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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보요구 해결에 활용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지만 기존의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정보원으로서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요구 해결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 고등학교

에 재학 인 학생 114명의 설문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인식 

 이용률이 높았으며, 다양한 정보요구를 정보, 오락,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요구 역에 따라 사용하는 어 리 이션 유형의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들은 

어 리 이션을 선정하는데 있어 무료, 쉬움, 개인정보 정책, 타인의 평가, 품질, 비 리단체, 디자인, 미디어 

추천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  가치는 정보원으로서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역할을 확인한 

것이며, 실무 으로는 청소년을 한 정보, 미디어, 모바일 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개발  어 리 이션 개선과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youth smartphone users has been increasing, and they use smartphone applications 

to satisfy thei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needs. Nevertheless, few researchers have addressed 

youth information behavior on applications.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application 

use behavior of youth in response to their work- and everyday life- information needs. The author 

collected 114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students enrolled in a middle school and a high school.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participants’ usage and percep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s were 

high, and they were using information, entertainment, and communication applications to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In particular, their preference for application use differed by the type 

of information needs. Also, participants were considering cost, easiness, privacy policy, review, 

information quality, providers, interface design, and recommendation to choose ap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e role of smartphone applications as an influential information source, and it 

also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for application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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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이란 휴  화의 한 종류로 컴퓨터

의 운  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 화 통신

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모듈이 추가

된 기기로 기존의 통 인 휴 폰의 기능인 

화  메시지 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을 가능하

게 한다(Kim, Chun, and Lee 2014). 어 리

이션이란 휴 폰에 탑재되는 컨텐츠  응용

로그램으로 데이터 무선 송이 가능한 컨텐

츠를 의미하며(이종은 2016), 2008년 애 이 

iPhone용 모바일 어 리 이션 마켓 이

스인 ‘앱스토어’를 오 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

하 다. 스마트폰의 이동성, 연결성, 개인화, 

혼종성, 다목 성 등의 기기  특징(황주성, 

이재 , 이나경 2010)에 어 리 이션과 같은 

소 트웨어의 개발  발 이 더해짐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역에 한 심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김희섭, 이미숙, 서지웅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민 9,235명을 상

으로 조사한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조사 

상의 약 8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주

재욱 외 2016). 한 로벌 앱 분석 업체 앱 애

니(App Annie)가 2017년 5월에 실시한 모바일 

어 리 이션 이용에 한 조사에서 한국인은 

하루 평균 3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다른 연령 의 이용자에 비해 어

리 이션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6). 이에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단순 이

용에 한 조사에서부터 이들의 이용이 개인, 사

회, 교육 등에 미치는 향을 악하려는 시도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활용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효율 인 학습 방

법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일반 이고 균일한 지

식을 달하는 것에서 학습자 맞춤형 수업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조재

춘, 임희석 2012; 이승길 2013).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문제해결, 즉 일상  

학업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활용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

의 일상생활 는 학업에 있어서의 정보행태 연

구를 수행(이연옥 2007; 박 모, 이지연 2013; 

임여주 2016)하 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사용

된 학생들의 정보 요구 해결을 한 정보원은 크

게 인  정보, 문헌, 인터넷 등이었다. 이러한 

통 인 정보원의 범주에 최근에는 정보환경 변

화에 따라 소셜미디어도 정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Westerman, 

Spence, and Heide 2014). 그 지만 정보원으

로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역할에 한 논

의는 상 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  

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어 리

이션 정보 이용행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요구 해

결을 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

용행태 즉, 이용유무  빈도, 이용 어 리 이

션 유형  선정기 을 조사하고자 하 다. 청

소년의 정보이용 행태에 한 이해는 이들을 

한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 제안하는데 유용하

다(곽승진 2004; 이연옥 2007; 정진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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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정보이용 행태에 한 이해는 추후 이들을 

한 모바일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행태  선정기 에 한 이해는 이

들을 한 어 리 이션 개선  개발에 유익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2.1 청소년의 정보이용 행태

청소년의 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개인   사회  특성에 따라 필요

로 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체로 

진로, 학업, 외모, 친구 계에 한 공통  정보 

주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옥 

2007; 박 모, 이지연 2013; 임여주 2016)(<표 

1> 참조). 청소년을 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

에서 정보원에 한 구분은 크게 인 정보, 문

헌정보, 뉴미디어(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원으로서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스마트폰에 한 연구

(김성은, 이지연 2013; 임여주 2016)가 진행되

기도 하 다. 

일반  환경과 모바일 상의 청소년들의 정보

행태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도 있

었다. 를 들면, 김성은과 이지연(2013)의 연구

에서 청소년의 일상  정보행태가 성별, 학년, 경

제 수   교육열에 따라 다르지 않았지만 김희

섭, 이미숙, 서지웅(2015)의 장년층의 모바일 

정보 이용행태 분석연구에서는 학력,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정보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특히 모바일 정보검색은 기존의 정보검

색과 달리 검색장소에 제한이 없으며, 특정 상황

에서 신속한 정보검색을 하며, 다양한 사이트를 

사용하기보다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며, 소비시간

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Walsh 2012). 

연구자 연구 상 정보 요구 정보원

이연옥(2007) (인문계)고등학생
정보 요구에 따른 도서  서비스 

개발

인 (친구, 부모교사), 인쇄(도서, 잡

지 등), 인터넷, 미디어(TV, 라디오 등)

정진수(2009) 어린이, 청소년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정보 이용

의 패턴 제시

웹 자료, 도서 (사서  사서교사), 

도서자료, 멀티미디어자료 

김 경(2011) (북한이탈)청소년 인터넷의 정보 이용 행태 인터넷

박 모, 이지연(2013) , 고등학생
도시, 농어  학생 일상 정보 행

태 비교 
정보의 장(학교, 운동장, 집, 까페 등)

김성은, 이지연(2013) , 고등학생
가상 정보 공간에서의 일상 인 

활동을 한 정보 이용 행태 분석

가상정보공간(인터넷, 실시간 채 , 

SNS 등)

구정화(2015) (한인)청소년
소외청소년의 도서   정보시

스템의 이용 행태 특징 분석

인 계(부모, 친척), 정보시스템

(도서 , 도서 등)

임여주(2016) 다문화 가정 청소년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 

분석
미디어(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등)

<표 1> 청소년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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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회  특성도 정보이용 행태에 차

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를 들면, 북한이탈 청소년이 교사, 학부모, 친구

와의 계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이 다르다는 연구(김 경 2011)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학업, 여가, 외모, 자기개발 등의 정보

를 해결하기 하여 능동 으로 미디어를 사용

하고 있다는 연구(임여주 2016) 등이 있다.

2.2 청소년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행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이용은 기존의 컴퓨

터를 한 정보 이용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마

트폰을 이용한 정보검색은 컴퓨터 검색에 비해 

단순하고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성격의 정보를 

원할 때 이용하며(Sohn et al. 2008), 특히 스마

트폰의 어 리 이션을 통한 검색은 검색의 빈도

가 높은 경우에 이용한다(오세나, 이지연 2012).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에는 성, 나이, 

개인  신성, 소비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다(Jung, Chan-Olmsted, and Kim 2013). 

이 에 스마트폰은 자신을 표출하고 남에게 자신

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

만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Kang and Jung 

2014), 뉴스, 날씨, 지도, 교통, 음악 등 우리 주변

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수

단이 되었다(오세나, 이지연 2012; Kim, Chun, 

and Lee 2014).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다보니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매체로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방

안에 한 연구(김주란, 이기훈, 최 균 2011)와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한 연구

(박인곤, 신동희 2010) 등이 표 이다. 그

지만 부분의 연구는 체 연령층 는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Jung, Chan-Olmsted, 

and Kim 2013; Kang and Jung 2014; 곽지

혜, 김 희 2015; Stvilia and Choi 2015)이며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신성철, 백석기 2013; 이 기, 강근

모 2015)가 다수를 차지하고, 청소년들의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정보이용 행태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재의 청소년들은 어린 시 부터 스마트폰

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성인의 정보 

검색 행 와는 차이를 보인다(정진수 2009). 이

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다른 매체 보다 이

용시간 크고, 다양한 정보를 할 수 있는 주요 

매체이기에 다른 연령층과 이용 동기와 이용도 

 범 가 다르다(김정기 2005). 이에 청소년이 

자신의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어떠한 방

법으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지에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3 모바일 활용능력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스마트 기기에 한 발 이 속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디지털 활용능력(Digital Literacy)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애화 2015). 디지털 활용

능력이란 미국의 리랜서 작가 Glister가 1997

년 발표한 ‘An Excerpt from Digiral Literacy’

에서 처음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은 문제를 해결  

수행하기 하여 기술 , 인지 , 사회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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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shet-Alkalai 2004; 

권성호, 김성미 2011). 이미 Humboldt 주립 학 

도서 이나 Syracuse 학 디지털 활용능력 센

터와 같은 교육 기 들은 정보 활용능력을 지

도할 수 있는 실제 인 방법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Eisenberg, Lowe, and 

Spitzer 2004).

모바일 활용능력(Mobile Literacy)은 이러한 

디지털 활용능력의 하  개념으로 모바일 기기

를 사용할  아는 도구  개념이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비 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정회

경 외 2015). 디지털 환경은 이용자가 다양한 방

법으로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과정에 심을 갖

게 하 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빠르

게 정보에 근하여 실생활에 용할 수 있는 있

는가에 한 모바일 활용능력은 다른 디지털 활

용능력보다 부각되고 있다(Walsh 2012).

3. 연구방법

3.1 연구 질문

청소년들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연구는 지

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김성은, 이지연 2013; 

박 모, 이지연 2013; 임여주 2016; Dresang 

1999; Agosto and Hughes-Hassell 2005). 하

지만 모바일 정보이용 행태에 한 연구는 

학생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오세나, 이

지연 2012; 곽지혜, 김 희 2015)나 장년층

을 상으로 모바일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김희섭, 이미숙, 서지웅 2015)가 부분이

고, 청소년의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 

특히 어 리 이션에 을 둔 연구는 진행되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 질

문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정보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2)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역은 무

엇인가?

3) 청소년들은 정보요구 해결을 하여 어떠

한 유형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사용

하는가? 정보요구에 따라 사용하는 어

리 이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4) 청소년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한 스

마트폰 어 리 이션 선정에 어떠한 을 

고려하는가?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

년에 해당하는 14~19세의 청소년(김성은, 이지

연 2013; 박 모, 이지연 2013)을 상으로 이

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일상  학

업 련 정보요구  이용(Agosto and Huges- 

Hassell 2005; 임여주 2016)을 이해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강원도 소재 “A” 고 병설 

학교를 사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본 사

례조사의 연구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원

으로서의 어 리 이션 역할이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한 어 리 이션 이용행태를 식별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는 2017년 

7월 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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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번호 출처

스마트폰 이용

일반 황 
스마트폰 사용 기간, 어 리 이션 사용 시간 1, 2 -

어 리 이션 인식 어 리 이션 사용에 한 인식도 3~6 이은희, 이지연(2011)

심 분야 진로, 건강, 수업  학습, 여가, 계, 일상 정보 7 이연옥(2007)

심 분야와 련된 

어 리 이션 사용
분야별 정보, 오락, 커뮤니 이션 어  이용 정도 8∼13

고정민, 유승호(2004),

이종은(2016)

어 리 이션 선정 기
무료, 용이, 추천, 디자인, 웹사이트, 컨텐츠 질, 리뷰, 

조작성, 별  등
14 Stvilia and Choi(2015)

<표 2> 설문 문항  출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인식을 조사

하기 한 설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이은희와 이

지연(2011)이 스마트폰 이용 행태  인식 

악을 해 사용하 던 문항을 사용하 다. 청

소년들의 정보요구를 악하기 해서는 이연

옥(2007)이 고등학생의 심 분야 악을 해 

실시한 11가지 분야(진로  직업, 학  학

과, 수업  학습, 친구 계, 건강  외모, 여

가활동, 사회  이슈, 형제 계, 이성  성문

제, 선생님 계, 음주  흡연)를 정리하여 제

시한 6개 역(진로, 건강, 수업  학습, 여가, 

계, 일상 정보)을 사용하 다(<표 3> 참조). 

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한 어 리 이션

의 이용정도를 악하기 해서는 이종은(2016)

의 연구에서 제안된 어 리 이션의 세 가지 

유형(정보, 오락, 커뮤니 이션)을 이용하 다

(<표 4> 참조). “정보 어 리 이션”은 사용자

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며, 

생활정보, 융, 방송뉴스 등과 같은 어 리

이션을 의미한다(박 우, 박정기 2012). “오락 

어 리 이션”은 쾌락 이고 감각 인 즐거움, 

재미를 유발시키는데 목 을 두며, 게임, 방송, 

TV, VOD와 같은 어 리 이션을 의미한다

(이희서, 곽나연, 이 정 2015).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은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 이

션을 통한 계 형성  유지 기능 제공을 목

으로 하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 터 등과 같은 

어 리 이션을 의미한다(김희웅, 이 령, 최수

진 2011).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청소년들의 다

양한 어 리 이션 이용에 한 응답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유형별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시를 제시하 다.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선정 기 을 악하기 하여 Stvilia와 

Choi(2015)가 제안한 7가지 요인을 이용하

다. Stvilia와 Choi(2015)의 연구에서는 학생

정보 요구 역

▸ 진로(직업, 학과, 학 등) ▸ 건강(외모, 건강, 음주, 흡연 등)

▸ 수업  학습(숙제, 성 , 평가, 학습 등) ▸ 여가( 화, 음악, TV 등)

▸ 계(친구, 가족, 이성, 선생님 등) ▸ 일상정보(사건사고, 사회  이슈 등)

<표 3> 정보 요구 역 구분 (이연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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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 유형 시

정보

고 모바일 고, 모바일 마

모바일 커머스 쇼핑, 옥션, 자결제, 약서비스, 주식, 은행

교육 온라인 도서 , 가상교육, E-book, 에듀테인먼트

삶 뉴스, 주소록 & 일정 리, 의료  법률 정보

치기반서비스(LBS) 치추 , 텔 미테리, 디지털 물류 운반

오락

멀티미디어 VOD, AOD

게임 게임

방송 TV, 화, 음악

폰꾸미기 아바타, 벨소리&캐릭터 다운로드, 스크린세이버

커뮤니 이션

메시지 SMS, MMS, 이메일

화형 채 , 화상 화

커뮤니티 커뮤니티

<표 4>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구분 (이종은 2016)

을 상으로 모바일 어 리 이션의 탐색 행

에 해 연구를 진행하 으며 쉬운 이용, 무료, 

이용 가능 여부, 컨텐츠 품질, 타인의 평가, 

문  디자인, 비 리단체 제작, 미디어 추천의 

총 7가지 요소가 어 리 이션 선정에 향을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3.3 자료 분석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0개로 그  불성실한 

6개의 응답을 제외하고 114개를 상으로 분석

하 다.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활용하 고, 인구통계학  특성( 간, 

남녀간)에 따른 정보이용 행태 분석을 해 비

모수  통계기법인 Mann-Whitney U test를 

활용하 다. 분석내용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

용행태, 정보요구, 정보요구에 따른 어 리 이

션 이용여부  이용정도, 정보요구에 따라 이

용하는 어 리 이션 유형의 차이  어 리

이션 선정기 이다. 

4. 연구 결과

4.1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행태 

4.1.1 어 리 이션 이용시간

설문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

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평일(월~ ) 189.66

분, 주말(토~일) 319.54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

용하여, 평일과 비교하여 주말에 129.8분 더 사

용하고 있었다. 성별과 간으로 나 어 분석

한 결과 남학생들은 평일 하루 평균 157분, 주

말 275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평일 

226분, 주말 370분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평일 69분, 주말 95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평균 

평일 213분, 주말 314분, 고등학생은 평일 166.5

분, 주말 325.7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평일에

는 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평균 16분 더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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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구분 인원 평균(분) 표  편차 평균

평일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시간

(N=114)

남 61 157.89 108.30

189.66
여 53 226.23 113.68

학교 56 213.59 122.636

고등학교 58 166.55 104.135

주말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시간

(N=114)

남 61 275.05 178.52

319.54
여 53 370.75 192.90

학교 56 314.16 177.08

고등학교 58 324.74 204.31

<표 5>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시간 (N=114)

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고등학생이 학생 보다 

평균 27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어 리 이션에 한 인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체 으로 스마

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것에 해 편리

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구체 으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다.”(M=4,27)

어 리 이션 인식 구분 N 평균(M)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은 

편리하다.

남 61 4.34 .63

4.27 .68
여 53 4.04 .74

학교 56 4.23 .69

고등학교 58 4.31 .68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

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즐긴다.

남 61 4.15 .83

4.10 .79
여 53 4.04 .73

학교 56 4.11 .78

고등학교 58 4.09 .80

스마트폰 어 리 이션 다운로

드  이용에 해 잘 알고 있다.

남 61 4.23 .74

4.06 .77
여 53 3.87 .76

학교 56 4.02 .75

고등학교 58 4.10 .79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에 속하는 것을 

즐긴다.

남 61 3.85 .96

3.76 .94
여 53 3.66 .92

학교 56 3.75 .98

고등학교 58 3.78 .92

평균 114 4.05

※리커트 5  척도: 1=매우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표 6> 청소년 어 리 이션 인식(N=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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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어 리 이션

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즐긴

다.”(M=4.10),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이

용에 해 잘 알고 있다.”(M=4.06) “어 리

이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에 속하는 것을 즐

긴다.” (M=3.76) 순이었다. 이는 부분의 학

생들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정보검색의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은희, 이지연(2011)

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4.2 청소년들의 정보요구

4.2.1 정보 요구 역

청소년들이 평소 심을 갖고 있는 정보 요구 

역을 악해본 결과, 여가에 한 정보 요구

(M=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M= 

3.82), 계(M=3.67), 학업  수업(M=3.48), 

건강(M=3.34), 일상정보(M=3.30) 순으로 나

타났다(<표 7> 참조). 이는 이연옥(2007)의 연

구에서 나타난 진로, 수업  학습, 계, 건강, 

여가, 일반 정보의 순의 정보 요구 양상 뿐 아니

라 박 모, 이지연(2013)의 농어  학생의 진로, 

외모(건강), 학업 주제 순의 정보요구와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 요구 역 평균 표 편차

여가 정보 4.37 .73

진로 정보 3.82 .78

계 정보 3.67 .87

학업  수업 정보 3.48 .96

건강정보 3.34 .90

일상 정보 3.30 .86

<표 7> 청소년들의 정보 요구 역(N=114)

<그림 1> 청소년들의 정보요구 역

※리커트 5  척도: 1=매우 심 없다, 2= 심 없다, 

3=보통이다, 4= 심이 있다, 5=매우 심이 있다

4.2.2 성별, 간별 정보 요구 비교

청소년들의 남녀, 학교 간 별 정보 요구를 

비교하기 하여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진로, 학업  

수업, 여가, 계 정보 요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

라 통계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건강정보의 경우 여학생(M=3.53, SD=.868)

과 남학생(M=3.18, SD=.904)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U=1270.5, Z=-2.084, p=.037)가 있었

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심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정보의 경우 남학

생(M=3.46, SD=.848) 여학생(M=3.11, SD= 

.847)으로 유의미한 차이(U=1260, Z=-2.174, 

P=.030)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냈다. 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정보 요구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정보 요구  어 리 이션 이용행태 

4.3.1 정보 요구 역별 어 리 이션 이용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한 어 리 이션 이

용 정도를 확인하고자 Likert 5  척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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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  사용하지 않는다.’, ‘2=거의 사용하

지 않는다.’, ‘3=가끔 사용한다.’, ‘4=자주 사용

한다.’, ‘5=매우 자주(항상) 사용한다.’로 조사하

다. 체 으로 살펴보았을 때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43) 이용이 가장 빈번하 고, 

다음으로 오락 어 리 이션(M=3.34), 정보 어

리 이션(M=2.88) 순이었다.

정보 요구의 역에 따라 어 리 이션 이용

황을 살펴본 결과, 진로 정보의 경우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68)을 이용하는 경향

이 가장 높았으며, 오락 어 리 이션(M=3.56), 

정보 어 리 이션(M=2.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진로 정

보에 한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 터 등의 어 리 이션을 통해 교

사, 친구, 부모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2.90 .96

오락 어 리 이션 3.56 1.14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68 1.17

<표 8> 진로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N=114)

<그림 2> 진로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건강정보의 경우, 커뮤니 이션 어 리 이

션(M=3.20)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

며, 오락 어 리 이션(M=3.15), 정보 어 리

이션((M=2.60)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

조). 이는 청소년들은 래의 외모, 건강, 흡연, 

음주와 같은 정보와 같은 경우 화나 커뮤니

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그들만

의 비공식 커뮤니 이션을 통해 정보를 해결하

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2.60 1.07

오락 어 리 이션 3.15 1.15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20 1.18

<표 9> 건강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N=114)

<그림 3> 건강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학업  수업 정보의 경우, 정보 어 리 이

션(M=3.13)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오락 어 리 이션(M=3.05),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03)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는 청소년들은 효율  학습 방법에 

한 요구가 높을 뿐 더러(이연옥 2007),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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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고사 등을 비하기 해 신뢰할 수 있

을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도

서 , 뉴스, 법률 정보, 가상교육 등이 련된 

정보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

로 보인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3.13 1.03

오락 커뮤니 이션 3.05 1.10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03 .97

<표 10> 학업  수업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N=114)

<그림 4> 학업  수업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여가 정보 요구 해결을 하여 오락 어 리

이션(M=4.43)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

았으며,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98), 

정보 어 리 이션(M=3.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

는 주된 이용 목 은 상호작용과 오락이기에

(조명희 외 2017),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이용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의 여가 정보 해결

을 하여 오락 어 리 이션과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사용하는 빈도가 정보 어 리

이션보다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3.22 1.218

오락 어 리 이션 4.43 2.838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98 .968

<표 11> 여가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N=114)

<그림 5> 여가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계 정보요구 해결을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45)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

장 높았으며, 오락 어 리 이션(M=2.80), 정

보 어 리 이션(M=2.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참조). 가상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

신을 새롭게 표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룹화를 통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에(조혜 , 김종길 2006), 스마트폰의 커

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이용은 가상 공간에

서 청소년들에게 계에 한 행복감을 제공할 

수 있다(김형지 외 2014). 그 기에 청소년들

이 물리  가상공간에 있어 계 정보에 한 

요구를 해결하고 계를 형성하기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가상 커뮤니티와 같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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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 어 리 이션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2.55 1.07

오락 커뮤니 이션 2.80 1.10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45 1.13

<표 12> 계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N=114)

<그림 6> 계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일상정보 해결을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M=3.21)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오락 어 리 이션(M=3.04), 정보 

어 리 이션(M=2.86)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 터와 같은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이용한 뉴스, 사

건사고 등의 일상정보 요구는 이는 이용자의 

편의 따른 비동시  근이 가능하고 다른 사

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빠르게 근, 수정, 생

산, 공유가 가능하기에(이미나, 양승찬, 서희정 

2017) 청소년들의 이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평균 표 편차

정보 어 리 이션 2.86 1.05

오락 어 리 이션 3.04 1.07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3.21 1.07

<표 13> 일상 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N=114)

<그림 7> 일상정보를 한 어 리 이션 이용

진로, 건강, 수업  학습, 여가, 계, 일상 

정보를 해결하기 한 어 리 이션 이용에 

한 순 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청소

년들은 학업  여가를 제외한 진로, 건강, 계, 

일상 정보에 한 요구를 해결하기 한 어 리

이션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 터 등과 

같은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락 어 리

이션은 청소년들이 여가 정보를 해결하기 

하여 가장 많이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진로, 건강, 

학업  수업, 계, 일상정보 요구 해결에 있어 

정보 어 리 이션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 어 리 이션은 학업  수업 정보 

역을 해결하기 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지

만 모든 정보 역에서는 다른 어 리 이션보

다 가장 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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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 건강정보 학업  수업정보 여가정보 계정보 일상정보

정보 어 리 이션 3 3 1 3 3 3

오락 어 리 이션 2 2 2 1 2 2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1 1 3 2 1 1

<표 14> 정보요구 역별 어 리 이션 이용 순

4.3.2 성별  학년별 비교

남녀, 학교 간의 정보 역 별 어 리 이

션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하여 비모수 검정

(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여가정보 해결을 한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사용에 있어 남학생(M=3.79), 

여학생(M=4.21)으로 유의미한 차이(U=.313, 

Z=-2.054, p=.040)가 있어, 여학생들이 여가 

정보를 얻기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

션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간별 비교에서는 각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4.4 어 리 이션 선정 기

청소년들의 정보 요구 해결을 한 Likert 5

 척도를 이용하여 ‘1=  아니다’, ‘2=아

니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로 조사하 고, 청소년의 어 리 이션

의 선정 기 의 결과는 <표 15>와 같다. 청소

년들은 어 리 이션의 선정 기 으로 쉬운 

어 리 이션, 무료 어 리 이션, 개인보호 

정책을 주요 선정 기 으로 이용하며, 높은 평

가, 높은 컨텐츠 품질, 비 리단체, 문  디

자인, 미디어 추천 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한 

높은 심을 보이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

한 많은 문제에 따른 학교  사회  차원에서

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강화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 　 평균 표 편차

무료 어 리 이션 4.14 .81

쉬운 어 리 이션 4.04 .73

개인정보 보호 정책 3.96 .92

타인의 평가 3.70 .81

컨텐츠 품질 3.59 .89

비 리단체 3.52 .65

문  디자인 3.44 .88

미디어 추천

(SNS, 신문, 라디오) 
3.05 .83

<표 15> 청소년의 어 리 이션 선정 기  

(N=114)

<그림 8> 어 리 이션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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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결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이용 시

간이 평일 하루 평균 189분, 주말 319분으로 나

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 리 이션 인식도(어

리 이션 이용의 편리성, 어 리 이션 이용한 

정보 찾기,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이용도, 

어 리 이션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속)에 

한 응답도 부분 평균 이상으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일상  학업에 있어 필수기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각종 정보요구를 해결

하기 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폰 어 리 이

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 리 이션에 

한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이용자 정보행태 연구에서 정보원

을 인 정보, 문헌정보, 뉴미디어(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바

일 기술 발 에 따라 정보원의 유형을 보다 세

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체 으로 청소년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

기 한 어 리 이션으로 커뮤니 이션, 오락, 

정보 어 리 이션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

히 청소년들은 부분의 정보 요구 역에서 커

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톡, 카카

오스토리, 페이스북, 트 터 등의 어 리 이션

에서 교사, 부모, 학생들과의 화나 게시 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부

분의 정보 요구 역에서 청소년들이 정보 어

리 이션보다 오락 어 리 이션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의 주된 이용 원인이 계 형성이

나 오락 때문인 것(조명희 외 2017)으로 추측된

다. 그 지만 최근 들어 정보와 오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의 개념이 스마트 환경에 용(박 우, 박정기 

2012)되어 이러한 어 리 이션을 통하여도 다

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세부  정보요구에 따른 어 리 이션 이용

을 살펴본 결과(<표 16> 참조), 청소년들은 여

가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오락 어 리

이션과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매우 빈

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스

마트폰 이용의 주된 목 이 오락과 계형성이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

는데 이는 이연옥(2007)의 연구에서 보인 것과 

같이 학교에서의 진로진학 정보가 학생들이 만

족할 만한 정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에 친구 

 부모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으로 단된다. 한 오락 어 리 이션이 진로

정보 요구 해결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최근 들어 오락 어 리 이션의 하  역인 

유튜 , 아 리카 TV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이 개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오락  요소를 담아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학생

들이 진로에 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계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의 주 

목 이 사람들과 계 형성  유지 기능을 목

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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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어 리 이션 유형 정보요구　 평균 표 편차

1 오락 어 리 이션 여가정보 4.43 2.84

2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여가정보 3.98 0.98

3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진로정보 3.68 1.17

4 오락 어 리 이션 진로정보 3.56 1.14

5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계정보 3.45 1.13

6 정보 어 리 이션 여가정보 3.22 1.22

7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일상정보 3.21 1.07

8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건강정보 3.20 1.18

9 오락 어 리 이션 건강정보 3.15 1.15

10 정보 어 리 이션 학업  수업 정보 3.13 1.03

11 오락 어 리 이션 학업  수업 정보 3.05 1.10

12 오락 어 리 이션 일상 정보 3.04 1.07

13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학업  수업 정보 3.03 0.97

14 정보 어 리 이션 진로 정보 2.90 0.96

15 정보 어 리 이션 일상 정보 2.86 1.05

16 오락 어 리 이션 계 정보 2.80 1.10

17 정보 어 리 이션 건강 정보 2.60 1.07

18 정보 어 리 이션 계 정보 2.55 1.07

<표 16> 정보요구  어 리 이션 이용(N=114)

일상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사건 사고와 같은 일상 

정보와 같은 경우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이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실  제약을 극

복하고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을 하여 청소년들

의 정보 요구를 리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정보 요구 해결을 하여 커뮤니 이션 

 오락 어 리 이션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에 한 요구는 체

으로 낮은 순 를 보이고 있지만, 외모에 한 

청소년의 심이 높기에(이연옥 2007) 외모와 

련된 정보를 주로 커뮤니 이션 어 리 이

션을 통해 교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건강에 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이 제공되

고 있으며, 특히 외모에 해 심이 높은 여성

들에게 모바일 기술과 멀티미디어의 기술이 결

합하여 다양한 동 상, 소비자 커뮤니티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에(윤숙 , 신세  2012) 청소

년들의 커뮤니 이션  오락 어 리 이션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  수업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정보  오락 어 리 이션의 이용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업에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하는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행평가에 한 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책, 온라인 도서 , 뉴스 등의 어 리 이션

에 한 이용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학

업  수업 정보 요구 해결에 오락 어 리 이

션이 이용되는 이유는 인터넷 강의 서비스와 

같은 VOD 서비스가 학생들의 주된 학습 경로

로 이용(서민  외 2011)되는 것으로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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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어 리 이션을 선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무료이거나 이용하기 쉬운 

것을 가장 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 타인의 평가, 

정보 품질, 비 리 단체, 문  디자인, 미디어 

추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을 상으로 어 리 이션 선정기 에 한 

Stvilia와 Choi(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

(쉬운 어 리 이션, 무료 어 리 이션, 정보 

품질, 타인의 평가, 문  디자인, 개인보호정

책, 비 리단체, 미디어 추천 순)와 주요 결정 

요인(무료 어 리 이션, 쉬운 어 리 이션)

은 유사함을 보 지만, 청소년들은 학생에 비

해 무료이용을 더욱 요시하며 정보의 품질보

다 디자인이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 낸 청소년들의 정보요

구 해결을 한 어 리 이션 이용행태는 실무

 에서 어 리 이션 개발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 으로 청소년들은 

진로, 건강, 계, 일상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커뮤니 이션 어 리 이션 이용이 가장 빈번하

고, 그 다음으로 오락, 정보 어 리 이션을 이

용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을 상으로 이러한 정

보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을 개발할 때는 커

뮤니 이션 기능과 오락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요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업  수업정

보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은 오락이나 커뮤니

이션 요소보다 수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을 둘 필요성이 있으며, 여가 정보 련 어

리 이션은 오락  요소가 가장 요하며, 그 다

음으로 커뮤니 이션 기능  정보의 품질을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정보요구의 역에 따

라 사용가능한 어 리 이션의 유형이 달랐는데 

이는 상황에 맞는 합한 어 리 이션을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

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정보이용에는 미디어인 일종인 스마트폰을 통하

여 어 리 이션  정보를 활용한다는 에서 

미디어. 정보. 모바일 리터러시가 모두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을 지원하는 학교도서 의 역할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제

공하는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이 이

러한 측면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청

소년들은 어 리 이션을 선정하는데 있어 컨텐

츠의 품질 즉, 내용  측면보다는 비용이나 용이

성 등의 외형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는

데,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을 통하여 

컨텐츠의 내용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1개 ․고등학교 재학 인 학생

들을 상으로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려운 이 있다. 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 이용에 을 두어 어 리 이션 이

외의 모바일 웹, 화 기능 등의 사용과 같은 

반  스마트폰 이용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습득

하는 정보의 양 인 측면에만 조사하여 질 인 

측면이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추후 질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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