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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학에서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 온라인 쪽지 시험을 보거나 온라인 학습을 한다. 그러나,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온라인 쪽지 시험을 볼 수 가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웹 서핑, 뉴스, 메신저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학생들이나 직장인

들은 필요한 서적을 PDF로 담아 학습을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휴대하기 좋고 언제 어디서든 사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온라인 학습하고 온라인 쪽지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쪽지 시험뿐만 아니라

본인의 점수와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ABSTRACT

In college, you can view the online quiz through the cyber education, and online learning. However, if there is 
no computer has a problem that can not be many students it is in place or not the Internet watch online 
quizzes. In recent years, many college students have a smart phone, from anywhere, using smartphone, you 
have utilized various Web surfing, news, and Messenger. In addition, office workers and students, have to learn 
to put to PDF necessary materials through the smartphone. Advantage of smart phones, have a feature that 
can be easy to carry and use anywhere at any time. Online learning from anywhere via a smart phone, so 
that you can see the online quizzes, in this paper, the system that not only online quizzes through a 
smartphone using the Hybrid-App, you can see in real time the results and scores of the person I proposed.

키워드

하이브리드 앱, 안드로이드, XML, 스마트폰 교육

Ⅰ. 서 론

최근에는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나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은 실시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

지는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들은 스마트 톡을 이

용한 커뮤니티에만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지만, 온라

인 교육을 통한 쪽지 시험은 아직도 오프라인으

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쪽지 시험

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많은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원

하고 있고, 사이버 대학을 통한 쪽지 시험이 실시

한다 해도,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쪽지 시험을 볼수 없거나 피드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스마트

폰이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

었고, 스마트폰은 3G나 WI-FI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

서나 실시간으로 사이버 교육 할 수 있고, 학생들

은 쪽지 시험을 통한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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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질의 응답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앱, 안드로이드, XML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이

용한 온라인 학습 평가 시스템의 설계, 4장에서

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하였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 온라인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사

용자와 관리자간에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위해

XML 파일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2.1 하이브리드 앱

모바일 환경은 크게 네이티브 앱, 모바일 웹, 웹

앱, 하이브리드 앱으로 나눠진다. 네이티브 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1]. 대부분

안드로이드 JAVA 언어로 만든 안드로이드 앱과

iOS SDK를 이용한 Object-c 언어로 만드는 아이

폰 앱을 말한다. 모바일 앱은 모바일에서도 PC용

사이트의 글자폰트와 이미지, 플래시 등 PC용 브

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기능을 그대로 모바일에 맞

춰 만든 사이트를 말한다[1]. PC용 사이트를 모바

일용으로 크기만 줄인 것이다. 웹 앱은 모바일 앱

과 네이티브 앱을 결합한 것으로 모바일 웹의 특

징을 가지면서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모바일에 좀더 최적화된 앱을 말한다. 그러나, 웹

앱은 모바일에 설치형이 아니기 때문에 웹을 실

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URL을 접근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하이브리드 앱이 생겼다. 하이브리드 앱은

웹 앱의 단점을 보안한 것으로 웹 앱을 네이티브

앱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웹 기술로 개발되었지만,

모바일에 최적화된 언어로 만드는 네이티브 앱처

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앱을 직접 다운받아 모바

일에 설치하고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2.2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그리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를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이다.[2]. 안드로이드

SDML 초기 형태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개

발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과 API들을 제

공한다.[2] 안드로이드 파일 구조에는 데이터와

리소스의 모든 자바 코드를 포함하고 자바 코드

를 함께 컴파일 한다[3].

아래의 그림1은 안드로이드 SDK의 구조이다.

그림 1. 안드로이드 SDK 구조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은 젤라빈(Jelly Bean)이다.

젤라빈의 특징은 부드럽고 빨라진 화면 전환과

멀티 윈도우로 핸드폰 한 화면을 반씩 나눠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

졌다. 또한, 프리스타일 위젯으로 원하는대로 화

면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졌다. 이지 모

드 형태로 중장년층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의 어

려움을 조금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화면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었다. 홈스크

린 동영상의 크기 조절과 동영상 종료 기능,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울리는 전화를 시간대별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앱 실행시 생기는 버퍼링을

없애기 위해 픽셀 처리나 화면 표시에 대한 메모

리 버퍼 용량을 3배까지 늘려놨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4].

2.3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서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표준 정의된 것이다. 사용

자 정의 태그를 통해 데이터의 정형화된 문서 구

조와 어플리케이션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마크

업 언어이다[5]. 현재 모든 문서 전송을 위해서

XML을 활용하고 있다.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XML 문서는 전송과 저장에 빠르며,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웹, 앱에 이르기까지 모

든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 재사용성을 할 수

있고, 데이터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6].

Ⅲ. 시스템 설계

3.1 전체 시스템 설계

본 논문의 시스템 설계는 크게 앱 모듈과 웹 관

리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2는 온라인 학습평가의

전체적인 도식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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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라인 학습 평가 전체 도식화

앱 모듈은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하

고, 로그인을 통해 관리자 모드와 사용자 모드로

구분하여 실행한다. 관리자 모드에서는 새 문제

등록 및 수정, 삭제 기능과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등을 할 수 있다. 사용자 모드에서는 쪽지 시험

보기와 시험 결과 확인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

다. 웹 관리 모듈은 학번(사번)과 이름을 통해 관

리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웹 페이지에 접속한다. 
웹 서버는 쪽지 시험을 관리 및 저장하고, 질의

응답에 대한 정보를 XML 파일로 저장한다. 
3.2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그
림3은 사용자 시나리오의 도식화이다.

그림 3. 사용자 모듈 도식화

 
사용자의 시나리오는 3G나 WI-FI를 이용하여 학

습 테스트 앱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접속 시 학번과 이름을 통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테스트할 항목을 선택

을 한다. 선택 후, 제한 시간에 맞춰 테스트를 실

시 한다. 테스트가 끝나면 실시간으로 본인 점수

를 확인하고 그동안 테스트한 성적 결과들을 직

접 확인을 하며 본인의 성적 분포도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메

뉴를 통해 의문사항을 질문한다. 질문에 대한 답

변을 알림 기능을 통해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알

림기능으로 확인한다.

그림 4. 관리자 모듈 도식화

 관리자 시나리오는 서버를 통한 웹 페이지나 스

마트폰을 통해 사번과 이름으로 접속한다. 앱 접

속시 문제 등록, 학생 성적, 질의응답 메뉴 중 문

제등록시 문제 등록을 클릭하여 새로운 문제 그

룹을 등록한다. 이때, 시험 보는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여 등록하고, 새로운 문제를 등록 한다. 사
용자에게는 테스트할 날짜와 시간을 알림을 통해

공지한다. 만약 학생 질문이 있을 경우,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알림기능을 통해 확인하고,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질문에 답변을 보내주면

자동으로 사용자쪽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웹 서버를 통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성적 확인과

성적 분포도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답안과 정

보도 미리 등록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성적 확

인과 오답을 확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관
리자는 문제등록 시간을 걸릴지 모르지만, 쪽지

시험을 보는 것보다 채점시간이나 문제를 복사하

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버에 등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성적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서버에 저장을

통한 채점의 오류를 바로 찾아 낼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Ⅳ. 결 론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학습 평가 앱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

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관리자 역시 실시간

으로 새 문제를 등록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시험 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시켜주고, 
오답에 대한 답안 처리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

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궁금한 질

문에 대한 답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알림 기능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웹 서

버에 있는 내용을 스마트폰에 URL을 통해 읽어

오는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웹 서

버에 있는 내용을 XML 파일로 읽어옴으로써 데

이터의 관리나 저장에 용이할 것이다.  현재는 시

나리오와 설계에 대해 제안하였지만, 향후 시스템

설계에 대한 구현을 통해 실제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학습 평가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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