마대는 소프트뱅크 모바일과 협력하여 학생
들에게 550대의 아이폰을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교재 배
포, 시험 등을 실시하며 출석관리는 이이폰의 GPS를 이용
하였다(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 삼성경제 연구소, 제
741호, p12, 20102.3).
  피닉스 대학교의 경영자인 존 스필링은 케임브리지 대
학교 경제학교수가 기업인으로 성공한 유형이다. 현재 20
만 명의 학생과 17,000명의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대형 사
이버대학으로 100개의 학사과정, 200여 개의 러닝센터, 2
만여 명의 교수, 20만 명의 학생이 있다. 학사, 석사, 자격
증, 평생교육점수 획득 프로그램, 개인 시간제 프로그램, 
기업가․일반인 신지식 습득과 프로그램 등이 있다[5].  

Ⅲ. 결론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맞춤 학습을 진
행함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역량을 고르게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교육시스템을 개념화 하면 ① 
S(Self-directed =자기주도적), ② M(Motivated=흥미),  
③ A(Adaptiv=수준과 적성) ④ R(Resource Free=(풍부
한 자료), ⑤ Technology Embeded(정보기술 활용)이다.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현황(그림 
2)에서 좀 더 이용 영역을 넓혀 내 손안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강의를 들으며 관련 자료나 학습도구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과제물 제출, Facebook이나 Twitter 같은 SNS
에서는 실시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일부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교육
의 융합은 점차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미디어와 교육
의 결합이 미래 대학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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