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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강의 효율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교수와 학생의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부를 지원하고, 학생의 스마트 폰 사용을 일정 시간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 출석부는 별도의 서버에서 저장 관리되

며, 비접촉식 근거리 통신 방식인 NFC를 통해 출석 유무를 점검한다. 효과적으로 스마트 폰을 제어하기 위해, 인터넷 모드, 매
너 모드, 제어시간 등이 결정되며, 결정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 폰은 관리된다. 

키워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안드로이드 앱(Android 
Apps)

I. Introduction

스마트 폰의 대중화는 대학 강의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 활용, 
강의 당사자들의 원활한 소통 지원,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의 순기능과 

더불어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스마트 폰을 일괄 보관하

여 사용을 금지한다.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치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접적으로 스마트 폰을 제어하여 강의 효율을 증대시

키는 모바일 앱 [1]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서버, 교수, 학생의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지며, 서버는 기존의 학교서버에 대한 Add-On 
형태이며, 교수와 학생 모듈은 기존의 스마트 폰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학생에게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 시스템 사용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온라인 출석부와 강의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

국내 일부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 폰을 제어하여,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아이스마트 키퍼 [2]이다. 아이스마트 

키퍼의 경우는 GPS [3]를 통해 교내에 위치 할 경우 기기가 제어되는 

형태이며, 학생의 스마트 폰을 제어하는 감시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

와 교사이다. 하지만 아이스마트 키퍼는 GPS 자체의 단점을 극복하기 

힘들다. 스마트 폰의 GPS는 약 200 ~ 300m정도의 오차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GPS 범위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넓게 퍼져 있으며,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일 경우는 교내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수업 

시간 외에도 스마트 폰을 제어할 수 있어 해당 시스템의 본질인 

학교 내 수업시간중의 스마트 폰 사용 제재라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강의 도우미 앱의 실행 화면이다. 
본 절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1. 시스템 제어 방식 및 수행방법

제안된 강의 도우미 시스템의 제어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

인 형태로 수행되며, 제어 수준 역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약 4가지의 제어방식

을 제안한다. 우선 3가지의 수동제어와 1가지의 자동제어로 나누어진

다. 수동 제어의 방식은 말 그대로 제어수행자가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제어는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사항이다. 수동 제어는 WIFI 제어, 수신방식제어, 제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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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지원한다. 3/4G 환경보다 무료인 WIFI 환경에서 학생들의 

스마트 폰 사용 빈도가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WIFI 제어 

모드를 제공한다. 또한 강의 도중 스마트 폰의 벨이 학생이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리는 상황에 대비, 매너 모드 변경 기능을 

넣었으며, 강의 시간에 맞추어 기기가 제어 되도록 제어 시간을 설계하

였다. 이 3가지만으로도 학생들은 스마트 폰의 사용량을 낮추게 된다. 
또한 자동제어로써 스마트 폰의 화면이 켜져 있을 경우 일정 시간마다 

유사시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의 진동을 한번 씩 발생시

켜, 사용자에게 강의 도중에 스마트 폰 사용 자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출석부 기능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는 강의 시간표를 고려한 스마트 폰 관리를 

위해 해당 강의 도우미 앱은 온라인 출석부 기능을 제공하고, NFC 
[4]를 통해 출석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스마트 폰 제어를 수행한다. 
NFC는 무선태그(RFID) 기술 중 하나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생은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해당 위치에 존재하여야 하며, 출석을 수행 

시 교수의 취지에 맞게 스마트 폰의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3. 제어 주체의 의사 고려 및 자발적 참여 유도

기존의 스마트 폰 제어 시스템(아이스마트 키퍼)의 경우는 제어의 

주도권이 교사와 학부모로 이어져 있다. 이 두 곳에서의 의사를 모두 

수용하면 제어의 주체는 예상컨대 절대 다수가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제어의 

주도권은 오로지 교수로 제한하며,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도 지속적이

지 않은 일시적 형태로 수행하여, 주체의 의사를 고려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하지만 해당 기능들은 교수에게는 편리한 기능일 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힘든 기능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간표, 과목별 채팅 방등과 같은 추가 

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해당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Fig. 1. The Proposed Lecture Assistant App 

IV. Conclusions

강의 중 대학생들의 스마트 폰 남용 사례가 대학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폰 일괄 관리와 같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의 강의 도우미 앱을 제안한다. 온라인 출석부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앱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교 강의의 효과를 높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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