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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한

안드로이드용 앱 제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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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스마트 기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용자

가 필요한 콘텐츠를 스마트 기기에 편리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앱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앱은 창의와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경제적 가치도 더불어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하고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하던 앱을 직접 제작하고

실행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성찰글을 통하여 앱 개발에 대한 생각을 관찰하였다. 교육은

안드로이드용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초등학생 5, 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한

결과, 제작한 앱이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되고 타인에게 즉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앱 개발에 대한

강한 의욕과 관심,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모습 및 상품적 가치까지 고민하는 것을

관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Android App. Implementation Teaching using App.

Inventor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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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device appeared as IT technology develops and it caused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contents.

It is because that App technology supports to install and use the contents in the smart device easily.

App is developed by the creativity and the programming skill and the commercial value i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taught how to develop APP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Android App Inventor program and observed the changes of their thinking through reflection-note

which describes thinking of the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28 elementary school students, 5th

and 6th grade. We found the attitude that students try to solve problem actively with the high interest.

They enjoy showing developed App to others easily and quickl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smart

devices. We also found a phenomenon that the students consider commer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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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커뮤

니케이션하는 방식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이 기

술은 인터넷 기반에서 컴퓨터 자원인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실시간에 협업(collaboration)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

였고 다양한 유형의 IT 기기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

션하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주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시공

간의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

나, 어떤 서비스든지 사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 기기(여기서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폰, 터치패드, 스마트 PC 등을 의미하며 이후부터는

“스마트 기기”라 명명한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앱(application의 줄임말)을 선택하고 설치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한 형태인 앱은 개발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루에도 수백 건씩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로

부터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다[1-5].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또는 앱을 활용하여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에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활성화시켰다

[6-8].

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은 창의적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구현되고 생성되며, 이는 사용자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창의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래밍 교육은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로고, 코두,

앨리스 등)를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 언어들은 웹기반 환경에

서 지원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기반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특징이다[9-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

기 위한 교육보다 창의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기기(대부분 스마트 폰)

에 익숙한 초등학생들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학습

하기 위하여 앱을 제작하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학습의 목적은 창의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경제적 가

치까지도 창출하는 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스마

트 기기에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신 디지털 기

술인 앱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학습시키기 위함이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성찰글을 통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도구는 구글과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안드로이드용 앱 인벤터

(App. Inventor)이다[13]. 이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

들은 자신이 제작한 앱을 스마트 폰에서 즉시 실행하

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과 성취감이

상당히 높음을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

마트 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제작한 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앱 인벤

터의 특징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장

에서는 앱을 제작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

으며, 4장에서는 학습하는 동안 작성한 학습자들의

성찰글을 통하여 앱 제작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정리

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2. 연구배경

2.1 앱 인벤터의 특징

앱 인벤터(App.Inventor)는 구글과 MIT 미디어

랩(http://mitmobilelearning.org/)에서 개발한 안드

로이드 기반의 앱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웹기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용 프로그

래밍 언어(EPL : Educational Programming Lan-

guage)의 특징과 유사하게 명령어를 블록 형태로 시

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초보자도 간단

히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으로 쉽게 프로그래

밍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13-15].

앱 인벤터의 개발 환경은 Mac OS X, GNU/Linux,

Windows OS 와 이외의 안드로이드 환경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며, 앱을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은

자바환경과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지

원하고 있다. 앱을 제작하는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앱 인벤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이기 때문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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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앱 인벤터에서 앱 제작단계[13]

그인을 통하여 접속하며, 창은 설계창(designer)과

블록 편집기(blocks editor)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설계 창에서 뷰어(viewer) 를 통해 앱의 모양을 스크

린 별로 설계한다. 이는 프로그래밍하기 전에 앱의

뷰어를 먼저 설계하는 과정이다. 설계를 마친 후, 프

로그래밍하기 위해 블록 편집기를 활성화 시킨다. 여

기에서 왼쪽 메뉴에 블록 형태로 제공하는 명령어를

편집창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에

뮬레이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여

활성화 시킨 후, 결과를 확인한다. 이것으로 앱 제작

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관련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들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며, 초보

자도 쉽게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뉴얼

과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13].

2.2 관련 연구

스마트 기기가 생활화되면서 일반 사용자들까지

도 앱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10년 구글

에서 일반인도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앱 인벤터를 공식 블로그에 공개하였다. 앱 인벤터의

출현은 최근 3년 전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

에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SMS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구현하면서 학생들의 질적인 변화

를 관찰한 연구이다[16]. 앱 인벤터는 스토리텔링이

나 로봇 또는 멀티미디어 구현을 위한 전용 프로그래

밍 언어보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구현한 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명령어가 블록형태로 시각적으로 제

공되고 있어 프로그래밍 초보자도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며 구문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는 앱

인벤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의 관심과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교의 컴퓨팅 교육에서도 모바일 환경에 대한 수업

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앱 인벤

터의 특징과 교육에서 디지털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컴퓨팅 교육에 대

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컴퓨팅에 관심있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캠프에서 앱 인벤터 교육을 통

하여 컴퓨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분석한 연구

이다[17,18]. 이 캠프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 앱 인벤터를 선택한 이유는 스마트 폰의 사용

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사용율이

94%로 유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앱의 사용

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은

주로 캠프기간에 수행한 교육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K-12 교사를 위한 컴퓨팅 워크숍에서 수

행한 앱 인벤터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 연구에서

도 이전의 컴퓨팅 언어들의 교육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컴퓨팅 교육이 보다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19]. 그리고 교사연수 프로

그램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수를 받은 교사

들에 의해 개발된 앱 인벤터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컴퓨터 과학에서도 프

로그래밍을 통하여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방법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0]. 중학생을 대상으로

앱 인벤터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사고력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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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효과적임을 설명

하면서 교수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앱 인벤터의 교육이라기보다 프로그래밍 교

육에서 교수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컴퓨팅에 관심있는 청소년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캠프나 워크숍에서 진행한 앱 인벤터 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앱 인벤터 교육을 위

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현

재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 폰의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할 때 컴퓨팅 교육에서도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물들이 대부분이지만 앱

인벤터가 공개된 지 3년 남짓으로 볼 때, 앱 인벤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3. 앱 제작 학습

이 장에서는 앱을 제작하는 학습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으로 IT

에 관심있는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30차시에 걸쳐 진행하였다. 앱

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프

리웨어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정보와 저작권

에 관련된 이미지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나타냈다.

전체 학습단계는 표 1과 같이 진행하였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앱

을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스템의 환경 설정과

앱 인벤터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앱 사례를 이용하

여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하여 선행 학습을 진행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간단한 앱 제작을 통하여

앱 인벤터와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학습을 수행

하였다. 또한 오픈소스를 예제로 사용하여 분석을 한

후, 독창적으로 변형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오픈소

스를 활용한 이유는 앱 인벤터의 명령어가 다소 난이

도가 있어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신

의 아이디어로 변형하는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제작한 앱을 시연하고 동료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마무리 학습으로 앱을 제작하기 위해서

는 기획서와 시나리오 설계가 중요함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발자가 되어 제작하고 싶은 앱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학습으로 정리하였다.

표 1. 전체 학습

학습
단계

학습내용 활용
학습
자

관찰

환경
설정

⦁구글 계정 만들기
⦁caoo가입하기(http://cacoo.com/)
⦁구글 크롬과 자바 설치
⦁앱 인벤터 설치파일 설치

카페
활용

개설
한

수업
전용
카페
에

학습
과정
에서
생성
된

제작
물업
로드
와

학습
자가
느낀
점을
성찰
글로
작성
및

동료
평가

알고리
즘과
순서도
학습

⦁앱에 대한 소개
⦁오픈소스의 제목을 예제로 활용
하여 알고리즘과 순서도 확인 학
습
⦁웹기반 실시간 협업도구를 활용
하여 순서도 작성을 협업하고 공
유하는 활동

웹
기반
협업
도구
사용

앱
인벤터
익히기

⦁앱 인벤터 기본 메뉴 익히기
⦁블록편집기 기본메뉴 익히기

앱
제작

⊡ 단순 연결 기능
앱 제작 및 응용
- When~do, Call
- 버튼 또는 이미지 터치/
흔들기

⊡ 멀티 객체 연결 기능
- 다중 이미지, 텍스트, 버
튼 선택

⊡ 외부입력과 출력하기
⊡ 화면연결 앱 제작 및 응용
- 조건에 따라 다중문 선택
- 스크린 전환

⊡ 랜덤을 이용한 앱 제작
- 조건문, 랜덤, 점수계산
하기 등

오픈
소스
활용
[21-
23]

앱
제작물
시연

⦁위의 제작과정을 통해 응용한 앱
제작
⦁시연 및 동료평가
⦁앱 기획서 및 시나리오 작성

본 연구는 앱 제작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앱 개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학습자의 사고를 관찰하

기 위해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학습할 때마다

성찰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각 단계

에서 진행한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1 앱 제작환경 및 선행학습

학습은 시스템에 앱을 제작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



1499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한 안드로이드용 앱 제작교육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앱 인벤터는 구글 클라우드

를 사용하는 도구이며 자바 인터페이스에서 실행되

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만든 후

크롬 브라우저와 자바를 설치하고 앱 인벤터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설치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수업을 위해 개설한 카페에 설치방법과 필요한 파일

로 제공하였다. 환경설정을 완료한 후, 앱 제작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앱과 관련한 개요와 선행 학

습되어 있는 스크래치 언어와 비교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앱은 스마트 기기에서 대부분 터치로 실행되기 때

문에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범용 프로그램을 위한

알고리즘 구조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소스에 있는 예제의 문제를 사례로 활용하여 알

고리즘과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진

행하였다[13].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도

구인 cacoo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든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협업을 통하여 순서도를 작성하고

실시간에 공유함으로써 서로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

여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는데 효

과적이었으며, 그림 2는 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도구에서 순서도학습을 협업한

부분의 예

본 연구의 주제는 앱 제작에 있으므로 앱을 제작할

때 이 도구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협업하

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3.2 기초 제작학습

선행 학습을 진행한 후,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앱

을 제작하는 학습을 표 2에서와 같이 기본 학습과

응용 학습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기본

학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 2. 앱 제작 학습내용

분

류
학습 내용

기본

앱

제작

⊡ 터치하면[흔들면] ~하기 앱 제작 및 응용

⦁고양이사진 터치하면 울음소리 나오기

⦁스마트 기기를 흔들면 소리 나기

⦁본인 사진 터치하면 1년 동안의 각오

목소리 나오기

⦁본인 사진 터치하면 부모님께 감사인

사 목소리 나오기

⊡ 버튼이나 이미지선택에 따라 해당 액션

수행하기

⦁선택한 악기 이미지 터치하면 악기소

리나기

⦁동물 이름버튼을 터치하면 동물이미지

와 영어 단어 나오기

⦁터치하면 부모님 감사해요 동영상 실

행하기 (어버이날, 생일)

⊡ 갤러리 앱 제작 및 응용

⦁가족 사진 갤러리 만들기

⊡ 외부입력과 출력하기 제작 및 응용

⦁음성 입력받아 텍스트로 출력하기

⦁텍스트 입력받아 음성으로 출력하기

응용

앱

제작

⊡ 스크린이동 기능 제작 및 응용

⦁터치한 객체가 조건에 따라 다른 스크린

실행하기

⦁주사위던지기, 윳놀이 판, 나의 운세

⊡ 랜덤 기능 제작

⦁오빤강남스타일 게임 분석하기

⦁랜덤을 이용한 알고리즘 연습

⊡ 응용 프로그램 제작

⦁언어장애인을 위한 앱, 달걀게임, 두남자

의 생존일지, 동물이름을 영어로 알려주

기, 웹툰보기, 야구공 먹기, 나와 맞는 캐

릭처 찾기 등

이 학습은 앱 인벤터로 앱을 제작하는 과정을 익

히는 것이 목적으로 MIT 미디어랩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학습

을 진행하였다.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블록 명령어

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래밍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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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앱 인벤터의 설계창

b. 앱 인벤터의 블록편집기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그림 3. 앱 제작의 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블록 명령어를 선택하여 학습하였다. 또한, 앱 인벤

터의 인터페이스가 영어로 되어 있어 해석하는데 다

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학습자들이 영

한번역 브라우저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어를 해석하

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되는 앱은 스크린 터치로 실

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when~do”, “~.click”,

“call” 블록 명령어로 기본적인 앱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들 명령어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학습

은 오픈소스에 있는 주제를 예제로 사용하여 제작을

한 후, 학습자의 아이디어로 변형하도록 진행하였다.

먼저, 하나의 스크린에서 세 개의 명령어를 하나

의 이미지 또는 버튼을 터치하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나게 하는 앱을 제작하였다. 오픈소스에 있는 ‘고양

이 이미지를 터치하면 소리 나기’, ‘종 이미지를 넣고

스마트 기기를 흔들면 종소리 나기’를 학습한 후, 이

를 응용하여 학습자만의 앱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연

예인의 사진을 터치하면 소리 나기 또는 자신의 목소

리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터치하면 부모

님께 감사인사 목소리 또는 동영상 재생하기, 스마트

기기를 흔들면 자신이 부른 노래가 나오도록 응용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한 개의 이미지(또는 버튼)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또는 버튼)로 확대하여 터치하거나 흔드는

기능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터치가 아닌 외부의 음성

이나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실행하는 앱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그림 3은 학습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간단한 앱 제작은 학습자들이 앱 인벤터의

설계창과 블록 편집기 기능에 익숙해지는 것과 제작

한 앱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와 QR코드 또는

Wifi로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다운로드 되어 실행됨

을 확인함으로써 앱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시

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3.3 응용 제작학습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은 간단한 앱을 제작하면서

앱 인벤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앱이 제작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시키는 학습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학습자의 아이디어로 앱을 제작하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이 스마트 기기에서 가장 자주

접하고 있는 앱이 엔터테인먼트 종류임을 참고해서

유사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명령어를 선택하여

학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난이도를 고려했기 때

문이다.

오픈소스로 활용한 예제는 랜덤하게 객체가 떨어

지면 스마트기기를 흔들어서 맞추는 게임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앱을 제작하려면,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

시 사용되는 call 명령어와 객체가 임의로 나타나게

하는 랜덤 명령어, 위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x축과

y축에 대한 개념, 시간제한 기능에 대하여 앱 제작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또한, 떨어지는 객체를 캐릭터가

잡으면 점수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

습하였다. 이 모든 학습은 오픈소스를 응용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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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랜덤함수를 사용한 앱 제작과 안드로이드에뮬레이터

의 예

a. 달걀게임

b. 뮤직월드

c. 자신과 맞는 캐릭터는?

그림 5. 최종 제작물의 예

자가 제작하도록 하였다.

제작물 중에서 그림 4는 랜덤 명령어를 사용하여

만든 학습자가 제작한 앱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주

제는 ‘당신의 전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전생의 이미지가 랜

덤하게 나타나는 앱이다. 다른 학습자가 제작한 것으

로는 ‘주사위 던지기’ 로 주사위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오고 스마트 폰을 흔들었을 때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랜덤하게 나오도록 하는 앱을 제작하였으며,

유사한 기능으로 ‘윷놀이’, ‘나의 운세’ 등을 제작한

학습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제작물을 응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제작할 앱

의 기획서, 시나리오, 순서도와 알고리즘을 작성하도

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스마트 기기에서 자주 접했던

유형들을 주로 기획하였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 관

심 있는 학습자는 스포츠 상식에 대한 퀴즈 또는 일

정표, 야구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등으로

주제는 다르지만 앱의 유형들은 유사하였다.

제작한 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걀게임’ 앱은 떨어지는 코

인과 달러를 달걀이 움직이면서 받는 게임으로, 달걀

이 닭으로 부화하기 위해 달러를 100포인트 모으는

게임이다. 스마트 폰을 흔들어서 받는 게임으로 달러

만 받으면 포인트가 쌓이도록 제작하였다. ‘뮤직월

드’ 앱은 화면위에서 떨어지는 음표들을 스마트 폰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캐릭터가 받아 악보를 완성하는

게임으로 음표 중에는 포인트가 감점이 되는 음표도

있도록 제작한 게임이다. ‘자신과 맞는 웹툰 캐릭터

는?’ 앱은 학습자가 10개의 웹툰 캐릭터를 제공하고

랜덤함수를 사용해서 버튼을 누르기를 여러 번 반복

했을 때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캐릭터가 사용자와

맞는 캐릭터로 정하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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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언어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말해주는 앱, 영어로 동물 이름을 나타내주는 앱, 웹

툰을 선택해 주는 앱, 야구공을 받아 점수 획득게임

앱, 스포츠 일정 알려주는 앱, 사막에서 물 찾기 게임

앱 등을 제작하였다.

3.4 시연과 동료평가

마지막 학습단계에서는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으로 모둠별로 제작한 게임을 공개하고 시연하였다.

그리고 서로 제작한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하고 이에 대하여 동료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을 진행한 후의 성취도 평가

보다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작물에 대한

학습자간의 동료평가 또한 학습자들의 생각을 관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표적인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제작이 완벽한 앱이었지만 캐릭터를 오픈

소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것들만 변형

한 앱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아이디어가 나

쁘진 않았지만 캐릭터가 없어서 아쉽다, 캐릭터가 나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등의 평가를 한 반면, 장애인

을 위한 앱을 계획하였지만 미완성된 앱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작물에 대하여 완성과 미성에 대한 평가보다

는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

면서 서로 격려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제작과정

에서 관찰한 학습자들의 사고와 동료평가 의견을 정

리해보면 앱이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노력

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연을 마친 후 마무리 단계로, 앱 개발자를 가정

하여 앱 기획서 작성, 시나리오작성, 설계도 작성, 상

품적 가치에 대하여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학습

을 종료하였다.

4. 학습자 관찰

이 장에서는 학습할 때마다 온라인 카페에 학습자

들이 작성한 성찰글과 발표 자료에 기술된 글을 토대

로 학습자들의 앱에 대한 생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학습 후에 설문조사한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자 사고

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4.1 앱에 대한 이해

먼저, 학습의 초반부인 기초제작 단계에서 작성한

성찰글을 살펴보았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여러 가지로 신기하고 궁

금했다. 다음에도 와서 더 많이 배워서 모두한테

자랑을 하고 싶다.”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창(MIT App Inventor)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꼭 자

랑하고 싶다”

⦁“스마트폰 어플을 만드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이

걸 우리같이 초보자들에게 맞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놀랐다. 이걸 만든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다. 우리도 커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좋겠다.”

⦁“우리 모두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모두 공부

를 열심히 해서 커서 휼륭한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폰 어플이나 컴퓨터 온라인 게임 등, 여러 가지 재

밌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우리의 이름을 날리면

좋겠다. 열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려

버리자”

⦁“이런 앱을 계속 만들어서 게임, 편리한 시스템 등

등을 많이 계발하여서 자격증을 따고 집에서도 앱

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다음

주 다다음주 다다다음주 를 매일 공부하면 지금

오늘 만든 앱보다 좀더 멋지고 좋은 앱을 개발해

인터넷에 널리 퍼트려 유명해지면 정말 좋겠다 이

제 공부할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앱을 만

들 것이다.”

⦁“내폰 스마트폰에 내가 만든 것을 다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되었다. 이번에 여기서 많

은 것을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하면

서 열심히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 많이

기대된다.”

⦁“오늘 수업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었을 배울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 해볼

지 궁금하다. 다음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아 오

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면 발걸음

이 빨라진다.”

학습자들은 스마트 기기에서 다루던 앱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앱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사용

자들에게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 앱 개발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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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간단한 앱을 제작하면서 작성한 성찰글이

다.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뿐

만 아니라 앱 제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다 높아

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궁금증도 함께 증폭되고 있

음을 볼 수 있었다.

⦁“평소 앱을 다운받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을

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했다는 생각

이 들자 그 기술자들이 된 것처럼 느낌이 좋았다.

나중엔 게임, 생활에 필요한 앱을 직접 만들어 보

고 싶다.”

⦁“이 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다. 앱은

다른 것보다 쉬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재미있

긴 이게 제일 재미있다. 앱 인벤터는 내가 앱을 만

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뤄준 소원성취의 물건

이다.”

⦁“앱 인벤터와 앱 만들기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

다. 아무리 해봐도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앱 인벤터를 배우면서 앱 만드

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내가 사용하던 앱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이해하

고 내가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되었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 정답과 맞게 잘 나와서 만족 하였다.”

⦁“나도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노력해서 앱을 더

잘 만들어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필요할 때 쓸 것이

고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서 게임 앱 같은 것을 만

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자랑하고 싶다.”

⦁“흔들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

겠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즐거

움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다음의 성찰글은 자신이 제작한 앱에 대한 상품적

가치에 대하여 작성해 놓은 내용이다.

⦁“나는 만약 앱을 만들어 팔게 된다면 시험판 형식

으로 몇 가지 기능과 아이템들과 같은 것들은 사용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무료로 배포할 것이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면 유료 버전으로 더 재미

있고 신나게 하고 무료 버전에서 하지 못했던 기능

과 아이템들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유료 앱 가격은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을 너무 낮추면 아마 사람

들은 싸다고 많이 살 것 이지만 가격이 작으면 많

이 팔려도 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들

이 낮은 가격에 비해서 적어도 돈은 많이 들어오지

만 잘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유명하

고 인기있는 게임은 그렇게 팔리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전 세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야구소식과 야구에 관한 간단한 퀴즈들이

들어있는 앱을 만들었다. 야구소식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야구 퀴즈는 사람들에게 야구

상식과 재미를 줄 것 같다. 나는 앞으로도 생활에

유용한 앱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포

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학습자들은 제작한 앱을 무료, 시험판

또는 유료 등으로 배포하는 방법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제작한

앱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하여 상품적 가치를 결정하

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앱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4.2 제작과정에서 사고의 변화

이 절에서는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자들의 생각을 관찰하고, 학습 후에 설문조사한 응답

과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Temple Run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매일 느끼는 거지만,

앱을 만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 쉬운 것만 만들어 봐도 힘든데 게임

앱이나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만드신 분

들은 얼마 힘드실까.”

⦁“나는 appinventor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배우

고 만들고 싶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더 궁금하고, 프로그램 제작자가 힘들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벽돌깨기'를 해보고 싶고 궁

금한 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앱 인밴터를 만드셨

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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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커서 이렇게 특이하고 독

특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

였습니다.”

⦁“앱을 만들면서 하나의 앱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 파일과 같지만, 안에가 살짝 달라졌다. 만들

어져 있는걸 바꾸는 거니 쉬울거라 생각했지만 생

각보다 어려웠다 ;오히려 사진을 바꾸려니 여러가

지 조건이 안됬기 때문이다.”

⦁“만들면서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

고 이렇게 간편한 게임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힘든

데 다른 게임은 어떻게 만드는지 앱을 만들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다.”

앱을 제작하면서 학습자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프

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

의 창작물인 앱이 나오기까지 개발자의 노력이 중요

함에 대하여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달걀 받기 게임으로 해봤는데, 접시를 들고

있는 아이 사진으로 해 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마리

오로 대체했다.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

사진 쪽에서는 답이 없었다. 게임 오버와 시작과

중간만 바꾸었다. 생각보다 매우 힘들었다;;”

⦁“맨 처음에 내 생각대로 했을 땐 잘 안 됐다. 새

모양을 안 보이게 하고 누르면 보이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상한 박스 비슷한 걸

만들고, 그거 안에 버튼을 넣은 후에, 그걸 누르면

사진이 나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

혀 달라서 좀 웃겼다.”

⦁“설정을 해도 이상하게 점수만 깍기고 짜증났었는

데 인벤터 열어서 자세히 보니 점수파일을 잘못

넣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바꾸어보니 예상대로

정확히 되었다. 이땐 기분이 좋았는데 해보니 재미

가 없었다.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와

성공한 완성작을 보니 뿌듯한 느낌도 있고 하다.”

⦁“랜덤으로 추천해주는 앱을 만들었다. 기회가 된

다면 랜덤으로 추첨된 이미지 밑에 링크도 첨부해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나 글이 없는 점

은 보완해야할 것 같다”

⦁“나는 어제 짜놓은 나의 의료 관련 앱을 만들려고

하였다.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검색도 하고 여러가

지 기능도 넣어보려고 하고 여러가지 행동을 하였

지만 내가 배운 부분만으로 그것을 만들기는 역

부족이였고 그림들도 많이 있지 않아 넣기 어려웠

다.”

⦁“저번에 만들었던 게임을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

였다. 포기하고 나서 다른 게임을 만들 생각도 하

였지만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기술적 무리도 있어

서 그냥 보충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이번에는

색다르게 게임 캐릭터 이미지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곡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내가 못 만들 것 같았다.

그래서 저번에 게임을 만든 것과 비슷하게 캐릭터

와 떨어지는 것만 바꾸어서 했다. 그런데 제일 중

요한 먹으면 점수 오르기와 점수 깎기, 뭐 튀어나

오게 하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다.”

⦁“이거 하나 기획한다고 머리를 짜내고 짜냈다. 그

러다 1과O에서 보여준 동작보고 알아 맞추기를 생

각하여 이렇게 짜보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

지”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

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 여러 번 고민을 하였다.

솔직히,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은 그

다지 많이 없고 무엇보다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용

량과 생각이 구체화 되지가 않았다.”

위의 성찰글을 통하여 학습자가 프로그래밍 과정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일부는 학습자들이 제작하고 싶은 내용이 고급

명령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구현을 못하는 부분

도 있었지만,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어도 제작

에 대한 의욕은 강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마지막 학습단계에서 작성한 성찰글이다.

학습자들은 제작한 앱에 대하여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앱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앱 제작에 대

하여 강한 의욕과 성취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배운 기능들

도 들어가고 다른 기능들도 있고 다른 종류의 장르

를 주제로 앱을 만들어 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앱을 만드는 것은 하면 할 수 록 더 쉽게 재미있어

져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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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문항과 응답 학생 수

⦁“한가지의 어플에 여러 가지의 악기를 넣고 흔들

어도 흔드는 방향에 따라 소리가 각자 다르게 나는

것과 터치해도 나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다음

에도 이런 앱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

⦁“랜덤으로 그림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배웠다. 사

진 이름을 넣고 랜덤으로 그 사진을 불러왔다. 이

런 것들은 뽑기 게임에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

리고 나가기 버튼을 통해 나가는 방법도 알았다.

오랜만에 앱을 만들어서 좋았고 다음에 더 배워서

멋진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

들부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앱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

⦁“부족하지만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라 더욱더 뿌듯

하기도 하다. 앱에 뽑기를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때나 벌칙을 줄때나

그럴 때 사용하기 유용한 것 같다”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많을 것을 할 수 있

었다.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만들지

는 못했지만 꼭 완성해서 나만의 앱 제 1호를 만들

어보고 싶다. 앞으로도 앱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조금 더 만드는 것이 어렵고 대신 실행할

때 재미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나는 두더지게임으로 하였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두더지 게

임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

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열심히 하면 완성할 수 있

으니까. 두더지 게임을 만드는 것은 비록 어려울지

라도 완성하고 나면 좋은 게임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제작 과정이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라고 생각한다.”

⦁“게임 기획서와 시나리오를 적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새롭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만드려고 했지만 그다지 쉽지가 않았

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는 무리라

생각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와 생활화 하고 있거나, 지금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학습자들에게 7개의 문항을

통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찰글과 연계

하여 정리하였다. 표 3은 설문조사한 문항과 각 문항

에 대하여 응답한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 문항

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앱 인벤터를 배우면서 앱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90%

가 ‘매우 그렇다’ 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그렇다’ 라

고 응답하였다.

두번째, 앱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

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65%, ‘그렇다’가

35%로 응답하였다. 세 번째,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100%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네 번째, 앱

인벤터가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가에 대한 응답

은 ‘매우 그렇다’가 25%, ‘그렇다’가 30%, ‘보통이다’

가 20%, ‘그렇지 않다’가 25% 로 앱 인벤터가 다소

다른 언어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

는 EPL 언어는 명령어가 다소 쉬운 형태로 제공되지

만 앱 인벤터는 전문가도 구현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이유는 앱을 직접 제작하여

스마트 기기에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한 명령

어로 구현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앱 창작에 대한

의욕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앱 인벤터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재미있는

가에 대한 응답은 100% 모두 ‘매우 그렇다’ 라고 하

였다. 여섯 번째, 제작한 결과물에 만족하는 가에 대

한 응답은 100% ‘매우 그렇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으로 앱을 만드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100% 모두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성찰글을 연계해서 정리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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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자주 접하던 앱을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스마트 폰에서 실행하여 즉시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이 학습자들에게 앱 제작에 대한 이해와 관

심, 그리고 강한 의욕 및 창작력을 증폭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작한 앱에 대해서 완성도 보다

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적 가치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보다 학습의 효과가 높음을 고려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고자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

고 있는 앱을 직접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교수방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창의와 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창작물로서 콘

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였다. 즉,

교육을 종료한 후 설문이나 성취도를 평가하는 정량

적인 분석보다는 제작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고

의 변화와 동료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관찰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과정중심적 학습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스마트 기기에서 다루

던 앱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앱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앱 제작에 대한 강한 의욕과

성취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작 과정에

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상품적 가치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

다. 앱 개발을 위해 개발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

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직업군으로써 인식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음을 성찰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T에 관심있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제한된 교육이었지만, 교육에서도 디지털 변

화를 신속하게 흡수해야 하는 측면에서 실생활 기기

를 통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도했다는 것과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에게 학습이 가능함

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시도를 통하여, 창의와 디지털 기술로 개발되고

경제적 가치도 갖는 IT기술과 디지털 변화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에게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교

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활성

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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