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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앱을 활용한 공학교육의 적용 방안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내 스마트폰의 보급
률은 73%로 4,0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스
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
와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도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불과 8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능은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모바일 기기로서 센서와 같은 다양한 하드
웨어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
처럼 우수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능과 높은 보급
률이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으
로 인한 학습 능력 및 강의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내외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의 우수한 하
드웨어적 성능과 다양한 앱을 공학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앱을활용한역학교육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

과목이 5대 역학으로 대변되는 정역학, 재료역학, 동역
학, 열역학 및 유체역학일 것이다. 특히 역학과목은 복
잡한 수학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가 떨
어진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역학문제를
학생들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법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학습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Autodesk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위한 역
학관련 앱인 Autodesk ForceEffect, ForceEffect Motion
및 ForceEffect Flow를 발표하였다. ForceEffect는 실재
구조물을 개략적으로 모델링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과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앱이며, ForceEffect Motion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과
구조물의 운동을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앱이다.
ForceEffect Flow는 구조물의 공기 역학적 성능을 해석

그림 1 Autodesk ForceEffect와 ForceEffec Motion을 이

용한 구조물 및 기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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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 주변
의 엔지니어링 제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실물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 형상과 치수의 구조 모델링을 통해 다양
한 역학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그림 1). 따라
서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배운 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엔지니어링 제품을 해석할 수 있고 이론 지식의
응용이 가능해져 교육의 효과가 증대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학관련 교육용 앱이 개발되어 있으며,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적 특성과 결합되어 공학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표 1)

저자는 기계설계공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기계설계 교과목의 설계 팀프로젝트에 ForceEffect 앱
을 활용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쑤시개를 이용한 교량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앱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교량구조물의 실물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모
델링하고 해석하여 구조물이 받는 하중, 최대 하중 및
구조물의 취약부위 등을 확인하였다(그림 2). 이와 같

은 해석결과를 학생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구한 최대
파괴하중 및 파괴부위 등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학
생들의 참여도, 이해도 및 강의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
었다. 

스마트폰센서를활용한실험교육

스마트폰에는 단순한 전화 기능과 앱을 즐기는 기능
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과 건강을 돌봐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측정 및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
류의 센서와 인식 기술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게임을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
두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 게임을 할 때, 게임 속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좌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차량을 핸들을 돌리듯이 스마트폰을 좌우로 회전시키
면 된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자이로센서가 스마트폰
의 회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약 10개
정도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그림 3). 대표적인 센서
에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자기장 센서, 기압 센
서, 마이크로폰, GPS, 온습도 센서 등이 있다. 이러한
센서들은 다양한 물리량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현재 실험교과목에서 사용되
고 있는 일부 장비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아
이폰6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InvenSense MPU-6500)의
경우는 ±2g에서 ±16g 범위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
으며, 16,684 LSB/g의 최대정밀도와 4,000Hz의 샘플링
시간을 가진다(표 2). 이는 역학 관련 실험에서 가속도
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성능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활
용하여 실험교과목의 측정장비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측정장비를 구비하지 않고도 학생들 각자의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실험이 가능하다. 또한 장비 부족으로 인

그림 2 Autodesk ForceEffect 와 ForceEffec Motion을

이용한 구조물 및 기구해석

역학 과목 교육용 앱의 종류(IOS 기준)

정역학

Autodesk ForceEffect

Frame Analysis 2D

Steal Beams

재료역학
Wolfram Mechanics of Materials Course

Assistant 

동역학 Autodesk ForceEffect Motion

유체역학 Autodesk ForceEffect Flow Fanfare HVAC

열역학 Heat Exchanger SteamThermo 2

표 1 역학 관련 교육용 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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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수의 조별 실험에서 개별 또는 소수의 조별 실험
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험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고,
단순 측정실험에서 벗어나 원본 데이터(law data)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추출, 처리 및 가공하는 교육까지 가
능해져 실험교육의 폭과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측정
하는 것은 측정된 데이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IOS 기반에는
SensorLog, SPARKvue, SENSOR STREAM 등의 앱이 있

으며, 안드로이드 기반에는 SensorList, SensorDump,
Sensor Kinetics 등의 앱이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의 SensorList Pro는 측정값을 그래프 형태로 실시간으
로 화면에 표시해 주고,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림 4). 스마트폰의 무선 화면공유 기능과 함께 사용
하면, 실시간 측정결과를 프로젝터를 통해 학생들과 공
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결과의 물리적 의미를
바로 설명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별로 활용 가능한 실험 종류
는 매우 다양하다(표 3). 가속도 센서의 경우 다양한 선
형운동 측정 실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면 다양한 회전운동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최
근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어 고속촬영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의 연속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별
도의 다중섬광장치가 없이도 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는 초
당 240프레임의 촬영이 가능해 포물선 운동과 같은 다
양한 형태의 운동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자
기장 센서를 사용하면 비접촉 방식의 운동 측정이 가능
하며 진자의 주기측정 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마
이크로폰을 사용하면 정상파 및 맥놀이 현상 등을 측정
할 수 있다. 저자는 물리학 실험 교과목에서 스마트폰
을 측정 장비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
면, 고가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자
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회전하는

그림 3 삼성 Galaxy S5에 내장된 센서의 종류(SAMSUNG

TOMORROW)

그림 4 SensorList Pro를 이용한 스마트폰 내장 센서의 측

정 화면 및 데이터 저장

Parameter InvenSense  MPU-6500 Units

ADC range 16 bit

Acceleration range ±2,  ±4, ±8, ±16 g

Maximum sensitivity 16684 LSB/g

Temperature sensitivity 0.026 %/K

Cross axis  sensitivity 2 %

Nonlinearity 0.5 %

Output data rate 4000 Hz

표 2 아이폰6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InvenSense  MPU-

6500)의 성능

3저널(1월호).ok  2015.1.6 2:2 PM  페이지43   DK 



스마트폰을활용한공학교육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회전하는 물체는 접선방
향의 가속도와 구심방향의 가속도를 가지는데 이는 회
전속도 및 회전반경에 영향을 받는다. 스마트폰을 사용
하여, 두 가속도의 회전속도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실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해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교과목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존의 측정 장비를 사용한 실
험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실험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현재 스마트폰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분야도 점차 광범위 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Appcessory (Application +
Accessor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기존에 고가의 장비에 의존해야만 가능했던 다
양한 공학적 측정과 해석을 학생 개개인의 스마트폰과
간단한 보조 기기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학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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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종류 가능한 실험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회전하는 물체의 가속도(구심가속도, 접선가속도)

마찰력 측정(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선형운동량 보존

진자의 주기측정

회전운동(각속도, 각가속도)

각운동량 보존

카메라

선형운동(속도, 가속도) - 고속촬영

포물선 운동

빛의 분산(스펙트럼 분석)

마이크로폰 파동의 간섭(맥놀이, 정상파)

자기장 센서 비접촉 방식 운동측정

표 3 스마트폰 센서와 가능한 물리 실험의 종류

기계용어해설

경추(Cervical Spine)
흉추와 머리 사이에서 머리를 지지하며, 신경줄기를 보호
하는 인체 기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대표적인 저온형 연료전지. 약 70oC 내외에서 작동하며
소형으로서 가정용이나 소규모 발전용으로 개발되고 있음

곡률압출(Curvature Extrusion) 
열간압출공정과 동시에 압출제에 벤딩을 가해줌으로써
압출 후 별도의 벤딩공정 없이 곡률을 가지는 압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구속력효과(Constraint Effects) 
파괴인성 시편의 크기, 균열 깊이 및 하중형태 등에 따라
균열 선단에서의 삼축응력장과 파괴인성에 영향을 미치
는 현상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기계요소나 기계요소들을 조합한 기계 등의 구조물이 외
력을 받았을 때, 구조물의 강성(剛性), 응력분포, 변형량
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수치계산을 하여 그 근삿값을
알아내는 것. 탄성영역에서의 선형해석과 소성영역에서
의 비선형해석으로 대별됨. 

규칙적다공질금속[Periodic Cellular Metal(PCM)] 
금속 재료 내부에 수많은 기포를 가진 다공질(Porous) 금
속의 한 종류로서 기포의 형태가 규칙적이어서 상대적으
로 강도가 높음.

근사해(Approximate Solution)
층류 막응축 문제에 대한 지배 방정식에서 응축액은 일반
적으로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운동량방정식의 관성력항
과 에너지 방정식의 대류항을 무시하고 해석한 결과로서
상사해법과 운동량적분 해석방법 등이 있음.

3저널(1월호).ok  2015.1.6 2:2 PM  페이지44   D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