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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스

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오락

및 정보검색 활동을 구분하여, 각 활동별 사용정도에 따라 학업열

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의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활용하고, 스마트폰 활용을 SNS 이용, 게

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문서 보기의 7가지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활동 중 남학생은

TV 및 동영상 시청, 여학생은 음악 감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

의간의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활동 중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SNS 이용, 게임, TV 및 동

영상 시청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무기력간의 회귀분석 결과 SNS

이용,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사

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

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SNS 이용,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 중 SNS 이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SNS 이용,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이 학업열의가 낮거나

학업무기력이 높아지는 영향은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이 학업

열의가 높아지는 영향은 남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학교 현

장에서 교사들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스마

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교과에 비해 특

히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요한 가정과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학 번 : 201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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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능은 물론 사진 촬영, 음악 감상, TV 및 동

영상 감상 등의 오락 기능, 금융, 전자상거래, 모바일 오피스, 정보검색,

쇼핑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

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시장분석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계 평균 스마트폰 보

급률은 59%로 전 세계 인구 10명당 6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94%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 또한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한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

교 고학년의 81.2%, 중·고등학생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통신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

고 자신을 표현하며 또래와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품

이 되었다. 디지털 문화 자체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

화를 형성하고 이끄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s)인 청소년들에게 스마

트폰 이용은 학습, 놀이, 여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맺기 등 그들의 삶

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

므로 학업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청소년들이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매체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발표에 따

르면 2019년 10대 청소년 중 30.2%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31.4%)이 남학생(29.2%)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높았고, 중학생(34.7%)이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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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29.4%), 초등학생(24.4%) 순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과다사용, 중독, 혹은 중독예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배진영,

2012), 스마트폰 중독여부 판별 요인(주석진·조성심, 2015), 스마트폰 중

독과 청소년 문제행동 사이의 관련성(장여옥·조남억, 2014), 스마트폰의

과이용, 의존 또는 중독적 사용이 학업이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박채진·서석진·도명애, 2017; 서인균·이연실, 2016)과 같은 역기능에 초

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마트폰자체

의 특성이라기보다, 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스마트폰이 다른 매체들의 기능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이용 시

간이 길더라도 학습을 위한 정보를 찾거나 자신의 일상에 필요한 편의적

기능들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 오히려 학업 및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장윤재, 2020). 스마트폰의 총 사용

량이나 사용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활동별 사용정도를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스마트폰의 과이용이나 의존, 중독과 같

은 문제행동의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스마트폰 사용과 청소년의 학업 및

학습태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을 ‘SNS 이용’,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정보검색’, ‘문서 보기’의 7가지

로 세분화하고 각 활동별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학업태도, 특히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업태도 중 학업열의

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 내며, 학업에 대해 집중

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학업열의를 갖게 되면 학

업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며,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고,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Xia &

Kimmel,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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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양이 많아지며, 성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흥미, 능동적인 참여와 몰두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상섭·조홍

식, 2015) 반면,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무력감을 나타내는 현상은 학업

무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나 행동

이 미래에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고 믿을 때 변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스스로 포기상

태에 빠지는 것이다(노시언, 2013; 박병기·노시언·김진아·황진숙, 2015;

Hirto & Seligman, 1975). 청소년들이 학업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학습 의욕을 상실하여 학습에 대한 심리적인 무기력

을 나타내고, 반복적인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새로운 학습에 도전함

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방향감을 상실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된다(오영혜, 2014).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대한 관계를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고 학습과 관련된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수업 자료의 활용 등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스마

트폰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학업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에 주목한

다. 스마트폰의 사용량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권미

나·이진숙, 2020; 문두식·최은실, 2015; 이하나·양승목, 2018; 최은영,

2020).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성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

(김기랑, 2018; 이경희, 2017),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와 이용행태를

유형화하여 성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양희조, 2010) 등이 있다. 선행연

구들은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의 사용량이나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스마트

폰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야 함을 밝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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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학년별 스

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여성가족부, 2019), 휴대폰에 대한 집착 또한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의 집착 정도가 심각하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의존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숙, 2011). 또한

스마트폰의 이용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다양한 요인에 걸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여진다(장윤재, 2020). 이는 중학생은 청소

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시기로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의

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의 청소년

휴대폰 중독 실태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이 가장 고위험 중독 사용자군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

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 현

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 및 학업

무기력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혀, 청소년들의

학업 상황과 관련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을 안내하는데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특히, 다른 교과에 비해 다양한 실습 및 체험

활동이 필요한 가정과 교육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

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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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전술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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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

1) 스마트폰 활동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의 기능인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이동성, 간편

성, 장소의 제약이 없는 접속의 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정보검색, SNS

이용, 사진 촬영, 음악 및 동영상 감상,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영화/TV/동영상 감상이 97.5%, 메신저 97.3%, 학업/업무용 검

색 93.9%, 게임 93.1%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 이것은 스마트폰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게임 목적으로도 많

이 사용되지만, 정보전달 및 검색의 기능으로도 주요하게 사용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동시에 휴대전

화의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나 휴대전화 사용에 비추어 스마트폰의 의미를 가늠하고 있고, 그로 인

해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인터넷 사용과 휴대전화

사용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 관한 연

구이다.

이은정·이정애·이화조·정익중(2012)은 휴대전화 사용을 게임, 오락 등

을 위한 활용을 오락형, 또래와의 교제를 위한 활용을 친구관계형, 부모

와의 연락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위한 활용을 가족관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이들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관계형은 학교부적응에 부적 영향을, 친구관계형과 오락

형은 학교부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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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 휴대전화의 활용 목

적에 있어 연락대상으로 가족과 친구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 사진 촬

영 등 휴대폰의 사용목적으로 분류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임선

아·정윤선(201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빈도와

용도를 모두사용형, 개인활동형, 게임오락형, 통화문자형으로 분류하여

통화문자형과 게임오락형이 학교적응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도 정보 검색, 문서 보기 등의 기능은 포함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하나 외(2018)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게임·오락을 자주 할수록, 사진 촬영

을 자주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며, 통화나 문자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했다. 김기태·이현주·문신일(2014)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적 특성을 스마트폰의 정보적 이용, 커뮤니케이션

이용, 엔터테인먼트 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매체적 특성에서 엔

터테인먼트 이용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컸지만, 정보적 이

용과 커뮤니케이션 이용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오대영과 이정기(2014)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스마트 미

디어 이용 동기 중 ‘재미’ 동기는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류’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동은 학교적

응 및 스마트폰 의존 등 청소년의 행태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스마트폰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

섭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오락

적 목적 및 정보검색 목적 활동을 가능한 넓게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활동을 SNS 이용,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

상 시청, 음악 감상, 정보 검색으로 세분화하여 선행연구들보다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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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별 사용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

선행연구들은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의 활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주

목하였다. 성은모·진성희(2012), 이정숙·명신영(2007)은 휴대전화의 활용

실태에 있어 여학생은 친구와의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사진촬영의 이용

도가 높았으나 남학생은 휴대폰 게임과 오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의 경우 휴대폰의 기술적

인 측면에 매력을 느껴 게임, 오락과 같은 단순한 기능을 활용하는 수단

(Augner & Hacker, 2012)으로써 휴대폰을 이용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휴대폰을 사회적 도구로써 이용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친밀성 추구

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Bianchi & Philips, 2005). 또한, 선행연구들은 휴대전화

의 과다 사용 및 의존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현영

(2010), 이해경(2008), 한상훈(2008)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휴대폰 의존

및 중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학생이

휴대폰에 더 의존적(Isiklar & Durmuscelebi, 2013)이라고 보고한 연구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최

선희, 2008), 남학생이 휴대폰을 과다 사용(Balakrishnan & Raj, 2011)한

다고 보고한 연구가 공존하기도 하고,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남녀차이

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최옥영, 2010)도 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음악 감상 및

동영상 시청 비율이 높고, 여학생은 SNS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이경희,

2017), 김기랑(2018)도 62,27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KYRB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SNS와 메시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하나

등(2018)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오락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영향이 있으며, 사진 촬영, 동영상 시청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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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마트

폰에 대한 의존도나 스마트폰 활동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동과 학업태도에 대한 관계도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스마트폰의 활동에 대한 성별

의 차이를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본 연구는 다양한 스마트

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2. 학업열의

열의(engagement)의 개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떠오른

긍정심리학의 출현과 함께 부각되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개

인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윤성민·신희천, 2010),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대두된 개념인 열의는 개인의 능력을 최

대로 발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조주연

외, 2013).

열의는 직무 영역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근로자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직무열의

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생산

성을 자발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직무열

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Bakker, Hakanen, Demerouti & Xanthopoulou,

2007; 백승근·신강현·허창구, 2011; 이철희·신강현·허창구, 2012).

성인 대상의 연구뿐 아니라 학생 대상의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

연구도 등장하게 되었다. 학업열의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

고 집중하는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Schauf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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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2).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Fredricks,

Blumendfeld, & Paris(2004)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

기도 하였고, Gonzalez-Roma 외(2006)는 열의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기

와 헌신을 꼽았으며, Maslach 외(1997)는 열의를 에너지(energy), 몰두

(involvement) 및 효능감(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chaufeli 외

(2002)는 학생들이 학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활기(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구성된다고 보

았다.

학업열의의 구성 요소인 활기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학업을 할 때

정신적 회복력, 자신만의 학업에 노력하겠다는 의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인내력을 의미한다. 헌신은 학업에 대한 열정, 열망, 자신감, 도전정

신 등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몰두는 학업을 할 때 완전히 집중하

는 상태를 의미한다(Schaufeli 외, 2002). Salanova 등(2010)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며 공부를 하는 것은 핵심적인 일이라 보고,

이러한 활동은 ‘열의를 가진 상태(engaged)’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열의가 있는 학생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리드하며, 스스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산출하고, 스스로를 격

려한다(유선욱·박혜영, 2016). 또한, 자신의 업무나 일 외의 것에 있어서

도 열의를 보이며, 소진되는 것을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다(Van den Berg, Manias & Burger, 2008).

학업열의는 청소년의 내적발달 자산으로서 학생들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김훈희·황영신, 2019; Schaufeli 외,

2002; Salanova 외, 2010; Tang 외, 2019), 학생들이 활기찬 에너지를 갖

고 열정적인 상태로 학업에 몰두할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다는 보

고가 있다(오희정·김갑성, 2020; 유선욱 외, 2016; 최권·전민재·안효영·진

하늘·도승이, 2013; 최은영·박종효, 2019). 학업열의를 갖게 되면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며, 집중력을 발휘하고,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

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고, 학업과정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느

끼며,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Xia & Kimm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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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업열의가 연령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학생에게는 부모의 따스함이 학생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라·전향신, 2020). 또한 학업열의가 초등학교와 중

학교 때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았으나, 학교를 전환하는 시기에는 오히

려 학업열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자영, 2013).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열의의 성차 비교를 제시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Meece, Glienke & Burg(2006)는 중학교 여학생들이 남학

생보다 학업열의가 높았다고 보고했으며, 조주연·김명소(2013)는 초등학

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열의가 높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간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열의는 학생의 학업태도, 행동 및 성취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열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된 반면, 학습자의 학

업열의에 대한 국내외 연구,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업열의를

살펴 본 연구는 아직 소수이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되어 이제는 스마트폰과 떨어져 살아가기 어려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스

마트폰 사용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

특히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학업

열의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업열의를 긍정적으로

끌어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학업무기력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란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자신에게 닥칠 부정적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무기력을 느끼는 현상을 가리킨다(Hiroto & Seligman, 1975). 즉 학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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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은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되어, 아무리 많

은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그만 두

게 되고, 이를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환

경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다른 상황에 처

했을 때도 자발성과 의욕이 현저하게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경향을 학습

된 무기력(Seligman, 1975; 신민정, 2015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생들이 공부, 시험, 수업 등과

같이 학업상황에 국한되어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노시언, 2013; 박

병기 외, 2015) 일반적인 학습된 무기력과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기력 성향이 학교 밖 일상 활동과 상관이 높지 않

고(전미애·임세영, 2012), 분명한 자기인식, 학교 졸업에 대한 집착, 이중

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답답함과 의미 없는 교육 과정, 학교 공부에 대한

회의, 학업 동기의 부족, 짜증과 후회 같은 학업 상황에서의 독특한 특성

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학습된 무기력과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유현숙·선혜연, 2017).

박병기 등(2015)에 의하면 학업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

력 발생의 근본기제와 현실의 교육환경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무기력 행

동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개념으로, 학업무기

력을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통제신념 결여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기

대형성으로 인해 부정적 신념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외, 2015).

즉, 학업성취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믿는 데에 어려움을 지닌 상

태를 뜻한다. 학습동기 결여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학업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

태를 의미하며, 이는 학업성취와 관련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고 학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규정하였다(박병기 외, 2015). 긍정정서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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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 행복

감, 기쁨 등의 긍정 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외,

2015). 이는 학업성취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실패와 부정적 정서를 느끼

는 것은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낮아질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이후의 학업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내포한다. 능동수행

결여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

행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외, 2015). 무기력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는 행동의 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업상황에서 겪는 무기력은 성적 저하로 이어지고, 정신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컴퓨터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고, 자해나 자

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강혜원·김영희,

2004; 권순희·권순녀, 2008; 김희수, 2006; 박시현, 2014). 학교생활과 학

습에서 반복적으로 무기력을 경험한 학생은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는 것

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방향감을 상실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오영혜, 2014).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내적요

인, 환경요인 등으로 다양하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학

업무기력이 높을 수 있으며, 생활정도가 학업무기력과 유의한 부적상관

을 가진다는 연구(임경희, 2004)가 있다. 또한 학업무기력의 성별 차이에

대해 연구한 최용선(2000)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무기

력의 하위 요인 중 지속성 결여, 자기통제력 결여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밝혔다.

4.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과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의존 또는 중독이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의존 및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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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낮아진다는 연구(고진희,

2020),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김

희정, 2018; 오영혜, 2014),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

이에서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연

구(이은경·안지영·김지신, 2020)들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활동을 분류하여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과의 관

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장윤재(2020)는 스마트폰을 통

한 활동을 목적에 따라 오락, 편의, 정보추구로 분류하고 학업적응을 학

업열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스마트폰의 게임, 동영상/TV 시청과

같은 오락적 목적과 음악 감상, 사진/동영상 촬영 등 편의적 목적의 이

용이 증가할수록 학업적응 수준은 낮아진 반면, 정보추구 목적의 스마트

폰 이용이 증가할수록 학업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오락적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은 주의집중 수준을 낮추고, 친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학업적응 수준을 낮추며, 편의적 목적의 이용은

친구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검색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은 주의집중 및 친구관계 모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학업적응 수준이 높아져, 자기주도적인

학습, 인지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승진(2015)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응을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노력, 흥미, 이해수

준 등으로 측정하여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적응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휴대전화 및 스마

트폰의 활동을 구분하여 학업적응,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은정 등(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휴대전화로 게임과 오락을 많이 할 경우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생

활 전반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선진(201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활동을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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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분석을 통해 고활용 집단, 보통활용 집단, 저활용 집단의 3개 집

단으로 분류해 각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다. 국어, 영어, 과학 영

역에서 보통활용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

나, 스마트폰 활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

다. 또한 이왕원·민혜영(2015)은 고등학생들의 오락적 휴대폰 사용과 의

존은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지향적

휴대폰 사용은 학습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

정화(2010)는 휴대폰을 통한 활동을 사용목적과 활용양태에 따라 학습태

도에 부적인 영향이 발견됨을 보고하였고, 김병탁(2015)은 사용목적에

따라 오락, 관계, 정보, 여가지향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오락지향적

휴대폰 활용은 자기통제와 관련한 학습태도에 대해 부적 효과를 가져왔

음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활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의존 및 중독을 유발하거나 학습태

도 및 학업적응 수준을 낮추는 등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동영상 감상이

나 게임과 같은 오락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박채진 외, 2017; 임종민·

이종환·곽호완·장문선·구본훈, 2017).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은 시청각을

두루 사용하여 자극의 강도가 높으며, 특히 게임은 상호작용적 속성이

결합되어 몰입도가 매우 높다. 이처럼 즉각적 반응과 보상을 제공하는

고강도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학업에 대한 열의와 흥미가 낮

아질 수 있다. 반면에, 정보 검색과 같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학업이나 과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능동

적 인지활동으로 학업적응의 하위요소들과 관련성이 높다(장윤재, 2020).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

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 역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 같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해도 SNS를 한 경우와 정보 검색

을 한 경우, 혹은 동영상 시청을 한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효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량이나 부정적 효과에만 주목한다면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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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이 청소년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청

소년의 다양한 스마트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업열의나 무기력 같은 태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성차가 있고,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도 성차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 변수 간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

한 활동에 따라 구분하여, 활동별 사용정도에 따라 학업열의 및 학업무

기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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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

정도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영향

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PY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2018; 이

하 KCYPS 2018)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과

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CYPS 2018의 조사 모집단은 2018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육부의 2017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였으며,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ar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원표본을 구축하였다. KCYPS

2018 1차년도 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 코호

트 2,590명으로 총 5,19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학생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49명을 제외하고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2,481

명) 또는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

함’ (60명)으로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 중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소득 없음’ (3명), ‘무응답’ (3명)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

외하였고, 부모의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에 ‘해당 없음’(170명)과 ‘잘 모르

겠음’ (6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는 총 2,359명이고, 남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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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명(53.75%), 여학생이 1,091명(46.25%)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면제심의 승인(IRB No. E2010/001-008)을 받았

다.

2. 연구변수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한국아

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을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1개의 문항 중 ‘가족과의 통화’, ‘가족

과의 문자 메시지(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

의 문자 메시지(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

을 관측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7개의 문항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등) 이용’,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음악 감상’,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

함)’,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사

용하지 않는다, 2=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가끔 사용한다, 4=자주 사용

한다)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폰의 오락 및 정보검색 활동에 대한 변인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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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변수 설문문항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사용정도

(1=전혀 사용하지 않음

~ 4=자주 사용함)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음악 감상

정보 검색

(학교 홈페이지,뉴스,포털사이트,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표 3-1> 스마트폰의 오락 및 정보검색 활동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학업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

다’,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

다’,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

중할 때가 있다’,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열의를 측정하는 16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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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열의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관측변수 설문문항 Cronbach’s α

학업열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0.93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표 3-2> 학업열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학업무기력은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

적인 설문 문항은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하

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

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

유를 모르겠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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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 않다’,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

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

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

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조사

되었다. 학업무기력을 측정하는 16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2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관측변수 설문문항 Cronbach’s α

학업

무기력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0.9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표 3-3> 학업무기력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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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이승진(2015)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오락을 목적으

로 휴대전화를 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 가구소득과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

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학습무기력이 높을 수 있고, 생활정

도가 학습무기력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임경희, 2004)

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최

종학력과 월 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 중 하나인 어머니의 최종 학력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학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 이다. 회귀분석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은 제외하고, 범주형 변수로 포함하였다. 고등

학교 졸업 이하 학력은 한 그룹으로 묶어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통제변수인 월 평균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의 합계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

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900만

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소득 없음’ (3명), ‘무응답’ (3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소득의 범주가 11개로 충분히 많으므로 회귀분석

에는 연속형 범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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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 학업

무기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활동 관련 변수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스마트폰 활

동별 사용정도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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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 학업열의, 학

업무기력의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268명(53.75%), ‘여자’ 1,091명(46.25%)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

다.

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 880명(37.30%)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 722명(30.61%), ‘2-3년제 대학 졸업’

625명(26.49%),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132명(5.60%)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이 515명(21.83%)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61명(19.5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84명(16.28%), ‘600만원이상~700만원 미만’

249명(10.5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6명(7.46%), ‘700만원 이

상~800만원 미만’ 187명(7.93%), ‘1000만원 이상’ 125명(5.31%),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88명(3.73%),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83명

(3.5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0명(2.97%), ‘100만원 미만’ 21명

(0.8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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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268 53.75

여자 1,091 46.25

전체 2,359 100.00

모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0 37.30

2-3년제 대학 졸업 625 26.49

4년제 대학 졸업 722 30.61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132 5.6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1 0.8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0 2.9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76 7.46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84 16.28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15 21.83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61 19.54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49 10.56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87 7.93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88 3.73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83 3.52

1000만원 이상 125 5.30

<표 4-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359)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가끔 사용한다’, ‘4=자주 사용한다’의 원점

수 척도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의 순위는 남

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활동 중

‘TV 및 동영상 시청(M=3.51)’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TV 및 동영상 시청 활동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게임(M=3.36)’, ‘음악 감상(M=3.35)’, ‘정보 검색

(M=2.93)’, ‘SNS 이용(M=2.76)’, ‘사진/동영상 촬영(M=2.62)’,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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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활동 중 ‘음

악 감상(M=3.60)’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음악 감상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V 및 동영상 시청(M=3.46)’, ‘사진/동영상 촬영(M=3.26)’, ‘SNS 이용

(M=3.14)’, ‘정보 검색(M=3.07)’, ‘문서 보기(M=3.01)’, ‘게임(M=2.67) 순으

로 나타났으며, 게임과 TV 및 동영상 시청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항

전체 남학생 여학생

평균
(M)

표준
편차
(SD)

평균
(M)

표준
편차
(SD)

평균
(M)

표준
편차
(SD)

SNS 이용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94 1.16 2.76 1.19 3.14 1.10

게임 3.04 0.99 3.36 0.86 2.67 1.00

사진/동영상 촬영 2.91 0.91 2.62 0.89 3.26 0.80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3.49 0.82 3.51 0.83 3.46 0.81

음악 감상 3.47 0.78 3.35 0.84 3.60 0.68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탈사이트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3.00 0.88 2.93 0.92 3.07 0.83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2.78 1.12 2.59 1.13 3.01 1.07

<표 4-2>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

(전체 N = 2,359, 남학생 N = 1,268, 여학생 N = 1,091)

주: 스마트폰 사용빈도는 1~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는 <표 4-3>

과 같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

다’, ‘4=매우 그렇다’의 원점수 척도를 이용하였다. 학업열의에 대한 응답

의 전체 평균은 2.48, 학업무기력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1.87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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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는 각각 0.54, 0.53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학업열의의 평균은 2.53, 학업무기력의 평균은1.86이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열의의 평균은 2.43, 학업무기력의 평균은 1.89로,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열의가 낮고, 학업무기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남학생 여학생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학업열의 2.48 0.53 2.53 0.55 2.43 0.52

학업무기력 1.87 0.54 1.86 0.53 1.89 0.52

<표 4-3>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전체 N = 2,359, 남학생 N = 1,268, 여학생 N = 1,091)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에서 7개의 독립변수와 학업열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사진/동영상 촬영(r=0.06, p<.01), 정보검색(r=0.20, p<.001)과 정적 상

관을, SNS 이용(r=-0.10, p<.001), 게임(r=-0.09, p<.001), TV 및 동영

상 시청(r=-0.14,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7개의 독립변수와 학업무기력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SNS 이용(r=0.08, p<.001), 게임(r=0.10, p<.001), TV 및 동영상 시청

(r=0.07, p<.01)과 정적 상관을, 사진/동영상 촬영(r=-0.06, p<.01), 정보

검색(r=-0.16,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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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SNS

이용
게임

사진/

동영상

촬영

TV 및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문서

보기

학업열의 1.00

학업무기력 -.62*** 1.00

SNS

이용
-.10*** .08*** 1.00

게임 -.09*** .10*** .02 1.00

사진/

동영상

촬영

.06** -.06** .25*** -.04** 1.00

TV 및

동영상

시청

-.14*** .07** .19*** .23*** .05* 1.00

음악 감상 -.01 -.01 .22*** -.01 .26*** .14*** 1.00

정보 검색 .20*** -.16*** .03 -.04* .23*** .08*** .23*** 1.00

문서 보기 -.01 -.01 .16*** .06** .18*** .17*** .24*** .24*** 1.00

<표 4-4>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의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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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의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1) SNS 이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

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SNS 이용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

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기본모형 추정 결과 SNS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SNS 이용의 계수는 -0.03이고 t-검정계

수는 –3.35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는 SNS 이용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열의가 0.03점 감소함

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SNS 이용의 계수는 -0.01이고 t-검정

계수는 -0.92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과의 상호작

용항 계수는 –0.05, t-검정계수는 –2.53으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

<그림 4-1>은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 그림

에서 전체는 남·여학생을 구분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SNS 이용을 위

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SNS 이용에 따른

학업열의의 감소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SNS 이용

정도가 낮을 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열의가 낮은데, SNS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학업열의가 더 빨리 감소하여 학업열의 점

수가 역전한다. 따라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은

통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며,

사용정도가 커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열의에 더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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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SNS 이용 -.03 .01 -3.35** -.01 .01 -.92

성별 -.09 .02 -3.88*** .06 .06 .95

SNS 이용 * 성별 -.05 .02 -2.53*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97*** .02 .01 3.97***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34 .04 .03 1.34

4년제 대학

졸업
.15 .03 5.14*** .14 .03 5.08***

대학원 졸업 .13 .05 2.59** .13 .05 2.50*

상수항 2.41 .05 50.69*** 2.36 .05 44.99***

N 2,359 2,359

F 17.90*** 16.29***

R² .04 .05

Adj R² .04 .04

<표 4-5> SNS 이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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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NS 이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상호작용

주: 전체 학생의 학업열의 평균과 SNS 사용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열의와 사용정도

간 관계를 차이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기울기를 나타냄.

2) 게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게임(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

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게임을 위한 스마

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게임을 위해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게임의 계수는 -0.07이고 t-검정계수는 –5.49

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는 게임을 위한 스마트

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열의가 0.07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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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모형에서 게임의 계수는 -0.04이고 t-검정계수는 –2.09로 측정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5,

t-검정계수는 –2.31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그림 4-2>는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 그림

에서 전체는 남·여학생을 구분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게임을 위한 스

마트폰 사용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게임에 따른 학업열의의

감소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의 사용정도가 낮을 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열의가 낮은데, 게임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학업열의가 더 빨리

감소하여 학업열의 점수가 역전한다. 따라서 게임은 통계적으로 학업열

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며, 남학생보다 여학

생의 학업열의에 더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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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게임 -.07 .01 -5.49*** -.04 .02 -2.09*

성별 -.14 .02 -6.17*** .02 .08 .28

게임 * 성별 -.05 .02 -2.31*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63*** .02 .01 3.67***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38 .04 .03 1.39

4년제 대학

졸업
.14 .03 5.12*** .14 .03 5.09***

대학원 졸업 .14 .05 2.69** .14 .05 2.77**

상수항 2.55 .06 44.29*** 2.46 .07 34.15***

N 2,359 2,359

F 21.18*** 18.95***

R² .05 .05

Adj R² .05 .05

<표 4-6> 게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 34 -

<그림 4-2> 게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상호작용

주: 전체 학생의 학업열의 평균과 게임 사용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열의와 사용정도

간 관계를 차이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기울기를 나타냄.

3) 사진/동영상 촬영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사진/동영상 촬영(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

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진/

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

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7>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사진/동영상 촬영

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의 계수는 0.06

이고 t-검정계수는 4.99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

는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

열의가 0.06점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



- 35 -

항 계수는 –0.06, t-검정계수는 –2.15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그림 4-3>은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 그림

에서 전체는 남·여학생을 구분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사진/동영상 촬

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의가 증가하는 것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사진/동영

상 촬영에 따른 학업열의의 증가는 남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사진/

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의 사용정도가 낮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열의가 높은데,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학업열의가 더 빨리 증가하여 학업열의 점수가 역

전한다. 따라서 사진/동영상 촬영은 통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학업열의에

더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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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사진/동영상 촬영 .06 .01 4.99*** .09 .02 5.22***

성별 -.14 .02 -5.98*** .03 .08 .34

사진/동영상 촬영

* 성별
-.06 .03 -2.15*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76*** .02 .01 3.69***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52 .04 .03 1.57

4년제 대학

졸업
.16 .03 5.62*** .16 .03 5.63***

대학원 졸업 .15 .05 2.99** .15 .05 3.03**

상수항 2.16 .05 43.08*** 2.10 .06 36.94***

N 2,359 2,359

F 20.28*** 18.06***

R² .05 .05

Adj R² .05 .05

<표 4-7> 사진/동영상 촬영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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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진/동영상 촬영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상호작용

주: 전체 학생의 학업열의 평균과 사진/동영상 촬영 사용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열의

와 사용정도 간 관계를 차이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기울기를 나타냄.

4) TV 및 동영상 시청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TV 및 동영상 시청(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

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TV 및 동영상 시

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TV 및 동영상 시청의 계수는

-0.08이고 t-검정계수는 –5.77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는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열의가 0.08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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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항 계수는 –0.02, t-검정계수는 –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TV 및 동영상 시청은 통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TV 및 동영상 시청 -.08 .01 -5.77*** -.07 .02 -3.86***

성별 -.10 .02 -4.71*** -.04 .10 -.44

TV 및 동영상 시청

* 성별
-.02 .03 -.66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84*** .02 .01 3.82***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28 .04 .03 1.27

4년제 대학

졸업
.14 .03 4.81*** .14 .03 4.80***

대학원 졸업 .13 .05 2.60** .13 .05 2.61**

상수항 2.60 .06 41.60*** 2.58 .08 34.34***

N 2,359 2,359

F 21.74*** 18.69***

R² .05 .05

Adj R² .05 .05

<표 4-8> TV 및 동영상 시청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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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 감상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음악 감상(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

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음악 감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

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음악 감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음악 감상의 계수는 0.00이고 t-검정계수는 0.14

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4, t-검정계수는 –1.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 감상은 통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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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음악 감상 .00 .01 .14 .01 .02 .84

성별 -.10 .02 -4.46*** .03 .11 .24

음악 감상 * 성별 -.04 .03 -1.21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97*** .02 .01 3.97***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47 .04 .03 1.45

4년제 대학

졸업
.16 .03 5.51*** .15 .03 5.50***

대학원 졸업 .15 .05 2.85** .14 .05 2.83**

상수항 2.31 .06 37.70*** 2.27 .07 31.97***

N 2,359 2,359

F 15.96*** 13.89***

R² .04 .04

Adj R² .04 .04

<표 4-9> 음악 감상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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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검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정보 검색(독립변수)이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

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보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

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정보 검색을 위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정보 검색의 계수는 0.12이고 t-검정계

수는 9.47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는 정보 검색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열의가 0.12점 증가함

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2, t-검

정계수는 0.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 검색은 통

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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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정보 검색 .12 .01 9.47*** .11 .02 6.84***

성별 -.12 .02 -5.32*** -.17 .08 -2.14**

정보 검색 * 성별 .02 .03 .70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89*** .02 .01 3.88***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31 .04 .03 1.28

4년제 대학

졸업
.13 .03 4.78*** .13 .03 4.73***

대학원 졸업 .13 .05 2.53** .13 .05 2.51**

상수항 1.99 .05 38.83*** 2.01 .06 33.46***

N 2,359 2,359

F 31.51*** 27.07***

R² .07 .07

Adj R² .07 .07

<표 4-10> 정보 검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7)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문서 보기(독립변수)가 학업열의(종속변수)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

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서 보기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

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문서 보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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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열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문서 보기의 계수는 0.01이고 t-검정계수는

0.94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

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4, t-검정계수는 –1.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따라서 문서 보기는 통계적으로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문서 보기 .01 .01 .94 .02 .01 1.86

성별 -.10 .02 -4.59*** -.00 .06 -.06

문서 보기 * 성별 -.04 .02 -1.76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4.00*** .02 .01 3.98***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4 .03 1.50 .04 .03 1.50

4년제 대학

졸업
.15 .03 5.53*** .16 .03 5.52***

대학원 졸업 .15 .05 2.89** .15 .05 2.94**

상수항 2.29 .05 48.51*** 2.25 .05 43.20***

N 2,359 2,359

F 16.11*** 14.26***

R² .07 .04

Adj R² .07 .04

<표 4-11> 문서 보기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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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의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

는 영향

1) SNS 이용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SNS 이용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

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SNS 이용을 위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SNS 이용의 계수는 0.03이고 t-검정

계수는 2.69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는 SNS 이용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무기력이 0.03점 증가

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SNS 이용의 계수는 0.00이고 t-검정

계수는 0.34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과의 상호작용

항 계수는 0.05, t-검정계수는 2.65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그림 4-4>는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 그림

에서 전체는 남·여학생을 구분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SNS 이용을 위

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업무기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보면, SNS 이용에 따

른 학업무기력의 증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SNS

이용 정도가 낮을 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무기력이 높은데, SNS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빨리 증가하여 학업

무기력 점수가 역전한다. 따라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은 통계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더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 45 -

해석할 수 있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SNS 이용 .03 .01 2.69** .00 .01 .34

성별 .01 .02 0.62 -.13 .06 -2.24*

SNS 이용 * 성별 .05 .02 2.65**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90*** -.02 .01 -3.89***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8 .03 -3.02** -.08 .03 -3.02**

4년제 대학

졸업
-.14 .03 -5.05*** -.14 .03 -4.98***

대학원 졸업 -.15 .05 -2.92** -.14 .05 -2.83**

상수항 2.00 .05 43.21*** 2.06 .05 40.37***

N 2,359 2,359

F 13.14*** 12.29***

R² .03 .04

Adj R² .03 .03

<표 4-12> SNS 이용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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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NS 이용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상호작용

주: 전체 학생의 학업무기력 평균과 SNS 사용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무기력과 사용

정도 간 관계를 차이를 나타냄. 괄호 안의 숫자는 기울기를 나타냄.

2) 게임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게임(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게임을 위한 스

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

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게임을 위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게임의 계수는 0.06이고 t-검정계수는

4.96으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는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무기력이 0.06점 증가함을 의

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1, t-검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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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0.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임은 통계적으로 학

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게임 .06 .01 4.96*** .05 .02 2.95**

성별 .06 .02 2.76** .02 .07 .28

게임 * 성별 .01 .02 .61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58*** -.02 .01 -3.59***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8 .03 -3.05** -.08 .03 -3.05**

4년제 대학

졸업
-.14 .03 -5.00*** -.14 .03 -4.99***

대학원 졸업 -.15 .05 -2.99** -.15 .05 -3.01**

상수항 1.87 .06 33.23*** 1.89 .07 26.99***

N 2,359 2,359

F 16.11*** 13.86***

R² .04 .04

Adj R² .04 .04

<표 4-13> 게임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3) 사진/동영상 촬영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진/동영상 촬영(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

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

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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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

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사진/동영상 촬

영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의 계수는

–0.04이고 t-검정계수는 –3.31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이는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

할 때, 학업무기력이 0.04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

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1, t-검정계수는 0.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따라서 사진/동영상 촬영은 통계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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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사진/동영상 촬영 -.04 .01 -3.31** -.05 .02 -2.84**

성별 .05 .02 2.17** .01 .08 .18

사진/동영상 촬영

* 성별
.01 .03 .46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75*** -.02 .01 -3.73***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9 .03 -3.16** -.09 .03 -3.17**

4년제 대학

졸업
-.15 .03 -5.42*** -.15 .03 -5.42***

대학원 졸업 -.16 .05 -3.23** -.16 .05 -3.23**

상수항 2.18 .05 44.61*** 2.19 .06 39.49***

N 2,359 2,359

F 13.77*** 11.83***

R² .03 .03

Adj R² .03 .03

<표 4-14> 사진/동영상 촬영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4) TV 및 동영상 시청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TV 및 동영상 시청(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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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TV 및 동영상 시청의 계

수는 0.03이고 t-검정계수는 2.15로 측정되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는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한 스마트폰 사

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무기력이 0.03점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호

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1, t-검정계수는 0.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TV 및 동영상 시청은 통계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TV 및 동영상 시청 .03 .01 2.15* .03 .02 1.46

성별 .02 .02 1.15 .00 .09 .05

TV 및 동영상 시청

* 성별
.01 .03 .22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84*** -.02 .01 -3.83***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8 .03 -3.05** -.08 .03 -3.05**

4년제 대학

졸업
-.14 .03 -5.06*** -.14 .03 -5.06***

대학원 졸업 -.15 .05 -3.04** -.15 .05 -3.04**

상수항 1.97 .06 32.17*** 1.98 .07 26.95***

N 2,359 2,359

F 12.69*** 10.88***

R² .03 .03

Adj R² .03 .03

<표 4-15> TV 및 동영상 시청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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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 감상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 감상(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음악 감상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

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음악 감상을 위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음악 감상의 계수는 -0.01이고 t-검정계수

는 –0.57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0, t-검정계수는 0.1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 감상은 통계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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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음악 감상 -.01 .01 -.57 -.01 .02 -.51

성별 .03 .02 1.15 .02 .10 .14

음악 감상 * 성별 .00 .03 .10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90*** -.02 .01 -3.90***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9 .03 -3.12** -.09 .03 -3.11**

4년제 대학

졸업
-.15 .03 -5.35*** -.15 .03 -5.35***

대학원 졸업 -.16 .05 -3.12** -.16 .05 -3.12**

상수항 2.10 .06 35.25*** 2.11 .07 30.49***

N 2,359 2,359

F 11.95*** 10.24***

R² .03 .03

Adj R² .03 .03

<표 4-16> 음악 감상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6) 정보 검색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정보 검색(독립변수)이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보 검색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

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7>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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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정보 검색의 계수는 –

0.09이고 t-검정계수는 –7.33으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이는 정보 검색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1점 증가할 때,

학업무기력이 0.09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

호작용항 계수는 –0.03, t-검정계수는 –1.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 검색은 통계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정보 검색 -.09 .01 -7.33*** -.08 .02 -4.81***

성별 .04 .02 1.68 .13 .08 1.71*

정보 검색 * 성별 -.03 .02 -1.30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82*** -.02 .01 -3.80***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8 .03 -3.01** -.08 .03 -2.95**

4년제 대학

졸업
-.13 .03 -4.76*** -.13 .03 -4.68***

대학원 졸업 -.14 .05 -2.88*** -.14 .05 -2.85**

상수항 2.33 .05 46.27** 2.29 .06 38.78***

N 2,359 2,359

F 21.13*** 18.36***

R² .05 .05

Adj R² .05 .05

<표 4-17> 정보 검색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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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 보기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문서 보기(독립변수)가 학업무기력(종속변수)을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서 보기

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에 따

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한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문서 보기를 위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업무기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호작용 모형 추정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기본모형에서 문서 보기의 계수는 -0.01이고 t-검정계수

는 –0.96으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에서

성별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0.00, t-검정계수는 -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웹툰, e-Book 등의 문서 보기는 통계적으로 학

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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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계수 β 표준오차 t β 표준오차 t

문서 보기 -.01 .01 -.96 -.01 .01 -.61

성별 .03 .02 1.23 .04 .06 .60

문서 보기 * 성별 -.00 .02 -.16

월 평균 가구 소득 -.02 .01 -3.93*** -.02 .01 -3.93***

모

최종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09 .03 -3.15** -.09 .03 -3.15**

4년제 대학

졸업
-.15 .03 -5.38*** -.15 .03 -5.38***

대학원 졸업 -.16 .05 -3.17** -.16 .05 -3.17**

상수항 2.10 .05 45.70*** 2.10 .05 41.31***

N 2,359 2,359

F 12.05*** 10.33***

R² .03 .03

Adj R² .03 .03

<표 4-18> 문서 보기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학생’이고, 모 최종학력의 준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임.

*p<0.05, **p<0.01, ***p<0.001

<표 4-19>는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 놓은 것이

다. 학업열의의 기본 모형에 SNS 이용,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은 부적

영향을,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학업열의의 상호작용 모형에 SNS 이용과 게임은 부적 영향

을, 사진/동영상 촬영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업무기력의 기본 모

형에 SNS 이용,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은 정적 영향을,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무기

력의 상호작용 모형에 SNS 이용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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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열의 학업무기력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SNS 이용 (-) (-) (+) (+)

게임 (-) (-) (+) (∙)

사진/

동영상 촬영
(+) (+) (-) (∙)

TV 및 동영상

시청
(-) (∙) (+) (∙)

음악 감상 (∙) (∙) (∙) (∙)

정보 검색 (+) (∙) (-) (∙)

문서 보기 (∙) (∙) (∙) (∙)

<표 4-19>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주: (+)와 (-)는 5%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을 나타내며, (∙)

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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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오락 및 정보검

색 활동을 구분하여, 각 활동별 사용정도에 따라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

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자료의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들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

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활동 중 TV 및

동영상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게임, 음악

감상, 정보 검색, SNS 이용, 사진/동영상 촬영, 문서 보기 순으로 나타났

다.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활동 중 음악 감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TV 및 동영상 시청, 사진/동영상 촬영, SNS

이용, 정보 검색, 문서 보기,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 게임과 TV 및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나, 나머지 활동들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동에 성차가

있다는 기존 연구(김기랑, 2018; 성은모 외, 2012; 이경희, 2017; 이정숙

외, 2007)를 지지한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간의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따라 학업열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활동 중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SNS 이용,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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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 감상, 문

서 보기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무기력간의 회귀분

석 결과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따라 학업무기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활동 중 SNS 이용, 게임, TV 및

동영상 시청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진/동영상 촬영, 정

보 검색은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 감상, 문서 보기는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

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SNS 이용,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SNS 이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SNS 이용,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이 학업열의가 낮거나 학업무기력이 높아

지는 영향은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이 학업열의가 높아지는 영향은 남학생에

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스마트폰의 사용량이나 사용

목적에 성별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김기랑, 2018; 김홍주, 2017; 성은

모 외, 2012; 양희조, 2010; 이경희, 2017; 이정숙 외, 2007)를 지지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양한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태도에 미치

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한 연

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에 따라 학

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남학생과 여

학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정보 검색 활동은 학업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SNS

이용, 게임은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에게 더 학업열의에 부정적 영향



- 59 -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gner 등(2012)과 Bianchi(2005)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휴대폰의 기술적 측면에 주로 매력을 느끼는 반면, 여학생들

은 사회적 관계 형성 측면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남

여 사이의 심리적·행태적 차이가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결과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남녀차이에 대

한 근본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의 사용을

무조건 제재하기 보다는 성별에 맞게 특정 활동의 이용을 줄이거나 늘리

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방법 측면, 그리고 스마

트폰 관련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사진/동영상 촬영, 정보 검색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도 학교 현

장에서 수행평가, 과제 제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진/동영상 촬영이나

정보 검색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적으로 개별 교사의 판

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에 사진/동영상 촬영이나 구글, 위키피디아

등을 이용한 정보 검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이나 체험 등을 수업 및 학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

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이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식시키고 스마트폰을 적

극적으로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아프리카 TV, YouTube 등 동영상

시청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

구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동영상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때 학업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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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학습적 내용이 아닌 단순히 흥미 유발 용

도로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가 학업열의 및 학업무

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

을 강구할 때,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등 학교 유형에 따라 학교 현장

에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 이미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폰 사용을 무조건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것 보다는 사용하되 그들에게 도

움이 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게임과 동영상 시청에 대한 시간 관리, 유해어 및 금지어

를 차단하는 필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 방법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의 올바른 활용교육이나 공익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

양한 측면을 포괄한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교육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다른 교과에

비해 특히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요한 가정과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웹 사이트, 보조 프로그램, 앱,

SNS 이용, 화상통화 등으로 학습자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른 지역,

다른 문화와의 접촉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사는 가정 교과의 각 단원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스마트

폰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위한 수업 방법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

여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영상 시청이나

SNS를 활용한 수업 전략보다는, 학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

보 검색이나 사진,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수업 전략을 강구한다면 가정

과 교육에 있어서도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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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자료가 2018년의 이차자료임을 감안하면, 코로나로 인

해 온라인 강의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 되는 등 2020년 이후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마트폰의 의미와 2018년에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마트폰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률에 따르면 학업용 검색은 2017년 73.2%에서

2018년 90.3%, 2019년 95.2%로 증가하며, 영화/TV/동영상 감상은 2017

년 68.1%, 2018년 93.9%, 2019년 98.0%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

근 짧은 기간 사이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양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PYS 2018)을 선택적으

로 활용한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변수들을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제

한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 변수의 경우 학습과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는 학업태도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고, 문서 보기

변수의 경우에도 웹툰과 e-Book, 학습과 관련한 문서는 학업태도에 대

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시청이 학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지만, 학습을 위한 동영상 시청과 오락을 위한 동영

상 시청은 학업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심층적인 설문

문항 개발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한 보다 세분화 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태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

교 1학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

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초등학생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종단적 연

구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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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압박은 늘어날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폰 활동별 사용정도와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간

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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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I. 인구학적 정보

� (학생용)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실제 태어난 생년과 월을

아래에 써 주십시오.

년 월

� (학생용)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보호자용)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

님이 안계신 경우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 (보호자용)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1. 소득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200만원 미만 4. 200~300만원 미만

5. 300~400만원 미만 6. 400~500만원 미만

7. 500~600만원 미만 8. 600~700만원 미만

9. 700~800만원 미만 10. 800~900만원 미만

11. 900~1,000만원 미만 12. 1,000만원 이상

구 분
학교

안

다님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

사)

잘

모르

겠음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3)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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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폰 사용 문항

�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 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탈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기타(적을 것 : ) ① ②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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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업열의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한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 75 -

Ⅳ. 학업무기력 문항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6)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7)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2)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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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activities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teenagers

Yun Kyung, Se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eenagers’ smartphone use increases, social concerns are also

growing over the negative impact of smartphone use on the academic

attitudes and achievements of teenagers. However, its impact may

vary depending on the activities for which smartphones are us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focusing on various

activities for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search.

To this end, this study uses the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2018 especially for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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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s smartphone usage into seven categories: SNS communication,

game playing, photo/video filming, TV and video watching, music

listening, information search, and web-based reading.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impact of smartphone use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for each activity.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s that these effects differ by gende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for each activity differs by

gender. Male students watch TV and video the most among their

smartphone activities, and female students listen to music the most.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and the academic engagement shows that each activity has a

different effect on academic engagement. Among smartphone

activities, photo/video filming and information search have a positive

impa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SNS communication, game

playing, and TV and video watching have a negative impact. Besides,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and

the academic helplessness shows that each activity has a different

effect on academic helplessness. Among smartphone activities, SNS

communication, game playing, and TV and video watching have a

positive impact on academic helplessness, and photo/video filming and

information search have a negative impact. Third,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smartphone use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varies depending on gender.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engagement, SNS communication, game

playing, and photo/video filming differs by gender, and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helplessness, SNS communication differs

by gender. SNS communication and game playing has a greater

impact on female students, while photo/video filming has a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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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male students.

The above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eachers

need to develop teaching methods to fully utilize photo/video filming

and information search that have a positive impa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 negative impact on academic helplessness. Second,

since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has a different effe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by gender, it is necessary to

devise teaching guides in consideration of these differences. Third, it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by utilizing smartphone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which requires a variety of hands-on

experience, especially compared to other subjects.

Keywords : Teenager, Usage of smartphone activity,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helplessness

Student Number : 201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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