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인버터 개발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두고 비전공자 소프트
웨어 교육을 위한 앱 인벤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하던 앱
을 직접 제작하고 실행하는 교육을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결과 앱 개발에 대한 강한 의욕과 
관심도가 있음이 나타났다[1-2].

예비 유아 교사에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
램밍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에의 도입가
능성을 전제로 예비유아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 기반의 유아소
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과 연계된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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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앱을 활용한 교육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유아 교육에 활용할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앱 인버터
를 활용해 교육 및 퀴즈를 구성하는 앱을 개발하
고 해당 프로그램을 예비 유아 교사들에게 학습 
시켜 유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App Inventor for Android는 Google이 처음 제작
했으며 지금은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 관리하는 오픈 소스 웹 응용 프
로그램이다. App Inventor를 사용하면 컴퓨터 그래
픽 프로그래밍을 통해 Android용 앱을 만들 수 있
다. Scratch 및 StarLogo TNG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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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앱 인벤터를 활용한 학습 및 퀴즈 앱을 설명하고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앱
을 활용하여 예비 유아교사에게 교육철학에 대한 학습을 진행 하였고 그 앱에 대한 설명과 앱 인벤터
를 활용하여 유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앱 인벤터로 개발된 앱으로 
유아 교사 학습 능력 향상 및 유아 교육에서 코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learning and quiz app using the app inventor and conducted the related questionnaire. 
We developed a learning philosophy for preliminary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the developed apps and taught them 
how to utilize the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explaining the apps and using the app inventor. Through 
questionnaires, we confirmed the learning effect and the willingness to 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 hope to improve the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 learning and to utilize the cod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ith the app developed as the app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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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Android 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을 만들기 위해 시각적 모듈을 끌어다 놓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MIT App Inventor는 Firebase 데
이터베이스 확장에서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Google firebase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3].

블록 에디터는 화면을 동작 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역 변수로 
GreatPicList, GreatList, GreatDescList를 배열로 정
의하였다. GreatPicList는 화면을 넘길 때 교육 철학
자의 사진이 나올수 있도록 사진의 배열이며 
GreatList는 교육 철학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GreatDescList에는 각 철학자의 사사에 대한 설명을 
문자열로 입력하여 화면을 넘길 때 마다 출력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1. 퀴즈 블록 디자인

Ⅲ. 목표시스템

본 장에서는 실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앱을 
실행하면 그림 2와 같은 화면을 출력한다. 좌측 그
림은 교육사 및 철학자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 
화면은 퀴츠 화면을 나타낸다. 좌측 그림은 철학자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철학자 사진 및 철학 사상을 보여주고 학
습자가 맞추도록 하는 그림이다. 이와 같이 학습과 
퀴즈를 반복하여 교육사 및 교육 철학에 대한 학
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Ⅳ. 결  론

앱을 활용한 학습 이후, 예비 유아교사에게 유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앱 인버터 활용법을 설명
하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습 효과 및 유아 교육
에서 활용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앱을 통해서 수업 중 흥미를 유발한다는 
응답이 85% 이상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예비 유
아교사 중 이 앱을 수정 및 변경하여 유아교육에 
활용할 의사를 95% 이상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하였다. 이는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아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놀이적 측면이 학습과 
공존할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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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앱 개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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