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 PASS: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어플
One Pass: 

——Presenter: HyeJin Lee(Wonkwang Univ.)
lee.hyejin0419@gmail.com

본연구는 2019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인문사회분야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19S1A5A8032232).



Table of Contents  

서론

A. 연구의배경및 필요성

A-1. 모바일사용 대중화
A-2. 뇌의 학습과기억 과정
A-3. 중등영어임용시험(서답형)

본론 결론



스마트폰, PC 이용행태

VS

코로나 19_스마트폰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

0200706000100044.

코로나 19_스마트폰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

onomy/article/all/20200602/1013

21643/1

2019 202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통위, 코로나19에따른스마트폰.PC 방송프로그램이용행태



Pros
• 편의성(convenience)

• 이동성(mobility) 

• 개별성(individuality) 

Cons 
• 신체적(Physical)

• 정신적(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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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이론



학습과기억(뇌인지관점)

활성화(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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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영어임용시험

• 연 1회, 서답형실시

• 총 24문항: 교육학 1문항,전공A(기입: 4문항, 서술: 8문항), 전공B(기입: 2문항, 서술:9문항)

• 전공시험: 외국어과목은 해당외국어로실시

출처: http://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1500212&searchStr=&m=030306&s=kice

정확한정보기억의인출
더많은인지적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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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ASS  구현과정

1

1. 개발목적

어플명 ONE PASS

목적 중등영어 임용시험 준비

주 사용대상 중등 영어 임용시험 수험생

2. 개발환경

운영체제 Windows 10 (64-bit)

하드웨어 Intel® Core™ i7-6700 
CPU @ 3.40GHz 3.41GHz

소프트웨어 SmartMaker (5.0.1.0)

조사분석 기획 설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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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312_-_Primary_Somatosensory_Cortex_-_with_homunculus.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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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함의 및 연구의 시사점

교육적 함의

Activation

Encoding 

Retrieval 

연구의 시사점

 Brain-based Instruction

 Tech-Savvy Educators



Theoretical &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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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If we teach today's students as we taught yesterday's, 

we rob them of tomorrow.”

-John Dewey -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혜진 ( 원광대학교 _ O N E  P A S 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