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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최근 새로운 교육방식과 더불어 신기술 매체를 교

육 장에 도입해 효과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교육

에 심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폰의 많은 

보 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QR코드의 교육  활용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QR코드를 실제 수업

에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는 연구와 성과는 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QR코드를 그래

픽 로그램 수업에 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검증

해 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의 수업 방식에 비해 QR코드를 활용한 수업방식이 

흥미  심, 기 감, 자기주도성  학습효과, 만족

감의 측면에서 보다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태로 다양

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리라 기 된다.  

주제어

디자인, QR코드, 학습효과

Abstract

Recently along with the teaching methods, the effort 

to apply new technology in educational environment is 

increasing. Especially, it is getting more interesting about 

mobile education by using smart phone. Because of 

spreading smart phones, there are changes of recognition 

to apply the QR codes for educational purpose. However, 

there are still lack of research and result in order to 

using the QR codes commonly in clas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applying QR codes in computer graphics 

class. The result are as follows;  Compared to precious 

teaching methods, there are several benefits by using 

QR codes in class such as high interests, attention, 

expectation, and self-oriented. In addition, it confirmed to 

give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 side of learning effect 

and satisfaction. Because of those strong positive 

benefits, we expect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in 

educational environment if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are developed and applied in advance.

Keyword 

design, QR code, lear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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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방송통신 원회가 실시한 ‘2011년 인터넷이

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 이 속

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읽을 수 있

는 애 리 이션만 설치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QR코드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방식과 더불어 신기

술 매체를 교육 장에 도입해 효과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속한 보 으

로 인해 국내에서도 QR코드의 교육  활용도가 빠르

게 확산되고 있으나 QR코드가 다양한 정보양식의 제

공을 통해 수업에 한 흥미를 높여  것이라는 기  

외에 실제 수업에 보편 으로 용할 수 있는 연구는 

더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는 QR코드를 그래픽 로그램 수업에 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QR

코드의 개념  특징에 한 이론  배경과 련 연

구에 해 살펴보고, QR코드를 활용한 그래픽 로

그램 교육 콘텐츠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2. 이론  배경

2.1. QR코드의 이해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에게는 시간과 장소

에 계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해 QR코드를 교육 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QR코드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교육 으로 용하고자 한다.

2.1.1. QR코드의 개념

QR코드는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일본

의 덴소 웨이 사가 1994년에 개발한 2차원 바코드로 

기존 바코드는 한 방향으로만 정보를 장하는 반면, 

QR코드는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정보를 장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약 으로 증가시

켰다(김선태 외, 2011). 다음 [그림 1]은 QR코드와 바

코드의 정보 장에 한 것이다.

[그림 1] QR코드와 바코드의 정보 장

(www.qrcode.com)

2.1.2. QR코드의 특징

QR코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선태 외, 201

1).

첫째, QR코드는 용량 정보 수납이 가능하다. 숫

자, 자, 한자, 한 , 기호, Binary, 제어코드 등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정보량은 7,089문자(숫

자)까지 1개의 코드로 표 할 수 있다. 숫자 300자

리를 QR코드화 한 사이즈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량의 정보 QR코드화(www.qrcode.com)

둘째, QR코드는 가로/세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표

하기 때문에 바코드와 동일한 정보량을 1/10정도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바코드 비 QR코드의 크기

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바코드 비 QR코드 크기(www.qrcode.com)

셋째, QR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을 통하여 [그

림 4]와 같이 코드의 일부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데이터는 최  약30%

까지 복원이 가능하다.

[그림 4] QR코드의 오류 복원기능 

(www.qrco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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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QR코드는 그 안에 3개의 ‘ 치 찾기 심벌’로 

인해 360°어느 방향에서든지 고속인식이 가능하다. 

QR코드의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QR코드의 구성요소(www.qrcode.com)

마지막으로 QR코드는 코드화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표 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여러 QR

코드로 나뉘어 장된 정보를 1개의 데이터로 연결하

는 것이 가능하여 좁고 긴 역에 인쇄가 가능하다.

[그림 6] QR코드의 연속기능 지원(www.qrcode.com)

2.2.  사회에서 QR코드 활용에 한 고

찰 

QR코드 사용자의 연령 ,  매체,  장소 

황에 한 미국 조사업체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2011년 6월 한 달 동안 QR코드 사용 황을 조사한 

결과 QR코드 사용자의 연령 의 분포는 다음 [그림 

7]과 같다(http://www.comscore.com). 18~34세가 

53.4%를 차지, 과반수에 이르 다. 구체 으로 사용자

들의 나이를 보면 18~23세(16.6%), 25~34세(36.8%), 

35~44세(19.6%)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30  은층

의 QR코드 활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QR코드가 고등

교육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다.

[그림 7] QR코드 사용자의 연령 (컴스코어, 2011)

QR코드를 하고 스캔한 매체의 사용 분포는 [그

림 8]과 같다(www.comscore.com). 신문·월간지 등 

인쇄매체(49.4%), 제품(35.3%), PC 웹사이트

(27.4%), 포스터· 단·키오스크(23.5%), 명함· 로슈

어(13.4%), 포(12.8%), TV(11.7%)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림 8] QR코드 스캔 매체(컴스코어, 2011)

인쇄매체를 통한 QR코드의 근성이 높으므로, 교

육 장에서 교재나 유인물에 QR코드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가 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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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인물의 경우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한되어 달되므로 학생과 상호작용

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QR코드를 활용하면 멀

티미디어와의 연동을 통해 메시지의 인지 효과를 강

화할 수 있어서 기존 교재나 유인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QR코드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집(58.0%), 소매

(39.4%), 식료품  잡화 (24.5%), 직장

(19.7%), 야외 는 공공장소(12.6%), 식당(7.6%)

등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집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 다. 다음 [그림 9]와 같다

(http://www.comscore.com).

[그림 9] QR코드 사용 장소(컴스코어, 2011)

2.3 QR코드의 교육  활용

커뮤니 이션으로서의 QR코드의 장 은 다음과 같

다.(김형택. 2011, p.54-68)

첫째, 참여를 통한 즉각 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

다.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즉각 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구나 손쉽게 QR코드를 제작  변형이 가

능하다. 개인은 생성 로그램을 통해 간단하게 QR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셋째, 기존 인쇄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매체별 악  효과측정을 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횟수, 스캔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

간, 댓  등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반응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QR코드의 장 은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박정효(2011)는 기술교과 수

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몰입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QR코드를 이용한 수업 콘텐츠를 

제안하 다. 정원희(2011)는 유비쿼터스 응용 시스

템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이용한 학습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 다. QR코드의 교육  활용에 한 선행연구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QR코드 활용수업은 주제에 한 학생들의 

흥미와 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업성취에 한 기

감을 고취시킨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에서 재

미를 느껴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데 효과 이다.

둘째, QR코드는 수업 후 혼자 학습할 때 도움을 

 수 있는 자료로 즉각 인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에서의 학습과 집에서의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

록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학생의 주도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사후정보이용도 측면에서 장

을 가진다.

셋째, 학생들은 수업 에 자신들의 학습속도에 맞

추어 개별 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주도 인 학습

을 할 수 있다. 개인지도가 어려운 학교 수업 환경 

속에서 교수자의 순회 지도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이고, 자신에게 합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QR코드는 매우 효율 이다.

넷째, 교수자는 QR코드를 통해 효율 인 학습 리

가 가능하다. 교수자는 생성된 QR코드의 스캔 횟수

와 댓  등을 간단히 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

생들의 학습 성취도  진행 상태를 악하여 차시수

업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QR코드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과 교수자간

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형태의 수업방식

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수업방식이다. 학생들은 정보

를 얻는 QR코드에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교

수 자는 이를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수업모델을 정의

하고 이 수업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기 해  QR

코드를 활용한 그래픽 로그램 수업을 실제로 진행

해 보고자 한다.

3. QR코드를 활용한 그래픽 로그램 수업

3.1. 수업모델 정의

재 디자인학과의 그래픽 로그램 수업은 멀티

미디어를 활용한 실습수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만, 학습내용인 로그램 작동과정에 한 내용은 그 

양이 방 하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의 교재에 모두 포

함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그래픽 로그램 수

업의 학습내용은 모든 과정이 순차 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수업의 간 

단계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다음 학습

으로 학습자 스스로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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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PROGRAM 선행학습 본시학습

디지털

제품

디자인

3D

Rhinoceros 
4.0

Line/Curve
Curve Tools 편집

Surface
Surface Tools 

편집

Solid
Solid Tools 편집

그 외 

Join/Explode/Split/
Scale 등

Transform 
 

Array명령

자물쇠 

모델링을 

통한 

응용 학습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심이며 교수자, 학생간의 

인터랙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양질의 수업자

료를 즉각 , 극 ,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는 QR

코드를 활용한 수업모델을 아래와 [그림10]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0] QR코드를 활용한 수업모델

3.1.1. QR코드 첨부자료 제공

수업 에 학생들에게 QR코드가 포함된 유인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목표 달성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인물의 

구성내용으로는 실습 제의 제작과정 분류와 이에 

한 순차 인 이미지 제시, 그리고 각 과정마다 이에 

해당되는 QR코드가 있다.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과정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해

당 실습 제를 제작하는 과정이 담긴 동 상으로 연

결이 된다.

3.1.2.학생들의 극 인 정보획득

교사가 심이 되는 설명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활

용한 시연 주의 정보 달과 학생들의 실습에서 그

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때 직  

QR코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극 으로 

학습하고 상호 토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3.1.3.수업자료 사후 활용

유인물을 통해 수업시간에 한 QR코드는 수업시

간 이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학습 자료

에 근이 가능하도록 해주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부족한 학습은 개별 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자

기주도 인 학습을 통해 학습의 향상이 있도록 한다. 

한 QR코드의 스캔 횟수와 댓 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내용을 악하고, 각 학생의 학

습 정도를 악할 수 있어 차시수업설계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3.2. 수업자료 설계

3.2.1. 자료 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D 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공수업 에서, ‘디지털제품디자인3D' 과목을 선정

하 다. ‘디지털제품디자인3D' 과목은 컴퓨터 그래픽 

로그램  ‘Rhinoceros 4.0'을 활용하여 제품 모델

링과 그래픽작업까지 진행하는 공 2학년 수업으로, 

‘Rhinoceros 4.0'의 기본 매뉴얼에서 학습할 주제를 

선정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수업자료를 설계하 고 

구체 인 실험수업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수업 내용 선정

Rhinoceros4.0 로그램 매뉴얼 학습내용  기

인 Tools기능의 응용에 해당하는 수업 주제로 자

물쇠 모델링을 선정하고 이에 한 자료를 비하

다. 기존 수업은 실습 제를 제시하는 유인물과 교수

자의 시연·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해보는 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설명을 놓친 학생들의 정보획득 기회는 수

업 간에 있는 교수자의 순회지도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해 체 인 수업 진행은 

교수자의 시연·설명을 기본으로 하고 수업효과와 학

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한 수단으로 QR코드를 활

용하 다. 실습 제를 제시하는 유인물에 실습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용하고, 진행 동 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즉각 으

로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 다. 

수동 으로 교사가 비한 수업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 으로 원하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자신의 학습 속도에 합한 정보를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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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수 있도록 하 고, 스마트폰의 동 상 화면과 

pc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집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3.2.2. 자료 내용

본 수업 자료는 강의실에 로젝터와 스크린, 수업

용 PC 1 , 학생 1인 PC 1 씩이 구비되어 있고 학

생들의 스마트폰 보 률이 30명  26명인 조건에서 

시연하 다. 수업에 활용하는 일반 인 유인물 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QR코드를 용하 다. 본 연구를 

해 제작된 수업자료 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자료

에 해 소개한다. 다음의 [그림 11]은 본 연구에 사

용된 QR코드를 용하지 않은 기존의 일반 인 유인

물과 QR코드를 활용한 유인물의 비교로 그  일부

를 발췌한 것이다.

[그림 11] 기존의 유인물과 QR코드 활용 유인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실습 제를 완성하기 해 선정된 

주제로 자물쇠 모델링을 제시하고 교수자의 시연·설

명에 따라 제품을 모델링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

다. 제시된 유인물에는 실습의 각 단계에 따라 이

미지와 함께 해당 동 상이 링크된 QR코드를 첨부하

고, 실습에 어려움을 느껴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할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제작과정의 동 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을 학습자들에게 달하 다. 학생들

은 교수자의 시연·설명을 듣고, 스스로 실습 제를 

진행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에서는 해당 

QR코드를 인식하여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는 개별학

습을 주도 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습 시 교수자의 순회지도도 함께 병행한다. 이 

방식은 QR코드가 미 용된 일반 인 유인물을 나

어 주고 교수자의 시연·설명이 있는 기존 방식에 비

해 수업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의 수를 여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과 pc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실습을 따라갈 수 

있어서 학습을 동시진행하기에 효율 이다.

Rhinoceros4.0 로그램 매뉴얼 학습내용  기

인 Tools기능의 응용학습을 한 실습 제로 선정

된 자물쇠 모델링에 한 유인물에서는 QR코드를 아

래 [그림 12]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2] QR코드 활용 유인물

[그림 12]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QR코드  실

습에 어려움을 느껴 부연설명이 필요한 과정의 QR코

드를 스캔하면 아래 [그림 13]과 같이 교수자가 정

해놓은 동 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학생들의 즉각 이

고 극 인 주도  학습을 기 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속된 동 상에서 학생들이 자신

에게 합한 정보를 극 으로 탐색하면 기존 방식

의 수업보다 시간 인 측면이나 학습 성취도면에서 

더 큰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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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평가도구

흥미  심 Likert5간 척도 문항

기 감 Likert5간 척도 문항

자기주도성  학습효과 Likert5간 척도 문항

만족감 Likert5간 척도 문항

평가요소 문항 번호

흥미  심 1,2

기 감 3

자기주도성  학습효과 4,5

만족감 6,7

[그림 13] QR코드에 링크된 동 상 시

4. 효과성 평가

4.1. 평가 도구

Piccoli(2001)등은 학습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한 

변수로  학습 성과, 자기 효능감, 만족감을 사용하

고, Papa(1998) 는 가상학습의 성과 측정을 해 학

생들이 취득한 수를 사용하 다. 그 후 

Papa(2001)의 연구에서도 원격학습의 효과성 측정을 

해 학습자의 성과  학습자의 만족감을 사용하

다. 정인성(1999)의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의 효과 요

인을 분석하기 해 교육효과 인식 정도, 강좌 만족

도, 정보소통능력의 신장 정도를 사용하 다. 김병곤

(2000)의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효과의 측정

변수로 학습용이성 증 , 교육방식 개선, 사용편의성 

증   시간단축/비용 감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유일(2003)의 연구에서는 웹 기반 온라인 기업교육

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만족도  지식

공유 정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해 자체 제작한 리커트(Likert) 5간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흥미  심, 기 감, 자기주도성 

 학습효과, 만족감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평

가 요소별 평가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콘텐츠 효과성 평가 요소별 평가도구

흥미  심은 학습의 흥미유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가 있었

는가?’와 ‘이번 수업내용과 방식은 집 하기 쉬웠는

가?’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고, 실험 

과 후의 상  흥미를 악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 감은 차시수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

는 믿음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매주 수업을 들으

면, 분명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

을 통해 기 감을 측정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  학습효과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업내용에 해 자세

히 완성할 수 있었는가?’와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혼자 다시 해보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측정

할 수 있고, 실험 과 후의 학습 성취도의 차이를 

악할 수 있다.

만족감은 수업에 한 학생들의 사 , 사후의 수업 

선호도 차이를 악할 수 있다.

효과성 평가를 한 문항 번호는 [표 3]과 같다.

[표 3] 효과성 평가 문항 번호

4.2. 평가 차

4.2.1. 실험 수업 실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콘텐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하여 부산의 D 학교의 1개 반 30명  스마트폰

을 보유한 26명의 학생을 상으로 수업을 설계하여 

4차시 동안 용하 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 

, 하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개별로 실

습 제를 제작하는 것으로 구성하 고, 일반 인 유

인물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방식에 한 수업 

효과성 평가 설문을 사 에 실시한 후, QR코드를 이

용한 본 수업 자료를 용하여 4차시 수업을 진행한 

다음 본 수업에 한 효과성 평가 설문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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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수업은 2011년 10월 25일 14시부터 18시까

지 4차시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차시는 50분씩 이루

어졌다.

4.2.2 평가 차

본 연구의 실험 수업 평가 차는 [그림 14]와 같

다.

[그림 14] 실험 수업 평가 차

4.2.3 평가 결과

그래픽 로그램 수업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일반

인 방식의 수업과 QR 코드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

성을 비교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하여 SPSS 12.0 로

그램을 사용하 고, 기존의 수업 방식과 QR 코드를 

활용한 수업 방식 간에 수업 효과성 차이가 있었는지

를 알아보기 해 비모수 통계인 Wilcoxon의 짝을 

이룬 부호 순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수업 효과성 평가 검

사 수를 비교할 때, 기존 수업 방식에 비해 QR코

드 수업 후에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수업 효과성이 

향상되었다. (p=0.028). 즉, 기존 방식에 비해 QR코

드를 활용한 수업방식이 수업 효과성 향상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그래픽 로그램 수업에

서 흥미를 증진시키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법으로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QR코드를 이용한 수업 콘텐츠를 제안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업방식에 

비해 QR코드를 활용한 수업방식이 흥미  심, 기

감, 자기주도성  학습효과, 만족감의 측면에서 보

다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통계학 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형태로 다양한 수

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용한다면 학생들의 몰입도 

 흥미도가 증진할 것이며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리라 

기 된다.

QR코드의 교육  활용에 한 연구가 은 실에

서 더욱 체계 인 콘텐츠의 개발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실시를 하 고, 

연구자의 심과 피드백으로 연구 상의 참여를 유도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교과의 수업에 용하

여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보

유한 학생들만을 상으로 수업 평가를 하 는데,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한계 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수업을 일

반화하여 커리큘럼에 용하기에 제한 이다. 스마트

폰을 보유하지 못한 학생들을 해 다양한 모바일 기

기나 컴퓨터용 강의 일을 제공함으로써 매체  한

계로 인한 수업 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외에도 무수한 아이디어

와 이에 따른 교육 효과에 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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