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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작용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

해 스마트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두 차례의 전문가 포럼, 교육공학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교육, 기술 및 산업, 

사회의 세 가지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스마트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건강, 

사회적 측면, 기술 총 다섯 가지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각 영역에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 교육공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반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상

의한 의견이 나타난 영역도 있어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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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모바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장면 전반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 혹은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이 강조

되고 있다(Rossing, Borup, Henao, & Winther, 2012; Spector, 2014). 스마트 교육은 기존 정보통

신기술 활용 교육의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하는 교육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임철일, 한형종, 홍영일, 이선연, 이은영, 장수, 2016). 

또한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야기

하는 교육 환경, 내용 등을 포함한 학습체제로 정의되기도 한다(임정훈, 성은모, 2015).

스마트 교육은 이론적으로 학습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능형 맞춤 체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발전 가능하다. 

스마트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자기 주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적 사고 역량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gis, Cavanaugh, Kamali, & Soto, 2014). 또한, 대학 내 인문·

사회, 이공계, 예체능 등의 상이한 전공 계열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가능하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각 계열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원에 보다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임걸, 2011).

스마트 교육이 가지는 이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을 보다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스마트 

교육의 도입을 추진한 이후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 2011), 대학을 포함한 고

등교육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문혜성, 박경모, 2013). 스마트 폰 혹은 태블릿 PC 등

의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플립 러닝이 대학 수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송지희, 이지현, 

김혜영, 2017; 심재구, 박수진, 2017). 대학 교양 기초 교과목, 외국어 강좌 등 다양한 교과목에 

스마트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양희, 2015; 

이상도, 2016). 스마트 교육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역할 규명, 학습 내용 및 평

가 측면에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Baumgart, 2011).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페이스 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등 SNS를 교육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의 활동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안

이 탐색되고 있다(임걸, 2010; 홍예윤, 임연욱, 2016; Baran, 2010; Gray, Annabell, & Kennedy, 

2010).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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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기존 교수학습방법에 익숙한 교수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담감

과 저항감을 보일 수 있으며(문혜성, 박경모, 2013; Shadle, Perkins, Lincoln, Humphrey, & 

Landrum, 2013),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보다는 스마트 기기 자체

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최효선, 우영희, 정효정, 2013).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등 상이한 개인적 특성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지영, 

김동일, 2011). 이 외에 스마트 교육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스마

트 교육을 운영할 경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Temdee, 2014).

이상의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을 실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요소들

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세부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대학 내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가면서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효과와 부작용 각각에 대한 분석 틀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보다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교육 운영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

과 더불어 스마트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부작용 총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가 활

용되고 있다. 학습자의 활동 및 참여에 역점을 두면서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Tondeur, Van Keer, Van Braak, & Valcke, 2008; Wang, 2008)이 스

마트 폰 및 태블릿 PC 등으로 인해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스마트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임철

일 외, 2016).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 등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기존 전통적인 교육체제

에서 교육환경, 교육방법 및 내용 등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학습 체제를 의미한다(임정훈, 성은

모, 2015). 예컨대, 스마트 폰을 통해 다양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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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및 모바일 환경에 보다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하여 풍부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조재

춘, 임희석, 2012; Rossing, Borup, Henao, & Winther, 2012).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즉각

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의 구축이 가능하다

(Spector, 2014).

대학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 교육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스마

트 교육은 고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차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은 대학생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이라 볼 수 있다(김동일, 

오헌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김연희, 정재삼, 이종경, 이유진, 2010). 학습자들

은 스마트 교육의 적용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고차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교과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적

용이 가능하다. 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계열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교과목을 운

영한다. 스마트 교육은 이론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 체제가 가능하

여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자원을 보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박성열, 임걸, 2012; 임걸, 2011; Ally, 2013).

대학 맥락에서의 스마트 교육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

별적인 교수학습 장면에서 스마트 교육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및 방법을 모색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 학습 환경에서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 수업 전 단계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실시간 의견 수렴 활동이 

가능하다(김희봉, 김소현, 박종민, 2011). 사회성, 상시성, 적응성 등의 스마트 교육 특성에 따라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과정과 결과를 모두 반영한 평가, 게임적 요소 활용 등의 

교수학습 전략이 적용 가능하다(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대학에

서의 스마트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플립 러닝이 적용되고 있다. 스마

트 폰 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한 대학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으로 플립 러닝이 활용되고 있다(송지희, 이지현, 김혜영, 2017; 심재구, 박수진, 2017). 이 외에도, 

대학 내 외국어 강좌 등에서 팀 기반 활동 중심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김양희, 2015). 

또 하나의 연구는 대학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스마트 교육 지원에 대한 탐색

이다. 미국 듀크대학교의 경우 스마트 교육을 위한 인프라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iTunes U의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별 자체적인 스마트 교육 지원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능적 튜토

리얼 시스템 및 적응적 학습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 진행 과정과 수

준 확인, 학습 스타일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적응적 지원이 가능하다(Mampadi et al., 

2011; Yang et al., 2013). 이와 함께 대학 교육에서 스마트 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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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재경, 허경, 서우석, 2013).

하지만 스마트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

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대학에서의 교육 

현상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교육적 변화가 실제 기술 및 산업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방법 등의 적용이 교육을 벗어나

서 사회 및 산업 전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다른 주요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스마트 교육의 효과와 부작용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맥락에서 스마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교육이 학습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

이다. 스마트 교육의 잠재적 효과 중 하나는 학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이다. 학습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학습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재 구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박성열, 임걸, 2012; Nestel 

et al., 2014).

학습 지원 및 관리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 학습을 통해 학습자 중

심의 학습이 보다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및 

내용의 관리(content management), 진행자(broadcaster), 발행인(publisher)으로서 새로운 역할

을 수행하게 되며 학습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을 이끄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노규성, 주성환, 정진택, 201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 공유 및 정보 교환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호

작용 및 의사소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SNS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Cavanaugh et 

al., 2013). 이 외에도, 스마트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신장(김양희, 2015), 학습 부담 

감소(임진형, 고선영, 2015), 학습 만족도(Nestel et al.,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스마트 교육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에서 교수자

의 다양한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교수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부담 및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경우이기는 하지만 스마트 교육 선도 교수자는 수업 지도 및 학급 경영의 영역

에서 일반 교수자보다 직무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상훈, 임걸, 이종연, 

2013).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 이외에 스마트 교육 관련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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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적 교수 방식에 비해 스마트 교육의 교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의 심리적 

저항감도 문제가 될 수 있다(Shadle et al., 2013). 스마트 교육의 성과는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

서 교수자가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문혜성, 박경모, 2013),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역량이 낮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 학습자가 학습 내용보다 스마트 기기의 다른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주의가 분산

되고 학습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신체적 제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지영, 김동일, 2011; 최효선, 우영희, 정효정, 2013).

스마트 교육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은 주로 학습 인지, 정서 등의 

교육적 현상에 관심이 주어졌다.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수자, 행정가 

등에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스마트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

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대학교육에서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 포럼, 설문조사의 총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

였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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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으

로 고려하고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영향 및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scholar.google.co.kr)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키워드는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기기 활

용 교육’, ‘모바일 활용 교육’, ‘스마트 교육 영향’, ‘스마트 교육 부작용’,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

하였다. 검색된 학술 자료 중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제외하였으며, 고등교육에

서 이루어진 연구 자료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고등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진 스마트 

교육 선행 연구에 대해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초록을 검토한 후, 연구원 간 논의 및 협의 과정

을 거쳐 이를 효과, 인식, 구성요소,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으로 구분하

였다. 이 후 해당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교육이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대학에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을 각각의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2. 전문가 포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합하기 위해 

총 두 차례의 전문가 포럼이 각각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졌다. 먼저,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의견 공유와 논의가 진행되었

다. 다음으로 연구팀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 수정 및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차 전문가 포럼은 2015년 7월, 스마트 교육 관련 연구 경력이 풍부한 대학 

교수 4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초기 

안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 검토 및 내용 추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중복, 요소 간 통합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기 안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1차 전문가 포럼에 참여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1차 전문가 포럼 참가자

전문가 소속 및 직위 전공영역

A K 대학교 교수 산업공학

B C 대학교 교수 교육학

C D 대학교 교수 수학

D K 대학교 교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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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포럼은 2016년 2월 스마트 교육을 실제로 운영한 대학 교수 및 스마트 교육 관련 

국가 연구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크게 각 요소별 관계성을 고려한 범주화 및 수정, 세부 요소별 최종 검토를 통한 합

의, 표현 수정 등의 수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2차 전문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 2> 2차 전문가 포럼 참가자

전문가 소속 및 직위 전공영역

E C 대학교 교수 컴퓨터교육

F E 대학교 교수 교육학

G P 대학교 교수 IT융합공학

H K 연구 기관 교육학

이상의 두 차례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해당 의견을 녹음

한 후 수집된 자료의 전사, 주요 의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확인, 다양한 의견에 여러 차례 검토

하여 의미에 대한 종합화가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의견이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영역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였다. 이 중, 의견 차이가 나타난 부분의 경우 합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상의 선행 문헌 검토, 총 두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거쳐 

스마트 교육이 미치는 영향, 부작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한 최종 안을 도출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최종적으로 도출한 효과와 부작용 분석 틀에 대한 적절성 확인과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은 유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스마트 교육 등의 교수학습 방법, 

교수설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중 스마트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학 수업 현장에 적용한 유경험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3월 11일

부터 29일까지 스마트 교육 관련 구성원으로서 국내 교육공학 분야의 교수, 박사급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총 50부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중 무응답 혹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

료를 제외한 총 3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포함하여 4년제 국·공립대, 

사립대, 원격대학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담당자의 구성원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전문가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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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4년제 국·공립대 4년제 사립대 원격대학 국가기관 기타

수도권 - 11(30.6) 2(5.6) -
2(5.6)

비수도권 9(25.0) 10(27.8) - 2(5.6)

총 9(25.0) 21(58.3) 2(5.6) 2(5.6) 2(5.6)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도출된 대학 스마트 교육이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총 24개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은 영향 측면

에서 대학의 스마트교육 각 영역 전반, 교육, 기술/산업, 사회 각각의 세부 구성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부작용 측면에서는 인지, 정의, 건강, 사회, 기술 영역에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영향 중 교육적 영역에서 학습자원 구성요소의 적절

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즉각적인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학습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를 제시하였으며, 부작용 중 건강 

측면에서의 신체적 건강 장애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장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근 골격계 통증, 안질환, 전자파, 전신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이다. 

각각의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표 4> 설문지 구성 내용 및 문항

구분 영역 구성 내용 문항 수

영향

교육 학습자원, 학습방법, 학습효과 4

기술/산업 기술영역, 산업영역 3

사회 초 연결사회, 평생학습 사회 구현 3

부작용

인지 주의분산, 피상적 정보 처리, 인지 과부하 3

정의 수업 스트레스, 스마트 기기 의존성, 부정적 선입견 3

건강 신체적 건강 장애, 심리적 건강 장애 2

사회 도덕적 해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해, 학력격차 3

기술 고비용, 기술 훈련으로 인한 학습시간 감소, 기술적 불안정 3

총계 24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각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각 구성요소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이 외의 종합적인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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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학 스마트 교육 영향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초안 개발

대학 스마트 교육이 교육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안은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도출되었다. 대학 스마트 교육이 미칠 영향은 다음 [그림 2]과 같이 크게 학습자원, 학습

과정, 학습결과, 교육환경,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림 2] 대학 스마트 교육의 영향 초기 안

학습자원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스마

트 교육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

게 한다(박성열, 임걸, 2012; Nestel et al., 2014). 예컨대, 학습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모바

일 앱,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자료를 탐색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형 

교과서 혹은 대학 교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약 가능하여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박성열, 임걸, 2012).

학습과정 전반에 있어서는 스마트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이며, 교수자

의 역할이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교육 운영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

여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예컨대,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플립 러닝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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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송지희, 이지

현, 김혜영, 2017; 심재구, 박수진, 2017). 또한 스마트 교육은 교수자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여 

학습 촉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 자원 및 내용 관리자, 운영자로서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학습자의 주체성 향상으로 학습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 간 정보 교환의 촉진으로 인해 자료 공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Hagris, Cavanaugh, Kamali, & Soto, 2013; Reddy, Reddy, Sharma, 

Reddy, & Khan, 2016).

학습 결과 측면에서 학습 커뮤니케이션 향상 및 만족도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모바일 기반의 SNS 활동이 가능해져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간 의사소통

을 촉진할 수 있다(홍예윤, 임연욱, 2016). 스마트 교육 기반의 문제 중심 학습, 자기주도 학습,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협력 학습 등은 비판적 사고 신장, 학습 만족도 향상을 가져온다(김양희, 

2015; 김훈희, 정대범, 2015; Nestel et al., 2014). 이와 함께 스마트 교육 환경을 통해 자원 활용과 

정보 공유가 보다 용이해 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 및 가능하게 한다

(황영미, 이재현, 2016). 궁극적으로 스마트 교육 운영은 학습 만족도 향상 및 학습 효과성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스마트 교육은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스

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스마트 교육 운영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도구 및 Wibro, 

무선 랜(Wireless LAN), 블루투스(Bluetooth) 등의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다(문혜성, 박경

모, 2013; Simon et al., 2003). 따라서 스마트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적용 및 운영됨에 따라 스마

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Shadle et al., 2013). 또한 단순히 대학이

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Brdiczka, Crowley, & Reignier, 2009; Milrad & Spikol, 2007; Pimmer, Mateescu, & 

Gröhbiel, 2016). 궁극적으로 스마트 교육이 대학 내 활발히 운영됨에 따라 대학 교육 환경에 있

어 다양한 기술적 발전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 스마트 교육 운영은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스마트 캠퍼스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 대한 건강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짐에 따라 관

련 산업과 융합하여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노규성, 주성환, 정진택, 2011). 또한 국내·외 스마

트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보다 활발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시장 산업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김평강, 이종현, 하상호, 2010; 주헌식, 2010; 배

지혜, 2014). 이 외에도, 이러닝 전반의 시장 확대(Lee, 2012), 국내·외 시장 개척(고윤승, 신한용, 

2012),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이은희, 이지연, 2011)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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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포럼을 통한 수정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기 안에 대해 총 두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크게 초기 안에 대한 구성요소 추가 및 수정, 주

요 요소 강조 등의 측면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의견으로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대학 내에

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 중심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내 스마트 교육 운영

으로 인해 학습 콘텐츠의 개발 및 수정 전반의 용이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

다. 이 외, 세부적인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사항이나 관련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통합 및 수정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마트 교육이 미칠 영향력은 대학뿐만 아니

라 기술 및 산업 영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 확대될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차 전문가 포럼은 수정안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유기

적인 관계를 고려한 범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요

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각 영역에서의 세부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재구성하였다. 학습 

자원, 교육 방법, 학습 효과 측면에서 교육 영역을 재구성하고 각각에 포함되는 요소를 제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세부 요소의 내용 및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상의 수정을 통해 도출한 대학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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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영향

영역 하위 범주 세부 내용

교육 영역

학습 자원

 풍부한 학습자원
 ·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 정보 교환 및 공유 촉진
 학습 도구 제공
 · 비교육적 도구의 교육적 활용

교육 방법

 기존 교육방법의 발전
 · 개별화 학습
 · 문제 중심 학습
 · 상황 학습
 · 탐구 기반 학습 등
 IT 기반 교육방법 발전
 · 소셜 러닝
 · 비형식 학습
 ·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 위치 기반 학습
 · 이음새 없는 연속 학습(Seamless learning)

학습 효과

 인지적 측면
 · 고차적 인지능력(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향상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학업 성취도 향상
 정의적 측면
 ·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 참여 촉진
 · 학습 동기 및 흥미 증진

기술 및 
산업 영역

기술 발달

 스마트 교육 지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발달
 · 인프라 구축
 · 테크놀로지 기반 첨단 기술

서비스 및 산업 
발달

 부가가치 서비스
 · 모바일 이동통신 및 운영 체제
 ·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
 · 어플리케이션 산업
 · 스마트 센서 및 솔루션 산업
 융합 산업
 · 스마트 캠퍼스 구축
 ·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융합
 · 저작 도구 및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개인 학습 도구 개발
 · 인공지능 적용 산업

사회 영역

초 연결 사회 
구현

 생활 속의 정보통신 및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 사물 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
 · 상황 인식 컴퓨팅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
 · 위험 환경 제어
 · 스마트 캠퍼스 및 스마트 홈 구현

평생학습 사회 
구현

 교실 밖의 다양한 교육활동 촉진
 · 비형식 학습 확산
 · 학습자 생성 콘텐츠 등을 활용한 소셜 러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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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에서 스마트 교육은 풍부한 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 자원 측면에서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은 다양한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콘텐츠를 탐색 및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스마

트 교육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동료 학습자 간 효과적인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며 스마트 교육

이 대학 내 확산됨에 따라 거리 및 속도 측정기 등을 스마트 기기 내 학습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교육적 도구로 여겨지지 않았던 학습 자원의 교육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대학에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특히 향후 IT 기반의 교육 방법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학습자의 상이한 

학습 요구를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문제기반 학습, 상황 학습,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탐구기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증강

현실 및 가상세계 등을 활용한 비형식 학습 등이 구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

기를 기반으로, 학교 안과 밖, 개인학습과 협력학습,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경험과 현실의 경험 사

이에 이음새 없는 연속 학습(seamless learning)이 보다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교육 자원과 교육 방법은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 

스마트 교육은 대학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 및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함

에 따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학습 만족도 향상 및 학습 전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동기 유발 및 몰입 향상을 가져온다. 

특히 스마트 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촉진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 측면에

서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과 산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테크놀

로지 기반 첨단 기술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측면에 대한 영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컨대, 기술 영역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 저작 도구 등의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발달은 모바일 운영체제 산업, 모바일 학습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무선의 인프라 구축, 사물 인터넷, 스마트 센서 기술 등은 대학

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모바일 콘텐츠 융합, 인공지능 등 다양한 교육 유관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의 교통, 건강, 금융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며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요컨대,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가가치 산업 및 융합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영역에서 스마트 교육의 확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IT를 

기반으로 구성원,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예컨대, 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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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생활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나타날 것

이며, 보다 지능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 창출이 나타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 교육은 대학에서의 오프라인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이 외의 교육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보다 확산된 평생학습 사회를 야기할 것이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인

해 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형식 학습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예컨대,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들이 기업에 나아가 겪게 되는 직무의 실제 문

제 상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출퇴근 시간 및 여가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평생

학습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 설문조사 결과

이상에서 도출된 대학 스마트 교육이 미치는 영향 및 각 영역에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 동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6> 대학 내 스마트 교육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

항목 및 설명 평균

교육 영역 전반
풍부한 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구현하여 인지 및 

정의적 측면에서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
3.92

학습자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즉각적인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

며, 다양한 학습도구를 지원할 수 있음
4.53

교육방법 
기존 교육방법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IT 기반의 교육방법 발전에 이

바지함
4.11

학습효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합 및 제공하고, 협력적 상호작

용을 가능케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학습효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08

기술 및 산업 

영역 전반

스마트 교육을 지원하는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가가치서비스 및 융합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
4.03

기술영역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스마트 러닝의 기반 시설, 테

크놀로지 기반의 첨단 기술 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11

산업영역 
스마트 교육의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서비스 산업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영

향을 미칠 것임
4.00

사회 영역 전반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및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는 데 영

향을 미칠 것임
3.81

초 연결 사회 

구현

생활 속 ICT 활용(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교육의 세계화를 

도모하며, 초연결사회를 구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임
3.86

평생학습 사회 

구현

모바일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학습은 점점 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

며, 보다 상황성이 반영된 평생학습의 형태가 될 것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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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미칠 영향 중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M=3.92)하였으며 특히 학습자원 측면(M=4.53)에서 전체 36명 중 33

명(91.7%)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 효과 측면(M=4.08)에서 전문가들은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미칠 영향에 대해 27명(75%)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및 산업 영역(M=4.03)에 대해 전문가 중 31명(86.6%)이 대학에서의 스

마트 교육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의 기술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점에 동의한 것을 통해 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초 연결 사회(M=3.86), 평생학습 사회 구현(M=4.19)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

의하고 있어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사회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학 내 스마트 교육 부작용 및 최소화 방안

정보통신기술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와 전문가 

포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초안 개발

선행 연구를 통해 대학 내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교수자, 학습자, 학습 환

경 구축 및 관리, 교수학습 총 네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육의 도입으로 인한 교수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수자가 겪게 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예상

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에 대한 조력자, 촉진자, 중재자로 변화되며

(전미애, 맹준희, 천세영, 2014), 이와 같이 교수자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교수자는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교수 방식에 익숙하며 최신 스마트 기술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수자는 스마트 교육의 도입에 저항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Shadle et al., 2013; 

Shraim & Crompton, 2015).

둘째, 학습자 측면에서 스마트 교육은 학습에 대한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학습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 학습 자체보다 스마트 기

기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으며 학습자마다 스마트 기술의 활용 

능력이 상이하다는 점 또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최효선, 우영희, 정효정, 2013; Del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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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ard, & Mokhtari, 2016). 또한 장시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경우 눈의 피로, 근육통, 신경

계 장애 등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될 수 있다(김태희, 강문설, 2013; 윤주영 외, 2011).

셋째, 학습 환경 구축과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문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스

마트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정보통신 시설과 설비의 확충, 학습지원 도구 및 제어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교육에 적합한 통신망 접속 환경 및 플랫폼 

구축의 미비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주혜, 김윤정, 2014; 박성열, 임걸, 2012; Raghunath, 

Anker, & Nortcliffe, 2016; Temdee, 2014). 또한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많은 양의 정보가 폭발적

으로 생산됨에 따라(장상현, 2012),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저작권 침해 

혹은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콘텐츠를 스마트 교육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따르는 비용 문제(김주

혜, 김윤정, 2014; Hargis, Cavanaugh, Kamali, & Soto, 2014), 콘텐츠 질 관리의 문제(임정훈, 

임병노, 성은모, 2014), 어플리케이션과 SNS 등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의 운영이 미흡한 문제 등

이 발생될 수 있다(권성호, 한승연, 이준, 방선희, 2012).

2) 전문가 포럼을 통한 수정

스마트 교육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도출된 초기 안에 대해 

스마트 교육 관련 전문가 포럼을 두 차례 실시하여 보다 이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두 차례

의 전문가 포럼에서는 크게 각 영역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의견으로는 각 영역에 대해 부작용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스마트 교육의 문제점 및 부작

용을 인지, 정의, 건강, 사회, 기술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과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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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최소화 방안

영역 부작용 최소화 방안

인지

주의 분산

 · 수업 집중력을 높이는 전략 및 콘텐츠 활용

 · 스마트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 역기능 진단도구 활용

 · 주의력 개선에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 앱 개발

 · 스마트 기기 기능 잠금장치 개발

피상적 정보처리

 · 협력학습 촉진 전략 활용

 · 적절한 연습문제 제공

 · 교수자의 지원

 · 역기능 진단도구 활용

인지과부하  · 직관적이고 사용이 용이한 스마트도구 제작

정의

수업 스트레스

 · 효과적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

 · 스마트교육 시스템 간편화

스마트기기 의존성
 · E-book 활용 지도 방안 제시

 · 종이책 및 전자책의 융합적 활용

부정적 선입견
 · 스마트교육 양적 성과 제시

 · 스마트기기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건강

신체적 건강 장애

 · 스마트기기 사용원칙 제공

 · 역기능 진단도구 활용

 · 디스플레이 해상도 개선

 · 스마트교육 맞춤 스마트기기 개발

심리적 건강 장애

 · 긍정적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설계전략 적용

 ·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역기능 진단도구 활용

사회

도덕적 해이

 · 팀 프로젝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적용

 · 학습활동의 명확한 기록

 · 객관적, 구체적 평가 기준 수립

 · 저작권 검색 시스템 도입

 · 표절검사 시스템 수업에 포함

의사소통/

상호작용 방해

 ·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블렌디드 방식의 의사소통

 · 역기능 진단도구 활용

학력격차  · 정보격차 해소 연계 정책 지속적 추진

기술

고비용

 · 전자칠판 및 태블릿 보급 정책 지양

 ·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 도입

 · 단계적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 온라인 공개 콘텐츠 활용(MOOC 등)

기술훈련으로 인한

학습시간 감소
 · 사전학습을 통한 스마트도구 사용 훈련 프로그램 제공

기술적 불안정
 · 학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 투자

 · 전담부서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주의력 저하의 부작용은 수업 집중력 향상 전략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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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스마트 기기 사용 원칙 제공, 스마트 기기 활용에 따른 부작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도구 활용, 집중력 향상을 돕는 모바일 앱의 개발, 학습 중에는 다른 모든 기능들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lock) 기능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학습 자료에 대

한 피상적 정보처리로 인해 고차원적 학습이 제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력학습과 적절한 연습문제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 도구 설계 시 

학습자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용이한 도구를 설계,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의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육의 도입으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스트레스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

한 교육에서 적절한 스마트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며, 사용자의 인지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료와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자책(e-book) 활용 독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점을 결

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활용전략의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

트 기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의 양적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모형 및 전략을 개발하여 유연

하게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근 골격계 통증, 안질환, 전자파, 전신 질환 등의 신

체적 건강 문제 혹은 피로, 짜증, 우울, 금단 증상, 강박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는 건강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 해상도를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에 적합

한 기기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도덕적 해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방해, 학력 격차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임승차를 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콘텐츠 무단복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팀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참여를 증진시

키는 전략 활용, 학습 활동의 명확한 기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수립, 저작권 검색 및 

표절 검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중심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저해되는 문제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적

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의 차이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연계된 

다양한 층위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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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스마트 도구 및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설비 및 기기의 보급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소유한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 도입, 점진적인 스마트 환경 구축, 

기존의 온라인 공개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술에 익숙해

지는 과정에서 학습시간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 전에 적절한 스마트 기술 

활용 매뉴얼 혹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오

류 등 기술적 문제가 학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학내 무선 네트

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산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설문조사 결과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대학 내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

부작용 구성요소 평균

인지

주의분산 3.39

피상적 정보 처리 3.28

인지 과부하 2.78

정의

수업 스트레스 3.19

스마트기기 의존성 2.75

부정적 선입견 3.44

건강
신체적 건강 장애 3.94

심리적 건강 장애 3.69

사회

도덕적 해이 3.19

의사소통/상호작용방해 2.36

학력격차 2.69

기술

고비용 3.42

기술훈련으로 인한 학습시간 감소 2.94

기술적 불안정 3.75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인지, 정의, 기술 영역에서 각 항목별로 응답 결과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주의 분산(M=3.39)’이나 ‘수업 스트레스(M=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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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정적 선입견(M=3.44)’, 스마트 환경 구축 과정에서의 ‘고비용(M=3.42)’, ‘기술적 불안정

(M=3.75)’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나, 스마트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인지 과부하(M=2.78)’, ‘스마트 기기 의존성(M=2.75)’, ‘학습시간 감소(M=2.94)’에 대해서

는 평균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동의에 대한 평균점이 비교적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

도 반대 또는 유보적인 응답이 전체 중 1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반응이 다양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 장애(M=3.94)’와 ‘심리적 건강 장애(M=3.69)’에 대해 전

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건강 측면의 부작용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사회적 측면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해(M=2.36)’, ‘학력 격차(M=2.69)’ 등 부작용

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등교육 맥락

에서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임철일 외, 2016; Spector, 2014)에서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이 일반 

교육 및 주요 영역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각각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 관련 주요 연구들

은 개별적인 접근으로 인해 특정 효과나 부작용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상의 효과와 부

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두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스마트 교육의 영향과 부작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교육공학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스마트 교육의 영향 및 부작용 구성요소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 기술 및 산업,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의 도입과 적용은 다양

한 기술적인 요소와 인프라가 요구되므로 대학 교육 환경에 있어 다양한 기술적 발전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초 연결 사회 구현을 통한 평생학습사회의 

의 도래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육 그 자체가 효과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학의 교수학습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를 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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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 설계 측면에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Murthy, Iyer, & 

Mavinkurve, 2016; Nguyen, Barton, & Nguyen, 2015; Spector, 2016).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도구를 효과적으로 대학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적극적으로 탐색되어야 한다. 앞서 스마트 도구를 통해 풍부한 학

습자원의 활용과 공유가 가능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의 교과목에서 스마

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황영미, 이

재현, 2016). 스마트 도구의 단순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도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업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렌디드 형태로 적용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도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하므

로 이론상 상시 접근 체제가 가능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구현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의 스마트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일종의 블렌디드 혹은 플립 러닝 형태로 적용되

고 있다(김희진, 허광, 2016; 송지희, 이지현, 김혜영, 2017). 이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 환경에서 제공되는 학습 내용과 활동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야 학습 측면에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므로(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 수준 및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내용의 스마트 교육을 제공할지라도 학습자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최효선, 우영희, 정효정, 2013). 스마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Gros, 2016). 예컨대, 학습 분석 시스템

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측정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Jo et al., 

2015; Uskov et al., 2017). 또한, 스마트 교육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스마트 교육

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스마트 교육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기술 및 산업,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교육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제반 시설, 테크놀로지 기반의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영역과 이를 기반으로 한 초 연결 사회의 구현, 스마트 캠퍼스 구축 

등의 산업 영역에 대해 대다수 동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 환경 구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고비용 문제와 기술적 불안정도 스마트 교육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의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스마트 교육은 기존 이러닝 환경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 환경으로 보다 지능

적인 맞춤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임병노, 임정훈, 성은모, 2013; Dodds & Fletcher, 2004).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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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인프라 및 공간 구축은 스마트 교육의 고려 요소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기술적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반시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교수자 및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상향

식 접근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인지, 정의, 건강, 사회, 기술 총 다섯 가지 영역의 부작용 전반에 대한 동의율은 절반에 미치

지 못했다. 특히 인지 과부하(M=2.78)나 스마트 기기 의존성(M=2.75),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

해(M=2.36), 학력격차 심화(M=2.69)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 이상이 동의하지 않

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상의 부작용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몇몇 전문가에게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

러낸 것이다.

이 점은 이론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상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 또한 제기되

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경험과학적인 실증 연구는 미흡하다. 스마트 교육의 부작

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개인적 관점에 따라 상반된 의견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교육의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

증적 연구를 통하여 부작용의 실제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스마트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

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 및 실행함으로써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스마트 교육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예컨대,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의 적용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김양희, 2015; Nestel et al., 2014). 반면에, 스마트 교육에

서 활용되는 스마트 폰의 화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업에서 상당히 많은 학습 자원을 기반

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인지 과부하가 발생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김영

주, 이정민, 오성은, 2013; Byrd & Caldwell, 2011). 학습 시간 측면에서 대학의 학습자들은 스마

트 교육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된다는 의견(임진형, 고선영, 2015)

을 제시한 반면, 실제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스마트 도구의 활용 방법을 숙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학습 총 소요 시간은 보다 증가되며(Rossing, Miller, Cecil, & 

Stamper, 2012), 교수자는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한다(전은화, 이영

민, 2011). 즉, 스마트 교육 관련 교육공학 전문가로서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은 이상의 연구 

결과의 상충성과 실제 적용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고려하여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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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공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보다 다양한 대상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의 스마트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교육공학 영역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교수자, 학습자, 스마트 교육 운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교

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출된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타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작용 최

소화 방안은 도출된 부작용을 기반으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각 부작용의 원인과 

도출된 최소화 방안 간의 관계가 다소 모호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부작용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육의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확인 차원에서 설문조사

가 이루어졌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작용 해소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이론적, 경험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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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mart Education and Strategies for Mitigating 

Side Effects in Higher Education
*1)

Lim, Cheolil*

Han, Hyeongjong**

Jung, Daeun***

Yunus Emre Ozturk****

While the interest in the utilization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has been increasing in universities,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applicability and side 

effects of smart education. In this study, the potential positive influences and side effects of 

smart education have been analyzed respectively in the context of higher education and the 

strategies mitigates its side effects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is,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smart learning, expert forums and survey with experts in educational technology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es indicate that smart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can 

positively influence three aspects; educ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and society. On the other 

hand, its side effects are classified into five aspects. It might cause divided attention and 

cognitive overload related to cognitive domain, and smart phone syndrome in terms of affective 

domain. As for health domain, it might have side effects on not only physical health like leading 

smart phone syndrome, but also on psychological health. Also, it might lead moral laxity in 

society domain, and high cost in technical domain. This study also suggests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potential side effects. The survey conducted with educational technology experts showed 

that it was generally agreed with the positive influences of smart education. However,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not all experts agreed with its side effects, and that some reservations 

appeared on them, which require for more empirical research that objectively verify the side 

effects of smart education.

Key words: Smart Education, Mobile Learning, Effects and Side Effec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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