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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조리실습교육용 앱을 제작∙보급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App의 설계는 조리실습
교육 내용 중 서양요리에 대한 이론 내용과 만드는 방법, 실습 동영상,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을 위해 공지사항과 관리자 문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31가지 메뉴에 대한 메인요리사진 31개와 메
뉴별 만드는 과정 사진 155개, 요리 레시피 31개, 요리 팁 31개, 평가 문항 372개, 요리 동영상 31개가 제작되었다. 

제작된 콘텐츠는 사이트 http://kongju-fn.dslink.co.kr/super/index.html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함으로써 App이 제작되도록 
하였고, 이렇게 제작한 App을 ‘play store’에서 ‘요리박사’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조리실습교
육용 App의 개발이 전무한 시점에 제작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 애플이케이션 개발, 조리교육 애플리케이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nd distribute a smart device based educational application 
for culinary practice. 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Jul. 1 to Dec. 30, 2012. The design of the application is 
composed of the theoretical contents, making methods, practice video and evaluation questions of Western 
cuisine among the contents of the culinary practice education. In addition, the notice and Q&A were added for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For this study, 31 main dishes' pictures, 155 pictures for making 
processes by menu, 31 recipes, 31 cooking tips, 372 evaluation questions and 31 cooking videos about 31 menus 
were produced. The contents produced as above were directly inserted at 'http://kongju-fn.dslink.co.kr/super/index.html' 
to produce the application. This application can be found through searching with the word of 'yoribaksa'.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in that this application was produced in the situation of the absence 
of any other previous applications for culinary practice education.

Key Words : Smart Device, Application, Utilization of Smart Device, Application Development, Culinary 
Educ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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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기기의 폭발 인 보 과 정보의 근 방식이 

모바일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까지 확 되면서 교육의 패

러다임 한 속히 변화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은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스

마트교육 본격 도입을 한 실행 계획 발표’를 기 으로 

심이 증폭되었고, 스마트 러닝에 한 요구도 높아지

고 있다[1]. 교수매체의 효과성 연구와 련하여 실천가

들이 필요로 하는 매체를 직  제작․활용하는 장 지

향 인 교수매체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2], 

변하는 기술  변화와 시  요구에 부응하는 스마트

러닝을 구 하기 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필요한 콘

텐츠를 직  개발하고 제작․보 할 수 있는 시장이 열

려야 한다고 주장하 다[3]. [4]는 스마트폰 량 보  시

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교

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교육용 앱은 증가 추세이며,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하여 공부할 수 있다

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5, 6].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

으로 한 교육은 모바일을 활용함으로써 시공간을 월하

여, 언제 어디서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략이 가

능하고, 다양한 첨단 기능을 결합할 수 있어 학습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7]. 

로벌 시 에 합한 교육방식으로서의 스마트 러닝

은 조리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외식 산

업 기술의 속한 발달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률 증

가, 조리교육에 한 스마트 러닝 학습 환경 조성의 필요

성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조

리교육 련 정보 획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실습 사

례, 이론교육, 실습 시연 등으로 구성되어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조리교육용 스마트 러닝 학습 모듈 개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8]. 특히 지 까지 개발된 요

리나 음식에 련된 앱은 부분 시피에 치 되어 있

고, 그 외의 앱들은 개인의 경험  내용이 주가 되어 정

보의 질  부실성을 지 받는 경우가 많다[9]. 이와 같은 

이유로 질 높은 조리실습교육용 앱 개발에 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리실습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의

도 이고 구체 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속 인 반복 

훈련이 필수 이다[10]. 그러나 부분의 조리실습교육

은 실습재료 비나 공간 확보, 재료비 지출, 뒷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로 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조리실습교육용 앱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은 기자재의 부

족이나 시간․공간부족,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반복 실

습에 어려움이 있는 조리실습교육의 문제 을 보완하면

서 실제 실습교육과 같은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학습 효

과를 증진시키기에 가장 한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리실습교육용 앱은 서양요리, 한국요리, 일

본요리 등 다양한 요리 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며, 외식 

시장의 변화 트랜드와 학습자의 요구 수 을 반 하여 

개발된다면 교육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외식 수요의 증가와 스마트 폰 사용자 증가로 인해 

재 외식과 련된 앱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료

의 수 도 높아지고 있으나 부분 시피 주로 제작

된 간편 요리용 앱과 외식 주문용 앱으로 교수학습자료

로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내용이 체계 이지 않고 학습자

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리실습교육과 련한 앱 개발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동통신 

기술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리실

습교육용 앱을 개발하고자 하며, 다양한 조리교육 이론

과 실습 시피  실습동 상 등의 콘텐츠로 구성함으

로써 실제 실습을 하는 것과 유사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조리실습교육용 앱을 제작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 러닝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스마트 러닝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방법, 교육과정, 평가, 교사 등 교육 체제 

반의 변화를 이끌기 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

체제[1]로서, 통신기술, 디바이스기술, 증강 실, 가상

실 등 기존의 기술들이 학습에 최 화된 형태로 집합  

발 된 모습이며, 기존의 이러닝(e-learning)이 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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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3]은 스마트 러닝은 스마트 인 라와 스마트

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인 라는 클라우딩, 

네트워크, 서버,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의미하고, 교육방

식은 맞춤형, 지능형, 융합형,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등을 의미한다고 하 다. 즉 스마트 러닝은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

는 학습자 주도 학습이며, 독자 인 학습 진행이나 오

라인과 온라인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

의 학습형태까지도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1].

애 리 이션(이하 앱)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해 고안된 일련의 컴퓨터 로그램의 집합으로서 스마트

폰 활용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7]. 어떤 

앱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스마트폰의 

요한 선택 기 이 될 만큼 앱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앱의 개발 분야는 사용자의 흥미와 심을 집 시킬 수 

있는 게임, 멀티미디어, 교육, 업무, 생활 등 다양하다.

교육용 앱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몇 번이고 학습할 수 

있는 상시 학습체제이며, 개별  학습 진행 속도 조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일반강의에서 소극 인 

학습자도 비공개의 환경에서 더 극 으로 학습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12]. 하지만 일반강의의 상호작용성과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 을 보완하여 상호작용을 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는 SNS 송기능, 자유게시 , 학습자료실,  학습 Q&A, 

편지함, 토론방 등을 개설하는 방안이 있다.

2.2 조리실습교육과 스마트 러닝

조리실습교육은 실제 인 조리실험․실습 주의 경

험과 훈련을 통해 외식산업과 조리 문분야에 필요한 지

식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연마하고 그에 따른 건

한 태도와 습 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이다[10]. 실습

이란 학생들이 어떤 기능을 자동 으로 어느 수 까지 숙

달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계속 이고 반복 으로 실행하

는 정신 ․육체 인 학습활동을 말하며, 기능이란  신체

 활동이나 학습과제의 수행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어떤 일을 행하는 학습된 능력을 말한다[13].

앱을 활용한 조리실습교육은 교수자가 실습 내용을 

반복하여 시범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감되고, 학습 진도를 하게 이끌 수 있다. 한 실

기․실습지도에 능숙하지 못한 교수자일지라도 앱을 사

용함으로써 능력의 보완이 가능하고, 학습자도 새로운 

매체에 자극을 받아 흥미가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다

[12]. 교육용 앱은 설명만으로 이해나 사실 악이 곤란

한 문제나 사물에 한 개념을 묘사할 수 있으며, 학습자

의 진도에 따른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  주의 

집 이 용이하며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조리실습교육은 일정 수 까지 기능이 숙달되도록 하

는 것으로 일에 한 올바른 태도와 습 을 갖도록 하기 

하여 계속 이고 반복 으로 실행하는 학습활동이다

[10]. 하지만 부분의 교수자는 조리실습교육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면 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학생들을 같은 수 까지 도달

하도록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

하기에 가장 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시공간 제약 없

이 몇 번이고 반복학습을 할 수 있으면서, 상시 학습체제, 

개별 학습, 수 별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 기반의 조

리실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외식과 련된 앱이 개발되는 추세에 있고 자료

의 수 도 높아지고 있으나 부분 시피 주로 제작

되어 있어,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내

용이 체계 이지 않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 조리교육과 련

한 앱은 조리기능사 필기 앱이 부이며, 조리실습교육

과 련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스마트 디바

이스와 이동통신 기술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으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리실습교육용 앱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리교육 이론과 실습 시피  실습동 상 등

의 콘텐츠로 구성함으로써 실제 실습을 하는 것과 유사

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조리실습교육용 앱의 개발은 학습자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3. App 설계

3.1 App의 구성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12년 12월 30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App은 조리실습교육을 한 교과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조리실습교육용 앱 개발

51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an; 12(1): 511-518

Introduction Notice

Food List

↓

Food Tip

↓

Recipe

↓

Video

↓

Test

Notice Query Login Sign Up

[Fig. 1] App Design Model of Culinary 
Practice Education

 서양요리 련 교과에 한 이론 내용과 실습 내용(만

드는 방법, 실습 동 상),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를 한 App은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App의 구성은 문가(조리실습교

육 련 교수 4인, 앱 개발 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완

성되었다.

조리실습교육은 실제 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실습 장소와 재료 비, 실습 후 뒷

정리 등의 번거로움이 요구되면서 조리실습 담당 교수자

는 실제 인 조리실습교육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리실습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교육 인 

효과를 거두기 해 필요한 교수학습매체가 실습과정을 

담은 동 상이다[8]. 교수학습을 해 제작된 동 상은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하거나 앱으로 제작되어 학습에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리실습 동 상 제작을 해 조리실

습의  과정을 촬 한 후 앱 자료로 활용하기 해 일

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인코딩 과정을 거쳐 10분 내외가 

되도록 편집하 다. 한 반복학습  요 내용의 강조 

효과를 얻기 해 동 상이 재생되는 동안 만드는 과정

에 한 요한 내용은 자막으로 제시되도록 하 다.

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각 메뉴별로 평가문항을 제작하여 탑재하 다. 하나

의 요리 메뉴를 학습한 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고, 평가 문항을 모두 

풀이한 후 평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이 부족한 부분은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하 다. 

온라인 교수매체에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은 교

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다[12]. 이러한 을 보완하

기 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공간으로서 ‘공지사항’, ‘ 리자문의’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 다. 

이 게 설계된 App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3.2 App의 설계 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조리실습교육용 앱

을 제작하는 것으로 특히 서양요리를 심으로 설계하여 

개발되었다. 요리박사 앱 설계 내용을 담은 메뉴 목록은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Menu Lists

Appetizer 6

Shrimp Canape, Spanish Omelet, 

Chesses Omelet, Tuna Tartar with 

Salad Bouquet and Vegetable 

Vinaigrette, Smoked Salmon Roll 

with Vegetable, Sea Food Salad

Salad & 

Dressing
3

Waldorf Salad, Potato Salad,

Thousand Island Dressing

Stock & 

Soup
6

Brown Stock, French Onion Soup, 

Potato Cream Soup, Fish Chowder 

Soup, Beef Consomme Soup, 

Minestrone Soup

Sauce 5

Tartar Sauce, Italian Meat Sauce, 

Tomato Sauce, Brown Gravy Sauce, 

Hollandaise Sauce

Fish 3
Fish Meuniere, Sole Mornay, French 

Fried Shrimp

Meat & 

Poultry
6

Salisbury Steak, Sirloin Steak, 

Barbecued Pork Chop, Chicken 

Curled, Beef Stew, Chicken a la king

Sandwich 2
Hamburger Sandwich, 

Bacon․Lettuce․tomato Sandwich

Total 31

<Table 1> App Menu Lists of Yoribaksa

본 연구를 한 App의 메뉴는 Appetizer, Salad & 

Dressing, Stock & Soup, Sauce, Fish, Meat & Poultry, 

Sandwich 등 크게 7개로 분류하 으며, Appetizer 역

에는 6개의 메뉴가 포함되었고, Salad & Dressing 역

에는 3개, Stock & Soup 역 6개, Sauce 역 5개, Fish 

역 3개, Meat & Poultry 역 6개, Sandwich 역 2개 

등 총 31개의 메뉴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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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습교육용 App 제작을 해 설계된 콘텐츠의 종

류와 개수는 <Table 2>와 같다. 콘텐츠의 종류별 구성은 

메인 요리 사진 31개, 메뉴별 조리과정 사진 155개이며, 

메뉴별 조리과정 사진은 만드는 과정에 한 자세한 정

보 제공을 해 각각의 메뉴별로 5개 이상의 과정 사진을 

탑재하여 총 155개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한 요리 

시피 31개, 요리  31개, 평가문항 372개가 제작되었

다. 평가 문항은 각각의 메뉴별로 12문항을 제작하여 31

개의 메뉴에 해 총 372개의 평가문항이 개발되었다. 

한 요리 동 상 31개는 직  상 촬 을 통해 제작되었

으며, 앱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10분 내외로 편집하

으며, 인코딩 작업을 통해 일 용량을 임으로써 업로

드  다운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 다. 동

상 자료에는 만드는 과정  요한 내용은 자막 처리를 

하여 이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하 다. 

<Table 2>와 같이 본 연구를 해 총 651개의 컨텐츠

가 제작되어 앱 개발에 활용되었다.

Classification Type Number

Main Dish Photo 31 31

Photo by Menu 31 155

Recipe 31 31

Food Tip 31 31

Assessment items 31 372

Food Video 31 31

Total 651

<Table 2> The Content Type and Number

3.3 App 제작

조리실습교육용 App 제작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

행되었다. 먼  서양 요리의 메뉴 종류에 따른 표  시

피를 작성한 후, 표  시피에 근거하여 메뉴별 필요 재

료를 구입하 으며, 각 메뉴는 직  시연하는 과정을 통

해 만드는 과정의 사진과 동 상 촬 을 하 다. 

요리 , 시피, 사진, 동 상, 평가 등 App 개발을 

해 제작된 자료를 탑재하기 하여 온라인상에서 사이트 

http://kongju-fn.dslink.co.kr/super/index.html[15]를 개

설하 으며, 온라인상에 속하여 직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Fig. 2, Fig. 3).

[Fig. 2] Admin Login Screen

[Fig. 3] Administrator Mode Screen

4. App의 구현

본 연구에서 제작한 App은 play store에서 ‘요리박사’

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하 으며, 검색된 앱  양

식조리기능사를 선택하면 스마트 기기에 업로드 되면서  

‘요리박사’ 아이콘이 스마트 폰 화면에 생성된다. ‘요리박

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Fig. 4]와 같이 ‘요리박사’ App이 

실행된다. 

한 [Fig. 5]와 같이 '요리박사‘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

료를 검색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한 후 ‘요리박사’ App을 실행하면 [Fig. 6]

과 같이 ‘메뉴 리스트’가 나타난다. 학습하고자 하는 요리 

검색은 스크롤을 이용한 화면 이동이나 상 의 검색 창

에 희망하는 요리명을 입력하면 가능하다. ‘메뉴 리스트’

에서는 사용자에게 메뉴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메뉴에 한 간단한 설명 이 1  내지 2  정도 제시되

고 사용자의 Hit 수치가 기록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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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un Screen

  

[Fig. 5] Log-in Screen

학습하고자 하는 요리명을 클릭하면 [Fig. 7]과 같이 

‘요리 ’이 먼  제시된다. 요리 은 서양요리 메뉴별 

요리 시 지켜야할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

  

[Fig. 6] Food List Screen 

  

[Fig. 7] Food Tip Screen

‘ 시피’ 탭을 클릭하면 [Fig. 8]과 같이 학습하고자 하

는 요리의 필요재료  분량과 [Fig. 9]와 같이 만드는 방

법에 한 설명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된다. 만드

는 방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만드는 방법 바로 아래에 'Tip'을 달아 주

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Fig. 8] Recipe(1) Screen

  

[Fig. 9] Recipe(2) Screen

한 학생들이 실습하는 것과 같은 교육  효과를 얻

기 해 [Fig. 10]과 같이 실습의  과정을 자세한 설명

과 함께 보여주는 동 상을 추가하여 제작하 다. 동

상은 학습자들의 집 도를 높이기 해 한 개의 일이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작하 으며, 동 상 상   요

한 사항은 자막으로 처리하여 반복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Fig. 10] Video Screen

  

[Fig. 11] Test Screen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교수자와 학습

자의 상호작용 진 기능의 보완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확인을 목 으로 모든 메뉴별로 각 12문항씩의 평가문항

을 제작하여 탑재하 고(Fig. 11), [Fig. 12]와 같이 평가 

가 종료된 후 자신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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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반복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 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Fig. 13]와 같이 ‘ 리자문의’ 메뉴를 개설하 으

며, 학습자의 문의 사항은 http://kongju-fn.dslink.co.kr/ 

super/index .html에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다.

[Fig. 12] Test Screen

  

[Fig. 13] Question Screen

Google play(play.google.com)의 통계에 의하면 ’요리

박사‘ 앱은 재 5000천 ～ 1만명 정도가 다운받아 활용

하고 있으며, [Fig. 14]와 같이 4.5 이상의 평 으로 유용

한 앱으로 리뷰를 받고 있다.

[Fig. 14] Review Screen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 은 조리실습교육을 한 스마트 디바

이스 기반의 교육 자료가 무한 시 에서 정보통신 기

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속한  등으로 인한 교

육환경의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스마

트 디바이스 기반의 조리실습교육용 App을 제작․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조리실습교육용 앱은 ‘요리 ’, 

‘요리 시피’, ‘요리실습 동 상’,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한 공간으로서 ‘공지사

항’, ‘ 리자문의’ 항목을 추가하여 제작하 다.

본 연구를 하여 서양요리 31가지 메뉴에 한 표  

시피의 개발  제작과 요리   동 상 제작이 이루

어졌다. 동 상은 이동하는 과정이나 자투리시간에 활용 

하능하면서 로딩 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0분 이내로 편집한 것을 인코딩 작업을 통해 일 용

량을 여 업로드하 다. 

한 학습한 내용에 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평가 문항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콘텐츠

는 http://kongju-fn.dslink.co.kr/super/index.html[15]에 

탑재하 다.

이 게 제작된 조리실습교육용 앱인 ‘요리박사’는 

‘play store’에서 ‘요리박사’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개인 핸드폰에 무료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 다.

[8]에 의하면 조리실습교육용 앱에 한 학습자들의 

필요성과 학습 효과에 한 인식수 , 활용 의지 등이 높

게 나타나 조리실습교육용 앱에 한 기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조리실습교육용 앱은 교육 장

에서 학습자의 개별학습과 수 별 학습, 자기주도  학

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습 동 상을 반드시 추가하여 직  실습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 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속히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조리실습교육용 앱을 개발하 다는 것이며,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에서 가장 취약하기 쉬운 교수자와 학습

자의 상호작용 문제를 보완하기 해 ‘ 리자문의’, ‘공지

사항’, ‘평가’ 등의 메뉴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자의 요구에 

즉각 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한 본 연구 결과는 조리실습교육용 App 개발 연구가 

무한 시 에서 직  실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습과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 상 자료가 포함된 

조리실습교육용 앱이 제작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 로 조리실습교육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역의 조리실습교육용 애 리 이션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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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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