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교육 앱 4선
에듀테크(edu-tech)가 무서운 속도로 전통적인 교육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고질적인 교육 시장의 한계를 깨트리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4종을 소개한다.

글 강현창 뉴스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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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터디 개발자: 에이스탁
플랫폼 전문 기업인 에이스탁이 지난 3월 1일 내놓은 ‘신상’이다. 최근 구글스토어 교육 카테고리 신
규 인기 앱 부문에서 최단 기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케미스터디’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진행하
는 과외 앱이다. 기존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나 문제집, 해설서 등의 단원별 학습이 이뤄지지만, ‘케
미스터디’는 학습자가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만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의 미
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나 ‘to 부정사로 활용할 수 없는 동사들’처럼 특정 개념이나 원리만 골라 학
습하는 것이다.
앱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학습자가 직접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를 업로드하면 30분 이내
에 서울대생들이 직접 해설 강의를 제공해주고, 이들은 콘텐츠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구동된다. 무료는 아니다. 하지만 기존 과외를 생각한다면 매우 저렴한 수준인 월 9900원의 가격으
로 1만 개 이상의 강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용도 곧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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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스마트리스닝 개발자: 스마트러닝코리아
대한민국 수험을 책임지는 EBS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2014년 출시된 ‘EBS스마트리스
닝’은 영어 듣기평가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수 앱이다.
월 5900원으로 EBS의 영어 듣기 문제 6000개와 실전 모의고사, 오답노트, 단어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영어 듣기평가를 학원에서 배우려고 한다면 비용은 이의 수십 배가 들 것이다. 유형별로
영어 듣기 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는 120초 모의고사, 단어장, 연계 문제 풀이, 오

답노트, 실전 모의고사 등의 기능이 있다.
앱을 개발한 스마트러닝코리아는 이 앱의 지난 2015년도 수능 적중률이 82%라고 밝혔다. 영어
듣기 17개 문항 중 14개가 앱에 있는 유형별 문제와 유사했다는 것. 만약 제주도에서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유리한 점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EBS와 계약을 맺고 앱을 무
료로 제공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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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풀 개발자: (주)바풀
안타깝게도 수험이란 결국 문제풀이가 90%다. 대부분의 입시는 우선 수능 등 문제를 잘 풀고 나서

야 논술을 보거나,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여기 문제풀이를 보다 쉽게 전문적으로 도와주
는 앱이 있다.
‘바풀’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사진으로 찍어 질문을 하고, 풀이를 아는 친구가 이를
도와주는 소셜 러닝이 구현된 앱이다. 이 앱 하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도 혼자서 다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수학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
전문적으로 교육 기부에 나서는 대학생 1000명도 문제풀이를 위해 대기 중이다. 대학생들도 문제
에 답변을 달 때마다 봉사활동 5분을 버니 일석이조다. 학원 강사도 답변을 달면서 소속 학원을 홍
보하기도 하는 등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모두 즐겁다.
이용자만 16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으로 이미 자녀의 폰에 ‘바풀’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라면 게임 앱을 하나 지우고 ‘바풀’을 대신 설치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자. 그것도 아니라면 부
모가 깔아 먼저 공부한 뒤 자식에게 다 알고 있는 척 과외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녀는 부모
를 본받는 법이니까. 무료인 데다가 아이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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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토익 개발자: 뤼이드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이라면 영어특별전형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토익(TOEIC)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영어 자격시험이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수험생
은 이미 고교 과정에서 토익을 준비하고 있다.
‘산타토익’은 지난 1월 클로즈베타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5000명의 학생이 2개월 동안 ‘산
타토익’을 통해 약 24%의 성적 상승효과를 거뒀다.
성적 향상의 비결은 맞춤형 문제 제공 기능이다. 대입수험생뿐만 아니라 토익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나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앱 하나만 가지고 토익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
터가 축적됐다.
이 앱을 통해 문제를 풀면 오답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맞춤 문제가 자동으
로 다음 문제로 제시된다. 학습 상태는 20개 카테고리의 64개 유형으로 분석돼 유형별 취약점을 보
완할 수 있다. 만약 앱으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거나 앱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산타토익 카페’
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맞춤형 콘텐츠에 전용 카페 운영까지 설명만 봐도 월회비가 궁금하겠
지만 이 앱은 무료다. 아이폰도 가능하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