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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95%이상의 청소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
고자 스마트폰 활용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먼저 청소년 관련 요인과 스마트폰 수업 활용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의산만, 
의존도, 동기부여, 협동심 고취 요인을 기반으로 필요 기능을 선정한 후에 학생, 교사,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따라 세 
버전의 앱을 설계하였다. 이 앱을 이용함으로써 학생은 자율학습, 학습동기 부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교사는 
학생들과 더욱 밀착하여 세밀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학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안으로 학교 수업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스마트 학습, 스마트폰 활용, 앱, 학습 환경 구성, 스마트폰 정책

Abstract  In this study, a smartphone utilization system was designed to explore ways to use 
smartphones owned by more than 95% of Korean teenagers in school classes. First, the necessary 
function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and the factors of distraction, 
dependence, motiv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use of smartphone classes, 
and then three versions of the application were compos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roles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By using these applications, students can learn self-study, motivate 
learning, and actively interact, teachers can be more closely with students and facilitate lessons while 
giving detailed feedback, and parents can check the student's safe learning using smartphones. It is 
hoped that this measure will help to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by activating the use of 
smartphones in schoo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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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지능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

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변화가 수반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성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연결 소프트
웨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의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보급률은 95%로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1].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중학생 95.9%, 고등학생 95.2%이다. 
이것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들이 게임, 인스턴트 
메신저, 책/만화(웹툰) 등의 개인화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2]. 이
처럼 청소년의 일상과 밀착된 스마트폰은 멀티태스킹으
로 인한 주의산만, 과의존, 성적 저하의 문제를 야기하며 
디지털이주민 세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3-5]. 표출
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보관하
였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였고 대법원판
결을 포함한 상급기관 심의에서 세 차례의 학생 인권침
해 판결이 내려졌다[6].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대체 학습 
인프라가 점점 보편화 되면서 교육 표준과 교육 기관 외
부 환경 사이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스마트
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교육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단위학교의 
운영방침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앞서 열거했던 부정
적 결과만 보고된 것은 아니다. 개별 과목 수업에 특화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서 수업 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로 
인한 동기부여, 협력의식 고취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7-9].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연구 
결과의 동시적 존재는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는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결
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한 급
격한 사회 변화로 학교 교육도 큰 위기를 맞았다. 매년 
3월 초에 시작하던 등교 개학이 여러 차례나 연기되는 
혼란을 거듭하던 가운데 교육부는 온라인을 통한 개학 
및 수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수업은 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청소년
들의 스마트폰 사용 범위를 학습이라는 공적 영역까지 
대폭 확대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또한 물리적 통제로써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의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을 제
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결정만 남았을 뿐, 학교 학습에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이
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일반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도
록 기가급 무선망(Wi-fi)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스마트폰은 또다시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10]. 청소년
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수업에 참여한
다. 그리고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한 스마트폰을 빈번하
게 사용한다. 이제 물리적인 통제가 아닌 방법으로 스마
트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고등 교육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수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에 맞춰 연구되었다[3-5]. 국
내에서도 고등교육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례는 
다수 있다[11, 12]. 그러나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
의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
한 문제점 발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
려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의 학교 수업에서 스마트폰 앱
을 이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2.1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기는 보통 중·고등학교 시기를 일컫는데 이때에
는 어린이의 특징과 성인기의 특징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잘 이
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운영
에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에 관계하는 주요 항목으로 인
간관계, 여가와 놀이, 학업 분야에 대해 살펴보자.

2.1.1 인간관계
청소년은 대체로 두 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

직적 관계인 부모자녀 및 교사학생 관계와 수평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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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제자매 및 친구관계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고등학생
이나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더 깊은 편이다. 
형제자매는 나이 차와 가정의 양육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편안함과 의지 및 상호 역할 보완 등
으로 다양하게 관계한다.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서 삶의 질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와의 갈등적 관계는 청
소년을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으나 지원적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도 교사관계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스트레스 상
황에서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등
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할수록 친구의 역할 비중은 점
차 증가한다[14].

2.1.2 여가와 놀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행동 특성과 가치관을 가

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는 일상에서 그들만의 즐
거움을 추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
인한다. 개인 중심의 욕구 충족 방식 문화는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심리적·사회적 지지 기반이 
된다. 또한 여가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소통이 단절된 채 
고립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여가문화는 현실 인식의 
적극적 자기표현 방식 소통 매개체로 상처 치유의 역할
을 한다.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
구가 생길 때 건전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면 비행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성취하는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취미
나 특기 활동을 살려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그들이 가족과 학교에서 쌓인 욕구 불만은 감소된
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활동은 단순
한 놀이와 오락이 아닌 청소년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목
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15].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
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효과
적이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하다[16]. 놀이(play)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간에게 심
리적·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며, 아동·
청소년기의 놀이는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핵심 활동으로 그 중요성
이 강조되어 왔다.

2.1.3 학업
진로 준비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핵심적이면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이다. 첨단 
지능정보 사회를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개정
된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
장을 기반으로 개인 수준의 다양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 수업 방식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미래 인재는 단
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탐색하여 맥락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
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주적으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 필요한 역량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활동
에 참여하여야 한다[17].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 개별 파
일로 축적하여 다음 과정을 위한 경험으로 투입될 수 있
도록 관리되고 있다.

2.2 스마트폰 수업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수

집된 결과는 주의산만, 의존도 상향 등의 부정적 요인과 
학습동기 부여, 협동심 고취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다. 이
것들을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주의산만
주의산만은 스마트기기 사용의 수업에서 몰입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 학습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는 등의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강의를 흡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Mavhunga (2016) 등은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많
은 활동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으나 교실에서 사용할 때 학생들이 산만해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한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두뇌가 처리해야하는 입력 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Muhammad Anshari (2017) 등은 교실에서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학습방법은 산만함, 의존성, 기술 부족, 대면 
상호 작용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
다. 따라서 교실 환경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업 전에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
칙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이것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 Yaron Ariel (2019)는 수업 중 스마트 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수자 모두 스마트 폰이 강의
를 풍부하게 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에 
동의했으나 주의력과 집중력의 저하로 토론과 자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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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방해받았다고 보고했다[20]. 그러나 Sihui Ma 
(2020) 등은 스마트폰 기반 클리커 사용 수업에서 학생
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산만하게 느끼지 않는 반면 연구 
관찰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용 직후에 산만함을 보
였다고 관찰함으로써 주의산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
였다고 보고했다[7].

2.2.2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란 스마트폰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이용 조
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13].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마
트폰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여 이용시간의 적절성
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Simone M. (2017) 등
은 고등학생의 화학공학 및 동역학 기초의 간단한 실험
을 돕는 스마트폰 교육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업 사례 연
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배경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스
마트폰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의 가용성 및 접근성은 이들에게 다른 기술 수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21].

2.2.3 학습동기
학습 동기는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로 

학습목표 성취를 높이는 기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서 학습 목표 달성
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Tami Seifert (2014)는 대학교 
수업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학습 참여에 대한 변화는 없었
다고 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협
력 작업에 적극적이었으며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으로 
참여 의지가 상승했다고 보고했다[22]. Chiou Moh 
(2015)는 대면 학습과 비교했을 때 모바일 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 자료와 검토 질문에 학습자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알렸다[23]. Kanos Matyokurehwa (2020) 
등은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려는 대학생들의 의
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
습 참여하는 방법이 쉽고 유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 모바일 장치는 언제 어디에서나 
접근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수업 자료를 탐구할 수 있
기 때문에 자신들의 학습 참여 의지가 높아졌고 다른 방
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과목에 대한 실제 경험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24].

2.2.4 협동심
협동심은 수업활동에서 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

며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태도이다. 실제 세상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
결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지원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Michael C. (2020) 등
은 학습자의 글쓰기 태도와 능력 향상에 스마트폰을 활
용한 협업 활동이 기여하는지 조사한 연구에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
다[25].

2.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
청소년은 Fig. 1과 같이 인간관계, 여가 시간의 활용, 

학습 관리 및 정보 탐색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Fig. 1. Purpose of using smartphone

2.3.1 인간관계
부모-자녀, 교사-학생, 친구 사이에서의 애정 또는 적

대적 인간관계 유형이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27]. 무선전화는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소통 작용을 
하고 있으며 무선전화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과의 교류가 
보유한 사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전화는 
느슨해질 수 있는 관계를 다잡아서 기존 관계를 유지하
거나 발전시키는 역할도 한다. 최근 연구를 보면 이동 전
화의 사회적 이용에서 무선전화는 새로운 모임의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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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보다는 친밀한 가족 및 친구관계를 더욱 강화
는 쪽으로 기능한다[28]. 인간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청소년은 상호작용
하는 부모, 교사, 또래와의 긍정적 인간관계에서 스트레
스,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
지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 한
국 사회 맥락 속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하
는 세계에서 이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세밀한 교육 환경 디자인이 필요하다[30].

2.3.2 여가 시간의 활용
디지털 기술은 공간을 가상화함으로써 면대면으로 하

던 물리적 활동을 가상의 공간에서 간접 체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신체적 활동이 축소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더욱 확대시키는 디지털 도구와 결합된 여가활동은 새로
운 놀이문화를 형성하였다. 게임은 일반적으로 남는 시간
을 소비하기 위한 오락거리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멀티유저 게임이 출현하면서 게임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 문화가 되었
다. 이제 게임은 한국 청소년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빠
질 수 없는 특성이다. 청소년들은 PC방이나 온라인 동시
접속을 이용해 게임 공간 안에 모여 게임의 종류나 게임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은 게
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고 게임 몰입 
상황에서의 열광으로 유대감과 행복감을 경험한다[31, 
32].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영역은 SNS 등을 통해 더욱 
넓어져 한계범위를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YOUTUBE 동영상의 개성적인 콘텐츠는 개인화, 차별화
를 통한 맞춤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재료나 정보에 접
근하는 모든 통로가 스마트폰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가
능하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3.3 학습 관리와 정보 탐색
기존의 강의식 학습은 방대한 지식전달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식을 
찾고 맥락에 맞추어 구성하며 자유로운 학습을 추구하는 
디지털 원주민 학습자에게 이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존 지식에 
의존하여 정형화된 틀에 맞춰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 속에서 지식의 구성을 통해 일어난 정보해
석으로 학습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능동
적인 학습활동이 권장되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학습 환

경이 요구된다. 학습자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표현되는 실
생활의 문제와 같은 풍부한 상황을 역동적인 탐구활동으
로 해결함으로써 성취도를 배가할 수 있다[33].

3. 스마트폰 활용 시스템 설계
3.1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활용 시스템 요소

Fig. 2. Smartphone use system in school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이해자료와 선행연구에 나타난 
스마트폰 사용 학습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수업
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목표한 교육 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요소를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학교 앱을 실행하여 교실 입구에 설치된 기
기에 접촉함으로써 학교 서버에 등교시간이 등록되며 동
시에 부모 앱에도 통보된다. 이때부터 학생 스마트폰의 
모든 시스템 권한은 앱 실행시에 요구되는 권한 허용을 
수락함으로써 앱이 가지게 되며 전화 통화, 메시지 전송 
이외의 다른 설치 앱은 작동이 중지된다. 둘째, 수업에 스
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 수업 로그인을 선택하면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허락된 앱에 권한이 부여된다. 앱으로 제
어되는 각각의 기능들은 먼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
마트폰의 기술을 살펴본 후 교육 관련 당사자를 학생, 교
사, 학부모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학교 
서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1.1 스마트폰 기술 지원
스마트폰은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 앱, 기기 및 네트

워크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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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아키텍처 및 보안 프로그램 앱 환경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 기능, 위치 데이터(GPS), 블루투스 기능, 전화 기
능, SMS/MMS 기능, 네트워크·데이터 연결은 대부분 기
기 출하 당시 운영체제에 삽입하여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 리소스를 이용하는 앱은 플랫폼의 일부이거
나 기기 제조업체에서 특정 기기용으로 개발한 앱으로 
전화, 이메일, 캘린더, 웹브라우저 및 연락처로 사용자 앱 
역할을 하며 다른 앱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주요 기기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 앱을 이용하여 이 리소스에 접근
하려면 설치시나 실행시에 기기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야 한다. 이 때 설치작업에서 한 번 권한이 부여된 앱은 
제거하지 않는 한 애플리케이션 권한이 유지된다. 보통 
이것들은 정의한 권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및 원시 
파일을 포함하여 비공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전용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와 
호환되는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
스의 제공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기기를 제어하는 상황에
서도 보안은 계속 작동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 또는 
웹에서 앱을 검색, 설치 및 구매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앱 라이선스 확인, 앱 보안 검사 및 기타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앱 데이터 및 설정 
백업, 푸시 메시지를 위해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다. 유해한 앱 설치를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차단하고 기기에서 앱을 지속적으
로 검사하여 유해한 앱을 경고 또는 삭제할 수 있게 한다
[34, 35]. 이러한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제조사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운영체제는 iOS와 
Android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70%이상이 선택하고 있는 
Android 운영체제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기술 요소를 기
준으로 하였다.

3.1.2 학교 서버
학교 서버는 웹 서버를 호스팅하여 인터넷을 통한 학

교 내부와 외부의 사용자를 연결하며 사용자별 접근 권
한 제어와 사용 중인 데이터를 관리한다.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여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
과 지속적인 세션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웹 인프라스트럭
처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1.3 사용자별 스마트폰 앱의 구성
스마트폰 활용 수업 앱에 관계되는 사용자는 학생, 교

사, 부모로 특정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영역에 따
라 교육에서의 고유 역할을 가지므로 필요 기능이 탑재
된 앱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각각의 앱은 
Fig 3과 같이 사용자별 권한을 학생, 교사, 부모로 버전
을 구별하여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 3. User-specific app installation

① 학생

Fig. 4. Student version application screen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에 로그인하면 수업에 
활용되는 앱 목록으로 설정한 것들 외의 앱은 실행 중지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수업에 흥미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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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매체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멀티태스킹
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수업 효과를 낮출 수 있기 때문
이다. 학생이 사용하는 앱은 필기 도구, 이미지화, 측정, 
검색, 공유, 기록 등을 돕는 도구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Fig. 4와 같이 구성하였다.

'Connected(Disconnected)'은 스마트폰 기기의 네
트워크 연결 상태, 'Name'은 시스템이 학습자를 올바르
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네트워크 연결 불량이나 학습자 식별 오류는 학습 참
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Hands up'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
를 제공하고, 'File transfer'은 학습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직접적 피드백은 면대면 학습인 교
실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Internet'는 수업에서 자율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탐색이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Drawing'은 수집
한 자료에 학습자의 의견을 넣어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
한다. 'Class tool'은 각각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플로팅 
화면으로 띄워 선택하도록 한다. 'A course subject'에 
따라 교육과정에 맞춰 설정해 놓은 추가 앱 목록이 나타
나고 그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보 과목에서 '자료와 정보의 표현' 단원을 학습한다면 
진수와 아스키코드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아스키코드 변
환표와 프로그래머 계산기를 선택 앱으로 제공될 수 있
다. 도구 사용의 결과물은 이미지(Camera), 문자(Text), 
그리기(Drawing) 등으로 기록되어 'Storage'에 저장된 
후, 'Loading'하여 활용할 수 있다. 'Interaction'은 학습
자가 동료와 함께 대화, 웹 링크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환
경은 기록 자료가 되어 반복적 참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Sharing'은 학습문서, 학습자료 등으로 동료
학습을 위한 심화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② 교사
교사는 수업 운영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로그인하고 학교 서버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한 학생들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학습 결과물, 질문을 확인하며 수업한 내용을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를 위해 Fig. 5와 같이 필요 기능을 구성하
였다.

'Connected(Disconnected)'은 교사용 기기의 네트
워크 연결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화

면의 상단에 학생들의 상태를 대조적 색상을 사용하여 
노출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연결상태가 항상 확인 가능하
다. 이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온라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빠르게 확인하여 집중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으
로써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 'Question'은 소극적
인 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참여가 활발하도록 
손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Received file'은 학습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결과물은 'Stroage' 기
능을 사용하여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결과
물에 문자 첨삭을 할 수 있도록 'Text', 그리기 도구를 사
용할 수 있도록 'Drawing' 기능을 탑재하였다. 
'Sharing'은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
도록 하여 역동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인터넷과 문서
공유 기능을 제공하였다. 'Loading'은 수업 결과물을 불
러들여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③ 부모

Fig. 6. Parent version application screen 

Fig. 5. Teacher version application screen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6호220

학생, 교사, 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은 학업성취를 돕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기에 학생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가정의 협조
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Fig. 6과 같이 학부모가 관심
을 가지는 자녀의 안전이 확인 가능하도록 등·하교시간
을 'Time for going to school' 및 'Time to leave 
school' 블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In class'를 
통해 자녀의 수업 참여 여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부모 자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에 미치는 영
향력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시간과 동기화되어 수
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조력을 꾸
준히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School notice' 블록에서 
학사 알림란을 제공하였다.

3.2 성능 검증
3.2.1 성능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앱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는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유지관리성’, ‘신뢰성’의 총 6개 평가부
문과 총 25개의 평가항목으로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
다[36].

Evaluation part Evaluation item

Functionality
-Completeness of functional implementation
-Function implementation accuracy
-Interoperability
-Security
-Standard compliance

Usability

-Ease of learning functions
-I/O data understanding
-User interface tunability
-User interface consistency
-Ease of grasping progress
-Possibility to adjust operating procedures

Portability
-Operating environment suitability
-Easy to install and remove
-Backwards compatibility

Efficiency
-Operating environment suitability
-Easy to install and remove
-Backwards compatibility

Maintainability
-Problem diagnosis/resolution support
-Environment setting, possibility to change
-Ease of update
-Ease of backup/recovery

Responsibility
-Operational stability
-Ease of recovery from failure
-Service continuity
-Data resiliency

Table 1. Evaluation section and evaluation items

'기능성(Functionality)'의 평가는 필요 기능이 모두 
구현되었는지,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연동이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이 가능한지, 인가되지 않
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
를 보호하는지,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Usability)'의 평가는 도움말, 메뉴얼 등을 통
해 앱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데이터 입
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필요 내용에 적합한지, 사
용자의 필요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
할 수 있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
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사용자가 수행
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을 
제공하는지,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Portability)'의 평가는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앱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Efficiency)' 부문의 평가는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사용의 적정성 및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관리성(Maintainability)'의 평가는 오류가 발생
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
지,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
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앱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
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한다.

'신뢰성(Responsibility)'의 평가는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시스템 장애 발생시 복
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시스템 장
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와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2.2 성능 평가와 분석
평가 실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에 따라 각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5단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점수를 종합하여 Table 2와 같이 
평가한다.

앱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90%이상이면 'Very satified', 
80%이상이면 'Satisfied', 70%이상이면 'Neutral'으로 판
정하여 성공 불확실성이 낮은 수업부터 활용하며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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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그러나 70%미만인 'Dissatisfied'
와 'Very disssatisfied'의 판정은 다시 개발하도록 한다.

Grade Analysis

Very satified
(90%)

- Very good in all areas of evaluation, and no flaws or 
weaknesses can be found.

- It is evidenced through objective data in all evaluation 
areas, indicating a very high probability of success.

Satisfied
(80%)

- Excellent in all evaluation categories, and no flaws or 
weaknesses can be found.

- Provided through objective data in all evaluation areas, 
most of them indicate the possibility of success.

Neutral
(70%)

- Excellent in all evaluation areas and basical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and there are shortcomings and 
weaknesses, but can be supplemented through 
consultation.

- In all evaluation areas, evidence through objective data is 
insufficient, indicating a normal probability of success.

Dissatisfied
(60%)

- In all evaluation areas, only some are satisfied,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up for defects and 
weaknesses is uncertain.

-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low as few objective data 
are presented in all evaluation areas.

Very
disssatisfied

(10%)

- In all evaluation areas, only some are satisfied,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up for defects and 
weaknesses is uncertain.

-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low as few objective data 
are presented in all evaluation areas.

Table 2. Evaluation grade and analysi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밀착도를 높여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주의산
만,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학습 동기부
여, 협동심 고취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
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청소년의 이해, 스마트폰 기술, 청
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목적을 종합하여 학교에서 스마트
폰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부모 대상의 
앱에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첫째, 학생 앱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학생들이 상호
작용과 구성주의 교육에 맞게 면대면 교육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학생 앱에 탑재된 기능들은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돕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자극
하여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협력의식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앱은 
컴퓨터시스템에 연결하여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활용성을 확장함으로써 교사의 활동 영역을 컴퓨터 
앞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좁은 화면으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 사
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학생들의 반응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고 관리적 요소는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전
송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 앱은 학생의 생활, 심리 등을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지원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줌으로써 양질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범용 앱이나 특정 개발사가 제공하
는 무료 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던 기존 수업에서는 상업
적 필요에 의하여 탑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학습
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은 학습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스마트폰 이용의 문제점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정보과 과목의 수업이 
아닌 경우에 컴퓨터실을 이용할 때 컴퓨터와 모니터가 
장착된 컴퓨터실 책상의 크기로 인한 교사의 동선, 학습
자의 시선 및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학습을 역동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좀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려면 먼
저 협의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이 시스템을 사용하
는 사용자들이 높은 디지털 윤리의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앱의 설치시 반드시 권한에 동의하여 모든 앱이 요
구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도 활용에 있어 사용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목표한 효
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과 같이 
개방된 환경에서 노출되는 페이지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페이지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무방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자료들로부터 
페이지 오픈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 사이트로부
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업 자료에 필기를 하
거나 평가를 할 때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의 제약이 있고 
파일에 필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조적 대
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절차 중 시스템 필
요 요소 설계 및 검증 방안에 집중하였으므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학교 
현장에 활용하면서 그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해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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