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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스마트폰은 오늘날 생활의 반려자가 되었다. 이에 따

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활용은 괄목할 정도
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다[1]. 이렇게 괄목할 만한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성장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플리
케이션은 카카오톡을 필두로 한 SNS 관련 어플리케이션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3]. 그 외에도 건강관련한 어
플리케이션[4]이나 교육관련[5][6], 또는 게임용 어플리케

이션[7][8]도 상당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용도의 어
플리케이션보다도 특별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교육
적 활용 측면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지방 소재 대학생들의 교육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현황을 설문조사하여 사용여부, 사
용시간, 선택경위 등에 있어 성별, 학년별, 보유하고 있

는 스마트폰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교육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조사 방법론

  교육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조사를 위한 방법론으로
서 조사 대상은 국내 대전 소재 모대학의 학생 중 1학년 
대상 1과목과 3학년 대상 1과목 수강생 151명에게 모바
일 설문을 하여 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이 남, 여 각 49명, 102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학생의 수도 30명을 넘
어 샘플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보기 응답수 구성비
남 49 32.45%
여 102 67.55%

합계 151 100.00%

  또한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1학년 수강
생이 73명, 3학년 수강생이 78명으로 고학년이 다소 비
중이 높았으나 각 학년별 응답자의 숫자는 모두 30명 이
상으로 연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보기 응답수 구성비
1학년수강생 73 48.34%
3학년수강생 78 51.66%

합계 151 100.00%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에 있어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SPSS 20 통계패키지의 교차분
석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2. 교육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교육용 앱 사용 현황
University Students’Use of Educational Smartphone Applications

남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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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제는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용품이 되었다. 수많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은 편리하고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도 사용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실태는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양적인 조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조

사방법론으로는 대전의 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부와 사용 시간, 그리고 어플리케이

션 선택 경위를 파악하는 설문방법을 취한다. 먼저 성별과 학년별 스마트폰 종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육용 앱 사용

여부와 사용시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선택 경위에 있어 스마트폰 종류, 성별에 따른 차이와 학년에 따른 차이를 SPSS 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검증 결과는 성별 보유 스마트폰의 종류는 차이가 없으나 학년별로는 신입생보다 재학생들이 아이

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종류별로 교육용 앱의 사용시간

에 차이가 있어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이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별, 학

년별 사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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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활용
한다는 응답은 25.17%의 비중을 보였으며 활용하지 않
는다는 응답은 74.8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 교육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부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 용도로는 어학공
부용이 47.73%의 비중을 보였고 학교 수업용이 34.09%, 

자격증 공부용이 15.91% 등의 비중을 보였다. 

표 4. 용도(복수선택 가능)

보기 응답수 구성비
어학 공부용 앱 21 47.73%

자격증 공부용 앱 7 15.91%
학교 수업용 15 34.09%
교양 교육용 1 2.27%

합계 47/38명 100.00%

  성별 교육 어플리케이션 일회 사용시간의 차이는 아래 
표 5와 같이 유의확률이 0.369로 0.05보다 커서 95% 신
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 성별 사용시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152 .369

  학년별 교육 어플리케이션 일회 사용시간의 차이는 표 
6과 같이 유의확률이 0.059로 0.05를 약간 넘어 95% 신
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6. 학년별 사용시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426 .059

  반면 핸드폰별 교육 어플리케이션 일회 사용시간은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안드로이드폰에서의 사용시간이 아
이폰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표 8

과 같이 유의확률이 0.005로 95% 신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핸드폰별 사용시간 

핸드폰별
사용시간 합

계
30분
이내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안드로이드폰 5 14 2 1 22
아이폰 13 3 0 0 16
전체 18 17 2 1 38

표 8. 핸드폰별 사용시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3.051 .005

Ⅲ. 결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비중이 25%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현실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용도도 주
로 어학공부용이 주된 용도였음이 나타났다. 사용시간은 
학년별, 성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핸드폰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할 경우 교육용 어플리케이

션 활용시간이 아이폰보다 길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사점
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 대상자가 
지방 한 대학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보다 폭넓은 대학이
나 연령대별 활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보다 폭넓은 대학이나 
연령대별 비교 연구와 함께 직업별, 거주지역별 차이 등

의 양적 또는 질적 조사 분석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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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응답수 구성비
예 38 25.17%

아니요 113 74.83%
합계 151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