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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이진수 구하기 앱을 구현하여 수업시간에 도구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높이고자 제작하였다. 작성과정과 완성된 결과를 지도학생들이 테스트해 본 결과 게임을 하는 듯한 학습과정에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본 앱의 개발과정은 전공의 이론과 공식을 학습하는데, 적용 가능하며 필수암기 부분을 앱을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하거나, 레포트로 수업관련 앱을 개발하는 과제를 주는데 활용하여도 효과적이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 Phone), 안드로이드(Android), 활용도(Utilization)

I. 서론

본 논문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연구로써 학습한 내

용을 앱으로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습득의 효과를 높이고자 이진수 변환 앱을 작성하여 문제풀이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과정을 수행한 결과 경쟁형

식게임으로 활용되고, 자투리시간에 학습을 하는 등 교육적인 효

과가 확인되었다. 본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앱공모

전에도 전공과목의 학습내용을 구현한 어플을 출시할 계획을 자체

적으로 수립하는 등 프로젝트에 능동적인 성향을 보였다. 학생들

의 필수품과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공 심화교육내용을 단계별

로 앱으로 적용한다면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래의 이

진수 변환 앱을 설계과정과 실행결과 순으로 확인해 보았다.

II. App 설계

스마트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이진수 변환을 수행하기 위

한 십진수 입력화면을 설계한다. 필드는 십진수와 변환이 완료된 

2진수의 8자리를 배치하였다. 

1. DB설계

이진수 변환 앱은 0~255까지의 십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릿수필드를 추가하였다.

2. 메인화면 설계

먼저 이진수 문제가 출제되기 위한 랜덤한 수치를 입력하기 위

해 임의의 수를 10000~99999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입력이 완

료되면 해당되는 이진수문제가 아래와 같이 출제된다. 

그림1. 임의의 수 입력에 따른 2진수 문제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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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진수 문제출제에 따른 정답(십진수)입력

정답을 입력한 결과 정답과 오답이 메시지가 위와 같이 출력되

도록 설계하였다.

III. 실행결과

이진 변환앱을 수행한 에뮬레이터로 수행한결과 다음과 같이 설

계한 절차대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이진수문제가 “00111001”로 

출제가 되었고, 사용자가 57이 맞았음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

그림3. 이진수 변환 실행화면 1

그림4. 이진수 변환 실행화면 2

그림4는 “11001110”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사용자가 이진수 

122입력한 결과 206이라는 정답메시지와 틀렸다는 결과를 반환하

였다.

VI. 결론

본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참여 학생들의 앱 제작에 대한 접근성

이 높아졌으며, 각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공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을 앱으로 구현하여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 교육

적인 성과가 높았다. 또한, 전공수업의 심화과정을 앱으로 학과에

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생들도 레포트로 앱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면 보다 창의적인 교육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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