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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 환경 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휴대기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둘
째,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및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셋째,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책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의 대상은 서울 지역 3개 대학의 교직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교사 14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이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 중 대
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 효율적인 교수학습 도구, 그리고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적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형태, 그리고 
학교의 기술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정책 변화가 필
요하고, 휴대폰 및 스마트폰 학생 사용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교사에게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무엇보다도 학생자신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어 : 스마트폰, 휴대폰, 예비교사 인식, 학교정책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using 
smartphones in the classroom, moreover, to confirm the policy related to using smartphones in schools. For the 
objectives,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d the pre-service teacher’s awareness of having cellphones in the 
classroom, secondly, analyzed the pre-service teacher’s opinion of using smartphones for educational objectives 
and elements for those investigated objectives, finally, investigated the school policy for educational objectives of 
using smartphon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46 pre-service teachers among three universities in 
Seou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opposed using cellphones in the classroom. Nex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m had smartphones and they knew how to use them effectively. For the aspects of 
educational use of smartphones, they recognized that smartphones could be used as a smart educational tool, an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tool, and an assistant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order to use smartphones 
for the investigated educational tools, the learning contents, the way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the school should be prepared. Finally, the pre-service teachers thought that the school policy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use smartphones for educational objectives, and the school policy with regard to using 
smartphones in the classroom should be decided by the teachers. Most of all, for the educational use of smartphones,
the pre-service teachers believed that the change of the students’ percep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Key Words : Smartphones, Cellphones,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Scho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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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 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간 제한되어 왔다. 그 이유는 주로 수업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문제 이 생되어 나타났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 폰 없는 학교’ 운동이 이는 

등 학교에서 휴 폰은 교육방해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16][22].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보   확산과 더불어 스마

트폰의 교육  활용가능성에 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작은 크기로 인한 편리성, 사용자가 항상 소

지할 수 있는 이동성, 인터넷에 상시 속할 수 있는 연

결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이 스마

트폰이 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목 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활용도를 증 시켜 다. 특히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의 소 트웨어와 같은 어 리 이션을 설치함으

로써 원하는 기능들을 확장해서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교육 목  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어

리 이션을 시 으로 활용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

질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

략”을 발표하면서 자교과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

여 향후 2015년부터 면 인 스마트교육 실시 계획을 

천명하 다[3]. 이에 따라 학교 장에서는 공식 으로 스

마트 기기의 반입  활용이 상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

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학습의 일부

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 특히 스마트

패드로 불리는 태블릿 PC가 주요한 자교과서의 달 

체제로 상되는 것과 발맞추어, 하나의 콘텐츠를 이종 

기기에서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OSMD(One Source 

Multi Devices) 는 N-Screen의 개념이 스마트 기술 발

과 더불어 실 되고 있어, 스마트폰이 요한 학교학

습의 도구로 출 할 것을 쉽게 견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다양한 학습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휴 폰과 마찬가지로 화나 문자 기능을 제공하

고 있어, 학교 장에서 활용되었을 때 여 히 문제의 소

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학습 방법

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략이 학교 장에서 제공될 

때, 주요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스마트폰에 한 ·부

정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활

용성 등을 사 에 측하고, 이를 극복하여 학습의 효용

성을 높이기 한 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스마트 환경 하에서 본격

으로 활동할 비교사들을 상으로 모바일 기기에 한 

교육  활용 가능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휴 기기 

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한

다. 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스마트 교육 시 에 

비한 학교정책 변화의 방향에 해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근거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 다.

첫째, 학생들의 휴 폰 소지와 련하여 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스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

하기 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을 한 정책 련 사항

에 한 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폰 

2.1.1 스마트폰의 이해

1992년 미국 라스베거스의 한 자 시회에서 IBM

사는 최 의 스마트폰인 Simon을 소개하 다. 그 이후 

화 송수신을 주요 기능으로 활용하는 피쳐폰(Feature 

Phone)이외에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가 등장

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활용에 한 심이 고

조되었다. 그러나 PDA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느린 속도와 제한된 기능 등의 한계 때문에 일부 비즈

니스 역에서 한정 으로 활용된 바 있다. 

2000년  반에 어들면서 비로소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으로 열리고 블랙베리(Blackberry), 아이폰

(iPhone) 등 신 인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에 한 가

능성이 실화되기 시작하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시 된 아이폰의 향으로 인해 이른바 ‘스마

트’ 시 에 어들게 되었는데, 2012년 반 기 으로 스

마트폰 사용자는 약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다[17]. 이를 비롯하여 스마트패드 등의  매수를 

고려할 때, 스마트 기기 화의 시 에 어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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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피쳐폰 는 휴 폰과 비교하 을 

때, 보다 발달된 컴퓨터 환경  연결성을 제공하는 모바

일 기기이며,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24]. 특히 스마트폰은 와

이 이(Wi-Fi)  3G(Generation) 등의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장

을 지닌다. 한 2012년 7월 재 애 사는 약 670,000여

개, 구 사는 490,000개에 가까운 어 리 이션을 보유하

고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소 트웨어를 활용한 스마

트폰 활용이 가능하다[23].

2.1.2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폰 등의 최신 기기들을 활용한 교수학습 략

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을 제공한다. 공간성, 이동성, 상호연결

성, 실용성, 시간성, 국제성 등을 강조한 Burbules[15]는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이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모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Cochrane과 

Bateman[14]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스

마트폰의 모바일 웹 2.0 기능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학습

실천공동체가 신 인 학교학습 환경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국내에서는 2009년 말 아이폰 도입

이후 2010년부터 본격 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과 

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

하는 국내 논문 서비스 사이트(www.riss.kr)을 통한 

연구 황을 살펴보면 2012년 7월말 재 “스마트폰”과 

“교육” 검색어 결과만으로도 학 논문 197건, 국내학술

지 논문 118건이 발견되며, 유  연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논문의 내용은 주로 스마트폰 교육용 어

리 이션 설계, 스마트폰 활용 코스웨어 설계, 스마트

폰 기반 교육 시스템 설계 등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설계와 련된 연구가 있으며, 스마트 시 에 더욱 

발 하게 된 트 터, 페이스북, 메신  등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를 활용한 이

른바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연구 등 스마트 환경에

서의 다양한 교수-학습을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5][6][7][11][12][13].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련 선행연구와

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과 10월 각각 “스마트

교육 추진 략”과 “스마트교육 추진 략 실행계획”을 발

표하 다[3]. 이에 따르면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

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 교육체제를 신하는 동력”

으로 정의되며, Self-directed(자기주도 ), Motivated(흥

미), Adaptive(수 과 성), Resource Free(풍부한 자

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 활용)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라 기존의 데

스크탑 PC는 물론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 단말기를 활용한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학습 장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은 교육의 

요한 도구로서 공식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 기존에 “휴 폰 없는 학교 운동” 등 휴  기기에 한 

일선 학교의 정책에 다분히 배치되는 측면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휴 폰에 한 기존의 시각은 학습을 방해하

는 주요 요소 으므로, 스마트폰이 학습을 진하는 도

구로 인식하기 해서는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형태

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교사들이 기

존의 휴 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에 한 깊은 이해가 요

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향  자세,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학교제도의 개선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휴대폰 관련 학교정책 현황 

2.2.1 휴대폰 소지 관련 법규 및 정책

재 학교 내 휴 폰 소지  사용에 해서 학교에서 

학칙(학교생활규정)으로 만들어 자율 으로 규율하고 있

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울산 역시에서 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다 찬반 격론에 부딪  보류된 바가 있다. 

국가인권 원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휴 화 소지  사

용을 지하는 학칙에 해서도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20].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월 26일 발표된 서울특별시 학

생인권 조례의 내용  교실 내 휴 폰 소지와 련된 조

항을 살펴보면, 제13조 4항에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

생의 휴 폰을 비롯한 자기기의 소지  사용 자체를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

업권을 보장하기 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자기기의 사용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조항에 나타난 제19조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요컨  학생이 학교 규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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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정에 직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

항이다[21]. 

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휴 폰 소지 련 내

용을 요약해 보자면, 학생의 휴 화 소지와 사용을 

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휴 폰을 수업시간

에 소지하는 것과 련하여 이를 지하기 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학생이 직  참

여한 원회에서 휴 화 소지 련 지 규정을 만들 

경우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규제에 해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 교장은 ‘상 기 인 교과부와 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에 한 의견이 서로 다르니, 학교로서는 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각 학

교에 자발 으로 학생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자발 으로 

이러한 제도에 한 시행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향후 

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18].

이러한 가운데 학교  교실 내 휴 화 소지 련하

여 이를 무조건 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규제

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휴 화

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해 학생들의 학

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 이 주를 이룬다. 즉, 휴

화 사용을 수업 내에서 제한해야 수업 방해  휴 화

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 기를 방해하는 행 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 인 교실 내 휴

화 사용 제재 행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한 여자 학

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와 동시에 휴 화를 담임교사

에게 맡겼다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교

칙을 정했고, 학생들은 자발 으로 이를 지키고 있다[19].

결과 으로 학교  교실 내 휴 폰 소지  활용은 결

국 학교와 학생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자발 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업  휴 폰 활용 련

하여 보다 효율 이고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 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휴 폰 련 정책에 한 

의사결정에 보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2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서울의 한 학교 학생을 상으로 휴 폰 지 정책

과 련된 연구를 진행한 신나민[9]에 따르면 연구 상

의 학생  88.5%는 학교 내 휴 폰 사용 지 정책에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는 통신의 제약

에서 오는 불편함인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수업시간 

내 휴 폰 사용을 지해야 한다는 에는 64.4%의 학생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시간에 무분별하

게 휴 폰을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 는 자제되어

야 한다는 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공감

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 

 흥미로운 은 휴 폰 지 정책 이후 수업시간 집

도나 학업 분 기 향상에 있어 학생들은 정 인 변화

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즉, 이는 수

업 시간에 휴 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반

드시 학생들의 면학 분 기 조성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휴 폰 지 정책 이후 학생

들의 놀이문화에 있어 게임기기, MP3, 자사  등의 휴

폰 이외의 자기기로 이용 매체가 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은 휴 폰을 체할 수 있는 매

체를 찾아 그 쪽으로 심이 옮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교 학생들의 수학 수업에서 휴 폰 카메라

와 동 상을 교수학습과정에 활용한 오태균[10]의 연구

에 따르면, 기존의 일 방향 인 매체학습의 단 을 보완

하는 휴 폰 멀티기능을 활용한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 

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극 으로 수업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며, 학습태도와 문제해결력이 향

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고등학

생의 휴 폰 사용정도와 학교 응 간의 계를 연구한 

김은옥[8]에 따르면 ·고등학생에게 있어 휴 폰은 

래집단과의 요한 의사소통 도구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휴 폰 사용정도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휴 폰이 학교생활에 있어 부

정 인 향만을 미치기보다는 동료의식이나 동질의식

을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라는 정 인 역할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휴 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 부정 인 입장에 한 공감

는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휴 폰을 수업시간에 사용

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발 인 수업에 있

어서의 집 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휴 폰을 사용

하는 행 에 한 체재를 찾기 해 노력하는 행동으

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업  휴 폰 활

용 련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휴 폰의 기능을 극 으

로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있어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휴 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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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폰 교실 

반입

휴 폰 

수업시간 소지

휴 폰 

수업시간 사용

빈도 백분 빈도 백분 빈도 백분

매우반 18 12.4 45 30.8 93 63.7

반 22 15.2 45 30.8 38 26.0

보통 59 40.7 38 26.0 10  6.8

찬성 39 26.9 16 11.0  4  2.7

매우찬성  8  4.8  2  1.4  1   .7

계 146 100.0 146 100 146 100.0

학생들 간의 계 맺음에 있어 정 인 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휴 폰을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휴 폰 활용은 학생과 교사에게 매우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 학교 내 휴 폰 소지에 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이에 한 해

법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휴 폰을 수업 시간에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  연구 결과는 최근 효과

인 수업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수업  활

용에 한 기 감을 높여주며, 이는 궁극 으로 휴 폰 

학교 내 사용에 있어 그 해법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결과를 확인하기 해 2012학년

도 1학기 교직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

다. 연구에 참석한 총인원은 157명으로, 설문분석에 유

효하지 않다고 단되는 11명의 작성지를 제외한 146명

이 응답한 설문결과가 본 연구를 해 활용되었다. 연구

상은 서울의 K 학교, S 학교, C 학교 수강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은 총 46명(31.5%), 여성은 100명

(68.5%)이었다. 공별 분류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가 

49.3%인 72명, 이공계가 20.6%인 30명, 그리고 체능계

가 30.1%인 44명이었다. 

3.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도구로서 설문지를 활용하

다. 설문문항은 크게 세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째 학생들의 휴 폰 소지와 련된 비교사의 의견, 둘

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비교사의 인식, 셋

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시 고려사항  정책 련 의

견 부분이다. 설문에서 척도가 필요한 부분은 리커트

(Likert)식 5  척도가 용되었으며, 설문작성 후 연구

상과 유사한 비교사 3인에게 설문 내용의 합성에 

해 사 검을 하 으며, 내용 문가 3인에 의해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 문항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교육  활용가능성을 조사하기 한 문항의 신뢰

도는 .82로 나타났다. 

작성된 설문은 설문 상자에게 설문 취지  내용에 

한 간략한 설명과 설문 활용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응

답이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다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 SPSS 소 트웨어가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4.1 휴대폰 소지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학생들의 휴 폰 소지와 련된 

비교사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기 해 살펴본 문

항에 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학생들의 휴대폰 반입, 소지, 사용에 대한 

의견

학생들의 휴 폰 반입, 소지, 사용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1> 휴대폰 교내 반입에 대한 의견

휴 폰 교내 반입과 련하여 립 인 입장을 보이

는 집단이 체  4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 으로 휴 폰 반입에 해 찬성하는 집단이 반 하

는 집단에 비해 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 폰 

수업시간 소지와 련하여 반   매우 반 하는 집단

이 각 30.8%로 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

으로 휴 폰을 수업 시간에 소지하는 것에 해 반

하는 집단이 찬성하는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휴 폰 수업 시간 사용과 련하여 매우 반 하는 집

단이 체의 6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

의 89.7%에 해당하는 학생이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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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해서 부정 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1.2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

학생들의 휴 폰 사용 제한 이유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2>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이유 (N=146)

소리나 
진동이 방해

통화나 문자가 
수업방해

게임 등으로 
오용

소지 자체가 
방해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4.05 1.099 4.47 .926 4.32 1.019 3.13 1.346

분석 결과 통화나 문자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 등으로 오용한다는 의견

이 높았다. 한 소리나 진동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의견

도 있었으며, 소지 자체가 수업에 방해 된다는 의견에 

해서는 립 인 의견인 것으로 밝 졌다. 

4.2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비교사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기 해 살펴본 문

항에 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1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에 대한 소유 여

부 및 구매의사

스마트폰 소유 여부, 스마트폰 이외 스마트 기기 소유 

여부, 스마트 기기 구매 의사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 스마트폰 소유, 스마트 기기 소유, 스마트 기기 구매 
       의사 

스마트 폰 소유
스마트 기기 

소유

스마트 기기 

구매의사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137 93.8  24 16.4 76 62.3

아니요 9  6.2 122 83.6 46 37.7

합계 146 100.0 146 100.0 122 100.0

스마트폰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  

94%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 기기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  16%만

이 스마트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 기기가 없을 경우 향후 스마트 기기에 한 구매 의사

를 조사한 결과 체의 6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향후 

스마트 기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1.2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폰에 한 이해도  휴 폰과의 차이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4> 스마트폰 이해도, 휴대폰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폰에 한 

이해도

휴 폰과의 차이에 

한 이해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 지 않다
0   .0 1  .7

그 지

않다
4  2.7 2 1.4

보통이다 20 13.7 7 4.8

그 다 90 61.6 72 49.3

매우

그 다
32 21.9 64 43.8

합계 146 100.0 146 100

스마트폰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도구인지에 한 이

해도를 조사한 결과 83.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스마트

폰에 해 이해하고 있거나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스마트폰과 휴 폰 간의 차이에 해 

93.1%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4.2.2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가능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의 합도를 확인한 결과, KMO 값은 .832 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의 Χ2 값은 651.60 으로 .000 수 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어 실시된 탐색  요인분석에서 직

교회  방법을 활용하여 회 한 결과, 공통분

(communality)은 .36에서 .78의 범 를 보 으며 총 

65.71%의 변량(variance)이 설명되었다. 요인은 총 3개로 

밝 졌으며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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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스마트

한 교육

용 도구 

(Ubiqui- 

tous)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정보 검색  

근 가능 
.865

필요한 정보 시 검색 가능 .865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625

수업 외  사항에 한 달 용이 .568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

학생들과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에 도움 제공 .874

력학습 도움 .821

실제 인 학습상황 제공 .644

교실 밖에서도 학습활동 지속 가능 .572

교수학

습을 

한 

보조  

매체

효과 인 학습활동 진 .811

교육용 도구로서의 이용 가능 .649

수업진행 방해 -.598

분석결과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가능성은 세 가지

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각 요인

에 해당되는 문항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밝 진 요

인에 한 요인명은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 효율 인 교

수학습 도구,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체로 정하 다.

4.2.3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밝 진 세 가지 요인에 한 학

생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첫 번째 요인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라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n=146)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 .403 .163 .118 .672

F=3.687, p=0.001

일곱 개의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한 스

마트한 교육용 도구라는 인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3.687, 유의

확률은 .001로 본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스마

트 폰에 한 인식에 해 총 16.3%가 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밝 졌다. 

<표 7>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라는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146)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282 .360 6.339 .000

학습내용 .154 .076 .213 2.026 .045 .572 1.748

다양한 

교육자료
.046 .085 .055 .534 .594 .586 1.707

교사 수업진행

능력
-.066 .070 -.100 -.936 .351 .550 1.817

학습자의 

참여
.063 .080 .086 .785 .434 .531 1.885

학습활동의 

형태
.017 .072 .024 .239 .812 .626 1.598

교수학습 

소 트웨어
-.021 .082 -.026 -.250 .803 .582 1.717

학교의

기술  지원
.195 .076 .250 2.580 .011 .672 1.488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인식에 유의하

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습내용(t=2.206, p=.045), 

학교의 기술  지원(t=2.580, p=.011)이며, 학교의 기술  

지원, 학습내용의 순으로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라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표 8>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n=146)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 .327 .107 .060 .888

F=2.265, p=.033

일곱 개의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한 효

율 인 교수학습 도구라는 인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2.265, 유의

확률은 .033으로 본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스

마트 폰에 한 인식에 해 총 10.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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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효율적인 교수학습 도구라는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
석 (n=146)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951 .477 4.093 .000

학습내용 .221 .101 .238 2.189 .030 .571 1.750

다양한 

교육자료
-.076 .113 -.072 -.674 .501 .589 1.698

교사 수업진행

능력
-.057 .093 -.068 -.612 .542 .553 1.809

학습자의 

참여
-.006 .106 -.006 -.056 .955 .533 1.875

학습활동의 

형태
.266 .095 .290 2.800 .006 .629 1.591

교수학습 

소 트웨어
-.059 .109 -.059 -.543 .588 .574 1.742

학교의 

기술  지원
-.015 .101 -.015 -.152 .880 .670 1.493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인식에 유의하

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습내용(t=2.189, p=.030), 

학습활동의 형태(t=2.800, p=.006)이며, 학습활동의 형태, 

학습내용의 순으로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체라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

과는 아래와 같다. 

<표 10>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n=146)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교수학습 보조  매체 .349 .122 .076 .771

F=2.684, p=.014

일곱 개의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한 교

수학습 보조  매체라는 인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2.684, 유의

확률은 .014로 본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스마

트 폰에 한 인식에 해 총 12.2%가 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밝 졌다. 

<표 11> 교수학습 보조적 매체 라는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
석 (n=146)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073 .406 5.108 .000

학습내용 .216 .088 .267 2.469 .015 .561 1.782

다양한 

교육자료
.054 .098 .059 .555 .580 .579 1.726

교사 수업진행

능력
-.142 .080 -.193 -1.763 .080 .550 1.819

학습자의

참여
.042 .091 .052 .461 .646 .522 1.917

학습활동의 

형태
.110 .083 .137 1.325 .188 .617 1.621

교수학습

소 트웨어
-.065 .094 -.074 -.687 .493 .569 1.757

학교의 

기술  지원
.076 .087 .087 .873 .384 .666 1.501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5에서 인식에 유의하

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습내용(t=2.469, p=.015)

이며, 교수학습 보조  매체라는 인식에는 학습내용 만

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책 관

련 사항

세 번째 연구문제인 스마트폰의 향후 교육  활용 시 

고려사항  정책 련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기 해 

살펴본 문항에 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스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하기 해 정책 변

화의 필요성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12> 스마트폰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10 6.8 23 15.8 29 19.9 70 47.9 14 9.6 146 100

분석 결과 정책 변화 필요성에 해 그 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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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정도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을 해 련 정책 

결정권자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13> 스마트폰 교육적 활용 시 정책 결정자

 교과부  교육청  학교장 교사 학생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22 15.1 19 13.0 20 13.7 71 48.6 14 9.6 146 100

휴 폰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과 련

된 정책은 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9%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부, 학교

장, 교육청, 학생의 순으로 정책에 한 결정을 내려야 한

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을 한 인식변화

가 필요한 집단에 한 비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14> 스마트폰 교육적 활용 시 인식변화 필요 주체 
(N=146)

교사 학부모 학교 리자 교육행정가 학생자신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3.99 .775 3.88 3.40 3.91 .900 3.82 .890 4.49 .793

스마트폰이 교실에서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기 

해서 무엇보다 학생자신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학교 리자, 학부모, 

학교행정가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항목에 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에 기반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휴 폰 소지와 련된 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휴 폰 교내 반입에 해 

립 이거나 찬성하는 의견이 반 하는 의견에 비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휴 폰을 소지

하고 있는 것에 해 반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휴 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반 하는 의견이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생들의 휴 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한 비교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통화나 문자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 등으로 오용한다

는 의견  소리나 진동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뒤

따랐다. 하지만 소지 자체가 수업에 방해 된다는 의견에 

해서는 립 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에 한 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해 먼  스마트폰 소유 여부, 스마트

폰 이외 스마트 기기 소유 여부, 스마트 기기 구매 의사

에 해 분석한 결과, 부분의 비교사들이 재 스마

트폰을 소유(94%)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으나, 스마트

폰 이외의 스마트 기기는 아직 보 률(16%)이 낮은 것으

로 밝 졌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응답자를 상으로 향

후 스마트 기기에 한 구매 의사를 조사한 결과 체의 

62%가 향후 스마트 기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도구인

지에 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83.5%에 해당하는 비

교사가 스마트폰에 해 이해하고 있거나 매우 잘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과 휴 폰 간의 

차이에 해 93.1%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 가능성에 해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는데, 이러한 인식은 필요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며, 수업 외  사항에 해서도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주고받음에 있어 용이하다는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둘째,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는데, 이러한 인식은 교사

와의 상호작용이나 기타 구성원 간의 력학습에 도움을 

주고, 실제 인 학습상황을 제공해 주며, 교실 밖에서도 

학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는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셋째,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는데, 이러

한 인식은 효과 인 학습활동을 진하고 교육용 도구로

서 이용 가능하며, 수업진행에 도움을 제공해  수 있다

는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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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마트폰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첫째, 스마트폰을 스마트한 교육

용 도구로 인지하는 것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의 

기술  지원  학습내용인 것으로 밝 졌다. 즉, 스마트

폰 등의 스마트 기기가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로서 효과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학교의 기술  지원  학습

내용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을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로 인지하는 것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학습활동의 형태  학습내용인 것으로 밝 졌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가 되기 해서 

학습활동의 형태  학습내용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

체로 인지하는 것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내용인 

것으로 밝 졌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체로서 활용되기 해서 학습내용이 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스마트폰이 교육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한 정책 련 고려사항과 련하여 먼  스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하기 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해 

응답자의 58% 정도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밝혔다. 다

음으로 스마트폰의 교육  활용을 한 휴 폰  스마

트폰 학생 사용 정책에 한 결정권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과부, 학

교장, 교육청, 학생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스

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하기 해 인식변화가 필요한 

집단에 한 문항에 무엇보다 학생자신의 인식변화가 있

어야 스마트폰이 교실에서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학교 리자, 학부

모, 학교행정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교육  활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 비교사들은 휴 폰 소

지 자체에 한 부정  인식이 있다기 보다는 휴 폰의 

수업목  이외의 사용에 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교육 으로 활용되어 학습의 효

과를 높이는 등의 정 인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로 사

용될 수 있다면, 향후 교사와 학교에서 갖는 휴 폰에 

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  스마트 체제가 교육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지원 도구로서 제 기능을 하기 해서는 기

술, 학습 활동, 학습 내용 등의 역에 한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반 인 변화를 한 노력이 필요하 다. 

즉, 단순히 교육용 어 리 이션을 수업에 활용해 보거

나 하는 등의 부분 인 스마트폰 활용보다는 학교체제가 

디지털 시 에 맞게 변환됨으로써, 스마트폰에 한 인

식제고는 물론 학교의 체제 자체가 새롭게 변모할 필요

성이 있다.  

셋째, 학생의 인식변화와 제도의 뒷받침이다. 우선, 

비교사들은 스마트폰의 학교사용 정책에 있어 가장 향

을 미치는 주체는 교사라고 응답한 반면, 스마트폰을 교육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학생의 인식변화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꼽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스

마트폰이 단순한 문자나 채 , 오락을 한 도구만이 아니

라, 교육 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제도  규정의 지원이 병행 요구된다. 

결론 으로, 기존의 휴 폰과는  다른 특성의 스

마트폰이 최근 보편화되면서 휴 폰은 ‘학습을 방해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환될 수 있는 시 를 맞이하 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휴 폰 활동은 체 으로 학

습에 부정 인 향을 미쳐왔으며, 이를 반 한 학교의 

규정은 휴 폰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련기  모두의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해서 휴 폰 소지와 련된 단기간의 제도 변화를 선

행하여 추구하기 보다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수업 략 

 운 방안이 체계 으로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효과  교육의 개선이 꾸 히 입증될 때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한 인식은 정 으로 변화함은 물

론, 제도개선 역시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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