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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u-러닝에서는 

휴 폰, PDA, PMP, UMPC, T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요한 학습도구가 될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기술인 RFID를 모바일 기기와 함께 교수-학습에 활용한다면 의미있는 학습이 되기에 충분

하다. 

  본 연구에서는 RFID를 교수-학습에 용하기 한 방안으로 RFID-card, RFID-book, RFID-label, 

RFID-test의 네 가지를 제시하 으며, RFID-label의 방법을 실제 교수-학습에 용하고 그 가능성과 효

과성을 탐색하 다. 그 결과 RFID의 교수-학습 용에 한 정 인 효과와 가능성을 얻었다. 하지만 

RFID를 교수-학습에 용함에 있어서 기술 으로 부족한 이 나타났으며, RFID의 교수-학습 용을 

한 모델의 지속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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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ent of ubiquitous society, the paradigm of education is also changing. In u‐learning in 

ubiquitous environment, mobile devices such as cellular phone, PDA, PMP, UMPC and TPC will become 
important learning tools. Particularly if RFID, a key technology in ubiquitous society, is utilized in teaching‐
learning along with mobile devices, we can expect much more meaningful learning.  
 The present study proposed four types of application of RFID to teaching‐learning, which were RFID‐card, 
RFID‐book, RFID‐label and RFID‐test, and examined their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echnology was insufficient to support the application of RFID-label to teaching‐learning 
and continuous research was required for modeling the application of RFID to teaching‐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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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목   필요성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새로운 환경의 교수-학습

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4].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하나는 장소와 시

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뿐만 아니

라 교실 밖에서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화형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상강의 

 음성은 물론이고 수업에 이용하는 량 그래 나 

데이터, 상 교재 등을 실시간으로 분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바일 기기  각종 기기로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학습 선택권의 확 와 다양한 학습 자원의 활용도 

기 된다. 모바일을 활용하여 야외에서 학습하는 경

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곧바로 학습 상 정보

를 추출하여 실물에 덮어 우는 오버 이 방식이 수

업에 활용될 것이다.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각자가 네

트워크 단말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네

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하면서, 동학습을 개할 수 있다. 한 미세 센

서와 인공 인 구조물을 이용한 자연환경을 측하

거나 장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3D

를 이용한 입체감 있는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함으

로써 창의 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가 구축되면 평생

학습의 가능성이 보다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선진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학습 방식과 학습 모델의 다양화, 그리

고 유연한 분권  학습 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설계, 근, 운용의 획기 인 환을 가져오

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 으로 학습

자 심의 학습환경이 구 되고 다양한 학습공동체

가 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네트워크에 속되는 

기기의 증 와, 사용자와 네트워크의 다양화로 구

나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효율 인 커뮤니

이션 환경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학습공동체 네트

워크의 형성이 속도로 진될 것이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RFID와 같은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학

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의 증 와 사용자 

네트워크간의 계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종래의 

형식화되고 정형화된 네트워킹 세계를 비약 으로 

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것이다. 더불어 고품질 

커뮤니 이션  컨테츠 제공, 인덱스화, 축  등 기

술의 비약 인 발 을 통해 지식, 지혜, 감성, 노하우 

등이 공유 는 창조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장으로

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이 구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최 의 u-러

닝을 실 하고자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인 RFID의 

교육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RFID의 교육  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하여 실제로 교수-학습에 

용·활용하 다.

2. 이론  배경

2.1 R FID

유비쿼터스 컴퓨 은 21세기 새로운 IT 명으로 

불리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경

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향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나아가 사물과 사물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 될 것이

다. 

재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과 련한 핵심 기술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다

[7].

RFID는 차세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기술이며 

가장 가시 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다. RFID는 

를 이용한 식별을 의미한다. 칩에 정보를 장하

고 그것에 주 수를 쏘아서 반송 에 실려 오는 정

보를 독하는 것으로 제조분야, 물류분야, 유통  

매서비스, 의료복지, 사무환경, 교육분야에 리 사

용될 것으로 기 된다[8].

RFID는 먼  사물 ID 정보 제공을 심으로 발

하고 이에 센싱 기능이 추가되고,  이 센서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USN의 형태로 발 할 것이다.



- 3 -

USN은 소형 무선장치가 다양한 센서에 내장되

어 센서간에 자율 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무선

으로 정보유통  고도화된 서비스를 실 할 수 있

는 기술이다. 필요한 모든 사물에 RFID를 부착하고

(Ubiquitous), 이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정보를 기본

으로 주변의 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의 

상황정보를 탐지하여(Sensor), 이와 같은 정보를 네

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며(Network)[7], 어느 곳에나 부착되어 있는 태그나 

센서노드로부터 사물  환경 정보를 감지․ 장․가

공․통합하고 상황인식 정보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구나 원하는 맞춤형 지식 서비

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기

반 인 라다[10].

미국과 일본에서는 산업  사회시스템  분야에 

한 RFID 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Wal-Mart는 100개의 주 형 공 업체에게 유통되

는 모든 상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한 미국 

국방성은 2005년부터 공 업체들에게 RFID 태그 사

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

03년에 유비쿼터스 ID 센터를, 모든 사물(공간, 의복

등)에 소형 칩을 삽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구축을 목표

로 활발한 기술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CENS(Center for Embedded Networked Se

nsing)에서는 오염물질 , 해양의 미생물  동물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진 감시  구조물의 반응

을 주요 응용 서비스로 연구 개발 이다. NIST에서

는 네트워크 속  수  동작 가능한 센서의 개발

로 환경, 산업 공정 제어, 방범 등의 응용이 이루어

지고 있고, 3차원 가속도, 자기, 기압 센서를 구비한 

Mote로 지진  측이 시도되고 있다. ZigBee에서는 

자유로운 제어, 에 지  비용 감, 신축 인 구조

변경,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택 제어, 빌딩  공장 

자동화를 기의 응용 서비스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량 통행 정보 서비스로 기존 ITS에

서 활용되던 루  검지기, CCD 카메라, Probe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

집하고 있으며, USN 기술을 이용한 텔 매틱스 정

보 수집에 한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텔 매틱스 서비스는 경로안내 서비스에서 차

량 내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등

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   보안

과 련된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가

장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사회 반에 걸쳐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 RFID의 특징을 교육 으로 활용한

다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맞춤 형태로 실시간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2 련연구

  최근 국내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교육에 용하

는 u-러닝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진희[1]는 모바일 단어 학습 시스템에 멀티에이

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핸드폰의 특성을 이용한 시

각자료와 음성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백장 은[5]는 

PDA를 활용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방안에 한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기기를 직  교

수-학습에 활용하 다.

  외국의 u-러닝은 개별화 정보기기를 이용한 맞춤

형 교육  개별학습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Vancouver School District에서는[9] CoolTown@S

-chool 로젝트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 개

인에게 최 화된 학습내용을 달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각자에게 맞춤식의 개인화된 교육서

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교사, 부모들 모두 좀더 나은 

만족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 다.

  NAIT[11]는 PDA를 통하여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

여 제공하 다. 기존 교과서에 실린 퀴즈나, 용어정

리, 단원요약 등과 같은 내용을 재의 PDA 환경에 

맞도록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한 기술과, 

무선 기술의 잠재 인 능력을 활용하며, 모바일 기기

의 특성과 장 을 실린 상호작용 인 콘텐츠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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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개발된 콘텐츠는 학습목표, 체 단원 복습, 

동 상 강의, 주요단어, 용어정리, 객 식 퀴즈, O, X 

퀴즈, 빈칸 메우기 퀴즈, 용어 맞추기 퀴즈, 연습문

제, 개념정리 등을 서비스하 다. 

한 모바일 기기의 교육  활용과 함께 유비쿼터

스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RFID를 교육 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 등

학교에서 u-러닝을 통한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교

수-학습 방법을 신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울산 

농소고를 비롯한 국 18개 · ·고등학교를 연구학

교로 지정, 운 하고 있다. 한 u-러닝을 통한 학

교육  학술연구분야의 고도화와 평생학습 정보체

제의 활성화를 하여 노력하고 있다[3][6].

  숙명여 의 경우 지식의 달을 한 역으로 휴

폰을 통한 학교 무선 홈페이지의 속  사용과 

무선랜 환경에서의 PDA를 이용한 학술 논문 검색 

 열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경원 의 경우 개인 휴 폰과 PDA 등으로도 손쉽

게 학내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도록 외부 포인터

를 캠퍼스 역에 설치해 무선인터넷이 캠퍼스 어디

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동서 는 유비쿼터스  RFID 솔루션 활성

화를 한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 유비쿼터

스 공동연구  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을 개발하고, 학생을 상으로 유비쿼터

스 련 인턴십 로그램을 개설하고, 교내에 RFID 

테스트센터와 RFID 활용  체험  등을 운 하고 

있다.

  서울 와 한라 , 덕 학 등도 유비쿼터스 캠퍼

스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모바일 학생증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서 의 도서 리 로그램

과 연동되므로 학생들은 도서 정보  약 상황을 

휴 화로 알 수 있고 식당에서도 식권 구입을 

산화해 혼잡함을 덜 수 있다. 학생증 발 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살펴본 바와 같이 노트북, 휴 폰, PDA, UMPC 

등 휴 용단말기를 통해 학 구성원 모두가 교내 

어디서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 무선 인터넷

을 이용한 수강신청, 등록 리, 학 리, 성 리 

등 학사행정서비스뿐 아니라 도서 , 강의실 출입통

제  자 출결 리까지 가능한 실이다.

  하지만 재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러닝

은 교실 장의 교수-학습에 직  용되기보다는 

학생 리, 수강 리 등 학사 행정과 련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인 RFID를 교수-학습 

과정에 직  용하고 그 가능성과 함께 간단한 효

과를 실험하고자 한다.

3. R FID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RFID 활용 방안은 

RFID-card, RFID-book, RFID-label, RFID-test로 

구성되어 있다. RFID가 부착된 card, book, label, te

st card를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읽고 그 정보를 

학습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이다. 

RFID 리더기로 읽은 코드를 학습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인덱스하여 학습자 개인의 모바일 기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RFID 활용 방안

에 한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무선인식
태그정보

모바일 기기
리더기

RFID 태그

RFID 태그

RFID 태그

RFID 태그

RFID-card

RFID 태그

RFID-bookRFID-test

A 형 B 형

C 형
RFID 태그

RFID 태그

RFID-label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111110101

111110101

111110101

학습정보
테이터 베이스

서버

(그림 1) RFID 활용 방안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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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R FID-ca rd를 이용한 학습콘텐츠 제공

RFID-card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기 한 RFID-

card를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서 RFID-card란 학습

콘텐츠의 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들을 여러 개 모

아 놓은 것을 의미한다. RFID-card는 학습콘텐츠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RFID 태그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수 십 내지 수 백 페이지 되는 분량의 콘텐

츠도  RFID-card를 이용하면 한 장 정도로 충분하

다. RFID-card에 있는 각각의 RFID 태그 정보들을 

RFID 리더기가 인식하여 모바일 기기(PDA, PMP, 

UMPC, TPC 등)로 나타내 다. 한편 학습정보 데

이터베이스에는 RFID 태그의 코드값과 인덱스된 학

습콘텐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RFID 태그

의 코드 값과 학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값이 

매치되어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학습콘텐츠가 제공

되는 방법이다. (그림 2)는 RFID-card의 활용 방안

을 나타낸 것이다.

무선인식
태그정보

모바일 기기
리더기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콘텐츠1 RFID 태그

콘텐츠2 RFID 태그

콘텐츠3 RFID 태그

콘텐츠4 RFID 태그

RFID-card

학습콘텐츠
테이터 베이스

서버

111110101콘텐츠1 코드

111110101콘텐츠2 코드

111110101콘텐츠3 코드

111110101콘텐츠4 코드

콘텐츠1 정보

콘텐츠2 정보

콘텐츠3 정보

콘텐츠4 정보

(그림 2) RFID-card 활용 방안

  3.2 R FID-bo o k 을 이용한 자교과서

RFID-book을 이용한 자교과서 방식은 교과서의 

특정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그와 련된 정

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RFID-book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부연설명을 하기 

한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 이미지를 다양하고 자세

하게 설명하기 한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 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해 부착하는 방법, 동

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다.

RFID-book의 부피는 기존의 교과서와 같지만 수

록된 내용은 몇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분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RFID 태그가 부착

된 자교과서인 RFID-book과 모바일 기기만 있으

면 교실, 가정, 운동장, 도서 , 공서 등 언제 어디

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RFID-book 방법은 참고서 역할과 교사 역할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자율학습을 하거

나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은 RFID-book의 활용 방안을 나타난 것

이다. 교과서 내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에서 설명한 

내용을 지원하기 한 자세하고 요한 정보들이 

장되어 있고, 이 정보와 RFID 태그 정보가 매치되어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공한

다. 

무선인식
태그정보

모바일 기기
리더기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교과서 내용
테이터 베이스

서버

111110101이미지코드

111110101중요부분코드

111110101부연설명코드

111110101동영상코드

이미지 정보

부연설명 정보

중요부분 정보

동영상 정보

RFID 태그RFID-book

이미지 RFID 태그

중요부분 RFID 태그

부연설명RFID 태그

동영상 RFID 태그

(그림 3) RFID-book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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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 FID-la be l을 이용한 학습정보 제공

학습자료나 실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그 정

보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교

실, 실험실, 도서 , 운동장(식물)에 있는 학습자료의 

실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하

여 그 실물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

를 가지고 실물이나 학습자료 근처에 근하면 그와 

련된 학습정보가 텍스트, 음성, 동 상 등의 형태

로 제공되어, 학생은 실물을 보면서 는 교사는 실

물을 이용하여 설명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효과 인 방식이 된다.  

실험·실습 등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교과에서 장소

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UMPC와 화상수업 솔루션

을 이용하여 간  체험해 으로써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UMPC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동 상, 녹

음  녹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직  체험하고 찰

한 자연 생태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어 장학습 

 체험학습에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는 시료, 모형, 기구 등에 부착하는 방

법, 운동장에서는 식물과 생물 련 학습을 하기 

해서 식물(나무)에 부착하고 그와 련된 정보를 식

물을 보면서 제공받는 방법, 도서 이나 박물 에서

는 유물을 직  보면서 학습정보를 제공 받은 방법 

등이 있다. (그림 4)는 RFID와 학습자료(실물)를 교

수-학습에 이용하기 한 RFID-label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무선인식
태그정보

모바일 기기
리더기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문항정보
테이터 베이스

서버

111110101실물A 코드

111110101실물B 코드

111110101실물C 코드

111110101실물D 코드

실물A 정보

실물C정보

실물B정보

실물D정보

RFID 태그

RFID-label

(그림 4) RFID-label 활용 방안

3.4 R FID-te st를 이용한 평가

RFID-test는 형성평가 문항에 한 정보를 가지

고 있는 RFID-test card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

는 방법이다.

유형별, 수 별로 구분되어 있는 RFID-test 카드

에 여러 개, 많게는 수십 개씩 RFID 태그를 부착하

고, 서버의 문항정보를 읽어와 학습자의 모바일 기기

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RFID-test 카드만 

있으면 학습자마다 문항이 다르게 출제되며, 서버의 

문항만 업데이트 하면 같은 RFID-test 카드를 이용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문항은 다르게 출제된다. 수

별 출제가 가능하고, 같은 RFID-test라 할지라도 평

가를 할 때마다 다른 문항이 출제되게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면을 이용하던 평가방식에서 코드화된 

RFID-test 카드를 사용하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RFID-test 카드에는 

유형  수 별로 분류되어 RFID 태그들이 부착되

어 있다. RFID-test 카드에 직 으로 문항이 제시

되지 않고 RFID 태그가 부착된 카드일 뿐이다. 이에 

한 정보를 리더기가 읽고 문항정보가 장된 평가

문항 데이터베이스의 코드와 매치되어 학습자 개인

의 모바일 기기에 평가문항이 제공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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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보

모바일 기기
리더기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문항정보
테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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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문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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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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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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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문제

D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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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FID-test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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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 FID의 교수-학습 용

  4.1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9명을 상으로 

3개월간 진행되었다. AP 35 가 학교 역에 설치되

어 있어 학교 건물 내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

다. 학생 개인에게 UMPC를 지 하 으며, 학습내

용을 개인의 UMPC로 공유하기 하여 ActiveSync

와 Spotlight를 활용하 다. Spotlight는 공유기능과 

화상수업이 가능한 로그램으로 u-러닝에서 RFID

활용 수업에 유용한 로그램이다. RFID 리더기는 

UMPC용 리더기가 상용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PDA에 부착된 리더기를 사용하 다. <표 1>은 

RFID의 교수-학습 용 가능성을 해 이용된 기기

와 소 트웨어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  생물(소화단원)

학년  2학년 39명

활용

기기

 무선인터넷  AP 35

 RFID 리더기  PDA용 리더기 (인식거리 : 5cm)

 UMPC
 우 LUCOMS Solo M1

 (Windows XP Tablet PC Edition)

소프트

웨어

 Spotlight  화상수업 (16명 동시접속 가능)

 ActiveSync  PDA와 UMPC 동기화

 Onenote  학습자료 공유 기능

학습

자료
 귤, 고구마, 감자, 땅콩, 계란, 멸치

<표 1> RFID 활용 환경

  4.2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는 RFID의 교육  활용 방안과 그에 

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하여 실제 교실의 교수-

학습에서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  RFID-label의 방법

을 시험 용하 다. 학습자료(귤, 고구마, 감자, 계

란, 땅콩, 멸치)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구축하 으며, 학습자료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하

다. RFID 리더기는 PDA에 내장된 것을 이용하 고, 

학습정보는 UMPC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수업은 생물과 2학년 소화 련 단원의 학습과정에

서 고구마, 감자, 귤 등의 성분을 조사하고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RFID 태그에 부착되어 

있는 학습자료(귤, 고구마, 감자, 땅콩, 계란, 멸치)에 

PDA에 부착된 RFID 리더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학

습 자료에 한 정보가 학생들의 UMPC로 제공되도

록 하 다.

  학습 에 교사는 학습 자료에 RFID 태그를 부착

하 으며, 태그에서 읽어 들인 코드와 학습정보 데이

터베이스의 인덱스 값이 매치되어, Spotlight를 통하

여 학생들의 UMPC로 송되었다. (그림 6)은 RFID

태그와 PDA용 리더기, 학습자 개인용으로 사용된 

UMPC를 통한 학습정보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그정보
무선인식

RFID-card

Spotlight를 통

한 학습자 개인 

모바일 기기에 

학습정보 공유

RFID 태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매칭

111110001

111110011

111110100

111110101

111110111

111111000

계란코드

땅콩코드

귤코드

멸치코드

감자코드

고구마코드
계란
성분

땅콩
성분

고구마
성분

멸치
성분

귤
성분

감자
성분

학습자료정보
테이터베이스

서버

UMPC

학습정보제공

전동 스크린

PDA

PDA에 내장된
 리더기

귤   

멸치 

감자

고구마

땅콩

계란

학습자료

(그림 6) RFID의 교수-학습 용 구성도 

  4.3 교수-학습 용

  

  본 연구에서는 귤, 고구마, 감자, 땅콩, 계란, 멸치

의 6가지 실험재료의 정보를 RFID 태그에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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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FID 리더기로 읽은 학습코드 

다. (그림 7)은 교수-학습에서 용된 실험 재료들에 

한 정보가 들어 있는 RFID 태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RFID 태그

  (그림 8)은 PDA용 리더기를 통하여 읽은 RFID 

코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단말기에 나타난 코드 값

들은 학습자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코드 값들이다. 

(그림 8)에서 원하는 코드 값을 선택하면 학습정보가  

학생들의 UMPC로 제공된다. (그림 9)는 RFID 태그

를 PDA로 읽은 학습내용을 ActiveSync를 통하여 

스크린에 나타낸 내용이다.

(그림 9) RFID 리더기로 읽은 학습정보 

  (그림 10)은 RFID 태그 정보를 PDA를 통하여 읽

은 내용을 학습자 개인의 UMPC에 제공된 내용의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RFID-리더기-UMPC

5. 용 결과

  

  RFID를 이용한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6개 

변인에 하여 설문분석을 하 다. RFID의 효과성을 

알아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때문에 정량 인 

분석보다는 정성 인 측면을 심으로 하 다. 한 

학습 반 인 효과보다 RFID의 활용과 련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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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을 하 다.

  동기유발과 흥미부분은 RFID가 교수-학습에 처음

으로 도입되면서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

시켜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동기유발”

과 “흥미도”, RFID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학습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학습도움”, 실물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

보는 “ 장감”, u-러닝에 한 심을 알아보는 “

심도,”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에 한 기 를 알아보

기 한 “기 감”으로 구성되었다. 

  <표 2>는 RFID-label을 교수-학습에 용하고 그

에 한 설문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은 

동기유발, 흥미도, 학습도움에 하여 좋은 반응을 

보 다. 그 이유는 RFID를 통한 학습정보 제공 방법

이 유용하고 신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과정에

서 RFID를 통한 학습정보 제공이 동기유발에 도움

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하여 59.8%가 ‘매우 만족한

다’, 16.4%가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하 다.

흥미도에서는 학습재료를 PDA리더기에 갖다 기

만 하면 그에 한 정보가 학습자의 UMPC에 제공

된다는 이 흥미가 있다고 하 다. 기존 상 에서 

상품에 한 정보를 바코드를 통하여 읽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수업에 용할 수 있다는 에 더욱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RFID를 통한 학습정보 제공

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 는가’라는 질문에 하여 

55.1%가 ‘매우 흥미 있었다’라는 응답을 하 으며 1

8.2%는 ‘흥미가 있었다’고 응답하 다. 

  하지만 속도가 무 느리고 여러 번 시도 후 속

이 되는 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흥미도에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심을 가졌던 ‘RFID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에 도

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하여도 정 은 답변을 

얻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60.2%, ‘도

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12.1%로 나타나 RFID를 

통한 수업은 학습에 정 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학습의 내용을 제공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보

여주기 한 측면이 강하다는 , 제공되는 학습내용

의 양이 고 제공되는 정보가 텍스트로 한정되어 

있다는 , 화면이 무 작아서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은 학생들에게 부정 인 의견으로 작용

하 다.

장감에서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물을 

보면서 학습정보를 얻음으로써 현실감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 수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RFID를 활용한 수업이 장감을 주었는

가’라는 질문에 하여 49.8%는 ‘매우 그 다’, 19.5%

는 ‘그 다’라고 응답하여 RFID를 통한 수업은 학생

들에게 실감을 으로써 상황학습에 응용하면 더

욱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UMPC용 RFID 리더기가 없고 일반화 기

간이 길기 때문에 재의 교실 수업에 용하기에는 

제한 이고, 인식거리가 짧아서 RFID 리더기를 실물

에 가까이 야 하는 번거로움, 수업이 교실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이동성의 특징을 활용하는데 미미

한 은 “ 장감”의 질문에 부정 인 답변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앞으로의 RFID를 활용한 수업에 한 

심과 기 감에 하여도 정 인 결과가 나타났다.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

지 않음

동기유발 59.8 16.4 11.2 7.8 4.8

흥미도 55.1 18.2 14.2 9.3 3.2

학습도움 60.2 12.1 12 8.9 6.8

장감 49.8 19.5 17.2 7.4 6.1

심도 47.6 22.9 16.1 6.3 7.1

기 감 47.6 22.9 15.3 6.3 4.1

<표 2> RFID-label 활용 설문 분석 결과

                                     (단위 : %)

6. 결론  제언

  

RFID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학습자들에게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특히, 학습에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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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동기유발, 흥미에 더 많은 

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의미 있었던 은 RFID를 학생 리  

학습 리가 아닌 교실 장의 교수-학습에 직 으

로 처음 사용하 다는 것과, RFID의 교수-학습에의 

용가능성을 발견하 다는 , RFID의 용분야와 

방안을 제시하 다는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RFID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면도 있었다. RFID 리더

기의 인식거리의 문제, RFID 정보를 UMPC를 이용

하여 읽을 수 없는 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

었다. 한 RFID를 교수-학습에 용하기 한 학습 

모델과 아이디어의 부족도 문제 으로 생각되었다. 

앞으로 기술 인 면이 해결되고 RFID를 교수-학습

에 용하려는 마인드가 형성된다면 RFID는 교수-

학습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RFID를 수업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

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한 계속 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RFID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교실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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