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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Experience Learning using Mobile Device

강영옥* ․조나혜**

Young Ok Kang ․ Na Hye Cho

요 약 2009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 자율과 창의 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장

체험학습의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장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앱의 출시가 증가하고 현장체험학

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의 특징과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현

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도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는 사전, 

현장, 사후단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기반의 체험활동 저작이 가능하고, 역사, 과학, 지리 등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는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현장체험활동 이후 탐구활동 결과물들이 재활용될 수 있

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 저작도구, 위치기반 서비스, 현장체험학습, 모바일 웹, 개념 설계

Abstract Recently both the importance and the interests of field-experience learning have kept increasing since the 

Education of Ministry encourages students to take a field-experience learning with the self-driven and creative 

education as the main issue in the 7th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in 2009. As the importance of field-experience 

learning goes up continuously, not only the release of its related mobile applications is increasing, but also a variety of 

researches for supporting the field-experience learning are ongoing. In this research we perform two things. First, we 

define the basic concept of authoring tool for which support the field-experience learning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and user requirements analysis. We confirmed that the authoring tool for the field-experience learning has to 1) support 

all activities that happen in pre-field, field-experience and post-field phases, 2) be possible to write the location-based 

field work, 3) have the authoring functio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such as history, science and 

geography, etc. that the field learning can be realized, 4) be designed as the structure that the results of inquiring activity 

after the field experience activity can be reused. Second, we create a conceptual design after confirming the authoring 

tool.

Keywords : Authoring Tool, Location Based Service, Field-Experience Learning, Mobile Web, Conceptual Design

1. 서   론

2009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과학습을 위

주로 하는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를 중시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5일 학

교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도와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앱의 출시가 증가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After School 현장체험학

습”, 서울시 교육청의 “우리동네 신나는 체험여행”,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현장체험학습”, 문화재청의 

“문화와 문화유산”, “ 내손안의 덕수궁”, “내손안의 경

복궁”, “ 현장체험학습 앱” 등 지역별 교육청 및 국가 

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앱은 지역의 체험활동장소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장소의 유물들에 대한 단순한 소

개에 그치고 다양한 교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탐구

활동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의 앱보다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저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에 관련된 연구가 수년 전부터 활발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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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Giemza et al.[7]의 ‘Lemonade’, Giemza[6]의

‘Mobilogue’, Butchart et al.[2]의 FieldtripGB 등은 현

장학습에 활용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에 현장 활동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

한 저작 도구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손쉽게 저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

어 다양한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체험활동을 사

전에 제작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 교사 혹은 학생이 사용 가능한 

저작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현장활동

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

서 모바일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측정기능

을 현장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로

그데이터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관찰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로그 데이타를 수집하고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프레

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의 특징과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

도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적 설계를 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저작도구 관련 연

구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저작도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기반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의 

개념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현장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

현장체험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분야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는 교과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

술이 발달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모바일 기기를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체험학습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

용한 연구로 Cho[3]은 유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여 현

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사전학습, 현장학습, 현장체험

학습 정리하기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을 설

계하였으며, Lee[11]은 중학교 2학년 국사과 및 국어

과 학습을 위해 향교 현장체험학습 시에 PD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e[12]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학생들에

게 미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위치확인, 사진촬영, 영

어로 설명을 듣고 유물을 찾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Hyun & Kim[9]은 증강현실로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제공하며 

현재위치 지도와 위성사진을 볼 수 있으며 지도의 특

정 위치에 목적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드로이

드 위치기반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설계 및 개발된 시스

템들은 현장교육에 IC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예견하며 제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ICT 기술의 

적용이 교육분야에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기에는 실제 제공되는 학

습내용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데 그치는 등 학습내

용의 수준과 질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내에서 ICT기술을 현장학습에 적용하는 연구가 

ICT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교육 도메인에 적용해 보

는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해외

에서는 현장학습의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ICT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 개발 동향

을 보면, 학습자를 현장체험에 몰입시키고 스스로의 

학습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설계 

기제로서 게임적 역학(mechanics)을 사용하는 게이미

피케이션(gamification)이 모바일 스마트 러닝에서 매

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 하이델

베르크성의 주요 장소마다 역사적 인물이 유령으로 

등장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방문자와의 간단한 

대화, 응답 및 미션 부여를 통해 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Geist 시스템[1]을 비롯해서, 학습자들을 

1550년의 중세 암스테르담으로 데려가는 ‘주파수1550’

시스템 등을 필두로, 게임과 스토리를 혼합한 모바일 

러닝 유형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학습 콘텐

츠, 네트워크화된 에피소드들, 작업과 활동들을 구조

화하는 내러티브 프레임웍을 채용하고, 시공간적 장

면 설정, 인물과 삶의 방식 소개를 통해 학습자들이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중요 질문, 학습 과업 

및 위치 기반 활동, 학습 자료들에 대한 참조를 하고, 

미디어 활용 및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학적 윤

곽을 따라가도록 디지털 기술을 구성하였다[14]. 최근 

문화재청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내손안의 덕수궁” 이

나 “내손안의 창덕궁”도 이런 관점에서 관람모드를 

지정하고 관람과 함께 미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선 형태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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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oksugung Palace in my hand’

라 할 수 있다(Figure 1). 그러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2.2 모바일 스마트러닝 및 현장학습 저작도구 

관련 연구

모바일 현장학습을 위한 IT기술 연구의 국내 현황

은 기존 멀티미디어 및 SW기술을 교육적 도메인에 

적용하는 데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세계적 연구 추세는 교육을 중심으로 IT를 통해 어떤 

새로운 교육 혁신이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모바일 현장학습 관련 연구들

은 기존 기술을 적절히 변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집

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유네스코는 매년 모바일 러닝 위크 행사를 

개최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의 수

집, 공유,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연결 교실

(global connecting classrooms) 가능성을 모색하며, 학

습자 자신이 현장의 상황적(in-situ) 학습 데이터를 능

동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자료 수집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개인화되고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교육 혁신의 관

점을 제시하고 있다[15]. 유네스코 외 영국,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특히 학습자간, 학습자-교사간 메

시지 교환, 지오 태깅, 여러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데

이터 재사용 및 게재와 편집의 용이성, 현장학습 맥락

의 획득 및 표현 방법, 방대한 현장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물리적 사물의 자동인식 및 응용 기술 등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모바일 기술을 지닌 통신회사와 학

제간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이 수년간 진

행되고 있다[13]. 한편 국내 연구가 오픈라인 측면에

서 학습자와의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가 이

뤄지는 반면 국외에서는 ICT를 이용한 교육의 경우 

ICT에 남게 되는 로그화일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

습행동 패턴이나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효과를 평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특히 최근 유네스코

의 보고서[15]에서는 모바일 학습과 관련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습평가 방식이 새로운 연구주

제로 주목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 즉 모바일

기기에 남게 되는 학습자의 기록을 통해 학습자의 맥

락과 함께 학습을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게 되는 구조로 

진화발전 할 수 있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는 현장체험에서 활용 가능한 저작환

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수년 전부터 활발히 있어 

왔다. Giemza et al.[7]는 ‘Lemonade’라는 유동적인 저

작 도구를 개발하여 현장학습을 지원하고자 했다

(Figure 2a). 특히 ‘사전학습-현장학습-사후학습’의 3

단계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을 고려하

여 학생의 현장학습의 계획부터 실제 체험활동, 돌아

온 뒤 모아온 자료의 정리와 발표 및 교사의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Giemza et al.[6]

는 ‘Mobilogue’라는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장소를 기

반으로 체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퀴즈를 통해 직접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Figure 3). 이 

도구는 저작 환경, 저장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3

요소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이 저작 환경을 이용해 사

전에 교실에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현장에 나가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활동하도록 하였고 

이후에 학습효과를 평가하였다. Butchart et al.[2]의 

FieldtripGB(Figure 2b)도 현장학습에 활용가능한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전에 학습활동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학생

들의 동시다발적인 토론을 교사가 조정 가능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토론 내용, 과정 등에 대한 이해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도구[17],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과학 학습[16]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는 교사 혹은 학생이 사용 가능

한 저작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고 있다. 이는 

사전단계에서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설계하는 단계도 

현장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 저작환경은 다양한 교과의 다

양한 현장활동을 지원하며, 사전단계, 현장활동, 그리

고 사후단계를 유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에 매우 중요한 지원체

계라 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연구가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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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FreeStyler with LEMONADE Entry Point, (b) Authoring tools of Fieldtrip GB[7,2]

Figure 3. (a) Mobilogue Plug-in, (b) GPS Position Editor, (c) Quiz Editor[6]

3.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3.1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 요구사항 분석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은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현장체험학습 저

작도구의 전반적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 2인과 교과교육분야의 대학원생 13

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 조사

를 실시하였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현장학습의 질

문에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개발된 앱 가운데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으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내손안의 경복궁’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집

중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전반적인 요구사항 분석은 

현장체험학습의 단계별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저작도구의 저작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정이다. 이를 위해 창덕

궁을 대상으로 역사, 과학, 지리영역에서 창덕궁의 장

소별 현장체험활동을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작

도구에 포함될 구체적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

하였다. 

3.2 단계별 요구사항 분석

1) 현장학습 단계별 활동사항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사전단계

에서는 현장과 관련된 학습개념을 살펴보고, 현장과 

관련된 탐구주제를 선별하며, 코스설계, 탐구문제 제

작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현장학습단계는 현장에서

의 체험을 통해 학습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 활동 관리 및 통솔, 학생들은 

탐구문제를 개인적으로 혹은 팀별 활동을 통해 해결

하게 되며, 탐구한 결과물들은 저장이 필요하다. 사후

단계는 교실내에서 이루어지며 현장학습 내용을 정리

하고, 피드백이 이뤄진다. 교사는 학생활동과 탐구결

과를 분석하고, 학생들은 탐구결과를 정리하며, 이러

한 결과물 들은 이후 다른 집단에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Figure 4). 현장체험학습활

동의 단계별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사전단계 : 탐구활동 저작에 필요한 기능 상세

사전 단계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며, 현장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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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field-experience 

learning in each phase

Table 1. Learning activities and functions by place

Place Subject Learning Element Learning Activity Necessary Function

Common

․ Perform various learning activites by place (Donhwamun Gate - Geumcheongyo - 
Injeongjeon-Seonjeongjeon-Huijeongdang-Daejojeon)
․ Serach place and location and perform mission and quiz with basic and old map
․ Save, upload and share learning activities completed

attach a map
overlay 

Donggwoldo save
upload GPS

Geum
cheon-

gyo

Geo-
graphy

․ understand hidden meaning of 
Geumcheongyo 
․ understand symbolic meaning of 
animals sculpted in Geumcheongyo

․ observational learning: understand location of 
Geumcheongyo with back to the mountain and 
facing the water, look around surroundings and 
take a picture in front of Geumcheongyo

take a picture 
input text

History
․ know how to express imaginary 
creature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 observational learning: know meaning and name of 
imaginary creatures

make pairing

Science

․ know structure and scale of Geumcheon-
gyo
․ know scientific structure of strong 
bridge

․ experiment learning: measure the direction, width, 
and length of Geumcheongyo, and know scientific 
structure of strong bridge

measure distance 
compass drawing 

input text

In
jeong
jeon

Geo-
graphy

․ look for traces of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in the Injeongjeon

․ observational learning: look for traces of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in the Injeongjeon and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input 
text OX quiz

History

․ understand role and use of Injeong-
jeon
․ know disaster preparation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 quiz: know role and use of Injeongjeon
․ observational learning: find symbolic icon for 
disaster preparation and observe location of symbolic 
icon

multiple choice 
image drag&drop

Science

․ know role of the stone pavement
․ investigate rock type and rock- 
forming minerals of stone pavement 
․ understand reflection of sound through 
structure of roof, corridor, and floor 
in Injeongjeon

․ observational learning: compare present stone pave-
ment and past stone pavement, find why replace 
past stone to present stne, identify stone color
․ experiment learning: confirm structure of sounnd 
vibration

take a picture 
measure sound(dB)
input text multiple 

choice

Daejo
jeon

Geo-
graphy

․ know function of terraced flower 
beds

․ observational learning: find terraced flower beds in 
Daejojeon, and know its meaning

take a picture input 
text multiple choice

History
․ know the queen’s role and obligation
․ know a tragic moment in the era 
of the great Daehan empire

․ quiz: know the queen’s role and use of Daejojeon
․ observational learning: find the keynote of Daejo-
jeon, take a picture and explain the reason, know 
a tragic moment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write the name of 
․ building(signboard)

OX quiz take a 
picture input text

write Chinese 
character

Science
․ understand structure of the Hemis-
pherical Sundial and how read it

․ observational learning: understand structure of the 
Hemispherical Sundial
․ experiment learning: read time through the 
Hemispherical Sundial and compare with present 
time

take a picture input 
text

이루어질 장소에 대한 사전학습이 이루어진다. 해당 

장소에서 탐구할 주제를 정하게 되고, 교사와 학생은 

탐구활동 문제나 퀴즈, 관련 정보를 저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도구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교과에서 체험

활동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장체험학습 저작도

구 기능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창덕궁을 대상으로 역사, 과학, 

지리 3개 교과에서 교과서 분석과 핵심개념 도출, 그

리고 창덕궁 현장조사를 통해 창덕궁의 각 장소별 체

험활동을 구성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현장체험활

동은 창덕궁이라 하더라도 창덕궁 전체가 아니라 보

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활동을 구상하게 된다. 창덕궁

내에 탐구활동 장소로는 금천교, 인정전, 선정전, 희정

당, 대조전, 낙선재 등 각각의 장소가 된다. 예를 들면 

인정전 앞에서의 활동으로 역사영역에서는 인정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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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alysis of functions which are required to 

author the inquiry activity

역할과 용도, 조선시대 재앙 대비법 알기, 과학에서는 

박석의 역할, 박석의 종류와 조암광물 알기, 인정전 

지붕, 회랑, 바닥의 구조를 통한 소리의 반사구조 이

해, 지리영역에서는 인정전 내부 서양문화전파 흔적 

찾기를 통한 문화전파 개념 학습이 학습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퀴즈학습, 관찰학습, 실험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으

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4지선다, 이

미지 끌어오기, 사진 찍기, 소리크기측정, 서술하기, 

퀴즈 맞추기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창덕

궁에 대한 학습요소는 창덕궁내 6개의 탐구활동 장소

별로 학습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학습활동과 필

요한 기능을 정리하였다(Table 1)1). 탐구활동에 필요

한 기능을 기능별로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 한 내용은 

Figure 5와 같다. 현장체험활동 저작을 위해서는 텍스

트입력, 한자쓰기, 저장하기 등의 입력기능, 소리측정, 

방향측정, 거리측정, 위치센싱 등의 센서 기능, 사진촬

영, 동영상촬영, 지도, 녹음 등 미디어와 SNS등의 소

셜기능, 사지선다 및 O, X등 퀴즈풀기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3) 현장학습단계 : 위치인식 및 모니터링

현장활동 단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실

외 수업이 된다. 학생은 현장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

1) Table 1에서는 이 가운데 돈화문, 인정전, 대조전에서의 

활동만을 나타내었음.

거나 탐구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학생활동은 단순

한 문제풀기 외에도 모바일 단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면 거리측정, 소리측정, 방향

측정 등의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룹간의 협업이나 SNS사용, 검색 등이 이뤄

질 수 있다. 

현장활동 단계에서 체험은 문제가 제출된 장소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의 위치인식

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는 창덕궁과 같이 도심지역뿐 아니라 양동마을, 하외

마을과 같은 지역, 경주지역과 같이 체험활동 반경이 

넓은 지역 등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활동 위치인

식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학

생입장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시된 문제

를 풀거나 탐구하고 제출된 문제는 저장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현재위치

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한 진도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4) 사후단계 : 현장활동의 정리 및 데이터의 재활용

마지막 체험학습 완료단계에서는 현장학습 이후 교

실로 되돌아와서 교사는 학생의 탐구활동 결과를 정

리하고,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기록한 로그 데

이터를 통해 현장학습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지

역 체험활동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로

그데이타는 해당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용,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xml, 

.xlxs 등의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다각적인 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기록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신문만들기나 체험학습 정

리 등에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활동 결과물 등이 쉽게 

검색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별 현장체험 탐구목록은 

이후 다른 학교나 다른 학년에서 재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사전학습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탐

구활동으로 수정이 필요한 목록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집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4.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 개념설계

본 연구에서 현장체험학습 저작도구는 단순히 현장

에서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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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ystem architecture of authoring tool for field-experience learning 

에서 분석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사전단계에서

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 저작 기능, 현장활동 단계

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데이터 캡쳐 기능, 서버에 학생

활동 기록 저장 기능, 현장에서 학생 위치 모니터링기

능, 사후단계에서 학생활동의 결과물을 조회하고, 평

가기능을 갖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탐구활동의 저작이나 편집이 용이하고 쉬운 체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저작도구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추가

적인 고려사항은 앞서 제시된 기능요구사항을 저작도

구로 모두 내재화할 것인가 혹은 외부의 기능을 활용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측정기능이나, 로그 데이

타의 분석기능등은 저작도구의 기능으로 구현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 잘 구현된 앱이나 시스템을 활용하도

록 하고, 저작도구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바일 기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저작 환경 전체 

시스템 구조는 Figure 6과 같이 설계하였다. 저작도구

는 위치기반 탐구활동 저작, 편집 및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현장에서 위치기반 탐구활동 문제를 검색하

고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모바일 시스템, 탐구활동 결

과물들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전체시스템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모바

일 웹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편집의 용이

성을 확보하고, 위치기반 서비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구활동 목록이나 탐구

활동 결과물 등 모든 데이터들은 DB와 웹서버에 저장

되며, 학생활동 기록은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에 로그

데이타를 저장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저작에 활용되는 지도는 지도API를 불

러 사용하도록 하며, 검색은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

도록 하였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저작도구 전체 기능 구

성도는 Figur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저작도구는 크게 탐구활동 만들기, 탐구활동 목록, 탐

구활동 결과보기, 학생정보의 4개 카테고리로 설계하

였다. 탐구활동 만들기는 사전에 탐구활동을 저작하

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다. 6개의 하부 기

능으로 구성하였는데 사전에 작업한 탐구활동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내 프로젝트, 새로운 탐구활동을 저작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젝트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열

어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열기, 만들어진 프로젝

트를 삭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삭제 기능으로 구성하

였다. 탐구활동 만들기는 편집하기 화면(Figure 8)과 

미리보기 화면(Figure 9)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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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list of inquiry activity 

Figure 11. Information of students

Figure 7. Structure of the authoring tool

Figure 8. Authoring page

Figure 9. Preview of authoring page

탐구활동 목록은 기존에 제작된 탐구활동을 검색하

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제작하고 있는 탐구활동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탐구활동에 대해서도 검

색할 수 있는데, 장소, 탐구활동 위치, 교과목, 키워드, 

날짜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

목록은 리스트 보기와 지도로 보기 화면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스트 보기에서는 장소, 

위치, 교과목, 그룹, 날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필터, 정렬 기능이 가능하다. 지도로 보기에서는 

장소별 탐구활동 위치와 배경정보, 미션의 개수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Figure 10).

탐구활동 결과는 탐구활동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학생별 미션수행결과, 문항별 수행결과, 

로그 기록, 학생별 경로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탐

구활동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지는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뒤에 점진적

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학생정보는 학생의 정보(이름, id,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회원가입 기

능이 필요하다. 학생의 정보는 현장 활동 단계에서 교

사가 학생의 위치 및 활동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학생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

다(Figure 11).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 모바일기반의 공간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저작하

고, 자료를 저장하며,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바일 기반 현장체험

학습 저작도구는 첫째, 사전, 현장, 사후 단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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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현장체험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서, 둘째, 현장체험활동의 특성이 다른 교과의 탐구활

동 저작기능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셋째 이와 함께 다

양한 참여자에 의한 탐구활동 목록의 제작 및 공유, 

재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개념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교과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탐구활

동 저작 지식은 최대한 활용하되 모바일기반 프로그래

밍이라는 부분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모바일기반 저작도구는 

개념설계와 프로토 타입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를 기반으로 탐구활동을 저작하고 현장에서의 테스

트를 통해 기능적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

께 향후 저작도구에 포함될 기능의 범위, 저작의 편리

성과 다양한 교과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포괄성간의 

고려, 그리고 현장 활동 시 학생들이 업로드한 자료 

외에 모바일기기에 남게 되는 학생활동기록들을 현장

체험학습 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은 추가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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