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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화로 이  어느 때보다 컴퓨터와 컴퓨터 로그래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

분의 컴퓨터 련 학과에서 첫 로그래  언어로 가르치고 있는 C++나 자바 언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련 공 학생들의 컴퓨터 로그래  분야에 한 심을 높이기 한 첫 로그

래  언어로써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교육과정을 제시하 다. 교육 분석 결과를 통해 본 교

육과정이 컴퓨터 로그래 에 한 심을 높이고 스마트폰 앱 개발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Many people are showing interest on computing and computer programming ever as much as the smartphone become more popular.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s, however,  like Java or C++ being used to teach freshmen in computer science-related majors as the first 

programming language they will study are so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hort-term curriculum for teaching computer 

programming using App Inventor for Android to freshmen students major in computer science as the first programming language they will 

study, which can encourage their interest in computer programming. According to survey from students participated in actual teaching, we 

found that the proposed curriculum can contribute to increase their interest on computer programming and even self-confidence on 

development of applications for smar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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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컴퓨터 련학과의 학부 지망생 수는 

2000년 이후 꾸 히 어들었다[1]. 2007년 스마트폰 등

장 이후 소폭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다

하더라도 이른바 닷컴 버블의 성기인 2000년과 비교

하면 여 히 50% 이하 수 이다[2]. 한편 인터넷과 스마

트폰의 화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처음 하는 연령

도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

년 기  만3∼5세 유아의 66.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의 51.4%보다 14.8%가 증가한 것이

다[3]. 한 2012년 8월 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3000만명을 넘었다[4].

이와 같이 학생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등 기

기를 활용하는 데는  더 익숙해지는 반면 이 기기들

이 어떻게 동작되고 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 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5]. 재 부분의 학에

서 기  로그래  교육으로 C++나 자바 언어를 가르

치고 있는데 로그래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를 제 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안으로 컴퓨터 

공학생은 물론 일반인이나 고등학생의 첫 로그

래  언어로써 비주얼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를 들면 Alice[6], 

Scratch[7], Greenfoot[8] 등이 표 이다. 

한 표 인 스마트폰 운 체제인 애 의 iOS와 구

의 안드로이드도 자기 랫폼의 시장 확 를 해 

로그래  언어에 한 문지식이 없어도 구나가 스

마트폰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로그래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iOS에는 코로나[9]가 표 이며 

안드로이드에는 앱 인벤터[2, 5]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

서 다루는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는 2010년 MIT에서 개

발한 비주얼 로그래  언어로써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이  없어도 그래픽 블록들을 조립하는 것

만으로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련 공 학생들의 컴퓨터와 

로그래  분야에 한 심을 높이기 한 첫 로그

래  언어로써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 방안

과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2011년과 2012년 1학기에 컴퓨

터공학부 1학년 학생들과 2011년 6월 부산공업고등학

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일반 PC 환경

의 비주얼 로그래  언어인 Alice와 Scratch에 해 살

펴보고, 3장에서는 안드로이드를 한 비주얼 로그래

 언어인 앱 인벤터에 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학생

들의 첫 로그래  언어로써의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 

교육과정과 교육사례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5장의 결

론으로 마친다.

Ⅱ. 비주얼 로그래  언어

2.1.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이미지나 사운드를 비주얼 로그래  

블록들을 이용해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에 

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어린이들도 컴퓨터 

로그래 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이다[7]. 2007년 MIT 미디어랩의 

Lifelong Kindergarten 그룹에서 개발하 으며[10], 비주

얼 로그램 개발환경과 커뮤니티 기반 웹 인터페이스

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래치의 블록들은 직 으로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블록

들은 서로 한 형태로 끼워 맞출 수 있다. 스크래치에

서 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시작 버튼이 클릭되었다

", "스 라이트가 벽을 만났다", "일정 시간이 지났다" 등

의 이벤트에 어떻게 응할지를 표 하는 일이다.

스크래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한데 “상상, 

로그래 , 공유”라는 표어 아래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정보와 개발 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다. 

2007년 스크래치 웹사이트 개설 이후 회원수는 80여만

명, 올려진 로젝트는 180여만개에 달하며, 회원들의 연

령 도 11세에서 50세에 걸쳐 있고 평균 연령은 15세이다

[11]. 국내에서도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육과정 발굴이나 

창의성 계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학교 6

학년생을 상으로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기반 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12], 스크래치를 활용한 문제 

심학습 모형에 한 연구[13]를 로 들 수 있다.

2.2. 앨리스

앨리스는 스크래치처럼 컴퓨터 로그래 에 한 

지식이 없어도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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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 게임 등을 만들 수 있는 3D 비주얼 로그래  환경

이다[6]. 공원이나 스키장과 같은 3차원 배경에서 상 

객체의 동작을 로그램할 수 있고, 스크래치와 마찬가

지로 그래픽 블록들을 조립하여 로그램을 만들고, 각

각의 블록들은 자바, C++, C# 등 객체지향 로그래  언

어의 표  문장을 따르고 있어 객체지향 로그래  언

어 개념을 학습하는데 유용하다. 최신 버 인 앨리스 3에

서는 앨리스에서 만든 로그램을 자바 로그램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앨리스를 통해 자연

스럽게 자바 언어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앨리스 커뮤니티는 상 으로 스크래치보다는 고

학년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스크래치가 한국

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반면 앨리스는 어로만 되어 

있어 국내 활용 정도는 스크래치보다 낮은 편이다.

Ⅲ.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로그래  도구로써 기본 랫폼은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스크래치에 기반하고 있다

[2]. 기에는 구 에서 운 하 으나 2012년부터 MIT

로 이 되었다. 일반 인 안드로이드 SDK[14]로 개발한 

앱과 마찬가지로 앱 인벤터로 만든 앱도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 설치는 물론 앱스토어에도 등록할 수 있다[15]. 

앱 인벤터 시스템은 앱 설계기(App Inventor designer), 블

록 편집기(blocks editor), 가상폰(Android emulator)의 3개 

요소로 구성된다. 

3.1. 앱 설계기

앱 설계기는 버튼, 이미지, 소리, 동 상 등 앱에서 사

용할 요소들을 배치하고 설계하는 도구로써 별도의 

로그램이 아닌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서 실행된다. 앱 설

계기는 팔 트 역, 뷰어 역, 콤포 트 역, 속성 

역의 세로로 구분된 4개 역으로 구성된다.

3.2. 블록 편집기

블록 편집기는 그래픽 코드 블록들을 사용하여 앱 요

소들의 동작을 작성하는 도구로써 일반 안드로이드 

SDK에서의 자바 로그래 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앱

의 동작 방식은 이벤트 기반이다. 주변 상황의 어떤 변화, 

즉 발생 가능한 각각의 이벤트에 원하는 동작을 연결하

는 방식인데 이 작업은 블록 편집기에서 이루어진다. 블

록 편집기는 앱 설계기 화면에서 Open the Blocks Editor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되고 자바 환경에서 수행된다. 

Ⅳ. 교육과정  효과분석

본 장에서는 앱 인벤터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앱 개발 교육과정과 교육에 사용했던 앱 개발 로젝

트 제를 설명하고, 교육과정 후 설문조사를 통해 

로그래  언어에 한 학생들의 심과 자신감의 변화

를 분석한다. 교육은 3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집단을 

상으로 수행하 고, 교육 상  시간은 2011년 1학기와 

2012년 1학기에 컴퓨터공학부 1학년 학생들을 상으

로 각각 4시간, 2011년 6월 부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3시간이다.

4.1. 앱 인벤터 교육과정

2010년 10월 앱 인벤터 등장 이후 이를 활용한 교육과

정 개설도 차 늘어나고 있다. 표 인 사례가 샌 란

시스코 학교의 Wolber 교수가 진행하는 CS107 교과목

이다[16]. 컴퓨터 공 신입생  상의 한 학기 과정으로 

2012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의 강의계획을 요약

하면 표 1과 같다.

주제 주요 내용 시간(주)

이벤트 기반 

앱 로그래

앱 인벤터 소개, 설치,

샘  로젝트
2

게임 개발 캔버스, 애니메이션 3

고  앱 개발 문자, GPS, 증강 실 3

정보 처리 리스트 처리, 메모장 2

데이터 처리 웹 DB, 구  API 2

학기말 로젝트 자체 앱 개발 2

표 1. USF 학 2012년 2학기 CS107 교육과정
Table. 1 Schedule for USF's CS107, Fall 2012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과정이 아니라 4시간 내외의 

특강 형태로 진행하 으며 교육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은 Wolber 교수의 한 학기 

교육과정의 처음 2개 주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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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시간

이벤트 기반 

로그래

앱 인벤터 소개, 설치 1

로젝트 실습

(그림  앱)
1

게임 앱 개발
캔버스, 애니메이션 실습

(두더지 게임 앱)
2

표 2. 앱 인벤터 교육과정
Table. 2 Schedule for learning App Inventor

4.2. 앱 개발 로젝트 실습: 그림  앱

한 학기 과정과 비교하면 4시간 내외의 특강은 분명 

양 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앱 인벤터의 핵심

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4시간 과정도 충분히 가능

하다. 본 에서는 표 2의 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시간인 

그림  앱 로젝트 실습에 한 실제 학습내용을 단계

별로 설명한다. 

4.2.1. 앱 기획 단계

한 두 문장으로 표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 이

고 분명한 형태로 다듬어 가는 과정이 기획이다.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그림  앱은 PC의 그림  로그램을 단

순화한 것으로서 기능으로는 3가지 색상, 기, 선 그

리기, 화면 지우기이다.

4.2.2. 콤포 트 설계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앞의 기획 단계에서 정한 기능들 구

에 필요한 콤포 트들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앱 설계기

의 팔 트 역에서 사용할 콤포 트들을 정해보면 표 3

과 같다. 표에서 네 번째 열은 각 콤포 트에 이름을 붙

인 것으로 앱 설계기의 네 번째 역인 속성 역에서 수

정할 수 있다.

기능 팔 트 그룹 콤포 트 콤포 트 이름

3가지 색상

Basic 버튼 Red

Basic 버튼 Blue

Basic 버튼 Yellow

기
Basic 캔버스 Canvas

선 그리기

화면 지우기 Basic 버튼 Reset

표 3. 앱 설계기에서의 앱 설계
Table. 3 App design for Android App Designer

4.2.3. 이아웃 디자인 단계

콤포 트 선정이 완료되면 앱 설계기의 팔 트 역

에서 해당 콤포 트들을 가져다가 뷰어 역에 배치한

다.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쪽에 3개의 색상 버튼과 지우

기 버튼을, 아래쪽에 캔버스를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앱 설계기를 이용한 이아웃 설계
Fig. 1 Layout design using App Designer

4.2.4. 구  단계

스마트폰 앱은 이벤트 기반 방식으로 동작한다. 스마

트폰에서의 이벤트는 스마트폰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의 변화들이며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이벤트

들을 감지하기 한 다양한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를 들면, 치를 인식하는 GPS 센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기울임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  등이 있

다. 이처럼 센서가 인지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화가 

왔다, 문자가 왔다, 화면이 터치되었다 등도 모두 이벤트

의 다.

이벤트 기반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동작들이 이

벤트에 따라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화

가 걸려온 이벤트에는 화벨을 울리는 동작을, 문자 메

시지 창에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 을 보여주는 

동작을, 오  6시 정각이 되는 이벤트라면 알람 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구 한

다는 것은 바로 응하고 싶은 이벤트들을 선택하고, 각

각의 이벤트에 해 해당 동작을 연결하는 것이 된다. 

를 들어 표 3의 첫 번째 , Red 버튼 클릭 이벤트와 해당 

동작을 블록으로 구 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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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록 편집기 로그래  
Fig. 2 Programming in blocks editor

그림  앱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과 해당되

는 동작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콤포 트 이벤트 동작

Red 버튼 클릭되었을 때 펜의 색을 빨간색으로

Blue 버튼 클릭되었을 때 펜의 색을 란색으로

Yellow 버튼 클릭되었을 때 펜의 색을 노란색으로

Reset 버튼 클릭되었을 때 캔버스 지우기

Canvas

터치되었을 때 기

터치하고 

움직 을 때
선 그리기

표 4. 이벤트와 해당 동작
Table. 4 Events and corresponding behaviors

이제 남은 일은 블록 편집기에서 표 4의 이벤트들과 

동작을 블록들로 연결하는 것이다. 완성된 체 로그

램은 그림 3과 같다. 완성된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나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가상폰에서 실행해 볼 수 

있다.  가상폰은 블록 편집기 쪽에 New Emulator 버튼

을 클릭하여 실행하고, Connect to Device 버튼을 클릭하

여 앱 인벤터와 가상폰을 연결한다. 

그림 3. 그림  앱 로그램
Fig. 3 Complete program for Paint app.

4.3. 교육효과 분석

2011년 1학기와 2012년 1학기에 컴퓨터공학부 1학년 

신입생의 창의설계 교과목에서 각각 2시간씩 2회에 걸

쳐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효과 분석을 해 교육 후 설

문조사를 통해 항목별로 만족도를 측정하 다. 각 설문 

항목은 1 에서 5 까지 5단계로 표시하도록 하 고 결

과는 표 5와 같다.

문항
2011년 1학기 2012년 1학기

후 후

컴퓨터에 심이 있다. 3.92 4.27 4.15 4.54

로그래 에 심이 있다. 3.63 4.35 3.81 4.61

로그래 을 잘 할 수 있다. 2.72 3.65 2.44 3.83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 1.12 3.34 1.26 3.48

표 5. 컴퓨터공학부 1학년 설문조사 결과
Table. 5 Survey results from freshmen in CS major

두 번째 항목인 로그래 에 한 심이 교육 후에 

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네 번째 항목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

감 한 월등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6은 2011년 6월 부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

명을 상으로 실습 포함 3시간 교육에 한 설문결과이

다. 세 번째 항목의 교육 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앱 인벤터가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6. 부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설문조사 결과
Table. 6 Survey results from 2nd grade in high school

문항 교육 교육 후

컴퓨터에 심이 있다. 4.11 4.34

로그래 에 심이 있다. 3.87 4.29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다. 1.0 3.6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련 공 학생들의 컴퓨터와 

로그래  분야에 한 심을 높이기 한 첫 로그

래  언어로써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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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

육효과를 분석하 다.

향후 계획으로 재 컴퓨터 련 공 학생의 첫 로

그래  언어 교육은 부분 C++나 자바 언어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를 앱 인벤터 단독, 혹은 병행하는 방안에 

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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