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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자료의 교육적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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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현장체험 사전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
해 살펴본다. QR코드를 활용하여 개발한 사전교육자료를 201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
자들이 QR코드를 이용한 교육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알았
다. 아직은 확연하게 학부모, 학생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자료를 선호한다는 반응은 얻지 못하였지만 체험학습에 참
여한 학생들은 QR코드를 활용한 사전교육자료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주제어 : QR코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스마트폰, 유비쿼터스 환경, 자기주도적 학습

Abstract  The aim of the work that is presented in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new prior educational materials 
which use the field trip and to present educational possibilities. The QR codes were used to develop the prior 
materials. The developed materials applied to elementary students who attended to filed trips in 2012. This was 
practically achieved by the use of smartphone which enhance the learning experience of a physical visit by 
providing personalized information with QR codes. The results demonstrate the technology supported physical 
field trips provides significantly improved learning outcomes, increases students curiosity.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pecific emerging technologies c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learning experiences in field trip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level the learning 
outcomes and the motivation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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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교사 심의 일방 인 지식 달 방식인 주입

식 교육에 해 비 이 있는데, 체험학습은 학생 스스로

가 탐구, 찰, 추론을 통해 자기주도 인 학습이 가능하

므로 학교교육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

육과정부터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기주도   학

습력 배양을 해 재량활동 역을 확 하고, 교과학습

에서 직  체험하기 어려운 학습내용에 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교육시설, 문화재 등을 이

용한 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7][9][10]. 

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  체험활동을 통

한 창의성,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자 수행 능력의 강조  

인교육의 실천 등 단 학교의 자율성  학습자 심

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7].

재 거의 모든 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

별로 주제가 있는 테마식 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

다. 학교 장에서 실제로 내실 있는 장체험학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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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잘 만들

어진 사 교육자료(prior educational materials)가 필요

하다. 각 학교별로 체험활동에 필요한 장체험 교육자

료를 제작하여 활용하고는 있으나 시  환경에 뒤처지

는 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 의 흐름에 맞는 장체험학습 사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화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인터넷에 속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스마트폰을 

개개인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데 이용하며,  개인 사

용자에 의해 항상 근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  랫폼

으로 활용하고 있다[5][12][13][14]. 한, 이와 같은 환경

이 조성되면서 학  기업에서는 발 빠르게 홍보의 방

법을 기존 지상  방송, 신문  지면 고에서 탈피하여 

휴 폰에서 효과 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

용하고 있다. 한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지  문화

재에 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  제공하기 

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휴 폰 환경의 변화와 인

터넷 기술의 발달  사람들의 편의성 증 측면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QR코드이다[2].  QR코드

는 이차원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해당 사이트

에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웹사이트 주소를 넣지 않고도 

바로 해당 사이트에 연결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정보

제공에 필요한 많은 양의 자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동 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쉽게 제

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3][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지면공간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탐방장소를 돌아보는 행 테마식 장체험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효율 인 사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목 을 두

었다. 이를 해 우선 장체험학습의 의미와 QR코드에 

해 이론 으로 고찰하고, 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테

마식 장체험학습 사 교육자료의 문제 을 찾아보았

다. 이를 토 로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QR코드

를 활용한 테마식 장체험 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교

육  가능성에 해 살펴본다.

2. 연구배경

2.1 현장체험학습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체험활동은 앎을 극

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할  아는 창의성과 인성

을 겸비한 미래지향  인재 양성을 목 으로 한다. 창의

 체험활동은 창의성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자 수행

능력의 강조, 인교육의 실 , 단  학교의 자율성  학

습자 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7].  

체험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탐구, 찰, 추론을 통해 자

기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개개의 능력에 맞는 주

제를 선정하여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학교교육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장체험

학습은 일상 인 학습 공간을 떠나 자연 상이나 사회

인 사실과 상이 구체 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에서 

견학, 면 , 조사, 찰 등 실제 인 활동을 통한 학습으

로 교실을 벗어나 실제의 상황이나 실물을 하여 참여

하고 느낌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단하는 주체 이고, 

종합 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이다[7]. 테마

식 장체험이란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체험활동

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학교 장에서

는 일반 으로 6학년에 떠나는 장체험을 역사를 테마

로 신라  고려의 유 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2.2 QR 코드

QR(Quick Response) 코드는 가로, 세로 2차원  구성

을 바탕으로 기존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 방식이라 할 수 있다[1][2][3][6][8]. 

최근 몇 년 부터 나타난 이 획기 인 장 형태는 스마

트폰의 보 으로  근이 쉬워짐과 동시에 독특한 

모양새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기업의 요한 홍보·

마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

에 해서는 회의가 일고 있다. 최근 시장 조사기  랩

42(lab42)는[16] 18세 이상의 미국인 500명을 상으로 

QR코드와 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QR코드가 익숙하냐는 질문에 체 응답자의 58%는 ‘익

숙하지 않다’ 고 답했으며, 나머지 42%는 ‘익숙하다’ 고 

답한 것으로 조사 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나 주원

인으로는 사람들의 수동  태도와 QR코드의 본질에 

한 이해 부족으로 들고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QR 코드

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척 수동 이다.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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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좋은 정보와 재미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가보다는 

상 없이 사람들은 극 으로 스마트폰으로 어 감상

할 만한 의지와 호기심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

들이 굳이 그것을 귀찮게 으려 하지 않는데 이는 결정

으로 QR코드에 담긴 정보에 해 그리 요하다고 여

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QR코드가 가지는 본래 

의미와 잠재력은 그 이상이다. 

사실 QR코드는 그 자체가 정보를 담거나 정보가 담긴 

장소 혹은 주소로 이동시켜주는 ‘유통’ 측면의 이해가 기

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QR코드가 마 만이 아닌 유

통은 물론이고 생산, 소비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는 

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 의  상황을 극복하고 QR 

코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제 시장에서 비즈니스  

효과로 발휘시키기 해서는 QR코드의 본질을 제 로 

이해하고 이를 폭넓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3][8]. 

일본 Glory Ltd.는 도쿄 Ebook 페어에서 처음으로 

eBook을 매하는 자 기를 선보 다. 이 자 기는 고객

이 자 기에 돈을 넣고 eBook을 구매하면 QR코드가 

힌 수증이 나오는데, eBook리더나 스마트폰으로 QR코

드를 스캔해야만 구매한 책을 읽을 수 있다. 이 자 기에

서 QR코드는 기존의 마  콘텐츠를 담은 홍보 장 매

체가 아닌 자책이라는 상품, 서비스 구매와 유통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는 본래 QR코드가 지닌 정보의 ‘유통’ 

이라는 본질을 제 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받는, 

이용에 필요한 필수 인 정보로의 이동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자 기에서 QR코드는 기존의 소비자에 

수동  태도로 인해 무시되던 모습을 벗고 구매 과정에

서,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  

로 건  뛸 수 없는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1][15]. 

이처럼 QR코드를 마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에서 엄연히 생산, 소비 

과정에서 추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건 뛰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에서 언 했던 QR코드를 하는 사람들의 수동  

태도는 사실 웬만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고서는 변화시키

기 어려운 것이다.

2.3 기존 관련연구

[7]연구는 모바일기기가 갖는 뛰어난 근성, 이동성 

그리고 편이성을 이용하여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학습방

법을 제시한다. 즉,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QR코드와 

유러닝(u-learning)에 을 두고 그것에 한 설계 방

안을 제시하고 구 하는데 목 을 두었다. 한 교과서

와 웹 그리고 모바일 학습의 연계성을 두어 학습자들에

게 유용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시하 다. [그림 1]과 같이 

‘QR Code를 이용한 유러닝 학습보조 시스템’은 휴 가 

간편하고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시간

과 장소에 계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보조자료를 

PC나 도서  등에서 찾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과서와 웹, 모바일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림 1] 교과서 QR Code Reading 화면

[4]연구에서는 ICT 활용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QR코

드 활용한 학습자 심의 수업모델을 제시하 다. 한 

교육 장에서 로그래 이나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문 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QR코드를 활용한 수업 콘텐

츠를 제작하고 활용[그림 2]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고등학교 기술교과의 단원을 선정하여 수업자료를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콘텐츠 활용을 통한 실험 수업 후 학습자가 갖는 

기 감과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반응, 그리고 학습

을 지속하고자 하는 정도의 정 인 반응으로 학습 콘

텐츠가 학습자들이 학습에서 재미를 느끼며 몰입하게 하

는데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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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업내용 중 QR코드 활용 예시

3. QR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현장체험

   사전교육자료 개발 및 분석

3.1 기존의 테마식 현장체험 사전교육자료 분석

보다 내실있는 테마식 장체험학습을 하기 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사 교

육자료가 필요하다. 분석하게 될 기존의 사 교육자료는 

주 H 등학교에서 2012학년도에 6학년을 상으로 사

용한 것이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체험학습을 떠났었던 

H 등학교 테마식 장체험 학습은 각 날짜별로 탐방할 

역사유 지에 한 사  교육자료와 숙박장소  숙식 

정보를 넣어 [그림 3]처럼 총 18쪽에 이르는 자료를 만들

었다. 

[그림 3] 체험학습 사전 자료 중 일부

이 듯 짧은 시간에 많은 여행지를 탐방하는 테마식 

장체험 학습의 특성상 사 교육 자료는 학생들에게 보

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려는 교사의 의자가 담겨있다. 즉, 

교사는 탐방지의 역사 ․교육 의미를 더욱 많이 학생

들에게 알려주기 해 노력하고, 2박 3일 동안 안 한 여

행이 될 수 있도록 안 교육에 한 내용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사의 노력이 자율과 창의에 바탕

을 둔 자기주도  학습력 배양을 해 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과 창의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자 수행 능력의 강

조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

이 있다

학생이 자기주도 으로 앞으로 탐방하게 될 곳에 

해 스스로 악해보고 창의 인 체험학습을 하여야 하는

데 교사의 탐방지에 한 자세한 사 교육자료 제시가 

이를 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지면에 학생

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시킬 필요

가 있으며, 많은 자료의 제시보다는 정한 양의 자료제

시와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에 한 방법 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사 교육자료

가 될 것이다.

기존의 사 교육자료의 문제 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 교육자료는 부모가 장체험을 가기에 

앞서 가장 궁 해 하는 숙식에 한 자료가 없다. 생과 

안 을 해 학교에서 사  답사를 하 지만, 학부모에

게 이러한 정보가 제 로 달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사  교육자료에 학부모 안내 자료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둘째, 탐방 장소에 한  교육자료는 교사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어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면 계로 많은 

교육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자료를 일일

이 지면에 자로 넣어주기 보다는 탐방 장소를 잘 설명

해 놓은 검증된 사이트를 직  연결해 주는 방법을 사용

한다면 많은 내용을 좁은 지면에 넣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인쇄물로 만들어 배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재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

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교사가 만든 콘텐츠로 손쉽게 

연결시켜 달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의 문제 들을 해

결할 수 있다.

3.2 QR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현장체험 사전

교육자료 개발

3.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 교육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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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요구 충족 부족, 많은 자료의 효율  제공 문제, 

자원  교사의 시간 낭비 등의 문제 이 도출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3.2 에서는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기업의 

고, 학, 지역사회의 홍보 등으로 리 이용되고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 교육자료 개발에 해 기술한다.

본 자료는 주H 등학교의 2012학년도에 6학년 테마

식 장체험학습 사 자료의 문제 을 토 로 제작되었

다. 우선 가장 큰 문제 인 많은 지면자료를 효과 으로 

이기 해 노력하 고, 학생들이 숙박할 곳에 한 학

부모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 다[그림 4]. 2박3일 일정에서 학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숙박 장소에 한 정보와 식사 메뉴를 교

사의 사 답사 때 은 사진  상으로 QR코드를 만들

어서 학부모의 궁 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생들이 탐방하게 될 곳에 한 사이트를 직  연결시

켜 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토 를 마

련하는데 주안 을 주었다[그림 5].

[그림 4] 학부모 자료

[그림 5] 석굴암을 QR코드를 통해 URL링크한 모습

3.3 QR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현장체험 사전

교육자료에 관한 분석

3.3 에서는 주H 등학교에서 2012학년도 테마식 

장체험학습을 토 로 장체험학습은 총 2박 3일 코스

로 진행되었으며 6학년 8개 반  4반만 기존의 사  교육

자료와 QR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장체험 사 교육자료

를 모두 나 어 주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자

료에 비해 QR코드를 활용한 자료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 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해 보고자 한다.

3.3.1 학부모 반응 분석

학부모 연령이 40∼45 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7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QR코드를 

인식시켜 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24% 정도 고 반이

상이 제품 고 QR코드를 인식시켜보았다고 응답하 다.

장체험학습용 사 교육자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에 [그림 6]과 같이 약 85%가 필요하다고 답하 다. 

[그림 6] 학부모의 사전교육자료의 필요성 분석 
 

학부모가 QR코드를 사용한 사 교육자료  가장 유

용하다고 답한 것은 유 지 정보(48%)이다. 한 숙식지

에 한 정보도 약 21%로 여러 정보  두 번째로 유용

하다고 답하고 있다. 

기존 자료와 QR코드를 활용한 자료  어느 것이 더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학부모는 기존자료가 약간 더 유용

하다고 응답하 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폰으

로 코드를 인식시키는 것이 번거롭다.’, ‘내 자녀가 스마

트폰이 아니다.’, ‘스마트 폰이 없는 학생에게는 QR코드 

자료가 무의미하다.’ 등의 답변을 하 다. 하지만 등학

생의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교육자료를 선호했던 학

부모도 QR코드를 활용한 자료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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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부모의 유용성 분석 

3.3.2 학생 반응 분석

2012학년도 테마식 장체험학습에 참여한 6학년 8개

반(234명)  4개반(117명)만 기존의 사 교육자료와 QR

코드를 활용한 테마식 장체험 사 교육자료를 모두 나

어 주었다.

주H 등학교의 6학년 학생  약32% 정도가 스마

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 휴 폰을 사용하

거나 휴 폰을 소지 하지 않고 있었다. 26%학생이 QR코

드를 이용해 정보를 얻어 본 경험이 있었고[그림 8], 주로 

고에 있는 코드를 인식시켜 봤다고 응답했다.  

[그림 8] QR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얻어 본 경험  

‘사 교육자료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약61%의 학

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그림 9]. 사 교육자료에 꼭 

들어있어야 할 정보로 숙박  식사 정보가 약29%, 유

지 정보19%로 조사되었다[그림 10]. QR코드를 활용한 

사 교육자료에서 유 지 정보를 검증된 사이트로 연결

해 다양한 사진  동 상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식에 

해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도 만족하고 있었다. 한 QR

코드는 학생들의 흥미유발에도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사전교육자료의 필요성  

[그림 10] 사전교육자료에 있어야할 정보

[그림 11]에서 보듯이 응답자  49% 학생이 QR코드 

자료가 기존자료보다 사 교육자료로 더 유용하다고 응

답하 다. 

 

[그림 11] 기존 사전교육자료와 QR코드 사전교육자료의 
유용성 비교(학생)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등학교에서의 테마식 장체험 학습 사

교육자료 제작에 있어 QR코드를 용한 사 교육자료에 

한 교육  가능성에 해 탐색하 다. 연구를 통해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와 학생의 ‘QR코드를 활

용한 사 교육자료’의 유용성에 해서는 아직은 확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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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부모, 학생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자료를 선호한다

는 반응은 얻지 못하 다. 하지만 약50%정도는 재 QR

코드를 활용한 사 교육자료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해 

정 인 반응을 얻었다. 한 학생이 직  체험할 곳을 

흥미를 가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유발에는 효

과 임을 알 수 있었고, 자기주도  학습 매체로의 교육

 가능성을 보았다.

교육자료는 미래의 환경은 내다보며 만든다. 즉, 앞으

로 스마트폰이 유률이 더 높아지고 그 기능이  더 

많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교구를 개발하여 교육 장에 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

에도 QR코드 이미지 일만 게시  형식으로 운 하여

도 평균 으로 1년에 2번 정도 체험학습을 하는  교육

과정 상황을 고려하면 교사들 간의 정보 교환이나 활용

의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교사는 유익한 탐방장소를 

검색하고 이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다

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하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더 과감한 시설투자  그 

효과성 연구를 진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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