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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해 학교와 같은 일정한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질은 개인의 삶과 

질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며,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은 국가화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교육적 

성과와 질은 대부분 학급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과와 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학급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 활동의 중심에는 담임교사가 있다. 담임교

사로서의 역할은 수업안내자로서의 역할, 생활안내

자로서의 역할, 학급경영자로서의 역할로 나눌 수 있

다. 즉 담임교사는 학급의 안내자이자 경영자로서 학

급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1].

학급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

며 그들을 행동을 관찰하고, 문제가 인지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면서 교육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교

사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학급경영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기에 관련한 모

든 내용을 교무수첩이나 상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

함으로서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기록문서는 추후 학생과 관련한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서 비슷한 다른 학생을 

지도할 때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학급경영과 관련된 업무는 학교내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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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벗어난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1,2].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생의 성과지표관리등과 같

은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로 처리하

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데스크탑 컴퓨

터 시스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학교를 

벗어나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

용하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iOS와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의 등장과 함께 

공간과 시간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급

경영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3-7].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학급

경영과 관련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학교 근

무시간을 벗어난 시간대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간과 장소, 디바이스의 구분없이 

사용가능한 학급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

재 NEIS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부

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학급경영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PC환경에

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구된 것으로 지금의 모바

일OS에 대응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박찬솔등은 ASP .NET 기반의 모바일 학급관리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연구하였으며[3], 현재 학

급경영과 관련하여 배포 이용되고 있는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으로 ㈜클래스팅의 ‘클래스팅’, 경상남도교

육청의 ‘투데이 알림장’, ㈜IAMCOMPANY의 ‘아이

엠스쿨’등이 있다[13-15]. 그러나 클래스팅은 교육용 

SNS의 기능이 강하고, 투데이 알림장과 아이엠스쿨

은 알림장과 단순한 학교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기능

에 그치고 있어, 교사의 학급경영에 필요한 학생 정

보관리와 상담관리, 생활, 성적 등과 같은 것을 관리

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학급경영

과 관련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ASP .NET기

반 학급관리 웹어플리케이션이 있으나, 이는 웹기반

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웹 사

용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담임교

사의 학급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

의 목적 및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첫째, 학급경영을 하는 담임교사가 활용하는 어플

리케이션은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조

화하여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불필요한 기능을 배제하여 직관적이며 간결

한 메뉴구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교사의 학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모바일 기반의 학급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

였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학급 경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

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둘째,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할 기능을 추출하였

다.

셋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

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용하기 편리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넷째,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바일 학급경영 어

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Objective-C, SQLite등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3. 관련연구
3.1 학급경영

경영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

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사람과 물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급경영은 교육의 목적을 당성하

기 위해 구성된 학급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급내 학

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

는 교육활동이면서 이를 도와주는 교육 지원 활동이

다[1,6].

3.2 SQLite
SQLite는 소형기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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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0년 리처드 힙(D. Richard Hipp)의 주도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개발되었다. SQLite는 2000년 

8월에 1.0버전이 출시되었고 지속적으로 버전업이 

이뤄지고 있다. SQLite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다

른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비해 가볍고 속도가 빠르며,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무기로 

SQLite는 임베디드 분야를 비롯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플을 아이폰이나 맥 OS X, 구글의 안드로

이드, 노키아의 심비안,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드롭

박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7].

3.3 M.V.C. 패턴
M.V.C. 패턴은 프로그래밍 패턴중 하나로 79년 스

몰토크와 관련된 작업을 하던중  Trygve Reenskaug

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M.V.C. 모델은 “모델-

뷰-컨트롤러”로 구성요소를 분리되어 따로따로 동

작한다. 즉, 모델이나 컨트롤러를 바꾸지 않고도 화

면에 표시되는 스위치를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의 동작은 변하지 않았지만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혹

은 GUI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러나 모델을 변

경하게 되면 다른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프로

그래밍하는 것은 개별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유지보

수를 쉽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8].

3.4 Model(모델)
모델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수행할 콜백 메

소드와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는 메소드

를 제공한다. UITableViewDataSource 프로토콜을 

모델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객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객체를 데이터 소스

라고 한다. 테이블이 들어있는 UITableViewCon-

troller에서 데이터 소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로 뷰를 채워 반환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8].

3.5 View(뷰)
iOS에서 뷰는 UIView와 UIViewController라는 

두 개의 중요한 클래스를 기본으로 한다. 화면에 무

언가를 그리는 역할을 하는 뷰는 UIView Class가 

가장 대표하는 추상클래스이다. iOS에서 뷰의 체계

는 다음과 같다. NSObject–UIResponder– UIView

- UITextView, UIImageView 등 과 같은 체계를 가

지고 있다. 즉 뷰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담당하

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8].

3.6 Controller(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보이는 것을 담당하는 뷰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타켓-액션을 예로 들 수 있다. 버튼

을 눌렀을 때 어떤 내용을 보일지에 대해서 컨트롤러

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로 전달할 객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타겟-액션과 더

불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델리게이션와 

노티피케이션이 있다. UITableView에서 셀을 선택

했을 때 이벤트를 콜백 메소드로 전달하는 것이 델리

게이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8].

4. 학급경영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학급경영 시스템

의 구조를 단순화시킨 모형이다. 본 시스템은 학생들

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앱의 특성상 사용자 

확인을 하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하였

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하고 최초로 실행할 때 한 번 설정할 수 있다. 이후 

초기 설정한 비번을 입력하여 앱에 접근한 후 설정관

리 단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다. 어플리케

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은 학생관리, 상담관리, 학생생

활, 평가관리, 설정관리 이렇게 5개의 기본 메뉴로 

구성하였다.

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QLite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10개의 테이블을 관계형으로 묶는 RDB방

식으로 구성하였다. students 테이블의 학생 고유번

호를 primary key로 설정하였고, 이것을 다른 테이

블에서는 참조키로 설정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

렇게 참조키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조 무결

성 제약조건이 설정되어 종속 테이블의 외래키에는 

상위 테이블의 기본키의 값들 중 하나가 입력되거나 

NULL이 입력된다. 이러한 설정은『CONSTRAINT

[제약조건 키 이름] FOREIGN KEY([컬럼이름])

REFERENCES[상위테이블] ([참조할 컬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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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문으로 가능하다.

화면을 구성하는 ViewController는 Fig. 3과 같이 

크게 UITabBarController와 UINavigation Control-

ler를 이용하여 화면전환을 구현하였다. UITabBar

Controller 아래에 각 ViewController와 UINavigation

Controller를 배치하였다. 또한 탭바에서 선택할 수 

있는 ViewController는 학생관리, 상담관리, 생활관

리, 평가관리, 설정관리로 5개이다.

학생관리 뷰에서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

하여 저장할 수 있다. 여기에 학생 정보가 입력되어

야만 상담관리, 생활관리, 평가관리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RDB의 기능이 반영된 

것으로 최상위 테이블로 설정되어 있는 students 테

이블에 저장된 학생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Fig. 1. A mobile application system architecture and management database.

Fig. 2. Database relation diagram ; the database has students, point, consulting, evolution, evolution type and subjec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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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 시스템의 세부 구현
5.1 앱 실행 및 보안설정

앱이 실행이 될 때, 앱 내의 도큐먼트에 데이터베

이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가 없으

면 번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여 도큐먼트

에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 등록은 4자리 이상 10자

리 이하의 숫자+문자+특수문자 모두 가능하며 앱을 

설치하고 최초로 시행하였을 때만 실행된다. 비밀번

호는 NSUserDefaults에 NSString 타입으로 저장된

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에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View를 통해 앱 안으로 진입한다.

5.2 학생관리 
UITabBarController의 첫 ViewController는 학생

관리 View로서 학생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며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장하는 학생정보는 이

름, 생년월일, 집, 부모님 전화번호, 주소, 간단한 메

모 사항이다. 저장된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해당번호

로 전화연결이 지원된다.

ABPeoplePickerNavigationController를 이용하여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가져올 수 있고,

UIImagPicker Controller를 이용하여 학생 사진 저

장 기능도 제공한다[7].

5.3 학생상담
UITabBarController의 두 번째 ViewController는 

학생상담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Fig. 6과 같이 UITableView의 섹션을 터치하면 Fig.

6과 같이 각 섹션 하위행의 높이 값이 없을 경우 0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목록이 나타나기도 

한다.

Fig. 3. A detailed user interface diagram of a mobi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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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udent counseling Management View.

5.4 학생생활
CustomCell을 이용하여 UITableView를 구성하

였다. Cell위에는 UIButton, UILabel, UITextView를 

배치하여학습자의 학급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한 눈

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Fig. 7은 학생생활을 

상점과 벌점으로 관리하는 화면으로 버튼 클릭형태

로 제공되고 기본 문장이 제공이 되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학생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입

력할 수 있다.

Fig. 4. App launch and security code setting process; ① Database search, ② Find database tables, ③ User 
authentication, ④ User‘s first run to app, ⑤ User's try out after first ru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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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nagement view of student information; user can access student information by name and scroll up/down 
for detail look-up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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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학생평가 관리화면
Fig. 8은 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할 교과와 영

역을 등록하고 학생별로 상, 중, 하와 같이 3단계 평

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과목구성에는 UI

CollectView를 이용하였고, 영역과 평가 입력은 UI

TableView를 이용하였다. 저장된 평가결과는 text

와 ‘,’로 구성된 CSV 형식의 파일을 Document에 생

성하여 저장한 후 이 파일을 메일로 내보낼 수 있다.

6. 웹 기반 학급관리 프로그램과 모바일 기반 학
급관리 프로그램의 비교
Table 1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

급 관리 프로그램인 NEIS와 모바일 기반 학급관리 

프로그램일 비교한 표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제공하

는 컨텐츠의 내용을 제외하고 학급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과 편의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입력의 편의성은 키보드를 사용하는 NEIS가 높다고 

Fig. 7. Students of school life : penalty point and rewar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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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nagement view of student information; user can access student information by name and scroll up/down 
for detail look-up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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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하지만 활용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학급관리 

프로그램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학급업무

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한 학급경영 

어플리케이션은 SQLite를 이용한 자료관리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뷰 컨트롤러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DataModel, 스토리보드를 이용한 View구성을 엄격

히 구분하여 작업함으로서 M.V.C. 디자인 패턴을 적

용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쉽게 하였다. 웹 

기반 학급관리 프로그램인 NEIS와 모바일 기반 학

급관리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NEIS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로 인해 교사가 담당학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의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교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만 

원활한 입력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의 모바일 기반 학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PC 웹 기

반 학급관리 프로그램인 NEIS가 확장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반응형 웹앱을 이용한 학

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악성스크립트나 sql인젝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전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10,11].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하나의 서버를 중심으로 

모바일과 웹 클라이언트가 자료를 공유하고 각 플랫

폼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학급경영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따라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급

실정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iOS기반의 스마트폰 환경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구현하

지 못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에 기본적으로 로컬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향후 온라인 기반의 자료 동

기화 및 자료 공유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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