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this study, a usability evaluation tool was developed for “ICANDUINO”, a VR-based mobile application for maker 

education, and us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a heuristic survey method for experts. The usability evaluation 

tool was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validated by two experts. It consisted of seven domains (effectiveness, 

efficiency, satisfaction, learnability, memorability, error, and cognitive load) and twenty-five sub-items. As a result of 

the usability evaluation conducted for six experts, it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the domain of efficiency and the lowest 

score in the domain of error. The improvements of ICANDUINO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qualitative opinions of experts 

in each of the four stages (training, coding, tinkering, and testing) of ma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when evaluating the usability of a mobile app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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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발 과 함께 문화 , 인간생태학

 변화,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속한 확산으로 

교육용 앱  에듀테크에 한 심과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윤일 , 2017).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교육

용 앱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략이 

가능하고 시공간을 월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PISA 2009 디지

털 읽기 소양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 

DRA)에서 1 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미래역량 함양에 있어 선도 이며, 미래 교육 패러다

임 변화 속에서 교육과 IT, BT, NT 등 학제 간 융․

복합을 통해 새로이 개척하는 분야로 교육용 앱의 

개발과 보 은 그 어느 때 보다 요해지고 있다(양

승용, 2011). 

교육용 앱은 최신 IT기술과 교육이 목된 에듀

테크 결정체로, 재 속도로 발 하고 있다. 모바

일의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기기의 다양

한 첨단 기능이 교육에 용됨으로써, 언제 어디서

든 흥미롭게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용 앱

은 콘텐츠나 UI/UX 측면에서 사용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 일반 인 UI/UX 

사용성 요소 뿐 아니라 교육용 앱은 교육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 역 종속 인 사용성 요소(차 진, 

황윤자, 2017; 서 석, 2007; 임철일 등, 2009; 차

진, 안미리, 2009; Mtebe and Kissaka, 2015)로 학

습용이성, 효율성, 효과성, 만족감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용성 평가는 어떠한 제품의 기능을 

사용자가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

터페이스를 개발 는 개선하기 해 문제 을 찾아

내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학  조사과정이다(이

조은, 권지은, 2016). 일반 으로 사용성을 평가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평가 

방법론들은 어떤 시스템을 어떤 목 으로 평가하느

냐와 재 가능한 자원인 시스템, 사용자, 실험환경 

등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교육용 앱이라는 에서 교육의 맥락을 충분히 

반 하고 교육  요소를 고려한 사용성 평가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육용 앱의 사용성 평가는 교육이라는 특

수한 맥락을 반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 

용성을 높이기 해 필수 인 과정이다(차 진, 

황윤자, 2021). 기술 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구 되

더라도 장에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의 편

의성이 떨어진다면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정연, 황지 , 2012). 교육용 앱의 평가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얼마나 성공 으로 교육의 목표

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교수․학

습 경험을 높여주기 해 미디어를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하며(차 진, 황윤자, 2021), 평가 과정에

서는 사용 맥락을 반 한 한 평가 요소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Preece et al., 2015). 사용성 평가 

요소는 사용성을 평가할 때 교육용 앱의 어느 측면

을 기 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련된다

(Preece et al., 2015). 사용성 평가 요소에 따라 평

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에서 평가 요소 선택의 

요성이 있다(김한샘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교육 환경이 가지는 잠재

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이 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은 학생을 상으로 창의  사고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 할 수 있는 아두이노

(Arduino) 활용을 연계한 메이커 교육을 돕기 한 

앱이다. 실제 메이커 교육의 목 은 학생들의 창의 

역량과 메이커 역량을 높이기 한 것으로 아두이노 

자체 도구 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

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체험형 학습도구

로 본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 VR 기술은 실제성과 몰입성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최근 빠르게 다양한 분야에 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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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구성주의  에서 실질 인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체

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

고 있다(김향자, 2020; , 유갑상, 2019; Hu-Au 

and Lee, 2017). 하지만 부분의 디지털 기술이 교육

에 목되는 과정에서 교육 문가와의 충분한 업

이나 교육 상자인 교사  학습자와의 충분한 사용

성 평가 없이 개발되는 교육용 앱과 에듀테크는 교육

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교육 환

경이 가지는 다양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에 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하고자 한다. 학교 정규 교과 는 비교과 교육과

정에 메이커 교육으로 목된 아두이노 교육을 좀 

더 효과 으로 이끌기 한 교육 략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립러닝의 교수법을 통해 

사 학습으로 아두이노 도구의 간  체험을 통해 본 

학습을 비할 수 있는 교육 략을 고민하 다. 사

 학습을 통한 아두이노 도구의 간  체험은 학생

들이 아두이노 도구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 

학습에서 도구에 한 학습보다는 창의 인 아이디

어 구 에 집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사  학습용 도구를 VR 기반 툴로 제공함으로써 

실제성과 몰입성을 높여 간  체험의 효과를 극 화

하기 해 학생 친화 으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즉,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에 한 학습

자의 요구사항을 면 히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친화 인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평

가하는 평가 도구 개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자 한다.

2. 선행문헌 고찰 

2.1 아두이노 교육

기 아두이노는 기술을 혼합한 로젝트를 시행

하기 한 피지컬 컴퓨  는 인터 티  디자인을 

해 사용되어졌다(최재규, 이 , 2020). 피지컬 컴

퓨 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을 수행하기 해 물리 인 방식의 입출력을 처리하

는 방법을 통해 추상  아이디어를 창의 이고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는 산출물로 만드는 과정이다(최

형신 등, 2016). 이러한 에서 피지컬 컴퓨 은 

학생들이 21세기 역량으로 필요로 하는 창의  학습

(creative learning)  력  학습(collaborative 

learning)과 함께 구체  학습(tangible learning)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해오고 있다(김석희, 이철 , 2016; 최형신 등, 

2016).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 은 고등학교 과

학 교과와 연계하여 빛과 거리와의 계를 구 해 

으로써 빛의 온도와 세기의 계를 실험하는 사례

(오주형 등, 2014)에서부터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김성인 등, 2019), 문제해결력과 논리

 사고를 한 로그래  교육(김석  등, 2016)

까지 다양한 융복합 연구와 교육과정에 용되고 있

다. 아두이노는 피지컬 컴퓨 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창의  사고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TEAM 교육 실행을 한 

표 인 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희, 이철 , 

2016).

하지만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2018년부터 학교를 상으로 필

수화된 소 트웨어 교육의 피지컬 컴퓨  교육과정

에서 아두이노의 활용은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상, 2021). 교사들은 학생들이 아두이노

를 활용하는데 기에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거나 여

러 부품들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해야 하는데 회로

연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은상, 2021). 즉, 작은 드보드에 다양한 회로와 

부품을 구성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한 상당한 사  

지식과 학습 시간이 투자되어야, 학생들이 가지는 

구체 이고 창의 인 아이디어를 구 할 수 있다는 

에서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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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반 된 피지컬 컴

퓨  교육의 목   하나로 학생들이 구체 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계해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 성취감과 창의  사고를 통

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메이커 심 활동에 있다. 

이는 피지컬 컴퓨  도구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까지로 이끄는 메이커 심 교육을 실 하기 

한 과정으로 아두이노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장 과 미

래 역량 강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이 좀 더 친근하게 아두이노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구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수․학습 방법 는 도구가 필요하다.

2.2 가상 실(Virtual Reality)기반 교육용 앱

가상 실 기술은 여러 세 를 거쳐 발 해왔다. 제

1세 에서는 터치패드형의 입력장치를 활용하여 가

상의 환경을 제시하는 단계 다면, 제2세 에서는 이

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발 하 고, 제 3세 에

서는 조작까지 가능한 단계로 몸, 손, 발 등의 동작을 

통해 실제 조작하고 활용해 으로써 몰입도를 발

시켜나가고 있다(정 식, 2017). 이러한 가상 실을 

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오감을 자극하

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  경험

을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박태정, 2020).

가상 실기반 학습환경은 가상 실이 가지는 사

실  감각과 재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몰입

의 경험(Bailenson, 2008) 뿐 아니라, Hu-Au and 

Lee(2017)는 VR 기반의 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 구성주의 인 에서 실

세계의 문제를 기반으로 경험하고 문제해결력을 함

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Elmqaddem(2019)도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고 새로운 과 창의력, 공감력을 

높이기 해 VR이 가지는 다양한 잠재력을 강조하

고 있다.

VR 기술이 교육 분야에 가지는 잠재력을 기반으

로 이에 한 효과를 검증하고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의 시사 을 도출하기 해 다양한 분야와 

목하여 최근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김향자(2020)

는 패션 스타일의 교육용 콘텐츠를 가상 실로 개발

하여 증강 실 앱에 구동하는 연구를 통해 창의  

패션 디자인 교육에 시사 을 제시하 다. 김정기 

등(2021)의 경우에는 핵심기본간호술에 VR 교육 

콘텐츠개발을 한 연구를 시행하 고, , 유갑

상(2019)은 한․  어학교육 분야에 목하여 연구

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효과 으로 

VR 기반 교육용 앱 는 교육 환경을 구 하기 

한 연구가 많지 않아 VR을 교육 환경에 어떻게 

목해야 하는지, VR을 교육 맥락에 용하기 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가이드 는 시사

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3 교육용 앱의 사용성 평가

사용성이란 소 트웨어 혹은 하드웨어가 사용자

를 해 합한지, 사용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Theofanos et al., 2005). ISO 9241-11(1998)은 사

용성을 ‘특정한 사용 상황 내에서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만족도를 가지고 특정 사용자에 의해 특정 목표

를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제품의 정도’라고 정의

한다. Dumas et al.(1999)에 의하면 사용성은 ‘보통 

사용과 학습의 쉬움과 련된 소 트웨어의 속성’으

로 정의된다. Krug(2006)은 ‘평균 인 사람들, 심지

어는 평균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도 잘 쓸 수 있어야 좋은 사용성을 지닌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제품

이 의도했던 본래의 목 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설명하 다. 사용성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기

마다 다르지만 공통 으로 사용자가 목 을 달성하

는데 제품이 효과 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임철일 등, 2009).

사용성 평가는 어떤 제품이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 

사용 목  등에 하고 유용한지를 확인하는 차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모바일 앱 개선을 한 사용성 평가 도구 개발  용    131

이다(Barnum and Dragga, 2001).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육체 , 인지 , 

감성  측면의 편의성 정도를 평가함(김성희, 김문정, 

2007)과 동시에 제품의 문제 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Rubin and Chisnell, 2008). 

사용성 평가 방법은 크게 분석  평가 방법과 실증

 평가 방법으로 나  수 있다(김진우, 2005).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실증  평가 방법은 수행도  

수행패턴 분석법 는 사용 경험  태도 수집법을 

사용한다. 반면 사용자 참여 없이 문가 상으로 

실시되는 사용성 평가방법은 분석  평가방법으로 

휴리스틱스(Heuristics)를 활용한 발견  평가법 

는 인지  검법을 활용한다(임철일 등, 2011). 휴리

스틱스는 사용성이 높은 시스템이 일반 으로 가지

고 있는 원칙으로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평가할 

때 사용성의 문제 을 찾아주고 문가들이 객

인 지표를 바탕으로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Nielsen, 1993).

휴리스틱스(Heuristics)는 어떤 역에 목이 

되는지에 상 없이 역 독립 인 항목과 각 역의 

맥락을 반 한 역 종속 인 항목으로 나뉜다(차

진, 황윤자, 2017, 2021). 본 연구의 상인 VR 기

반 교육용 앱의 경우, 교육이라는 역과 맥락을 반

한 역 종속 인 휴리스틱을 활용할 때 교육에서

의 효과와 사용자를 반 할 수 있다(차 진, 황윤자, 

2017, 2021). 교육 분야에서 논의된 사용성 평가 항

목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oblyer(1981)는 

교육용 소 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이상 인 특성을 

가치 있는 교육매체로서의 ‘본질  특성’, 학습자가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특성’, 

화면 설계와 련한 ‘심미  특성’의 세 가지로 분류

하 다. 한, Schueckler and Shuell(1989)은 교

육용 소 트웨어의 평가 거를 기본 인 로그램 

특성, 교수를 한 고려사항, 교수․학습 원리, 소

트웨어 체 인 평가의 네 가지 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모바일 교육용 랫폼이라

는 에서 VR 는 교육용 모바일 랫폼에 한 

사용성 평가 항목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Parsazadeh와 동료들(2018)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본 으로 모바일 도구가 가져야 하는 사용성 평가 

요소와 교육  환경과 맥락을 반 해야 하는 사용성 

평가 도구의 을 모두 반 하여 선행 문헌을 통해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 문항 도구를 

개발하 다. Parsazadeh와 동료들(2018)은 사용성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해 모바일 기기 사용성 평가도

구에 한 선행연구와 교육 역에서 수행된 사용성 

연구 등 총 20개 이상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8개 역으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

ficiency), 시의 성(Timeliness), 만족감(Satis-

faction), 학습용이성(Learnability), 기억용이성(Me-

morability), 에러(Error), 인지  부하(Cognitive 

load)를 제시하 고, 42개의 휴리스틱스를 도출하

다. Parsazadeh와 동료들(2018)은 개발된 사용성 평

가도구의 활용이 모바일 학습 환경의 사용성을 개선

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주며, 학습 비용의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차  방법  

본 연구는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한 사

용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 후 앱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먼 ,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을 해 

련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기 사용성 평가

도구를 도출한 다음, 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화 작

업을 거침으로써 사용성 평가도구를 수정하 다. 그

런 다음, 수정된 사용성 평가 도구를 용하여 문

가 상으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이러한 사용성 평

가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모바일 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본 연

구 차에 따른 연구 활동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

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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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련 앱 화면 용 설계원리 

1단계 
Training

1. 학습내용: 시뮬 이션 앱 
사용법을 악하여 기능/
조작 제어

2. 련 앱 화면캡쳐 이미지

․메이킹 단계를 
체계 으로 세
분화하여 구성
하라

․단계별 활동에 
한 단서  피

드백 제시 방법
을 구체화하라 

․VR 객체 조작
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극 화
하라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2단계 
Tinkering 

1. 학습내용: 수 별 다양한 
도구, 재료 등의 명칭과 작

․메이킹에 필요
한 도구를 수

메이킹 
단계

학습내용  련 앱 화면 용 설계원리 

동원리를 악하며 (재)
조립  해부 

2. 련 앱 화면캡쳐 이미지 

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메이킹 
외형 재료를 다
양하게 제공하
라 

․VR 객체 조작
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극 화
하라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3단계 
Coding 

1. 학습내용: 기본 소스 코드
(단서)를 확인하여 스마
트카 시스템에 업로드

2. 련 앱 화면캡쳐 이미지 

․메이킹 단계를 
체계 으로 세
분화하여 구성
하라

․단계별 활동에 
한 단서  피

드백 제시 방법
을 구체화하라 

․VR 객체 조작
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극 화
하라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4단계 
Testing

1. 학습내용: 스마트카 완제
품 작동을 이싱 게임 형
태로 테스  

2. 련 앱 화면캡쳐 이미지 

․학생들의 동기, 
도 의식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메이킹 성취목
표를 설계하라 

․메이킹 성취목
표 달성 시 
한 내외  보상
을 제공하라

․VR 객체 조작
에 있어 사용자 
경험을 극 화
하라 

․VR 부작용을 
방지하라 

단계 차 연구 활동  방법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 

선행문헌 
 사례 
분석 

∙ 메이커 교육, 모바일 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밥법론 등 선행문헌 수집  분석 

∙ 교육 로그램(앱 등)에 한 사용성 
평가 사례 수집  분석 

사용성 
평가도구 
도출  

∙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의 사용성 
평가 요소  평가 문항 도출 

사용성
평가도구 
타당화  

∙ 사용성 평가도구에 한 문가 타당화 
질문지 개발 

∙ 문가 패  구성  문가 검토회 실시 

⇩ ⇩ ⇩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도구 용 

참여 
문가 
섭외  

∙ 사용성 평가 참여 문가 풀(pool) 마련  
∙ 메이커 교육 경험 보유한 학교 정보 

교사  기술가정 교사 총 6인 섭외  

사용성 
평가 실시 

∙ 6인 문가 상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모바일 앱에 한 사용성 평가 비 

∙ 사용성 평가도구 활용 사용성 평가 실시  

⇩ ⇩ ⇩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개선방안 도출 

사용성 
평가 결과 

분석  

∙ 정량 , 정성 으로 나 어 사용성 평가 
데이터 수집 

∙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 하여 앱 
개선방안 도출 

[그림 1] 본 연구의 차, 활동  방법 

3.2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선행연구인 박태정(2020)의 연구에서 도출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 로그램 설계원리를 반

하여 다음과 같은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모바일 

앱(ICANDUINO)을 개발하 다. 

<표 1> 설계원리를 용한 ICANDUINO 앱(박태정, 2020)

첫 번째 단계인 Training 단계는 학습자들이 스마

트카 메이킹 단계에 맞춰 구성된 앱 메뉴와 버튼의 

기능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각 부품의 명칭과 그 설명 문구를 제공함으로써 

부품에 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인다. 두 번째 단계인 

Tinkering 단계에서는 스마트카 개발에 필요한 

드보드, 아두이노 보드, 센서, LED, 배터리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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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들이 취사선택하면서 반복 으로 메이킹 

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자가 직  조작(조립, 해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동 조작 버튼을 러 

시범 화면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 다. 세 번

째 단계인 Coding 단계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코딩뿐

만 아니라 모범 코딩을 입력할 수 있게 하 다. 마지

막 Testing 단계에서는 스마트카 외형 제작까지 미

션을 완수한 학생들은 인센티 로 스마트폰으로 조

작하는 이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조작은 실제 스마트카 조작 방법과 매우 유사하게 

알기 쉽도록 개발하 다(박태정, 2020).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어떤 목 으로 어떻

게 교육에 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성 평가의 

방향과 맥락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아두이노를 활용한 메

이커 교육용 도구로 활용하는데 가지는 한계 으로 

학생들이 기에 회로 는 부품을 조립하는 부분에

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기반의 코딩 교육 는 창의  사고를 바탕으

로 아이디어를 구 할 수 있도록 립러닝에서 사

학습 도구로 제시하 다.

 [그림 2]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앱 수업 모델

즉, 학생들은 아두이노를 수업 시간에 다양한 

에서 실습하고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 해 사

학습의 형태로 아두이노 조립  분해 등 작동 경험

을 간 으로 체험하기 한 도구로 제시하 다. 

한, 메이커 교육의 4단계를 용하여 미리 메이커 

교육에 한 기본 인 체계를 바탕으로 아두이노 학

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

으로 학생들은 ICANDUINO를 활용하여 아두이노 

키트를 기본 으로 조립/분해, 코딩  작동해 으

로써 간 으로 그러나 몰입도 높은 메이커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수업 모형 구성

은 교사들이 비교과 활동(자유학기제․동아리 활

동) 는 본 교과 활동 시간에서 본격 인 메이킹 

단계를 시행하기  사  학습용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 다. 다음은 교사들이 사용성 

평가 맥락을 이해하기 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활용 모형이다.

3.3 연구 참여자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ICANDUINO)에 

한 사용성 평가를 해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하

고, 휴리스틱 평가에 참여한 문가는 정보교과 교

사를 상으로 하 다. 

구분 공분야  학력 직업 

A
∙교사경력 9년 
∙화학교육 공 학사 

정보 교과 
학교 교사

B
∙교사경력 20년 
∙컴퓨터교육 공 학사 
∙수학교육 공 석사 

정보 교과 
학교 교사

C 
∙정보보안솔루션개발경력 20년 
∙교사경력 3년 
∙컴퓨터교육 공 학사 

정보 교과 
학교 교사

D
∙교사경력 20년 
∙컴퓨터 공 학사 
∙컴퓨터교육 공 석사

정보 교과 
학교 교사

E
∙교사경력 18년 
∙컴퓨터교육 공 학사 

정보 교과 
학교 교사

F
∙교사경력 17년 
∙기술교육 공 학사 
∙교육공학 공 석박사 

기술가정 교과 
학교 교사, 

교육정책연구
소 연구 원

<표 2> 문 로 일  참여 단계

문가 선정 기 은 정규수업 는 동아리 수업 

등에 아두이노를 용한 경험이 있으면서 학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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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No 평가 내용

효과성
(Effecti
veness)

1
이 앱은 사용자에게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공
하는가?

2
이 앱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가?

3
이 앱은 학습 방향과 그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
하는가? 

4
이 앱은 아두이노 활용 커링 활동(조립/분
해, 코딩, 작동 등)을 사용자가 효과 으로 경
험하도록 하는가?

효율성
(Effi-
ciency)

6
이 앱의 콘텐츠 구조가 명확하게 시각화되어 
있는가?

7
이 앱의 메뉴, 버튼, 아이콘 등은 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8
이 앱에서 활용하는 용어나 설명이 사용자에
게 합한가?

9
이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간편하게 조작
할 수 있는가? 

만족감
(Satisfa
ction)

10
이 앱은 정 인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가?

11 이 앱은 사용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가?

12
이 앱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은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학습용
이성

(learn-
ability)

13 이 앱을 처음 혼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14
이 앱의 첫 화면에서 제공하는 한  매뉴얼은 
유용한가?

15
이 앱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쉬운가?

16
이 앱에서 제공하는 메뉴, 버튼, 아이콘, 옵션 
등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잘 안내하고 있는가?

17
이 앱은 아두이노 형상, 산출물 형태 등을 실제
와 유사하게 제공되는가?

기억용
이성

(Memor
ability)

18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않아도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19
이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나 메뉴, 
버튼 등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가?

20
이 앱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이나 스타일이 의
미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운가?

오류
(Error)

21
이 앱은 사용자에게 시의 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22 이 앱을 사용하는데 오류가 없는가?

인지
부하
(Cog-
nitive 
load)

23
이 앱을 학습하는데 많은 노력과 집 력이 
필요한가?

24
이 앱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스트
스를 많이 받는가?

25
이 앱의 각각의 화면에 한 양을 제시하고 
있는가?

26
이 앱에서 제공하는 속도와 학습 패턴은 사용
자에게 한가?

<표 3> 사용성 평가 도구 는 산업체 경력 등이 9년 이상인 등교사 6인으

로 구성하 다. 다음은 “ICANDUINO”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 문가에 한 로 일이다.

4. 연구결과 

4.1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시뮬 이션 앱 로토타

입에 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해 선행문헌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기 사용성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본 사용성 평가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

시한 것처럼 Parsazadeh와 동료들(2018)이 도출한 

8개 역의 42개 항목을 아두이노 기반 VR 학습 환

경에 맞추어 수정․보완하 다. Parsazadeh와 동

료들(2018)의 사용성 평가 도구를 최종 인 평가 도

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용 미디어  도구의 사

용성 평가와 련된 다양한 사용성 연구(서 석, 

2007; 임철일 등, 2009; 차 진, 안미리, 2009; 차

진, 황윤자, 2017; Mtebe and Kissaka, 2015)에서 

도출된 사용성 평가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며, Parsazadeh와 동료들(2018)이 본 사용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해 20개 이상의 해외에서 수행

된 교육용 사용성 평가 도구에 한 선행연구를 면

히 분석한 결과로 개발되었다는 에서 본 연구 

도구로 합하다고 논의되었다. 

최종 으로 개발된 사용성 평가 도구는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만족감(Sati-

sfaction), 학습용이성(learnability), 기억용이성(Me-

morability), 오류(Error), 인지부하(Cognitive load) 

등 7개 평가 역으로 구성되었고 26개의 세부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 다.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시뮬 이션 앱을 한 사

용성 평가도구/문항의 타당화를 해 문가 2인

(VR/메이커교육 유경험 등교사)이 검토를 진행

하 다. 문항의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문가 2인은 사용성 평가 도구 문항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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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No 평가 내용 M SD

효과성
(Effecti
veness)

1
이 앱은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으로 학습하기 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3.83 1.07 

2
이 앱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
자들이 쉽게 사용이 가능한가?

4.67 0.47 

3
이 앱은 학습 방향과 그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3.67 0.75 

4
이 앱은 학습자에게 아두이노 키
트 조립/분해, 코딩, 작동하는 경
험을 효과 으로 제공하는가?

3.50 0.96 

효율성
(Effi-
ciency)

5
이 앱은 학습자들이 순차 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
하게 시각화되어 있는가?

4.50 0.50 

6
이 앱의 메뉴, 버튼, 아이콘 등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3.67 0.94 

7
이 앱에서 활용하는 용어나 설명
이 상 사용자에게 합한가?

3.83 0.69 

8
이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가? 

4.50 0.50 

만족감
(Satis-
faction)

9
이 앱을 사용함에 있어 만족감
을 주는가?

3.67 0.94 

10
이 앱은 학습자에게 메이킹 활
동에 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한가?
3.67 1.11 

<표 4> 사용성 평가 결과(정량) 

평가 
역

No 평가 내용 M SD

11
이 앱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  화면은 학습자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3.33 1.25 

학습
용이성
(learna-
bility)

12
(* 한국어 버 이라면) 이 앱을 
학생들이 혼자 활용한다면 
한가?

4.17 0.90 

13
(* 한국어 버 이라면)본 앱의 
HELP 버튼에서 제공하는 매뉴
얼은 학습자들에게 유용한가?

3.67 1.11 

14
이 앱은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맞
게 는 원하는 학습 순서에 따라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는가?

3.67 0.75 

15
이 앱에서 제공하는 메뉴, 버튼, 
아이콘, 옵션 등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잘 안내하고 있는가?

3.83 1.07 

16
이 앱은 아두이노 형상, 산출물 
형태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제
공하는가?

4.67 0.75 

기억
용이성
(Memor
ability)

17
이 앱을 학습자가 사용하는 방
법을 기억하지 않아도 재사용하
는데 문제가 없는가?

4.50 0.50 

18
이 앱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콘
텐츠나 메뉴, 버튼 등을 찾아내
는 것이 쉬운가?

3.83 0.69 

19

이 앱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아이콘, 버튼 등)  
화면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가 쉬운가?

3.67 0.75 

오류
(Error)

20
이 앱은 학습자에게 시의 하
게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3.17 1.21 

21
이 앱을 학습자가 오류 없이 사
용 가능한가?

3.50 0.96 

인지
부하
(Cog-
nitive 
load)

22
이 앱을 학생이 활용  학습
하는데 많은 노력과 집 력이 
필요한가? 

3.83 0.69 

23
이 앱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학
습자들이 수행할 때 스트 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3.50 0.96 

24
이 앱의 각각의 화면에 한 
양을 제시하고 있는가?

4.67 0.47 

25
이 앱에서 제공하는 속도와 학습 
패턴은 학습자에게 한가?

4.33 0.75 

사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 는 문장 등을 수

정하도록 제안하 다. 그리고 립러닝 교수법 모델 

등 정규 는 비교과 과정에 어떻게 목할 것인지 

등을 좀 더 구체 으로 안내하여 본 도구의 활용에 

한 부가 설명 등을 통해 목 을 명확하게 이해하

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등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4.2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앱 사용성 평가도구 

용

개발된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앱(ICANDUINO)

에 한 사용성 평가를 문가를 상으로 실시하

다. 다음 <표 4>는 문가에 의해 각각의 평가 항목별 

정량 으로 평가된 결과를 보여 다.

우선 효과성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의 장 으로 학

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M=4.67, SD=0.47)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고, 학습

자에게 아두이노 키트에 한 경험  항목(M=3.67, 

SD=0.75)에서 낮은 수를 받았다. 효과성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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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분의 교육용 앱이 개

발자에 의해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할 경우 모바일

의 특성  측면에서는 강 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교육

의 목  성취 측면에서는 효과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을 알 수 있었고, 실질 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차  학습 방향(M=4.5, 

SD=0.5)과 조작의 효율성(M=4.5, SD=0.5)에서는 높

은 수를 받았지만 메뉴  아이콘 등 UI의 설계 

측면(M=3.67, SD=0.94)에서 낮은 수를 받아 UI를 

학생 사용자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

다. 만족감 측면에서는 반  만족(M=3.67, SD= 

0.94), 동기부여(M=3.67, SD=1.11), 학습의 즐거움

(M=3.33, SD=1.25)에서 모두 낮은 수를 받았다. 

이는 교육  문가의 의해 반 인 단계  방향 

설계는 있었지만 화면 하나하나에 한 교육 문가의 

참여 부족으로 아두이노를 단순히 조립  분해, 코딩, 

작동 등의 기능에만 충실한 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

다. 결국 교육용 앱이 가지는 학습자의 동기 부여와 

만족감에 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한 화면의 

세시함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는 아두이노 형상  실제성 

측면(M=4.67, SD=0.75)에서 매우 높은 수를 받

았고, 반면에 HELP 매뉴얼(M=3.67, SD=1.11)과 

학습 순서의 유연성(M=3.67, SD=0.75) 등에서 낮

은 수를 받았다. 기억 용이성 측면에서는 사용법

에 한 기억이 필요 없음(M=4.5, SD=0.5)이 높고 

인터페이스에 한 이해 측면(M=3.67, SD=0.75)이 

낮은 수를 받았다. 학습 용이성 측면에서의 결과

를 살펴보면 VR이 가지는 장 으로 실제성과 쉬운 

사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 에 맞춘 매

뉴얼과 인터페이스 구성이 필요하며, 학습 유연성을 

구 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그래야지만 립러닝의 온라인 사 학습도구로 학

생들이 이 앱을 학교 밖 가정 등에서 혼자 작동하며 

체험할 때 어려움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류 역의 2개 항목에서 모두 낮은 

수를 받아 학습자의 오류 발생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지부하 측면에서도 화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에서는 높은 수를 받았고, 노력과 집

이 필요한지 여부와 스트 스 여부에서는 아주 높지 

않은 수를 받아 인지부하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 문가들이 제시한 질  의견을 정리하면 우

선 앱에 한 기본 인 도움말이나 설명서의 필요성

에 한 요구, 제시하는 기능측면에서 개선 사항 요

구, 검색의 용이성  콘텐츠의 융통 인 근, VR

의 특징  측면에서 아두이노 회선의 연결 부분 

는 연결선에 한 분명한 설명  실제감 제공, 용어 

설명 등 아두이노 활용에 한 가이드 제공 등 다양

한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4.3 VR 기반 메이커교육용 앱 개선사항 도출

상 으로 낮은 평가 수를 획득한 사용성 평가

문항  사용성 평가의 질  의견을 바탕으로 앱이 

교수․학습 측면에서 효과 으로 활용되기 해 개

선사항을 도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이 기본 인 설계 단계와 개

발 방향은 교육 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세부

인 화면 구성  기능 구 은 개발자 주도로 진행

되었다는 에서 교육용 앱으로서의 한계 이 드러

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이 수업 모델에 하게 목되기 해 교사들이 

제시한 사용성의 문제   개선 요구사항을 메이킹

의 주요 차인 4 단계(박태정, 2020)로 구분하 다. 

이는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앱을 활용할 때 

메이킹 학습 차에 따라 활용한다는 에서 단계별

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  수 있도록 

개선하는 목 과 교사들의 질  의견을 목록화 하

을 때 학습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에서 개선방향을 메이킹 단계에 따라 구분하 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Training 과정에서 개선되

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의 교

사들은 첫 화면에서 본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하

여 상세한 도움말(A)이나 상(B) 등이 제공되거나 

본 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용어(D) 는 조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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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 다. 교사들

은 조립(assemble) 는 해부(dissemble) 기능의 

용도를 정확하게 악하기 힘들며(A), 아두이노가 

아직 학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두이

노의 개요 등을 설명(F)해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

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Training 단계에 학

생들이 처음 앱을 했을 때 도움말 상이 제공되

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단계별로 아두이노 키트에 한 간단한 설

명과 용어, 메이킹의 목  등을 설명하는 개요를 추

가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두 번째 단계는 Tinkering 단계이다. 본 앱이 VR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에서 가상의 Tinkering

이 가장 큰 장 으로 논의되었다. 학생들이 실질

으로 아두이노를 가지고 본 학습을 시행하기 에 

가상의 아두이노 부품을 가지고 다양한 센서를 활용

해보고 조립하는 시뮬 이션을 가상으로 경험해 보

는 장 이 학생들에게 효과 일 수 있음이 논의되었

다. 하지만 VR을 활용하여 좀 더 실 과 비슷한 경

험으로 세심하게 Tinkering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우선, 화면에서 

아두이노 부품들을 조립해서 연결해 보면서 이미지 

뿐 아니라 재 수행하고 있는 Tinkering 활동이 

어떠한 활동인지를 설명해 주는 들이 함께 제시

(A)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가상의 아두이노 

객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

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일부 왼쪽으로 돌아가는 부분

에서 실재감이 떨어지는 것이 지 되었고, 실제와 

다른 시뮬 이션의 경험을 가지게 하므로 이러한 미

시 인 조작에서 학습자 경험을 더 높여  필요가 

있음(B)이 논의되었다. 특히 아두이노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않

은 과업으로 부품을 연결하는 선  회로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해 주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C, F)하 다. 이는 재 VR로 제시하는 아두

이노 연결선이 단순히 드보드에 가져다 면 연

결이 되는 모습만 시뮬 이션 하는데 정확하게 

드보드의 어떤 구멍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실질 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구멍에 연

결되었을 때의 차이 을 이해하고 구체 으로 자 

는 류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이오드 내 장벽의 

발생 등을 시뮬 이션 해보는 등의 실제 인 경험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분의 교사가 논의하 다. VR

을 활용한 간 의 경험의 실제성은 메이킹을 하는 

과정 뿐 아니라 완성된 메이킹을 시뮬 이션 하는 

부분에서도 실물의 아두이노와 같이 빛이 깜빡이

도록 하는 간격/시간  요소나 움직이는 모습(E), 

는 거리 센서에서 거리에 한 명확한 느낌(D) 등

이 실물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가상으로 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효과까지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R 체험에서 이러한 실질성

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고 비용의 VR을 활용하는 것

보다 커캐드 등의 간단한 2D 는 3D 앱 활용이 

좀 더 효율 일 수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 다. 교사

들은 이러한 VR 기반 앱이 고비용  고 험을 가

진 작업을 비용으로 간 으로 경험해 볼 수 있

다는 장 을 가진다는 에서 VR 기반 아두이노 활

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의 체험이

라면 실질 인 경험에 덧붙여 에 보이지 않는 

류의 흐름이라든지 자기장의 발생과 힘의 계 등을 

시각 으로 보여  수 있다는 장 을 활용하여 실질

성과 함께 VR만이 가지는 간  체험을 모두 포함

할 때 매우 유용한 교육용 앱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이러한 체험에서 특히 더 유용할 수 있는 기능

으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다양한 치 값을 변경해 

보면서 각각의 치 값에 따라 어떠한 차이 이 있

는지를 다양하게 Tinkering 해 보는 경험을 추가

(C, E, F)해  것을 요구하 다.

이러한 에서 재 앱의 Tinkering 단계를 강

화하기 해 회로  선을 연결할 때 드보드에

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류의 흐름이나 항값 등 자기장의 발생, 

힘의 원리를 학교 수 의 물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상을 추가하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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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방향이나 흐름 등을 시각화하여 학생들이 완성

한 산출물에 제시해 주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혹시 잘못 연결된 선 연결 등 잘못된 부분에서

는 이를 감지하여 잘못된 연결임을 표기해 주고 왜 

잘못되었는지에 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

선사항을 도출하 다.

세 번째 단계로 Coding 단계이다. 본 앱에서는 학

생들이 아두이노 코딩을 직 으로 모두 수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고 Tinkering 단계를 좀 더 강조한 

앱으로 개발되었다는 에서 코딩은 거의 자동화된 

수 에서 확인하고 업로드 하여 코딩의 단계를 단순히 

시연해 보는 정도로 구 되었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

한 교사들의 부분은 코딩에 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C, E)되거나, 실제 코딩의 값을 변경(E)해 보거

나, 코딩 소스를 체 다운로드(D) 받아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 다. 최근 소 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학생들이 컴퓨  사고를 함양하

기 해 알고리즘에 한 이해 교육이 함께 수반되는 

만큼 피지컬 컴퓨 과 연계하여 자신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무 간단하게 구 되어 있음을 

아쉬워하 다. 즉, 교사들은 알고리즘을 한  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알고리즘이 피지컬 컴퓨 과 연계하여 동작하는 방법

이나 논리 으로 수행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연산값이나 변수 등을 조정해보고 센서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코딩 단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코딩 단계에서는 알고리즘

을 모듈별로 구분하고 아두이노에서 기본 으로 활

용되는 알고리즘과 학생이 변경할 수 있는 변수  

입력값 등에는 다른 색깔로 표기해서 학생들이 일부 

입력 값을 변경해 보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우선 텍스트 기반 코딩에 부분의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체를 모두 직  

코딩하는 것보다는 기본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학

생 수 에서 변경하거나 간단히 시뮬 이션을 시도

해 볼 수 있는 수 에서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마지막 단계는 Testing 단계이다. Testing 단계

에서는 교사들이 코딩과 연계하여 한 씩 디버깅하

면서 시뮬 이션 되는 모습(F)을 직  확인할 수 있

거나, 다양한 값을 변경하면서 결과의 차이 을 테

스트(D)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든 메이킹의 알고

리즘을 논리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필요가 있

음을 논의하 다. 이는 학습자의 수 에 따라 자신

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부 변수 값이나 코딩

의 값을 변경해보면서 차이 을 비교해 보거나 VR

의 장 으로 코딩의 모듈 단 의 시뮬 이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  메이킹과 코딩과의 연계성을 이

해하고 알고리즘 인 사고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앱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이러한 Testing 단계에서 학생들은 Tinkering과 

Coding이 조합되어 산출물을 시뮬 이션 하게 되는

데 Tinkering 단계는 아두이노 키트의 난이도와 센서

의 종류(LED 버튼, 스피커, 조도 센서, 음  센서, 

서보모터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뮬 이션 하도록 

이미 앱으로 구 되어 있다. 즉, Tinkering에서는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아두이노 키트를 조합해

보고 각 센서별 차이와 동작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코딩과 연계하여 피지컬 컴퓨 이 어

떻게 다르게 구 되고 동작되는지를 테스 해 보고 

디버깅해서 논리 인 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Tinkering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고 테스

트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알고리즘에 한 이해와 

최종 산출물의 동작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종합 으로 

각 단계별 산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키트별 피지컬 

컴퓨 에 한 설명을 마지막 테스  단계에 제시하도

록 하는 것을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추가 으로 교사들이 제시한 사용성 문제에 한 

질  의견은 에서 논의된 것처럼 교수․학습 측면

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함께 일반 인 사용성 

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 UI 측면에서 논의

된 사항으로 우선 사용자가 유연하게 원하는 방법으

로 앱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용자 통제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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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ICANDUINO 사용성 개선 사항 도출

1단계 
Trainin

g

- 학생들이 처음 앱을 했을 때 도움말 상이 
제공

- 각 단계별로 아두이노 키트에 한 간단한 
설명과 용어, 메이킹의 목  등을 설명하는 
개요를 추가

2단계 
Tinkeri
ng 

- 회로  선을 연결할 때 드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 선택한 옵션에 따라서 류의 흐름이나 항값 
등 자기장의 발생, 힘의 원리를 학교 수 의 
물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설명
하는 상을 추가

- 자기장의 방향이나 흐름 등을 시각화하여 학생
들이 완성한 산출물에 제시

- 혹시 잘못 연결된 선 연결 등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를 감지하여 잘못된 연결임을 표기해 주고 
왜 잘못되었는지에 한 피드백을 제공

3단계 
Coding 

- 알고리즘을 모듈별로 구분하고 아두이노에서 
기본 으로 활용되는 알고리즘과 학생이 변경
할 수 있는 변수  입력값 등에는 다른 색깔로 
표기해서 학생들이 일부 입력 값을 변경해 볼 
수 있는 기능 추가

- 텍스트 기반 코딩에 부분의 학생들이 익숙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에서 체를 모두 직  
코딩하는 것보다는 기본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학생 수 에서 변경하거나 간단히 시뮬 이

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수 에서 코딩 체험 
제공

4단계 
Testing

- 알고리즘에 한 이해와 최종 산출물의 동작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종합 으로 각 단계별 산출
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키트별 피지컬 컴퓨
에 한 설명을 제시

기타
UI 측면

- (유용성과 효율성) 효Mute가 선택되는 부분, 
Play 단계 에서 원하는 단계로 가거나 되돌
아가기를 통해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능, 
이미지를 선택하든 텍스트를 선택하든 원하는 
방법으로 Tinkering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이 사용자 통제성  개선

- (심미  디자인) 효과음이나 상 등을 제시하
여 학생 동기 부여

- (피드백) 학생들이 잘못된 조립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오히려 이에 한 명확한 피드백 
제공

- (도움말) 앱에 한 매뉴얼 뿐 아니라 아두이노 
키트에 한 간단한 설명 제공

<표 5> 사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사항 

개선사항들을 제시하 다. 이는 Nielsen(1993)이 제

시한 10가지 휴리스틱스  3번째 항목으로 소리를 

조 하는 부분에서 Mute가 선택되는 부분, Play 단

계 에서 원하는 단계로 가거나 되돌아가기를 통해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능, 이미지를 선택하든 텍스

트를 선택하든 원하는 방법으로 Tinkering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이 사용자 통제성 

에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Nielsen(1993)이 제시한 7번째 휴리스

틱스로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여러 번 이 

앱을 활용해 본 학습자가 원하는 Tinkering으로 빠

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Tinkering 과정

이 Linear하지 않은 작업일 경우 원하는 Tinkering

을 무작 로 선택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부분, 불필

요한 건 지 끼우기 등 무나 뻔한 Tinkering은 

자동으로 되거나 빠르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이 언 되었다. 건 지를 4개 계속 끼우는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 다. 

한, Nielsen(1993)이 제시한 8번째 심미  디자

인이라는 측면에서 각 단계마다 조립이 될 때 효과음

이나 상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좀 더 흥미롭게 

Tinkering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하 다. 이는 학습 동기와도 연계되는데 학생들

이 각 작업을 완성할 때 가지는 학습 성취를 음향이나 

상 등의 보상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과 연계

할 수 있다. 가장 특이한 은 Nielsen(1993)이 제시

한 9번째 오류로부터 사용자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 

측면이었다. 이는 UI  에서는 사용자가 처음으

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는 상호작용을 권장하

는데 재 구 된 앱은 Tinkering 과정에서 학생들

이 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조립은 부품

끼리 붙지 않고 튕기도록 구 되었다. 하지만, 교사들

은 학생들이 잘못된 조립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오

히려 이에 한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

사항을 제시하 다. 이는 학습 인 측면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시도하는 연습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에서 교육용 앱이 가지는 특징을 

반 한 개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움말 측면에서는 앞서 논의된 교

수․학습 단계의 Training 단계와 일치하는 의견으

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앱에 한 매뉴

얼 뿐 아니라 아두이노 키트에 한 간단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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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시되도록 요구하 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VR 기반 교육 환경이 가지는 다양

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VR 기반 메이커 교육

용 앱이 장에 투입되기  사용성 평가를 수행함

으로써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에 하여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친

화 인 앱을 개발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

은 학교에서 정규 는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아두이

노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기 에 학생들에

게 간  체험을 제공하는 사 학습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여 교육 방법 인 근을 함

께 논의하 다.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통해 

아두이노 활용을 간 으로 체험함으로써 아두이

노 도구 자체에 친근해지고 활용법을 익히며, 메이

커 교육 4단계 활동을 간 으로 익  학생들이 본 

학습 활동에서 좀 더 창의 인 메이커 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매개 인 도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해 학생 친화 인 사용성이 향상하여 VR 도구가 

가지는 실제성과 몰입감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 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교육에 목되

고 있지만 교육  측면에서의 디자인 요소와 교육의 

상인 학습자에 한 충분한 고려, 학습 맥락에 

한 이해 없이 개발되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실질 으

로 교육에서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VR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용 앱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VR 

기반 교육용 앱에서 고려해야 하는 평가 항목과 메

이커 교육 측면에서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에 한 이해를 제공하고 립러닝 교수

법 모델을 통해 교육  활용을 제안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교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 사항에서 VR 

특성이 가지는 몰입 인 요소와 시뮬 이션 효과를 

간 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아두이노 활

용  측면에서 회로 연결에 한 실제성 뿐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가지는 장 으로 류의 흐름, 자기

장의 발생, 힘의 계 등 에 보이지 않는 교육 인 

요소들을 표 해 으로써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목되어 교육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부분에 

하여 요구하 다. 이는 향후 VR를 교육 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기업에 디자인  요소로 고

려될 수 있는 요한 시사 이 될 수 있다.

한, 교사들은 코딩 단계와 메이킹 단계를 목

하여 코딩의 변수 는 입력 값 등의 변화에 따라 

메이킹이 달라지는 부분을 시뮬 이션 해 볼 수 있

도록 하는 VR 기반 메이커 도구로써의 장 을 극

화 해  것을 제안하 다. 이러한 교사의 요구사항

은 향후 VR 기반 메이커 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장

과 디자인  요소에 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

다. 이 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양  

수가 낮고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에서 학생

들을 상으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

자와의 상호작용 요소  방법에 한 고려와 연구

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을 상으로 수행한 개선사

항을 반 하여 VR 기반 메이커 교육용 앱을 개선하

고 실제 학생들을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가 평가가 가지는 고효율  비

용의 효과에 따라 기본 인 사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과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학생

들에게 본 앱의 실질 인 효과를 검증하고 좀 더 효

과 이고 매력 인 교육용 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성 평가를 해 개발된 평가 

도구의 경우 본 장 용을 해 교사 2인을 상으

로 타당화를 수행하 다. VR 기반 교육용 모바일 

앱 활용이 차 늘어날 것으로 상되기에(김향자, 

2020; , 유갑상, 2019; Hu-Au and Lee, 2017), 

이러한 교육용 앱의 사용성 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용성 평가 도구가 향후 다양한 교육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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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하여 보다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성 평가 도구가 보다 

체계 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고 보다 높은 수 의 

신뢰도를 갖춘다면, 새로운 VR 기반 교육용 앱을 

개발함에 있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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