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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어플 조사, 분석의 의도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TV 등 스마트 IT가 주도하는 ’스마트 혁명

‘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한 교육을 향한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과 체제를 마련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스마트 학습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양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자료와 학습경로가 제공된다.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함께 어

플, 특히 교육용 어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어학관련 어플이

나 역사, 문화,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 학습용 어플을 

비롯하여 스케줄 관리, 메모장, 마인드 맵 등 도구형 어플 등도 활발히 개

발,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어플은 앞으로 스마트학습 환경에서 활용될 각종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자료에서는 스마트 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을 조사, 분석하

였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대별되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플들을 검색․검토하여 초․중등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별학습용, 

협력학습용, 학습관리용, 학습지원용 어플 10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00

개의 어플에 대해 기능을 안내하고 교육적 활용 방안(적용대상, 적용교과, 

활동유형, 자료유형, 활동 방법)을 현직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하였다.

이 자료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교육적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

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어플들은 대부분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개인학습용이었으며 앞으로는 사

고도구, 협력도구, 학습관리도구 등 도구형 어플들이 보다 활발히 개발, 보

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 (a)는 안드로이폰, (i)는 아이폰용 어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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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즐거운 받아쓰기 (무료/한글) 유사어플
(a) 한국어 받아쓰기

(i) 한글 따라 쓰기Plus

적용대상 유~초 적용교과 국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외국인을 위한 받아쓰기 어

플.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추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요내용 / 기능]

1. 받아쓰기 문제를 만들고, 읽기는 부모님/선생님이 녹음해 두면 언제 어

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받아쓰기 공부를 할 수 있다.

2. 자주 틀리는 문장, 일기문 등을 문제로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한 문제당 3번씩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며, 한 번 더 듣기, 다음 문제로 

가기 버튼으로 쓰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친숙한 부모님/선생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유, 초(국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한글 글쓰기를 시작하는 유치원~초등학생 및 한글 맞춤법을 

잘 몰라 글쓰기를 싫어하는 학습 성취수준 미달학생 지도용

으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기타

1.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입력하고 

읽기 녹음을 저장하여야 한다.

2. 시험 문제는 10문제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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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자주 틀리는 우리말(무료/한글) 유사어플
(a)알쏭달쏭 바른말 우리말

(i)틀리기 쉬운 우리말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범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등의 경우에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목록 화하여 올바른 사용법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우리말 

학습을 위한 어플

[주요기능]

1. 자주 틀리기 쉬운 우리말 목록 : 380여개의 단어 수록

2. 자동완성 검색기능 : 단어의 일부분만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검색됨

3. 책갈피 : 단어를 보는 동안 화면 상단 오른쪽의 (+)를 누르면 추가됨

4. OX 퀴즈 : 실생활에 많이 사용될 문장을 OX퀴즈의 형식으로 제시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국어, 범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초중고 글쓰기(국어, 국어생활, 독서, 문학, 작문 등) 관련 교

과 및 생활 문 쓰기에서 틀리기 쉬운 단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국어)

기타

1. OX퀴즈의 내용은 좋은 편이나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같은 내용의 문제

가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의욕이 떨어질 수 있음

2. 책갈피에 단어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OX퀴즈의 문제는 담을 수 없다. 단

어장에 새로운 단어를 담는 기능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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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한글 교정기 (무료/한글) 유사어플
(a) 

(i)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한글 표준어 맞춤법

에 따라 교정해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한글을 입력하고 [검사하기]를 누르면, 잘못 쓴 부분을 바르게 고쳐준다.

2. [상세설명]을 선택하고 검사하면, 잘못 쓴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

하고, 추천 낱말을 소개해준다.

3. 다른 어플에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하거나, [결과복사]를 이용하

여 검사결과를 다른 어플에서 활용할 수 있다.

4. 국어, 한영, 영한, 중어, 일어, 영영 사전과 위키 백과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 국어 및 범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글쓰기(초중고), 독서 및 작문(고), 국어 및 국어생활(중고) 등 

국어 관련 교과 및 글쓰기 지도가 필요한 모든 교과에서 활

용.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과학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범 교과

기타

1. 한글교정기와 사전 기능이 통합되어 편리하다.

2. [클립보드 자동검사] 기능을 사용 중일 때는 이 어플의 실행과 동시에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에 대해 검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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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Kids ABC Phonics ($3.99/영어) 유사어플
(a) English Phonics Test

(i) Battle Phonics, ABC 

Tracer, Phonics 등

적용대상 초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영어 알파벳의 발음을 익히기 위한 어플이지만, 알파벳에 적절한 단어를 

그림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어플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Learn Letters Sounds - 알파벳의 정확한 발음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

2. Build Letters Blocks - ABC 블럭을 이용하여 파닉스 인식기법을 익힌

다.

3. Pop Letter Bubbles - 들려주는 발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찾는 게임

4. Make Words - 알파벳 블럭의 조합으로 단어를 배우고, 문자들을 따라 

읽을 때와 단어로 읽을 때의 발음법을 학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알파벳의 정확한 발음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유용하

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습 성취수준이 다양

한 구성원에게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 활용교과/단원 : 초 영어 교과의 알파벳과 단어 발음훈련에 활용

기타

1. 조작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자세한 설명법이 없으므로 학습에 활용하

기 전에 조작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듣고 따라하는 연습 위주의 어플로 개인별 헤드셋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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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App4child Lite(무료/영어) 유사어플
(a)아기가 좋아하는 영어카드

(i)우리아이 영어카드

적용대상 초등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동물, 색깔, 과일과 야채의 3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 학습용 어플

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일러스트를 통해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주요기능]

1. 각 테마별로 2단계의 난이도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1개가   

   포함 

2. 영어로 된 문장과 소리를 들려주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는 과제

3. 화면 상단에 문장이 나타나면서 음성이 나오며, 화면 하단의 그림을 움  

직여 해당하는 내용을 찾는 형식

4.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개발되

었으며, 동물이름, 색깔, 과일과 야채이름을 익히는데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영어)

기타
1. 플래시 카드 형태의 영어 학습용 어플로 깔끔한 디자인과 친숙한 이미

지, 음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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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iStoryBooks (무료/영어) 유사어플
(a) StoryChimes 시리즈

(i) StoryBook 시리즈

적용대상 초중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새로운 세대를 위한 대화형 동화책으로 재미있는 그림과 텍스트, 오디오 

북을 겸한 이야기책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아기돼지 삼형제, 백설 공주, 신데렐라, 파란여우, 심술궂은 사자와 영

리한 토끼, 까마귀와 비둘기와 생쥐 등의 동물 이야기 책 수록

2. 동물, 과일과 야채 그림과 함께 배우는 알파벳, 세계의 트럭, 공룡의 세

계, 어린이 라마야나 등의 이야기 책 수록

3. 기존 수록된 것 이외의 이야기책들을 개발자의 사이트로부터 간단히 추

가 시킬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등

- 활용방법 :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들도 있어서 영어읽기와 듣기, 학습 후 토론하기 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 영어 교과의 읽기 및 듣기 교재로 활용

기타

1. 영어 동화책으로 비교적 쉬운 단어와 책읽기 기능으로 구성된 앱으로 

영어 읽기와 듣기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적당

하다.

2. 읽기와 듣기 위주의 앱이므로 개인별 헤드셋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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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양치기 소년 이지넷 이북 7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이지넷 이북 시리즈1~6 

(i) 양치기 소년(영어)

적용대상 초 적용교과 국어,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명작 동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옳고 그

름을 구별하며 상황 판단력 및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는 동화입니다.

[주요내용 / 기능]

1. 캐릭터마다 스티커 게임, 영어 단어 학습기, 색칠하기 등 아이들의 흥미

와 상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동화이다.

2.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며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재미와 교훈은 물론 다양한 학습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4. 동화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를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국어/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들려주는 동화책으로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적용. 스  

티커 놀이, 영어단어 익히기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국어/영어)

기타
1. 듣는 동화책으로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동화내용을 들려주며, 이 시리즈는 

현재 21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1~7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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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초등영단어 800(무료/한글) 유사어플
(a) AE초등필수영단어800

(i) 초등학교영단어

적용대상 초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필수 영어단어 800개를 

제공하는 어플로 영어기초실력이 부족한 중학생도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 기능]

1. TTS(Text To Speech)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서비스 기능

2. 단어 뜻과 발음, 단어가 포함된 예문 제공

3. 음성으로 단어 검색 기능을 지원

4. 검색한 단어를 모아 저장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단어장 기능

5. 단어 퀴즈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창의적 체험활동(초), 한문(중고), 국어(중고), 문학(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알파벳순으로 800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다. 하루 10개 정

도의 매일 매일 학습할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학습토록 지도

한다. 유사 어플 [AE초등필수영단어800]은 80개의 강좌로 

구분하여 학습토록 하고 있다($1.99).

- 활용교과/단원 : 활용교과 전 단원

기타

1. 검색된 단어만 읽어주며, 예시문장 읽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2. 음성 검색은 표준발음에 정확히 일치하였을 경우에만 검색이 가능하다.

3. 복습기능에서 학습을 통해 익힌 한자/단어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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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도전! 만국기(무료/한글) 유사어플
(a)도전! 만국기

(i)만국기 휘날리며

적용대상 초중 적용교과 사회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전 세계 6개 대륙, 204개 국가의 국기와 수도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3단계

의 퀴즈풀기를 통해 각국의 국기와 수도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대륙을 선택하면 해당 대륙 국가의 국기가 화면에 표시된다. 

2. 화면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이동하며 다른 나라들의 국기를 볼 수 있다.

3. 단 왼쪽의 상세 정보를 선택하면 국가별 수도, 언어, 면적, 인구, 화폐 

등의 정보를 볼 있다. 어플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위키 백과의 해당 페

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버튼도 있다.

4. 오른쪽의 위치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지도 정보를 제공한다.

5. 도전!퀴즈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3가지 종류의 퀴즈에 도전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사회)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초중 사회교과에서 전 세계 각국의 국기 및 수도, 지리 정보 학

습에 활용. 모둠별로 퀴즈형태를 활용하여 국가정보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사회)

기타
1. 퀴즈 순위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며, 주간 1~3위는 개발사로부터 상품

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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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세계의 수도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세계의 국기

(i) 만국기 휘날리며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세계지리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 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세계 194개국 국가 명-수도 정보, 지도상의 위치, 서울까지 거리 학습용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세계 194개국의 국가 명-수도 정보와 위치(위성, 지도), 서울까지의 거

리를 공부할 수 있다.

2. 국가 및 수도 정보를 위키 백과와 연계하여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3. 어플을 시작할 때 마다 달라지는 ‘오늘의 수도’ 기능을 통해 임의의 국

가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4. 원하는 국가 및 수도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학습할 수 있다.

5. 퀴즈를 통해 세계의 수도를 학습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사회), 고(세계지리)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개별학습이나 퀴즈 기능을 이용하여 그룹별 토너먼트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개별학습 후 오프라인 퀴즈대

회, 지리정보와 관련한 프로젝트 탐구학습 등 여러 형태로 

활용 가능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사회 또는 범 교과)

기타

1.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정보] 아이콘을 통해 활용법을 제공한다.

2. 위키 백과 검색은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습주제와 거리가 

먼 주제로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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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도시비교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여행관련 어플]

(i) 도시날씨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지리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전 세계의 주요 도시 2개를 선택하여 지리적 정보를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세계 주요 도시 이름을 한글발음으로 입력해서 비교해준다.(예: 도쿄, 동

경 -> ‘동경’으로 검색)

2. 현재기온, 인구, 면적, 인구밀도, 현재시간, 표준시 등을 제공해준다.

3. 도시 이름을 선택하면 도시를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 오류 보정/지적 등

의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4. 각 도시의 공식 사이트, 위키 백과로 접속을 지원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사회, 지리/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도시의 지리적 정보를 비교 수집하여 토론학습에 활용.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독서/수학/영어 관련 교과에서도 보조 자료

로 도시정보 확인이나 여행계획세우기, 읽기 자료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사회/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서버점검으로 접속이 제한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2. 도시간의 거리정보는 제공하나 대륙별, 위도상의 위치 등은 제공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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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초등역사공부(무료/한글) 유사어플
(a) 퀴즈화성행궁

(i) 한국사연표

적용대상 초 적용교과 사회, 국사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한민족의 태동한 선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초등학생의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내용으로 구성한 역사 공부용 어플

[주요기능]

1. [역사키워드] 우리 역사를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로 나눠 정

리 하였다.

2. [역사연표] 시대별 사건들을 역사지도와 함께 정리하였다

3. [역사여행] 역사유적지를 지도로 표시해 보여준다.

4. [역사이야기] ‘살인죄로 유배 간 코끼리’, ‘은혜를 갚은 흥선대원군’과 

같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사회/국사,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현장조사학습

- 활용방법 : 시대별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

용. 주변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우리 역사를 토론하고 학습

하는데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사회/국사/전 단원,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역사여행]의 지도에 표시된 유적지에 대한 링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서 심도 있는 학습과 탐방을 위한 자료수집에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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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오늘의 시사퀴즈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오늘의 생활상식퀴즈

(i) 오늘의 시사/역사퀴즈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매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만든 오늘의 시사 퀴즈 

문제를 풀면서 상식을 넓히고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국내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뉴스거리들로부터 꼭 알아야 할 

상식을 하루 하나씩 공부한다. 

2.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과 해설을 통해 자세히 학습이 가능하다.

3. 학습자 스스로 시사 퀴즈 문제를 만들어 등록하여 공유가 가능하다.

4. 사시퀴즈를 카톡 친구에게 전송(주소를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여러 교과의 수업시간에 5분 정도 할애하여 교과와 관련된 

용어와 시사상식 문제를 다룬다. (예: 신문, 인터넷 기사, TV

뉴스 등에 등장하는 시사용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

들어 올리기. 만든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기 등)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용어탐구, 창의적 체험활동/시사토론)

기타

1. 댓글을 달 때는 타인을 비방 또는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이 없게 지도

한다.

2. 새로운 시사퀴즈를 만들 때는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을 바르

게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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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에듀코더 공개수업 (무료/한글) 유사어플 (i) 우수수업동영상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초중고 선생님들의 수업 광경을 제공하여 학생은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보

면서 복습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선생님은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

다.

[주요내용 / 기능]

1. 학생은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면서 교과수업을 복

습할 수 있다.

2. [공개수업]은 [실시간 수업]과 [녹화수업]으로 제공되며, 선생님과 학부

모들은 실시간 수업을 참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녹화수업을 통해 복

습할 수 있다.

3. [이러닝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따로 제공하는 동영상을 공부할 수 있

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학생들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복습)에 활용

할 수 있다. 학부모/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 참관을 참

관하고, 교원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

기타

1. 아직 에듀코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수에 제한이 있어서 모든 초

중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 안드로이드용 우수수업동영상은 선생님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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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Hi Dino (무료/한글) 유사어플
(a) 공룡대탐험 1.1, 

(i) 사이버공룡테마파크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과학, 지구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쇼인 ‘2011 Hi Dino 공룡 엑스포’ 공식 어플. 전시

회의 내용을 소개한 정도이나 다양한 원시생물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주요기능]

1. 전시소개 : 전시개요, 전시배경, 전시의의 등 4개의 메뉴가 속해있으며  

  전시회 자체에 대한 소개가 있다.

2. 전시구성 : 생물 탄생관, 생물 진화관, 중·소 공룡관, 대 공룡관, 키드존, 

아이스에이지 등 6개의 메뉴로 구성. 공룡들에 대한 명칭, 학

명, 표본형태, 출토지, 활동시대, 크기, 공룡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갤러리 : 여러 가지 공룡들에 대한 그림들이 나열되어 있음

4. 정보 : 전시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과학/지구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지구과학에서 지구의 역사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대구분

을 표로 먼저 제시한 후 각 시대별 공룡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고 토론하는 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과학/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2011 공룡엑스포 홍보를 위한 어플이다. 현장체험과 연계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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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현장체험학습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자녀교육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

기 위해 개발한 어플

[주요기능]

1. 내주변보기 : 사용자가 위치한 반경 10km 범위 내의 체험 장 정보 확인

2. 즐겨찾기 : 관심 있는 체험 장의 정보만을 모아두는 스크랩 기능

3. 통합검색 :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체험 장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4. 체험일기 : 체험 장에서 경험하는 체험일기를 기록하는 기능으로 사진추

가, 지도추가, 녹음기능이 제공되며 메일로 전송도 가능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체험학습 장소 검색과 각 장소의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여 현

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고, 체험학습 후 탐구보고서 작성에 활

용. 체험학습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기록하고 토론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 진로와 직업/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평가 기능이 있으며, 평가는 다른 학습자들을 위

한 정보가 되므로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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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패밀리맵 (무료/한글) 유사어플
(a) My Heritage

(i) 패밀리맵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가족의 계보를 만들면 각 친족 간의 호칭을 자동으로 설정해 가계도의 형

태로 보여주므로 복잡한 친족 간의 관계와 호칭을 쉽게 알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친가, 외가, 처가, 처외가별로 구분하여 친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2. 편집 모드를 선택하면 인물추가, 정보수정, 인물삭제 메뉴가 나타나며, 

연락처와 연계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드래그 & 드롭 형식으로 관계를 

수정할 수 있다.

3. 가족의 기념일을 입력하면 달력에 연동되며 알림기능을 이용할 수 있

다.

4. 성년례, 혼인 례 등 가정의례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개인별 가족 도를 만들고, 호칭을 알아보기 학습에 활용. 모

둠별 가계도를 조사하고, 친가/외가에 따른 호칭의 변화를 

토론하고 탐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창의적 체험활동/가족의 구성)

기타
1. 아이폰 용 앱을 안드로이드용으로 변환한 것으로, 아이폰 용 인터페이

스를 따르고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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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가로세로 낱말(무료/한글) 유사어플
(a)가로세로 낱말

(i)도전! 낱말맞추기, 우리말 맞히기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신문, 잡지, TV 등에서 많이 접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가로세로 퍼즐 형식

의 낱말 잇기 게임을 제공하는 어플

[주요기능]

1. 다양한 시사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어 등의 학습을 통한 어휘력을 학

습할 수 있다.

2. 200여개의 다양한 스테이지(계속 업데이트 중)와 세 단계의 난이도

(Easy, Normal, Hard) 중에서 적절한 낱말 퀴즈 학습을 할 수 있다.

3. 스테이지별로 클리어 시간을 통한 기록 경쟁(1등 유저의 이름이 스테이

지에 표시)을 지원하여 학습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국어(초중고), 범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개인별로 퀴즈를 풀면서 학습하기보다는 모둠별 토론을 통한 

학습에 유용할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퀴즈 문제를 구성해 보

는 연습도 좋은 어휘 학습법이 될 것이다.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수학, 과학, 사회, 범 교과)

기타
스테이지별 낱말들을 미리 잘 점검해서,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낱말들로 

구성된 스테이지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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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EBS온에어 (무료/한글) 유사어플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스마트폰으로 EBS가 제작한 교육방송 온에어 서비스와 학습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TV, 라디오, Plus1(수능), Plus2(중학, 직업), EBSe(영어) 5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

2. 지식채널e, 미니교실(3분 Voca, 문학사, 과학사 등 교양강좌), 다큐프라

임, EBS소개, 스페이스 공감, 평생대학, 하나뿐인 지구, 클릭 사이언스 

콘텐츠를 VOD로 제공

3. EBS 여행영어 App 설치와 실행, QR 스캐너 기능 지원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수능)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교과별 학습 동영상 강의 수강, 교과학습과 관련한 EBS 뉴

스와 지식채널e 동영상으로 도입부 동기부여에 활용. 다양한 

주제별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현장체험활동/수능)

기타
1. 3G망에서 이용 시 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와이파

이 망을 통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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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장애인 편의시설 검색(무료/한글) 유사어플 (a)승가원의 천사들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범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  )/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도를 통해 검

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게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

원센터에서 제작 보급하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편의시설] 사용자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검색결과를 

구글 지도 위에 표시해 주는 기능

2. [시설/단체] 전국의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검색 기능. 지역

별 검색을 통해 위치와 연락처,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검색 

결과 창에서 전화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화를 걸 수 있다.

3. [네트워킹] 트위터 계정에 연결하여 편의 시설에 접속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통합교육을 위한 모든 교과에 적용이 가능.

- 학습활동 : 협력학습, 토론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

- 활용방법 : 장애인 학우를 위한 편의시설 검색, 시설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토론하고 응급 상황을 상정한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모든 교과에서 적용 가능/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장애인과 더불어 가꾸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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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도서 베스트 (무료/한글) 유사어플
(a) 도서마을, 베스트셀러

(i) 베스트셀러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독서, 문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매일 업데이트되는 베스트셀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블로그에서 서평을 읽을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한 주 

동안 판매되는 책들의 판매 순위를 제공

2. 책 소개, 저자소개와 더불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의 리뷰를 볼 

수 있다.

3. 네이버 블로그의 리뷰에 댓글을 통해 소감을 공유할 수 있다.  

4. 독서 토론을 통해 책을 읽는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국어/독서/문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최근 일주일 동안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보, 책 소개, 서평

을 통해 읽을 책을 선정하는 데 활용. 선정한 책을 읽고 함

께 읽은 사람들과 서평, 댓글을 통해 토론하거나 모둠별 토

론학습에 활용. 개인별 독서노트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국어/독서/문학/현대문학)

기타
1. [네이버] 어플을 설치하면 [네이버] 포털과 연계된 서비스를 함께 시용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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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책을 읽자!(무료/한글) 유사어플
(a) 도서마을

(i) 책을 읽자!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문학, 독서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책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독서 관리용 어플로 읽을 책 목록을 등록하

고, 읽었거나 가지고 있는 책 목록을 등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을 읽은 사람들과 책 내용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책 등록하기 -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쉽고 간편하게 등록한다. 네이버/

구글/다음 등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도서DB를 검색, 등록할 수 있다.

2. 나의 서재 - 현재 소장하고 읽고 있는 책을 관리한다.

3. 북 카페 -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책을 주제로 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국어, 문학, 독서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개인별 독서관리 뿐만 아니라, 주제별 서적들을 등록하고, 

책을 읽고 모둠끼리 토론을 통해 책의 내용과 생각을 공유

하도록 지도한다.

- 활용교과/단원 : 국어, 문학, 독서 교과의 개별/토론학습에 유용하다.

기타

1. 나의 서재에 등록된 책을 다른 사람의 서재에 보내 공유가 가능하다. 

이런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읽은 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토론

할 수 있다.

2. 댓글과 쪽지 기능을 통해 독서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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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정보보호앱 (무료/한글) 유사어플 (a/i) KISA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컴퓨터, 정보와 컴퓨터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

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보보호를 안내하는 어플

[주요기능]

1. [정보보호 뉴스] 정보보호 소식, 정보보호 영상, 인터넷 침해사고 경보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보호 안내]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 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 

정보보호 5대 실천수칙, 스팸차단, 피싱 예방방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3. [정보보호 퀴즈] 정보보호 상식을 퀴즈형식으로 제공한다.

4. [정보보호 상담] e콜센터 118로 연결하여 해킹,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토론하기,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

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 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컴퓨터/정보보호,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빼꼼의 음향효과가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볼륨을 낮추고 

사용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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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기분 좋은 네티켓 (무료/한글) 유사어플 (a) 글로벌에티켓의 달인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를 퀴즈, 동영상, 카툰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

성하여 인터넷 에티켓을 배우고, 초중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인터넷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

[주요기능]

1. 준비체조 : 간단한 인터랙션 체험을 하며, 네티켓 십계명을 습득

2. 네티켓수업 : 6가지 주제의 동영상으로 네티켓을 배우고, 퀴즈로 복습

3. 쪽지시험 : 학습한 것을 토대로 10개의 OX 퀴즈를 풀며, 복습

4. 그림일기 : 10편의 만화를 통해 네티켓의 중요성을 학습

5. 학습을 진행에 따라 뱃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뱃지를 모

두 획득하면 [기분 좋은 네티켓 수료증]과 [네티켓 왕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인터넷 활용 시 지켜야할 네티켓에 대해 다양한 교과에서 활

용 가능. 컴퓨터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기분 좋은 

네티켓 토론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토론수업에 Kakao Talk와 같은 SNS 서비스 툴을 활용할 수 있다.

2. 선플(착한 댓글) 달기 교육을 함께 실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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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공공문화예술정보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축제/공연/행사 안내 

(i) 대한민국축제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우리 주변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의외로 많다. 지자체 지역도서관 문화센터 관광청 등 공공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추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한다.

2. [인기] 조회 수가 많은 공공문화예술정보만을 따로 모아 제공한다.

3. [카테고리] 음악, 지역축제, 전시회, 미술, 유아아동으로 분류해 제공한

다.

4. [검색] 공공문화예술 정보를 지역,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5. [찜] 가고 싶은 공공문화예술 정보를 담아 두는 곳이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공공문화예술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탐사활동, 

조사 및 자료수집 활동 계획의 수립과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교과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토론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창의적 체험활동, 문화예술/공공기관 탐방)

기타
1. 업데이트시기에 따라 공연일정을 미리 점검해 두고 활용할 수 있게 활

용 일정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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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응급상황 대처방법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응급의료(1339)정보

(i)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체육/보건,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  )/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갑자기 닥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발생시 응급처치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대처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성인심폐소생술(CPR), 제세동기(AED) 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여 누구라도 쉽게 따라하며 처치할 수 있게 해준다. 

2. 홍수, 태풍, 지진해일, 황사 같은 자연 재난이나 산불, 폭발, 교통사고 

같은 인적재난, 정전, 테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서 대처하는 요령을 안내한다.

3. 응급처치 법을 잘 기억할 수 있게 CPR송으로 들려준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체육/보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응급처치 법을 모둠별로 협력하여 습득하고 실제 시연하면서 

학습하는 데 활용. 다양한 응급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별 대

처요령을 습득하는 데 활용. 모둠별 응급처치 법 경연대회 보

조 학습 자료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체육/보건,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상황별 안전교육이 텍스트 위주로 작성되어 자칫 흥미를 잃기 쉽다.

2. 심폐소생술, AED사용법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로 누구나 평상시에 

습득해두는 것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다.



- 27 -

어플명(a) 제사의 달인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차례 상 차리기

(i) 제사의 달인, 제사상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사회, 한문, 창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현대인의 바쁜 일상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치르는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쉽게 잊혀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어플 하나면 제사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제사나 명절 차례 상차림을 각 지역별로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2. 까먹기 쉬운 까다로운 제사 순서와 방법을 알 수 있다.

3. 4대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지방 쓰는 법을 한글과 

한자를 함께 대비시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국어, 사회, 한문, 범교과 공통)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각 지역별 제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제사의 의미 

설명하기, 전통 제사법이 오늘날 어떻게 변했는지 토론하기, 

지방 써보기 등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사회 또는 범 교과)

기타

1. 제사순서, 상차림에서 화면의 확대 축소가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할 수 

있다.

2. 소개하는 상차림이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 다를 

수 있으며, 집안의 살림살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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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중1사회족보($1.99/한글) 유사어플 (a) 중1사회족보

적용대상 중1 적용교과 사회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등하굣길에 스마트폰으로 사회 교과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어플로 정기고

사 시험일정에 맞춰 기출문제들을 모아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정기고

사 뿐만 아니라 단원 학습의 예습과 복습, 형성평가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

다.

 

[주요기능]

1.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고사 4개 영역으로 구성 

2.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 테스트’와 ‘핵심 주제 학습’으로 구성 

3. 각각의 ‘핵심 주제’를 선택하면 ‘압축 내용 정리’ 제시

4. 압축 내용 정리를 본 다음 ‘확인 문제’를 선택하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문제 출제

5. 핵심 주제 학습을 모두 마치면 핵심 주제명 옆에 학습 완료 표시(V)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1(사회)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단원별, 정기고사대비 개인별 평가도구로 활용. 2~3명씩 모

둠을 정해 질문-답변 형식의 협력을 통한 단원 정리 학습에 

활용. 핵심 내용 정리 내용을 예습/복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1(사회)

기타
1. 평가문항을 정확히 풀지 않고 정답확인만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

면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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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지식경제 용어사전(무료/한글) 유사어플

(a)Click경제교육

(i)시사경제용어, 경제용어사

전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경제, 범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우리나라 지식경제부가 산업, 무역, 에너지 등 실물경제 분야의 용어와 약

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스마트폰용 어플

[주요기능]

1. 산업, 에너지, 무역 등 실물경제 관련 용어와 약어 총 정리하여 가나다  

순으로 찾아보거나, 주제별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2. 책갈피 기능(즐겨찾기), 검색한 용어들에 대한 히스토리 기능도 제공한

다.

3. 연도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R&D)의 사업별 설명 자료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사회, 경제, 범 교과(초중고)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신문 활용수업(NIE)에서 새로 등장하는 지식경제 용어를 참조

하는 데 활용. 전  교과영역의 탐구주제에 대한 모둠별 프로

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범 교과(중고)/전 단원

기타 1. 읽은 기사를 다시 참조하려면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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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KakaoTalk(무료/한글) 유사어플
(a/i)마이피플, 네이버톡

KakaoAgit, Skype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  )/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 사용자까리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대방과의 채팅을 지원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를 비롯하여 사진, 동영상 등도 공유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

택하여 주고받을 수 있다.

2. 내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들 중 카카오 톡을 설치한 친구들을 자동

으로 채팅 친구 목록에 추가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 없

다.

3. 그룹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초대받은 사람들끼리만 토론이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국어, 문학, 독서(초중고)

- 학습활동 :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교실과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구성원의 간섭 없이 모둠

끼리만 토론하고자 할 때 활용. 토론회에서 모둠별로 의견을 

모을 때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국어, 독서)

기타

1. 토론 중 개별 대화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2. 대화 도중에서는 예절을 지키고, 타인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대화는 

삼가게 한다.

3. KakaoAgit의 경우, 초대기능을 이용한 폐쇄그룹 토론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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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AndRecorder(무료/영어) 유사어플
(a) Recorder It

(i) Quick Voice Recorde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공통, 어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

설명

[특징]

스마트폰을 디지털 녹음기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음성 메일, 받아쓰기, 수

업내용 녹음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 기능]

1. 22050/11025/44100Hz 주파수 녹음 및 녹음 길이 무제한

2. 메일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크기까지 음성 메일 전송

3. 자동 파일이름 지정 및 수정 기능, 파일 크기와 녹음시간 기록

4. WAV포맷 저장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공통,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탐사활동, 실험ㆍ관찰, 취재 활동에서 음성메모, 녹음기로 

활용하고, 이메일 또는 공유 기능을 통해 모둠 원들과 공유 

및 편집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공통교과(관찰, 탐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

1. 상세한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이콘 활용법 등에 대한 사

전 교육이 필요하다.

2. 통화 녹음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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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QubeR 유사어플
(a)QR Droid

(i)EasyQR, QR서비스

적용대상 초중고(한글)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협력(○)/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QubeR은 명함, URL, 전화번호, 데이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QR 코드

(2D 바코드 형식의 코드)를 읽거나 생성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잡지 및 신문 등에 표시된 QR Code를 읽어 들이

면 매체에 나온 상품이나 점포 등의 간단한 자료나 소개, 장소, 전화번

호, 메뉴, 영업시간 등을 알려주며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핸드폰의 경

우는 점포의 위치까지 알려준다.

2. 자신의 명함이나 사이트주소, 기타 정보들을 QR 코드로 생성하여 배포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전 교과(초중고)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신문 활용 교육(NIE)에서 QR코드가 삽입된 기사나 광고를 읽

어 들일 때 활용.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만을 구성

하여 미리 QR코드로 변환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전 교과(초중고)/전 단원

기타

1. 학생들에게 배포할 자료를 긴 문장보다 QR코드 하나로 정리해서 학생들

에게 제공해 준다면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교과단원과 관련 있는 내용의 QR코드 기사를 미리 선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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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MNK 단위변환기(무료/한글) 유사어플
(a) 단위변환기, 최량단위변환기

(i) Converter, Handy Converte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수학, 사회, 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국제표준 단위 이외에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 단위를 표준 단

위 또는 다른 비표준 단위로 변환할 수 있는 어플. 아직도 비표준 단위인 

인치(inch)를 더 많이 사용하는 TV나 휴대폰의 액정크기를 표준 단위인 m

(또는 cm. mm)로 바꿀 때는 이 어플을 써보자.

[주요기능]

1. 넓이, 속도, 부피, 길이, 연비, 온도, 압력, 데이터양, 무게 등에 대한 각

국에서 사용하는 단위계끼리의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2. 여러 나라의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환율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수학, 과학, 사회(초중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단위 변환이 필요한 전 교과에서 활용 가능. 비표준 단위(파운

드, 마일, 배럴 등)가 자주 등장하는 신문 활용 수업(NIE)에서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수집한 자료의 정리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수학, 과학, 사회)

기타
단위 변환을 위한 어플만 수십 종에 달한다. 어떤 어플을 선택하든 NIE 등

과 같은 교육에 꼭 필요한 어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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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유리 돋보기(무료/영어) 유사어플
(a) Magnify It

(i) 두레 돋보기, Magnify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교과,창의적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 /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을 돋보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를 디지털 확대 절차를 통해 돋보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유리돋보기(Magnify) 어플을 실행하고 이미지를 촬영하면 일반 카메라 

모드로 촬영한 것보다 확대된 상(디지털 확대)을 얻을 수 있으며, 확대/

축소 아이콘을 이용하여 추가로 확대(3단계)가 가능하다.

2. 액정을 더블 터치로 정상/확대 모드의 전환과 촬영이 가능하다.

3. 확대 촬영된 영상을 다시 확대, 편집하여 스마트폰과 데스크 탑PC에 저

장 또는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탐사활동, 실험ㆍ관찰 활동에서 돋보기 및 카메라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전 교과(관찰, 탐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

1. 상세한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이콘 활용법 등에 대한 사

전 교육이 필요하다.

2.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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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ConverPad (무료/한글/영어) 유사어플
(a) Unit Converter

(i) Convert Pro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전문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전 세계 도량형 단위 변환기로 신문 활용 교육(NIE)에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등에 나타나는 SI단위계를 따르지 않는 단위의 환산에 유용한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 단위(SI단위를 따르지 않

는 단위)에  대해 표준단위(SI단위), 또는 비표준단위끼리의 변환이 가

능하다.

2. 세계 각국의 통화에 대한 환율 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다.

3. 일반, 과학 및 공학 계산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범 교과), 특성화고(전기, 전자)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신문,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기사 등에서 나타나는 국제비

표준 단위를 국제표준 단위로 환산하기, 비표준단위를 사용

한 저자(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준단위로 바로잡기 운동 

전개하기 등

- 활용교과/단원 : 중고(범 교과), 특성화고(전기, 전자)

기타

1. 영문으로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관한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

2. 단위에 활용한 량(무게, 길이, 부피, 면적 등)에 관한 영어/일본어/프랑

스어 등 다국어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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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UltraChron Stopwatch & Timer 

($0.99/영어), Lite(무료/영어)
유사어플

(a) StopWatch & Timer

(i)AnyCourse Stopwatch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사용이 편리한 디지털 초시계 겸 타이머로 1/100초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학습 및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말하는 스톱워치 기능 - 볼륨업 버튼(시작/정지), 볼륨다운 버튼(랩/재

설정)을 누를 때마다 랩타임, 경과시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2. 말하는 타이머 기능 - 타이머를 설정한 후 동작시키면 전체 시간과 남

은 시간 간격마다 음성으로 알려주며, 5초 전~1초 전까지 카운트다운

을 해준다.

3. 타이머 설정시간이 경과한 후 초과시간을 표시해준다.

4. 랩타임표시기능, 랩타임 히스토리 기능, 이메일 전송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시계, 타이머 기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

- 활용방법 : 일반적인 초시계/타이머와 동일. 시간을 정해두고 실시하는 

학습활동(실험실습, 관찰, 토론, 운동경기 등)에 보조도구로 

활용. 랩타임 기록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고서에 첨부할 수

도 있다.

- 활용교과/단원 : 과학(특히 화학실험 등), 체육(달리기 등), 토론활동 등

기타

1. 타이머에서 음성 설정 기능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지원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2. Lite버전에서는 벨소리를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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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MyAngel(무료/한글) 유사어플
(a)임신과 태교

(i)임신·출산 백과, 임신 운동

적용대상 초중고(한글) 적용교과 과학, 기술·가정, 보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임신의 전 과정에 대해 주 단위(0주~40주)로 태아의 그래픽과 초음파 사진

을 통해 태아의 성장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매주 마다 아기의 발달 과정에 따른 그래픽과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관심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부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2. 임신 기간 중 산모가 받게 될 각종 검사, 임신부가 흔히 겪는 40여 가

지 불편 감의 원인과 해결책 및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를 제시한

다.

3. 출산일 예측(임신 전 마지막 생리일 기준), 출산일까지 남은 기간 계산, 

산모의 신체 변화, 권장 활동 및 의사의 조언 등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 기술·가정, 보건(초중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임신의 성립과 태아의 발생, 성장 단계, 출산에 이르는 전 과

정의 학습에 활용. 임신 및 출산, 임신 중 발생 가능한 질병 

등에 대한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수학, 과학, 사회, 범 교과)

기타
원래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에서 개발한 어플이지만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한 초중고 전 학교 급에서 활용이 가능한 어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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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Dropbox (무료/영어) 유사어플
(a/i) 다음클라우드, 네

이버N드라이브

적용대상 초중고(영어) 적용교과 협업이 필요한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  )/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사진을 비롯하여 문서 파일, 비디오 파일 등을 PC와 모바일기기, 웹사이

트 등에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내용 / 기능]

1. (회원 가입 필수) 2GB의 저장 공간 드롭박스(Dropbox)를 무료 제공

2. 공유할 파일을 PC의 Dropbox 폴더에 저장하면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뿐만 아니라 Dropbox.com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저장

3. 언제, 어디서나 드롭박스를 로컬 폴더처럼 사용 가능

4. 초대한 친구, 모둠끼리 폴더 공유를 통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거나 편집하여 재 업로드 가능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모둠별 활동이 필요한 모든 교과에 적용이 가능

- 학습활동 : 협력학습, 토론활동,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링크복사를 통해 모둠 원 전체가 공유 가능하고, 공동 발표

자료 제작 시 누구든 수정 가능하여 협업 활동에 효과적

- 활용교과/단원 : 협업이 필요한 모든 교과에서 적용 가능

기타
1. PC와의 자동동기화 기능을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한다.

2. PC에서 로컬 폴더처럼 활용하여 공유가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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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CamScanner(무료/영어) 유사어플
(a) Document Scanner

(i) Doc Scanne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

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을 스캐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

미지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이미지 강화기능을 통해 사진을 자동으로 자르고, 색상과 밝기를 조절

하여 선명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사진, 종이파일, 영수증, 필기노트, 칠판 내용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촬영)하여 PDF로 제작한 자료를 수집한다.

3. 미리보기 기능으로 PDF 파일로 변환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작성한 PDF 파일을 이메일 등을 통한 공유가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탐사활동, 실험ㆍ관찰 활동 결과 물(손으로 그린 그래프와 

그림, 필기자료 등)을 촬영하여 PDF형태의 보고서 작성하는 

활동은 모든 교과에서 활용가능하다.

- 활용교과/단원 : 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

1. 상세한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이콘 활용법 등에 대한 사

전 교육이 필요하다.

2. 각 페이지에 직접 글을 입력하는 기능이 없음(스캔만 가능)에 유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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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Smart Measure (무료/한글)

Smart Measure Pro ($0.99/한글)
유사어플

(a) 높이 및 거리 측정

(i) My Measures Lite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범 교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증강현실(AR) 기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어떤 물체(건물 등)와의 거리, 

높이, 폭, 넓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사용자의 키를 고려하여 스마트폰의 높이(키-0.3m)를 입력하면, 대상을 

비추면, 대상까지의 거리와 폭, 높이, 면적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 사람의 신발을 찍은 후 머리를 찍으면 키를 측정할 수 있다.

3. 카메라 줌 기능, 가상 수평선 보기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과학, 수학,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초4 사회), 측정(초3,5 수

학), 생활자원과 소비(초6 실과), 한국사 영역 전반(중2 사

회), 삼각함수의 성질(고1 수학), 건설기술(중3 기술) 등의 교

과에서 거리, 높이, 넓이, 면적과 관련한 측정, 답사, 탐사활

동 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전 교과/측정이 필요한 단원

기타

1. 사용자의 키, 건물의 높이 등을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에 학교 급별/학년별 수준에 맞게 측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측정

할 수 있게 지도한다.

3. 설명서에 따르면 측정에서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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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네이버 (무료/한글) 유사어플
(a)Google Goggles, QR Droid

(i)QR Reader and Scanne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 웹 검색 뿐만 

아니라 바코드/QR코드 검색, 음성 검색, 음악 검색, 일본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초성검색, 연락처 검색, 맞춤형 조건 검색, 음성 검색 지원

2. 바코드 및 QR코드 검색, 그린윈도우 검색 지원

3. 와인라벨을 촬영하면 와인 정보와 가격, 어울리는 음식 정보를 제공

4. 일본어 문장을 촬영하면 사전 없이 번역 지원

5. 음악을 들려주면 음악과 가사까지 알려주는 음악 검색기능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바코드/QR코드 리더로 활용. 선생님이 QR코드로 작성한 학

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검색하여 활용. 와인라벨/일본

어 문장/음악 검색 기능을 프로젝트 학습에 도구로 활용. 일

본어 교과의 사전으로 활용. 독서토론에서 서적 검색과 정보 

공유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

기타 1. 일부 QR코드나 서적/상품의 바코드 중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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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Google Goggles (무료/영어) 유사어플
(a) The Finder

(i) Naver Search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  )/창작(○)/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전 세계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 랜드 마크 건문, 책의 바코드 등을 촬영하

면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어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궁금증을 사진촬

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에펠타워, 숭례문 등과 같은 랜드 마크 건물,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촬

영하면, 어플이 해당 정보를 구글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보여준다.

2. 사진에 포함된 문자(간판, 책이름 등)를 인식하여 관련 있는 책이름이나 

문장, 단어를 보여준다.

3. 검색결과가 없을 때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사회, 역사, 미술, 전 교과 공통)

- 학습활동 : 창작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화가의 그림, 전 세계의 주요 랜드 마

크 건물, 책이름, 바코드 등을 촬영하여 해당정보를 검색하

기. 자료를 CamScanner를 이용하여 보고서(PDF) 만들기, 

PPT파일로 변환하여 프레젠테이션 하기 등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같은 건물이나 미술작품이라도 촬영 시 조명, 반사된 빛의 양 등에 따

라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깨끗한 화질로 촬영할 수 있게 

지도한다.

2. 외국의 미술작품, 랜드마크 건물, 책 등에 대한 인식 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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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한국사연표(무료/한글) 유사어플
(a) 한국사연표, 세계사연표

(i) 근현대사연표 외우기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국사, 한국사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간편하게 한국사의 중요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연대순으로 정리한 어

플.  역대 왕 목록과 한중일 왕조와의 비교표를 제공한다.

[주요기능]

1. 한국사 연표(사건 별 위키피디아 연결)

2. 중요 시대별 한반도 지도

3. 중요 왕조별 역대 왕(대통령) 목록

4. 한중일 왕조 비교

5. 7차 개정 교과 교 과정에 맞게 연도 수정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사회, 국사(초중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우리나라의 역사를 학습하는 사회(초중), 국사(중고), 한국사

(고) 등의 교과에서 사건별/시대별로 학습하는 데 활용. 역대 

왕조별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건들을 비교 정

리하는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활용교과 전 단원

기타

1. 한국사 전반에 대한 통시적인 관점을 키울 수 있다.

2. 세계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 어플을 이용하여 한국사와 연계한 교육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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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신라역사여행 (무료/한글) 유사어플
(a) 문화광광여행, 경주문화관광

(i) [지역별] 여행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국사, 한국사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어플. 신라역사를 시작으로 백제, 가야의 이야기도 준

비 중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경주의 역사유적지와 국립박물관을 소재로 역사 이유기를 쉽게 재미있

게 즐길 수 있게 구성

2. 나레이션, 드라마극화,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

3. 경주 불국사, 안압지, 대릉원 등 17곳에 대해 스토리텔링 서비스 지원

4. 구급 맵과 연동된 경주 전 지역의 관광지 정보지도와 증강현실을 이용

한 유적지 위치와 방향 정보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국사, 역사, 한국사)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신라역사 유적지 탐방계획서 작성하기, 스마트폰으로 가상 

탐방하기, 실제 유적지 탐방하기, 탐방보고서 작성하기에 활

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국사/현장체험활동)

기타
1. 사용자가 유적지에 접근했을 때 알림 메시지로 유적 정보를 알려주는 유

적지 알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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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바로 찾는 조선왕릉!(무료/한글) 유사어플
(a) 신라역사여행

(i) 문화와 문화유산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창체(초중고), 사회(중), 한

국사(고)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조사(○)/탐구(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

설명

[특징]

자랑스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조선왕릉 40기"

에 대한 정보와 조선왕조 27대의 왕의 정보제공. 구글 맵에서 GPS를 이용

해 원하는 왕릉의 위치와 대략적인 대중교통 경로를 검색 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조선 역대왕의 주요 정보, 왕의 인물 사, 왕의 가족 정보, 왕릉 정보 제공

2. GPS를 통해 현 위치에서 원하는 왕릉의 대략적인 경로를 구글 맵에서 확인

3. 즐겨찾기에 각 왕릉 방문 리스트를 저장, SD 카드에 저장 가능

4. 즐겨찾기 데이터를 외부저장장치(SD card)에 저장, 불러오기 가능

5. 조선왕조실록소개, 주변 날씨 정보 제공(기상청정보 이용)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중2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현장조사학습

- 활용방법 : 조선시대 사회상을 왕의 연대기와 관련지어 조사하거나 토론

하여 개별/공동과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2사회(조선의 성립과 발전), 중3사회(조선사회의 변

동), 고1사회(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한국사(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등)

기타

1. 왕릉과 더불어 왕의 인물 사, 왕의 가족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2. GPS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찾고, 왕릉을 찾아가기 위한 교통편을 검색

할 수 있어 탐사활동에 활용할 경우 유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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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아세안 여행 (무료/한글) 유사어플 (a) 동남아 배낭여행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사회, 지리, 세계사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한-아세안 센터에서 제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0개국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아세안 소속 10개국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국가 정보와 여행 정보 

수록

2. 각국의 역사, 예절, 음식, 쇼핑과 간단한 인사말 정보 제공

3. 인접 국가에서 해당 국가로의 입국 절차를 설명

4. 주요 여행지에 대해 들어가기, 시내교통, 볼거리, 잠잘 곳, 먹을 곳 등

의 정보와 주요지역의 여행 지도를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사회/지리/세계사/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아세안 국가들의 지리, 역사, 예술, 음식, 축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문화역사지도 만들기 학습에 활용. 지역 내 국가 정

보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사회/지리/세계사)

기타
1. 각 국가의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학습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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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위즈 고사 성어 (무료/한글) 유사어플
(a)고사성어퀴즈

(i) 온고지신 사자성어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한문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사자성어, 고사 성어를 학습하기 위한 어플로 3000여개의 방대한 어휘를 바

탕으로, 학습 기능과 문제 풀이 기능을 활용하여 알찬 학습을 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사자성어, 학습, 문제풀이, 관심어구, 도움말의 5가지 메뉴로 구성

2. 사자성어 : 3000여개의 사자성어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음. 검색창

에서는 사자성어 중 일부분만 입력해도 원하는 사자성어를 

찾을 수 있음. 주마가편을 찾는 경우, 주마 혹은 마가, 가편

을 입력해도 가능함

3. 학습 : 사자성어를 1, 3, 5, 7, 10초 간격으로 변경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

며, 나타나는 내용도 한글, 한문, 의미를 늦게 나타나도록 설정 가능 

4. 문제풀이 : 한글 뜻풀이를 보고 사자성어를 골라내는 문제 풀이

5. 관심어구 : 첫 메뉴에서 추가하거나 풀어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국어, 문학 교과에서 등장하는 사자성어에 대한 사전으로 활

용 매 시간 학습 전후에 형성/정리평가 도구로 활용. 사자성

어의 유래와 생활에서의 활용사례 등에 대한 토론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고사 성어 학습은 학생들이 쉽게 지루하게 느끼게 되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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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위키 백과 (무료/영어) 유사어플 (a/i) 와피디아: 모바일위키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지식공유 위키 백과사전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 와

이파이 또는 3G와의 연결로 위키 백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네티즌이 만들어가며 완성하는 열린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스마트폰

에서 검색할 수 있다.

2. PC버전을 스마트폰버전으로 변환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검

색과 이용이 편리하다.

3. 스마트버전(모바일 사이트)에서는 내용 편집 기능, PDF로 다운로드, 책 

만들기 기능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4. [일반 판에서 이 문서 읽기]를 선택하면 PC버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교과별 주제토론, 프로젝트학습의 도구로 활용. 개별학습에

서 전자 백과사전으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전 교과에서 열린 백과사전을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나 편집책임이 개

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이 편집자의 입장으로 편향적일 수도 있음에 유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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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세계의 명화 (무료/한글) 유사어플
(a) QuintessArt - 가상박물관

(i) ARTSee(폰 안의 미술관)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미술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르느와르, 라파엘로, 고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적인 화가들의 삶

과 그들의 작품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감상하며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고갱, 고야, 고흐, 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벤스, 루오, 로트렉, 르느

와르, 루소, 라파엘로, 렘브란트, 밀레, 마네, 마티스, 미켈란젤로, 모네, 

모딜리아니, 세잔, 쇠라, 위트릴로, 와토, 칸딘스키, 클레, 쿠르베 등 25

명의 화가 작품 1000여점 

2. 아티스트별, 작품별 목록과 상세한 설명 제공

3. 수록하고 있는 작품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3초, 10초, 30초, 1분)으로 넘

겨가면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액자] 기능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미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특정 화가에 대한 미술사조와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토론한

다. 특정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의 작품 경향을 비교 분석하

는 프로젝트 활동에 활용한다.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미술/전 단원)

기타
Google Goggles의 명화 스캔 기능을 함께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그림의 정

보를 찾아 비교하며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50 -

어플명(a) How to Draw (무료/영어) 유사어플
(a) How to Draw Cartoons

(i) How to Draw Easy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멋진 삽화나 일러스트를 그려보고 싶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어플. 개, 꽃, 

나비 등 수십 장의 그림을 단계별로 따라하면서 그리기를 익힐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단계별 따라 하기 방법을 통해 동물, 카툰, 만화 그림을 습득

2.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따라하면서 그리기 기술을 익힐 수 있게 구성 

3. 개, 꽃, 미키마우스, 심슨, 자동차, 나무, 장미, 앵무새, 나비, 고양이, 비행

기, 용, 공주, 피카추, 촛불 등 40여종의 그리기 자료 수록(수시업데이트)

4. 그리기 기초를 익힐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성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독서/문학/영어독해 교과에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활

용. 미술교과 기초 그리기 연습 도구로 활용. 답사/탐구보고

서 삽화작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미술/창의적 체험활동, 일반교과에서 삽화활용)

기타

1. 그리기 연습을 위해서는 스케치용 방안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색연필을 활용한 스케치를 통해 그리기연습과 더불어 그림에 적당한 색

감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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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나도 화가다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쉽게 페인트

(i) Eastern Drawing Free

적용대상 초중 적용교과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멋진 삽화나 일러스트를 그려보고 싶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어플. 개, 꽃, 

나비 등 수십 장의 그림을 단계별로 따라하면서 그리기를 익힐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갤러리 : 고흐, 다빈치, 고갱, 세잔, 루벤스, 모네, 고야, 피사로 등의 그

림 20여점이 준비되어 있으며, 선택한 그림을 배경화면으로 설

정할 수도 있다.

2. 색칠하기 : 갤러리에서 선택한 그림의 스케치 위에 색칠해보면서 유명 

화가들을 따라하면서 그림을 공부한다.

3. 나의 그림 : [색칠하기] 메뉴의 상단에 있는 [디스크] 아이콘을 눌러 저

장한 그림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 활용방법 : 밑그림에 색칠 연습을 하면서 그리기 기초 작업을 연습하는

데 활용. 유명 작가의 작품 감상과 함께 따라 그리기를 통한 

창의적 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미술/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손가락 끝으로 터치스크린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

요하며 터치펜을 사용한다면 좀 더 정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2. 밑그림이 없는 그리기는 [쉽게 페인트] 어플을 활용한다.



- 52 -

어플명(i) 신윤복 화첩 (한글) 유사어플
(a)퍼즐로 만나는 김홍도

(i)김홍도화첩, 정선 화첩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사, 미술, 문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조선후기의 화가로 풍속화를 주로 그렸던 혜원 신윤복의 작품들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면서 조선후기의 예술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어플

[주요기능]

1. 신윤복 화첩 첫 화면에 4장의 그림으로 혜원풍속도첩-1, 혜원풍속도첩

-2, 여속도첩, 미인도의 메뉴를 나타냄

2. 첫 화면 우측 상단에는 작가소개 버튼이 위치함

3. 그림 메뉴 안으로 들어가면 각 그림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림을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그림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국사, 미술, 문학,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김홍도, 정선의 화첩과 함께 조선 후기의 문화 예술에 대해 

학습하는 데 활용. 신윤복의 작품들을 여흥, 기방, 일상과 

풍습, 탐욕 등의 주제별로 검색하고 토론하는 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위키 백과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원저자의 개

인적 견해가 포함될 수 있다.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0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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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PicSay (무료/영어) ~ Pro($4.28/영

어)
유사어플

(a) 포토에디터, PicsIn 사진

(i) Perfect Photo, PhotoEdito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 말풍선을 추가하거나 색상을 바꾸는 등 

재미있게 변형시킬 수 있는 어플. 사진편집 프로그램 상 수상작

[주요내용 / 기능]

1. 사진의 색상을 수정하거나 말풍선 넣기, 제목 넣기, 이미지 왜곡 기능 지원

2. 색상, 채도, 콘트라스트, 색온도, 기울기, 픽셀 화 등의 기능 지원

3. 여러 가지 모양의 스티커를 추가하여 사진을 꾸미는 기능 지원

4.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의 경우 사진에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지원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현장 체험활동 사진, 과학실험 활동사진 등에 자막(제목)을 

넣거나, 말풍선을 추가하여 상황 설명 등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제작한 파노라마 사진을 photaf.com 사이트, 페이스북 등으로 다른 사람

들과 파노라마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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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Photaf 3D Panorama (무료/영어)

Photaf 3D Panorama Pro($3.99/영어)
유사어플

(a) PanoSphere

(i) Panofolio 360 Photos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제자리에서 360°회전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들을 이어 붙여 한 장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자동 생성해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자동 생성 모드에서는 2장의 사진을 촬영과 이어붙이기까지 자동 처리

2. 수동 모드에서는 360°회전하면서 촬영한 한 후 [Stitch Images] 아이콘

을 클릭하였을 때 자동으로 붙여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시켜준다.

3. 촬영할 때는 위와 오른쪽에 있는 수준계의 공기방울로 수평과 수직방향 

기울어짐 정도를 가늠하면서 촬영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현장 체험활동 시 학습장소의 360°전 방향 파노라마 사진 제

작에 유용하다. 사회, 지리, 과학 교과의 탐사활동 시에 전 

방향 촬영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제작한 파노라마 사진을 photaf.com 사이트, 페이스북 등으로 다른 사람

들과 파노라마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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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xPiano(무료/영어) 유사어플
(a) My Piano 등

(i) Piano, Piano+ 등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음악,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안드로이드폰에서 피아노 연주를 연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4 옥타브의 피아노 건반을 제공한다.

2. 어쿠스틱 그랜드 피아노, 첼로 등 12개의 악기 음원(유료어플인 

xPiano+는 128개의 악기 음원) 제공한다.

3. 피아노 건반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4. 연주연습을 녹음할 수 있으며, 녹음한 곡을 들으면서 연습상황을 점검

하면서 자신의 연주를 보정할 수 있다.

5. 2곡의 음악(유료어플에서는 8곡) 샘플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음악(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기본 제공되는 연습곡을 따라하면서 피아노를 포함하여 12

종의 악기 음원을 통한 연주를 연습할 수 있다.

- 활용교과/단원 : 음악(악기 연주 연습)

기타

1. 영어로 제작된 어플이므로 연주연습 시작 전에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충

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듣기 연습이 주요 기능이므로 활용을 위해 이어폰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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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Perfect Ear(무료/영어) 유사어플
(a)Ear Coach, Musical 

Ears, Musical Lite 등

(i)Ear Coach, Ear Traine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음악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Perfect Ear는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여 음악가나 일반인들의 청음 능력

을 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구이다. 이 앱은 전문 음악가뿐만 아니라 

취미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듣기를 위한 단순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주요내용 / 기능]

1. 7가지의 연습 유형을 제공

2. 기타, 피아노를 포함하여 여러 악기로 된 스킨 제공 

3. 개인이 설정 가능한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4. 스케일 뷰어와 개인화된 연습 환경 제공

5. 프리기아 선법과 로크리아 선법을 비교하며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음악(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타와 피아노 모드의 청음 연습 

만으로도 다양한 청음훈련이 가능한 유익한 어플이다.

- 활용교과/단원 : 음악(청음 훈련)

기타

1. 각 모드마다 영어로 설명된 사용법을 청음연습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듣기 연습이 주요 기능이므로 활용을 위해 이어폰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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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고전 음악 I (Classical Music I: Master's 

Collection Vol. 1) (무료/한글)
유사어플

(a)클래식매거진

(i) 클래식마니아

적용대상 중 적용교과 음악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쇼팽, 차이콥스키 등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음악 115

선! 클래식 음악 전문가가 직접 선정하여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

[주요기능]

1. 완전 컬러의 음악 비주얼라이저

2. 인터넷 연결 없이 어디서든 감상 가능 

3. 멀티태스킹 및 백그라운드 재생 

4. 내장 YouTube 뷰어: 라이브로 연주된 음악 감상 

5. Wikipedia: 작곡가 및 음악 정보 검색(인터넷 연결)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음악)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음악 교과에서 소개되는 클래식 음악 듣기학습에 활용. 자기 

주도적 학습 전에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활용. 클래식 음

악의 작가별, 시대별 흐름에 대한 토론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음악/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음악 듣기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하지만 몇몇 메뉴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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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Stretch Exercises (무료/영어) 유사어플
(a) Exercises

(i) Yoga Stretch, iStretch!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체육/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의자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등과 허리, 어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연습 어플로 의자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의자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요가의 자세를 따라하면서 근육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게 쉬운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2. 동작 사진과 함께 전문 요가 트레이너가 올바른 연습과 자세한 방법을 

알려준다.

3. 목, 가슴, 어깨, 등의 신체 여러 부위에 따른 40 가지의 스트레칭 방법

(기초/심화)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체육/창의적 체험활동/전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체육 시간에 스트레칭 관련 단원에 활용. 일반 교과시간에 긴

장을 완화하거나 졸음을 쫒기 위한 방법으로 1~3분 정도 

1~2 동작을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체육/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영어로 구성된 어플로 신체부위 및 동작에 관련된 용어를 사전에 학습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용어를 모르더라도 사진

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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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톨스토이 단편선(무료/한글) 유사어플
(a)클래식 미국의 단편 소설

(i)세계 단편 문학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국어, 문학, 독서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친구, 사람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촛불, 사람

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 한가 등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을 정리해놓은 어플

[주요기능]

1. 목차를 클릭하면 전체 작품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

면 각 작품마다 5~6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2. 화면을 90도 회전하면 넓게 볼 수 있으나 글자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글자의 크기는 확대하면 내용이 다 보이지 않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3. Summery에는 저자와 역자(옮긴이)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국어, 문학, 독서(초중고)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러시아 문학자 톨스토이의 문학작품 중 대표적인 단편문학들

만 골라 놓은 것으로, 1시간 정도의 스케줄로 읽고 토론하는 

독서 토론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국어, 독서)

기타
기능 중 테마 변경 후 재실행 시 1~2회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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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한국어 구문 알아보기 (무료/영어)
유사어

플

(a) 한글마스터

(i)손가락으로 통하는 한국어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

과
영어/제2외국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플이다. 

이 어플을 통해, 역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

다.

[주요내용 / 기능]

1. 무료 버전에서는 인사, 일반적인 대화, 수, 방향과 장소, 교통, 외식 등

에 관한 영어 <-> 한글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2. 영어 단어와 문장이 먼저 나오고, 이 구문을 선택하면 한글과 한글로마

자 표기법이 함께 나오면서 성우의 한국어 음성이 함께 나온다.

3.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외국어 학습에서 우리말을 외국어로 바꾸는 방법을 우선적

으로 생각하는 데,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방법으로 학습

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말과 

외국어 표현을 함께 연습하면서 외국어 학습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영어회화)

기타
1. 한국어 음성은 들려주지만 영어 음성은 들려주지 않아서 외국어 발음 

연습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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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iWord(무료/한글)
유사어

플

(a)영어워드톡, 워드킹

(i)Amdori EngToKor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

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초중고 및 수능 필수 영단어는 물론 미드, 영화, 뉴스 등 최신 영단어 학습

을 위한 어플로 학습자가 직접 만든 단어장도 추가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7개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library에는 인기 다운로드, 추천단어장, 신

규단어장이 있고, 새 단어를 ‘내 단어장에 추가’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2. word 메뉴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한 단어장이 있다. 제목을 선택하면 

음성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PC와 스마트폰, PMP 등의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 영한 음성지원 및 예문, 어휘 제공. 학습자가 만든 단어장도 영한 음성

을 지원하여 암기의 효과를 증진시켜 준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초중고에서 영어단어 암기 도구로 활용. 특정 주제에 대해 학

생들이 직접 단어장을 만들어 어플에 추가하는 프로젝트 학

습에 활용. 모둠별 경쟁 방식의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전 단원)

기타

1. 음성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하므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직접 작성한 단어장을 올리면 자동 변환하기 때문에 아이워드에서 제공

하는 다른 단어장과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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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보카로이드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워드톡

(i) 우선순위영단어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장 어플. 단어장에 

없는 단어이거나 공부할 단원에 맞는 단어들만을 따로 모아 단어장을 구성

할 수도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잘 외워지는 단어장] 단어장에 없거나 학습단원, 주제에 맞는 단어들만

을 따로 모아 단어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토익, 토풀, 고등우선, 초등필수 단어장이 준비되어 있다.

3. 웹 검색을 통해 새 단어장이나 [잘 외워지는 단어장]에 새 단어를 추가

할 수 있다.

4. 발음 자료를 다운받으면 원어민 음성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토익/토플)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단어 암기 학습에 폭넓게 활용 가능. 모둠별로 암기를 돕거나 

묻고 답하기, 경연방식의 학습에 활용. 학습단원별 단어장 

만들기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

기타
1. 발음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와이파이 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G존에서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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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위픽 보카(유료/한글) 유사어플
(a) 1st 이미지 영어

(i) 수리 수리 보카(수능)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 카드형 영어단어장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단어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사진 보기 : 최신사진, 추천사진, 최신단어, 내 친구 등의 메뉴를 이용하

여 해당 단어와 연결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2. 사진 올리기 : 직접 찍은 사진이나 카메라 롤에서 선택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진이 선택됐으면 영단어 및 한글을 등록할 수 있다.

3. search(검색) : 유저들이 사진과 함께 올린 영단어, <나의 wepic 단어

장>, <필수 단어장>과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서 직접 

검색 가능

4. 단어 학습 :<나의 wepic 단어장>과 <필수 단어장>을 이용한 트레이닝

5. 마이 프로필 : 내 사진, 닉네임, 레벨, ACE 여부, 인사말 등이 표시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단어를 사진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연상기억에 의한 암기 학

습에 도움이 된다.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자료 제작 시 정확한 단어를 입력하여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며, 다른 사

람의 자료에서 오류 발견 시 신고하여 수정토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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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찍찍이 어학기 (무료/한글) 유사어플
(a) 디지털 어학기

(i) LC어학기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어학 공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찍찍이]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 리스닝(Listening) 향상 및 토익(TOEIC), 토플(TOEFL), 

오픽(OPIC), 텝스(TEPS), SAT 등의 어학 시험을 준비에 유익할 것이다.

[주요내용 / 기능]

1. 가장 많이 쓰이는 wma, wav, mp3 파일을 모두 지원

2. 구간 반복 기능, 구간 반복 공백 기능, 전체 구간 반복 재생 기능 지원

3.원음을 들은 후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여 연속적으로 재생시키면서 발음

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지원 

4. 일반 녹음 기능, 파일 탐색 기능 지원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다운받은 VOA 뉴스, 교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듣기 

MP3 파일의 반복 청취에 활용. 문장/단어 등을 따라하고 원

음과 비교하면서 발음 교정용 도구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자세한 사용법을 제작자 홈페이지(http://blog.cyworld.com/dignara)에서 

미리 익힌 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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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SENDIC (한글/무료) 유사어플
(a) AE영어상황표현

(i) 능률영어 표현 찾기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영어회화에 유용한 73,000 문장을 사전처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즉시 

불러내 활용할 수 있는 문장사전 어플

[주요기능]

1. 온라인 검색이 아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한 다양한 검색옵션 제공

2. 검색 결과를 영문전용, 한글전용, 영문/한글 보기로 손쉽게 전환하고 My 

Note에 저장하여 학습에 활용하거나 E-Mail, SMS로 전송 기능 제공

3. 흩어진 단어를 모아 문장을 완성하는 Sentence Rebuilding, 주어진 문장 

중 바른 문장을 골라내는 Multiple Choice 학습 도구 제공

4. 검색된 문장 앞에 있는 아이콘에서 스터디로 저장 체크하면 바로 스터디

에서 그 문장으로 영어게임을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상황별로 구사할 회화 문장을 찾아 연습하는데 활용. 모둠끼

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상황이 맞는 역할극 수행 시 문

장사전 활용. 배열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 때 모둠별 경연방

식으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사전 어플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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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하루하나 클립영어(무료/한글) 유사어플
(a) MediaLang

(i) YBM동영상영문법

적용대상 중, 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원어민들이 실제 활용하는 영어 표현을 매일 하나씩 제공되는 동영상을 통

해 듣고 따라하면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영상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자막과 주요 표현을 학습

2. 원어민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살아있는 영어 제공 

3. 원어민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매일 1개씩 제공

4. 영어, 한글, 영어/한글 대본을 보면서 동영상내용을 확인하는 기능 제공 

5. 주요 표현을 따로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하여 제공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수업 시작에 앞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전체/

개별). 주제에 따라 토론학습/프로젝트 학습형태로 활용이 가

능하나 매일 동영상이 업데이트되므로 매시간 완료할 수 있

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활용. 영어 듣기/받아쓰기 도구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실시간 동영상 호출 방식이라 3G에서는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지난 내용을 복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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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영어회화 두뇌 트레이닝(무료/한글) 유사어플
(a) Repeat

(i) 영어회화 두뇌 테스트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한국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형태를 완벽하게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24개의 스테이지, 12가지의 문법형태를 훈련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나열해 놓은 후 제시된 문장에 맞도록 단어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

2. 각 단계별로 학습이 끝나면 A, B, C, F 등급이 매겨지며, 본인의 기록은 

누적 관리되며, 어플의 전 사용자들에게 공개됨

3. 답이 틀리는 경우 오답노트에 추가되며,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

로 드래그하면 삭제됨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수업과 관련이 있는 스테이지를 수업초반에 도입하여 문장완

성하기 연습을 통한 동기부여에 활용. 모둠끼리 토론하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경연 방식의 협력/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기존의 책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탈피한 스마트폰용 어플이다.

2. 어플 내의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 어플 제작자와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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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Big City (무료/영어) 유사어플 (a/i) Learn English Elementary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영어 학습자를 위해 영국 문화 협회(British Council)에서 제작한 어플로 

쉬운 문장과 만화를 통해 읽기와 듣기를 연습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대본과 함께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4개의 시리즈와 각 시리즈마다 

12개의 에피소드(총 4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2. 학습중인 내용과 관련 있는 만화를 8개까지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3. 캐릭터를 선택하면 오디오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4.개발자의 영어학습 웹사이트(http://learnenglish.britishcouncil.org/en/big

-city-small-world)에서 시리즈별로 언어 연습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개인별 듣기자료로 활용. 주제별 토론학습이나 영국의 문화

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모둠별 협

력학습 도구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영국 문화 협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어플로 영국식 영어 학습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2. British Council의 다른 어플도 학습에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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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영어단기학교 - 기적의 영문법
유 사 어

플

(A)메가잉글리시스마트러닝

(i)말 되는 영어문법세상

적용대상 중고(한글)
적 용 교

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설명

[특징]

영어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학원에서 강의했던 12개의 동영상 강좌

를 링크로 제공하는 어플

[주요기능]

1. to부정사 앞뒤 조심해라, wh 관계사는 ㄴ,~하는 이다, 관계사, 쉼표를 

만나도 놀라지 마라!, 수동태, pp를 죽여라!, 분사가 형용사의 라이벌이라

고?, 전명 구를 빼면 문장이 짧아진다!, 기억해! 누가 명사를 대신하는지, 

동명사의 충격고백, 수백 가지 스킬은 지워버려라, 완료는 “했었다”, 진

짜 동사 찾기! 준 동사는 고르지마, 커플 능동, 솔로 수동 등 12가지 문

법 강의 동영상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

-학습활동 : 개발학습

-활용방법 : 영문법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영문법을 자기 주도 학습으로 마

스터하고자할 때 활용. 단기간에 영문법을 복습할 때 활용

-활용교과 : 초중고(영어)

기타
1.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므로 3G환

경에서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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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EBS 입이 트이는 영어 ($2.99/한

글)
유사어플

(a) EBS 귀가 트이는 영어

(i) EduMP3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EBS FM에서 방송하고 있는 [입이 트이는 영어] MP3 파일을 매일 다운 받

아 청취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월별 자료를 구매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한 달 간의 방송분량을 다운 받

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2. 매일 아침 7:00~7:20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여 제

공하며, 텍스트 교재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3. OPIs, TOEIC Speaking Test를 위한 학습에 도움을 준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연습에 활용. 매일 20분씩 듣고 따라하

면서 익히는 말하기 훈련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EBS FM 귀가 트이는 영어]와 함께 활용한다면 듣기 및 말하기 훈련에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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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EBS 여행영어(무료/한글) 유사어플
(a) AE여행영어회화

(i) 여행영어표현사전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여행영어 표현을 가볍게 보기만 해도 익힐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급할 때 빠르게 영어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공항, 교통, 식당, 숙박, 쇼핑, 관광, 전화/통신, 기본표현, 긴급 상황 등 

총 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됨

2. 강력한 검색 기능을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음

3. 암기 장 기능을 이용하여 주요 표현들을 담아놓고 반복해서 볼 수 있음

4.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을 알려주는 메뉴가 있어서, 하나씩 준비하면서 체

크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초중고 영어교과에서 그룹별 역할극 형태로 영어회화를 학습

하는 데 활용. 상황별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 필

요한 상식과 에티켓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

기타
1. 실제 여행지에 간 것 같은 역할극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2. 실제 여행에 꼭 지참할 필수 어플로 사용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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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CNN News (무료/영어) 유사어플
(a/i)NewsSeeds, BBC News, 

Fox News, AP Mobile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영어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세계의 뉴스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글로벌 뉴스 채

널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것이라면, CNN 뉴스 애플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세계의 주요 이슈와 지역별 뉴스를 텍스트로 읽거나 동영상으로 시청

이 가능하다.

2. 세계적인 이슈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3. 홈 스크린 화면에서 뉴스 속보를 볼 수 있으며, CNN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 세계 뉴스를 영어로 들으면서 

듣기 공부와 시사교양을 함께 쌓을 수 있다. 3분 이내의 짤

막한 분량으로 학생들이 친숙한 주제의 이야기를 활용한다.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듣기, 창의적 체험활동/교양시사)

기타
1. 듣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텍스트를 미리 읽거나 인쇄해 참

조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



- 73 -

어플명(a) Aldiko Book Reader (무료/한글) 유사어플 (a/i) Wattpad eBook Reader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영어, 문학(영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수십만 권의 전자책들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읽

을 수 있는 책읽기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Feedbooks.com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수십만 권의 유료/무료 도서들을 

카테고리별로 검색할 수 있다.

2. 보물섬, 해저2만 리, 노트르담의 꼽추 등 출간된 지 100여년이 흐른 대

부분의 서양 고전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마이크로소프트, 오라일리 등에서 출간한 IT 관련 최근 도서들을 검색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영어/문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잘 알려진 고전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1~2쪽 정도의 분량씩 

읽게 토론하며 문학과 영어 표현을 함께 학습하는 데 활용. 

영어/문학 관련 교과에서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도구로 활

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문학)

기타
1.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서양 고전 서적들을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나 영어 해독 능력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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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AudioCambridge Advanced Learner’s TR 

(무료/영어)
유사어플

(a/i)AudioCambridge Advanced 

Learner’s($21.99)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컴퓨터, 정보와 컴퓨터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Cambridge Advanced Learner's 영

영사전에 영국식음성과 미국식음성을 모두 지원하는 전자사전

[주요기능]

1. 17만개의 단어, 구, 예문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영영사전

2. 79,800개의 단어에 대한 고품질 영국식발음과 미국식발음을 제공한다.

3.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러스트와 사진이 추가되었다.

4. 단어를 가장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예문을 포함한다.

5. 최대 50개의 검색단어 히스토리, 관련 단어 간 하이퍼링크를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영어)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영어 단어를 영어로 학습하면서, 단어의 정확한 영국식 발음

과 미국식 발음을 비교하면서 활용. 단어를 익히는데 가장 적

합한 예문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영어 학습에 활

용. [스타워즈]와 같이 영어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혼재된 

영화의 대사 청취력 향상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영어)

기타
1. 음성자료의 용량이 커서 3G존에서 다운받을 경우 데이터요금이 과다하

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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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Book&Dic-세계문학(무료/한글) 유사어플
(i)Book&Dic-World Famous 

Speeches Premium

적용대상 초(고학년), 중고 적용교과 영어, 특기적성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영문을 읽다 모르는 단어를 터치만 하면 사전에서 뜻을 찾아 바로 알려주는 

독서와 단어장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어플.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추가하

여 플래시카드, 행맨, 5지선다, 단어짝짓기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원서 본문에서 터치만으로 단어에 대한 해석과 단어장 추가 기능 제공

2. 편한 독서를 위한 글 읽기 옵션과 각 작품에 대한 목차 제공

3. 내장 사전에 없는 단어의 경우 웹사전을 통해 검색 가능

4. 4가지 단어게임 제공(플래시카드, 행맨, 5지선다, 단어 짝짓기)

5. 수록작품 : 신데렐라, 어린왕자, 이솝우화, 플란더스의 개, 행복한 왕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80일간의 세계 일주, 드라큐라, 제인 에

어, 걸리버 여행기, 피터팬, 오만과 편견, 로빈슨 크루소, 정글

북, 톰 소여의 모험, 보물섬, 오즈의 마법사, 해저2만 리, 크리

스마스 캐럴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영어(중고), 특기적성(초)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20여 편의 세계 고전 명작 소설을 통해 영어를 학습. 영어 읽

기자료나 초등학교에서 교과특기적성 교육, 독서토론 교육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활용교과 초중고(영어)

기타
1. 학생들에게 친숙한 문학작품을 영어 원서로 읽을 수 있으며 모르는 단어

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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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iKana Teach(무료/한글) 유사어플
(a) Japanese Kana, EasyKana

(i) iKana Touch, EasyKana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일본어, 특기적성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일본어를 처음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 문자(가타가나와 히라가나)

를 직접 쓰고 들으면서 익힐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자유연습]에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순서대로 써볼 수 있으며, 학습

자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연습할 수도 있다.

2. 자유연습 시 ‘눈’ 아이콘을 선택하면 획순을 볼 수 있으며, 스피커 아이

콘을 선택하면 발음도 들을 수 있다.

3. [테스트] 메뉴에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범위의 글자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채점은 정답 확인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하도록 되어 

있음

4. [성적표] 메뉴를 선택하면 달력에서 시험을 치른 날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그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의 성적도 확인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고(일본어), 초중(특기적성)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초중 특기적성 제2외국어 영역에서 활용. 고 일본어 입문 단

계에서 가나 문자의 쓰기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제2외국어, 일본어)/입문

기타 1.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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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i) Human Japanese (무료/영어) 유사어플
(a) Learn Japanese Free

(i)Japanese Grammar Exercise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일본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일본어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영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로 제작되어 일본어와 영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일본어의 구성 원리와 일본문화에 기초하여 제작된 일본어 학습서이다.

2. 언어의 핵심원리를 이해하고 영어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3. 히라가나 문자 쓰기 애니메이션, 일본인이 녹음한 1800여개의 어휘와 

예문, 수십 개의 퀴즈와 게임을 제공하여 학습을 돕는다.

4. 어휘와 문법 용어 검색사전, 일본어 사전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일본어/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일본어를 영어로 학습하므로 일본 문화에 기초한 일본어/영

어 학습에 모두 활용 가능. 일본어 사전, 문법사전을 활용

한 프로젝트 학습/협력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제2외국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영어와 일본어 모두 정선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 일본어/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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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Easy Metal Detector ($1.41/영어) 유사어플 (a/i) Metal Detector

적용대상 초중 적용교과 과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을 금속 탐지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 스마트폰을 금

속 근처에 가져가면 금속의 강도에 시각 및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주요내용 / 기능]

1. 어플을 실행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금속 탐지를 시작한다. 

2. 주변 전파 잡음이 있을 때는 [Calibrate] 버튼을 눌러 전파 잡음을 무시

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잡음 레벨이 0dB로 조정되며, 이

후로 감도가 다소 내려간다.)

3. 금속성분이 검출되면 파형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보음을 낸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과학/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주로 초등학교 과학교과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을 위한 

도구로 활용. 생활주변의 물질들 속에 금속성분을 찾아 분류

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토론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형태로 

활용. 상대방의 몸(주머니)에 감춰진 쇠붙이 찾기와 같은 놀

이형태의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과학/금속의 분류,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주변에 금속 물질이 많거나 컴퓨터, 시계, 허리띠 등 다른 금속물질로 

인해 측정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2. 휴대폰에 따라 감도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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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주기율 퀴즈 (무료/한글) 유사어플 (a/i) 화학 주기율 표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과학/화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주기율표의 원소를 외우면서 퀴즈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할 수 있

는 어플로 퀴즈의 순위가 등록되어 월별 또는 연도별 순위까지 볼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주기율] 주기율 표 상의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보여준다. 이때 원소

기호, 원자번호, 족, 주기, 명칭 순으로 표시해준다.

2. [퀴즈] 주기율과 관련하여 레벨에 따라 출제(1레벨 10문항~10레벨 100

문항)되며, 시간이 함께 표시된다. 모든 문제를 풀면 결과가 순위에 등록

된다.

3. [설정] 주기율표의 자동 넘김 시간과 퀴즈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과학/화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원소의 기본 정보에 대한 학습에 활용(전자배치는 The 

Periodic 어플을 활용한다). 모둠끼리 경연방식의 퀴즈 풀

이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과학/화학)

기타 1. 카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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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Particle Zoo (무료/영어) 유사어플
(a)Particle in a Magnetic 

Field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과학

활용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우주의 생성 물질인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앱이

다. 쿼크와  렙톤, 강입자 등의 특성,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 

[주요내용 / 기능]

1. 쿼크, 렙톤, 보존, 뉴클리온, 베리온, 메존 등의 소립자에 대해 학습한다.

2. 각 입자의 스핀, 전하, 질량과 특징을 제공한다.

3. 각 입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구성과 핵력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설

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고1)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소립자의 구성 물질과 전하, 소립자의 성질 등을 학습할 때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1과학(태양계와 우주)

기타

1. 짧고 간결한 영어문장으로 구성되어 중고등학생 정도이면 언어는 학습

의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

2. 초기 실행 시 ∞자 형태로 움직여야 GPS센서가 정상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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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올댓 과학실험 (무료/한글) 유사어플 (i) VideoScience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과학실험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과 함께 놀이처럼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 창의력 등 4개 영역에서 200여 종

의 실험 방법을 제공한다.

2. 단계별로 따라하면서 실험하고, 실험이 끝나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 유의점, 알게 된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에 따라서는 실험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과학/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교과학습 내용에 맞춰 실험주제를 선정하고, 실험 과정에서 

참조모델로 활용. 모둠별 실험프로젝트 설계와 진행, 결과분

석의 자료로 활용. 아이디어 구안 단계에서 아이디어 완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과학/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댓글 달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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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사이언스올 과학용어사전 유사어플
(a)한기대기술 용어사전

(i)정보통신 용어사전

적용대상 초중고(한글) 적용교과 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과학전반에 걸친 관련용어 10,000여개를 수록

하여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과학용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주요기능]

1. 과학용어사전과 과학행사일정, 사이언스 올 소개의 세 가지 메뉴로 구성됨

2. 검색하려는 용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가나다순이나 알파벳순으로 

나열해서 볼 수도 있음

3.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과학행사 일정을 볼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초중고)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중고 과학 교과 전 단원 학습을 위한 용어집으로 사전처럼 

옆에 두고서 항상 활용할 수 있다. 

- 활용교과/단원 : 과학(초중고)/전 단원

기타

1. 인터넷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3G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데이터요금이 발

생할 수 있다.

2.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포털 사이트인 사이언스에서 제공하

는 사전 및 과학행사 일정을 지원하는 어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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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지구과학용어사전($3.99/한글) 유사어플 (i)물리용어사전, 화학용어사전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지구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지구과학 교과 학습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한 어플로 교과 단원에 맞춰 

학습하면서 항상 옆에 유용하게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주요기능]

1. 자동 완성 기능의 실시간 검색(한글, 한자, 영어) 기능을 제공한다.

2. 북마크 기능을 제공한다.

3. 화면의 확대와 축소, 화면 전환 기능을 제공한다.

4. 무작위 추출 기능, 표제어 점프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지구과학(중고)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중고 과학/지구과학 교과 단원 학습을 위한 용어집으로 사전

처럼 옆에 두고서 항상 활용할 수 있다. 지구 지질 암석 관련 

탐사활동 시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 활용교과/단원 : 과학, 지구과학(중고)/전 단원

기타 1. 과학 탐구활동에서 사전처럼 항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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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사이언스타임즈(무료/한글) 유사어플
(a)사이언스타임즈

(i)YTN사이언스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과학 신문 ‘사이언스 타임즈’의 스마

트폰용 뉴스 어플로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기능]

1. [최신뉴스] 과학기술, 과학정책, 창의인성교육 관련 최신 이슈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2. [분야별뉴스] 뉴스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원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4. 글자크기 조절 기능, 트위터와 페이스 북 기사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초중고)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과학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나 조사, 탐구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과학, 지구과학(중고)/전 단원

기타

1. 읽은 기사를 다시 참조하려면 스크랩 기능을 이용한다.

2.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이용 시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유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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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SkyView Free (무료/영어) 유사어플
(a) Google Sky Map

(i) HubbleSite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과학, 지구과학

활용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SkyView 앱은 증강현실(AR) 기법을 이용하여 태양계의 행성, 별, 별자리와 

지구궤도상의 인공위성의 위치와 공전궤도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주요내용 / 기능]

1. 24시간 주기에 따르는 경로상의 태양과 행성의 3차원 그래픽을 확인

2. 탐색하고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하여 그 날짜에 밤하늘에 나타나는 별

자리를 학습

3.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탐사계획과 인공위성정보와 위치를 가상현

실을 통해 확인

4. 완전한 구 형태의 우주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서 천장에서 바닥까지 

360도 전 방향에 대해 탐색가능

5. 고해상도 3차원 그래픽과 자이로스코프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탐색할 수 있는 우주전경을 실 사적으로 구현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중2,고1), 지구과학I

- 활동유형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 활용방법 : 지역별/계절별 태양계 행성과 위성, 지구궤도상의 인공위성의 

위치 탐색. 교과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에 적용함

- 활용교과/단원 : 중2과학(지구와 별), 고1과학(태양계와 우주), 지구과학I

(다가오는 우주)

기타
1. 짧고 간결한 영어문장으로 언어는 학습의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것임

2. 초기 실행 시 ∞자 형태로 움직여야 GPS센서가 정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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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SkyORB 유사어플 (a) Google Sky Map

적용대상 중, 고(한글) 적용교과 과학, 지구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SkyORB는 단순한 별지도 이상의 도구로 3차원 별지도, 3차원 천문 관, 천

체력과 함께 태양과 달의 출몰 시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3차원 천체 투영 관, 3차원 하늘 렌더링, 웹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혜

성 및 인공위성의 위치, 일기 예보, 디지털 나침반을 이용하여 정면에 

있는 별이나 행성 이름을 표시, 세계지도에 주/야간 명암경계선 표시, 

우주 전체에 대한 검색 엔진, 태양의 황도 표시, 날짜와 달의 위상, 일

출과 일몰 시간 표시 등

2. 초당 60 프레임에 360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회전 가능

3. 지구상의 어떤 지점을 지정하여 그 지점의 실제 하늘을 보도록 선택할 

수 있음

4. GPS로 자동 감지된 자신의 관측위치를 경도, 위도, 고도를 입력하는 방

식으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과학/지구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현 위치에서 전 방위의 별들을 관찰하는 도구로 활용. 다른 

나라 관점에서의 별자리 탐색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3차원 검색을 위해 사전에 자신의 위치에서 각 방위별 계절별자리를 숙

지하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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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3D Brain (무료/영어) 유사어플
(a) Anatomy of the Brain

(i) 3D Brain, 3D Brain MRI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과학, 생물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사람의 뇌의 구조를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기에 적당한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3D View : 드롭다운 메뉴에서 공부할 뇌의 부위를 선택하면, 3차원 애

니메이션을 통해 뇌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 Labels : 3D View에서 선택한 부위의 세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드

롭다운 메뉴를 통해 관찰할 부위를 바꾸면서 학습할 수 있다.

3. Info : 3D View에서 선택한 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사례연구, 연

관 기능, 하위구조, 관련 연구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과학, 생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프로젝트학습

- 활용방법 :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 뇌의 기

능과 사고 등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과학, 생물)

기타 1. 영어 자료이므로 뇌와 관련한 용어를 미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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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Moon 3D(무료/영어) 유사어플
(a) Moon Phase Pro 

(i) Moon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과학, 컴퓨터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어떤 날짜의 달의 모습(위상)을 보여주는 어플. 날짜에 따라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지정한 날짜(초기 실행 시 오늘 날짜)에 달의 위상을 실 사진으로 보여

준다.

2. 한 달 동안의 위상 변화를 달력과 함께 볼 수 있다.

3. 탐색모드(Exploration Mode)에서 좌우로 드래그 하는 동안 위상이 연속

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4. 남반구와 북반구의 모습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과학, 컴퓨터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달의 위상 탐색 더불어 달의 위상에 따른 영어 이름도 학습

할 수 있다. 1개월 동안의 달 모습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제

작할 수 있다.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달의 위

상 변화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활용교과/단원 : 초5과학(지구와 달), 중2과학(지구와 별), 고1과학(태양

계와 지구), 컴퓨터(동영상 제작)

기타

1. 상세한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아이콘 활용법 등에 대한 사

전 교육이 필요하다.

2. 설정(Setting) 메뉴에서 여러 가지 검색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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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ElectroDroid (무료/영어) 유사어플
(a) Ohm's Law Plus

(i)Ohm's Law, iSlipstick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과학, 기술·가정, 전문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전압, 저항, 전류와 관련한 옴의 법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기능]

1. 저항표면에 인쇄된 컬러코드의 선택만으로 저항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2. 저항, 전류, 전압의 옴의 법칙, 축전기 등의 충 방전 실험을 할 수 있다.

3. 다양한 전원코드의 연결선 구조를 알 수 있고, 국제표준단위계, 계수이

름,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값표 등 다양한 물리량 표를 제공한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과학, 기술·가정), 특성화고(전기, 전자)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외국의 경우 수학, 과학과의 계산은 공식을 알고 있는 경우 

풀이는 대부분 계산기를 이용한다. 옴의 법칙과 관련한 시뮬

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회로에서의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지수, 상수 값을 활용한 활동도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

- 활용교과/단원 : 중고(과학, 기술·가정)/전기, 특성화고(전기, 전자)

기타

1. 영문으로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관한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

2.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교과이외의 창의적인 활

동에 활용할 수 있게 심화된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권장 할만하다.



- 90 -

어플명(a) EatrhView Pro (무료/영어) 유사어플
(a) Solar Max Lite

(i) 3D Sun, SunGPS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과학, 사회, 지리, 창체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지진, 실시간 지진경보, 해수 표면의 온도, 오존층의 농도, 태양의 흑점 등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지진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 SOHO. SDO, NOAA 위성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최신의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 하와이 지진관측소 등에서 관측한 전 세계의 지진 발생현황을 제공한다.

4. 해수표면의 온도, 오존층 농도, 자외선 지수 등의 분포를 지도상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과학), 중고(사회/지리)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초중고 과학, 사회, 지리 교과에서 지진, 기상, 해수면과 오존

층 관련 정보, 우주방사선, 태양의 흑점과 플레어 등과 관련

한 학습에 활용. 기상이상 현상, 오존층의 변화와 기상현상 

등 관련 프로젝트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과학/기상, 천문, 지진)

기타
1. 제공되는 사진이 스마트폰의 화면에 맞게 좌우 축소되어 왜곡되어 보인다.

2. [?]를 누르면 해당 영상에 대한 설명(영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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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StudyDroid (무료/한글) 유사어플
(a) Flashcards ToGo

(i) Flashcard Machine

적용대상 초중고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학습 내용을 스스로 구성해서 플래시카드형 안드로이드용 어플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주요내용 / 기능]

1. [메뉴]-[App Pack]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운 카드 패키지를 추가한다. 

2. 카드 첩의 [Front]에 문제를 입력하고, [Back]에 해설을 입력한다.

3. 학습하기 화면에서는 학습이 끝난 내용에 대해 [Known] 버튼을 누르

면, 학습이 완료되었음이 표시된다. 나중에 해제도 가능하다.

4. 전체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문제와 해답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다.

5. www.StudyDroid.com 사이트에서 입력 후 [Sync] 메뉴를 이용하여 스

마트폰에 전송할 수 있어 편리하게 입력과 편집이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창작학습

- 활용방법 : 과목별 핵심 요약 노트 작성에 활용. 과목별 오답노트 작성에 

활용. 앞면에 사진, 뒷면에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의 학습카

드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오답노트 작성 시 문제와 해설/답지를 촬영하여 입력할 수 있다.

2. 데스크 탑 PC를 활용할 경우 더 편리하게 입력과 편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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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망고스터디 고전문학해설 시리즈

(무료/한글)
유사어플

(a) 에션셜 고전소설($4.99)

(i) 수능한국문학

적용대상 고 적용교과 국어, 문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망고스터디에서 제작한 EBS수능언어영역 강의 고전문학해설 시리즈로 어

렵게 느꼈던 고전문학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대입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 등장하는 고전문학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해설하였으며, 블러그를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일부 시리즈

는 매주 업데이트도 지원한다.

[주요내용 / 기능]

1. [1탄] 고전문학해설 시조편

2. [2탄] 고전문학해설 고대가요와 향가

3. [3탄] 고전문학해설 고려가오와 경기체가

4. [4탄] 고전문학해설 한시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고(국어/문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국어/문학 교과에 등장하는 고전문학 작품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활용. 모둠끼리 문학작품에 대해 토론하거나 협력하

면서 학습하는데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국어/문학/고전문학)

기타
1. 블러그를 통한 질문을 잘 활용하면 고전문학 개인과외선생님을 스마트폰

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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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Quick Graph(무료/영어) 유사어플
(a) GraphIt!, Grapher

(i) PocketCAS, M# Mobile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수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iPad과 아이폰의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최대한 활

용하여 2D와 3D 모두에 강력한 고품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어플. 그래프

를 이메일이나 사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거나 복사할 수 있음

[주요기능]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정식을 위한 라이브러리 제공

2. 두 손가락을 이용한 그래프의 확대, 축소

3. 드래그를 이용한 그래프의 회전 및 이동

4. 목록에서 터치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삭제

5. 그래프의 와이어 프레임 및 솔리드 시각화

6. 향상된 큰 고해상도 그래픽을 위한 2차원 모드와 3차원 모드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수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함수, 방정식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그래프를 해석하

는 활동에 활용. 수업상황에서 다양한 변수 입력을 통해 여

러 가지 그래프의 변화를 직접 시뮬레이션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수학)

기타
1. 영어 자료이나 간단한 수학 용어들만 익히면 활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영어와 수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도 하다.



- 94 -

어플명(i) Geometry Test (무료/영어) 유사어플
(a) Geomedroid

(i) Khan Academy Geometry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수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도구형(○)/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기하학 개념을 연습하고 마스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어플. 질문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힌트 검토 모드와 기록이 가능하다.

[주요기능]

1. History에 그동안 실행했던 문제들의 정답률이 나타남

2.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원, 혼합 도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문제를 Easy, Medium, Hard의 세 가지 난이도로 학습할 수 있음

3. 선택한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Hint] 버튼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 문제풀이가 끝나면 Score와 Total Time이 나오고 계속할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수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다양한 도형의 특성을 학습하는 보조도구로 활용. 도형관련 

수업이 끝난 후, 형성평가의 일환으로 풀어보고 학생들 간의 

Score와 Total Time을 비교하는 협력학습에 활용. 예습/복

습을 위한 개별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수학)

기타
1. 영어로 작성된 어플이므로 활용에 필요한 정도의 수학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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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필수고등수학공식 (무료/한글) 유사어플
(a) 고등수학공식

(i) 고등수학공식

적용대상 고 적용교과 수학, 수학I, 수학II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동영상(  )

설명

[특징]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된 모든 공식을 모아놓은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고등학교 수학, 수학I, 수학II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공식을 단원 순

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2. 모든 공식에 대한 검색기능으로 빠르게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3. 검색한 공식은 화면의 확대/축소가 가능하여 학습이 편리하다.

4. 수학(공통수학), 수학1, 수학2의 패널을 통해 빠른 검색과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고(수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으로 고등학교 수학교과에 등장하

는 모든 공식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플. 작은 모둠을 

구성하고 학습한 내용을 모둠 원끼리 서로 점검하면서 암기

하는 협력 학습이나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수학/전 단원)

기타

1. 검색, 3개의 패널, 뒤로 가기 버튼 등 매우 단순한 UI를 제공한다.

2. 이 어플은 7차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2009개정교육

과정에 맞게 수정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한다(개정판이 

출시되면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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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교과서 핵심 총정리 ($6.99/한글) 유사어플
(a) 중1/2/3과학 1학기 

중간고사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어플

[주요내용 / 기능]

1. 교과 과정에 따른 학년 및 단원별 공식과 정의의 해설을 수록

2. 과학교과는 삽화를 추가하여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쉽게 구성

3. 핵심 키워드 검색 기능으로 공부 도중에 궁금한 점을 바로 바로 찾아 

볼 수 있게 구성

4.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하여 공부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바로 공부하던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수학/과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 활용방법 : 수학 과학 교과 학습 시작 단계에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핵심내용 요약을 통한 단원 정리에 활용. 

스마트폰에 저장된 교과서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

이 언제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수학, 과학/전 단원)

기타
1. 대용량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와이파이 존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3G 존에서는 과다한 데이터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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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수능시험 합격수첩 ($0.99/한글) 유사어플 (a) 수능기출문제(외국어)

적용대상 고 적용교과 전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의 최근 기출문제와 듣기평가의 MP3를 스마

트폰에 담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어플

[주요기능]

1.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MP3를 내장하여 듣기평가까지 한꺼

번에 학습 가능

2. 과목별로 구성된 책장형식의 화면에서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고 문체의 

답을 선택하는 순간 정답/오답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3. 문제풀이 중 애매하거나 틀린 문제만을 따로 모아(즐겨찾기) 복습이 가능

4. 논술용어집, 수능에 자주 나오는 영단어, 고전문학 어휘 모음 등을 플래

시 카드 기능을 통해 암기 가능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고(수능 전 교과)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스마트폰을 휴대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투리 시간에 

수능 전 영역에 대해 학습. 교과 학습 후 관련 수능문제 풀이

를 통한 복습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전 교과)

기타 1. 개발자 트위터를 통해 콘텐츠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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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추천직업백서 딱이야! (무료/한글) 유사어플
(a) 나는백수다, 취업도우미

(i) 잡영, 취업검색, 워크넷

적용대상 중고 적용교과 진로와 직업, 재량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자료유형 e-book(○)/시뮬레이션(○)/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

설명

[특징]

2011 경제 총 조사의 홍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작된 어플. 간단한 Mind 

Value 테스트와 심리테스트를 통해, 내게 맞는 직업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기능]

1. Charisma Test : 결과페이지에 넣은 자신의 사진을 찍거나 고를 수 있음

2. Mind Value Test : 연봉, 여유시간, 직업전문성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음

3. Psychological Test : 심리테스트 3문제가 나오면 자신의 생각대로 예문

을 선택할 수 있음

4. Result :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나타남. 통계청 및 국가인적개발원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므로 완전하지는 않음

5. Statistics : 직업별 학력분포를 나타냄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중/고(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 활용방법 :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적용한 직업 찾기에 활용. 

모둠별로 전문 직종에 대한 토론과 함께 적성, 보수, 여유시

간 등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프

로젝트 학습에 할용 

- 활용교과/단원 : 중/고(영어/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직업에 대한 미래희망에 대해 정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

는 동기유발에 중점을 맞춰 교육한다.

2. 경제 총 조사의 의의를 생각하고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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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a) TED Air (무료/영어/한글자막) 유사어플
(a) TED Talks

(i) TED Air, TED+Sub

적용대상 고~일반 적용교과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유형 개별(○)/창작(  )/협력(  )/토론(○)/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TED는 Technology(기술), Entertainment(오락), Design(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를 신조로 전 세계 지식인의 강연을 제공한다.

[주요내용 / 기능]

1. 전 세계 최고 지식인들이 펼치는 18분 강연 서비스

2. 80개의 전 세계 언어를 제공하고, 자막이 없는 강연은 ‘영어’로 표기된다.

3. 보고 싶은 강연을 테마, 태그별로 검색하고 키워드 검색도 지원한다.

4.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번역

과 자막 싱크를 제공한다.

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일 등을 통하여 무료로 공유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학습활동 : 개별학습, 토론학습

- 활용방법 : 전 세계 80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TED 동영상을 통해 외국어 

학습 및 널리 퍼져야할 지식을 공유하는 데 활용. 다양한 지

구촌 명사들의 강연을 통한 진로와 직업 교육에 활용. 중

고~일반인들의 외국어 듣기교재로 활용

- 활용교과/단원 : 초중고(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1. TED Air는 한국인이 개발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용 

TED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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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명(i) 대학공개강의KOCW (무료/한글) 유사어플
(a) HYCU, KHCU

(i) SNOW, SOCW

적용대상 고~일반, 교사 적용교과 모든 교과

활동유형 개별학습(○)/창작(  )/협력(  )/토론(  )/프로젝트(  )

자료유형 e-book(  )/시뮬레이션(  )/도구형(  )/사전·단어장(  )/동영상(○)

설명

[특징]

한국교육학습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대학 공개 강의 서비스로, 국내 

대학 및 해외 교육자료 공개(OER) 운동 협의체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

를 공유하는 국가대표 고등교육 교수학습 서비스

[주요기능]

1. 국내 및 해외 대학의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강의 명, 교수 자(저작자), 제

공 처, 강의정보에 대한 키워드 검색과 분류를 통해 강의 검색

2. 썸네일과 함께 제공되는 강의 목록에서 선택 가능

3. 강의검색, 추천강의, 즐겨찾기, 강의평점주기, 내보내기 등의 기능 제공

4.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 선택하면 동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관련 동영

상 자료를 볼 수 있음

교육적 

활용방안

- 대상교과 : 고~일반(범 교과), 진로와 직업 

- 학습활동 : 개별학습

- 활용방법 :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과선택, 대학생활 및 학업

계획 수립에 활용. 교사/일반인들은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통

해 관심분야의 학문/지식 함양에 활용. 진료지도 교육에 활용 

- 활용교과/단원 : 고~일반(범 교과, 진로와 직업)

기타 1. 동영상 위주의 강의로 3G망에서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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