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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시험답안즉시받기
현태덕
(안동대학교)

ABSTRACT
This demonstration shows how teachers get test answers that are submitted by students’ smart
phones. In the demonstration, attendants will practice reading QR codes, encoding QR codes,
making answer sheets at Google Drive, and then receiving test answers submitted by students’
smart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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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R Codes 에 담긴 정보 해독하기
1. 먼저 www.I-nigma.com 에서 QR Code Reader “I-nigma“를 내려 받는다.
* 이외에 Quick Mark 등 어떤 QR Code Reader 를 내려 받아도 된다.
2. QR Code Reader 로 다음 QR code 를 decoding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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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으로 다음 QR Code 를 decoding 하여 대기한다.

II. 정보를 QR Codes 에 담기
1. QR Code 를생성하는프로그램을연다.
http://www.qrstuff.com/

2. 첫째, 원하는 Data Type 을선택한다. 둘째, QR Code 에들어갈내용을입력한다.website 의 경우에는
주소를 복사해 넣으면 된다. 셋째, 그러면자동으로오른쪽에 QR Code 가생성된다. 넷째, 이것을 내려
받아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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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된 QR Code 를 QR Code Reader 로읽어보고이상이없는지를확인한다.
4. 기타여러유형의 QR Code 를만들어본다.

III. Google 의 문서도구에서 답안지 양식 작성하기
1. Google 계정(Gmail 계정)에 login 한다. (google ID 와 password 가 필요함)
2. Google 문서도구(Google docs, Google Drive)에들어가서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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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복사한 URL 주소를 www.qrstuff.com 에서
Data Type 에서 website URL 을선택하고,
Content 아래의 website URL 의빈칸에복사한다.
그리고오른쪽에있는 Download QR Code 를누르면 QR Code 가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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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렇게 생성된 QR Code 는 출력하거나 전자 편지등으로 보낸다. 이 QR Code 를 decoding 하면
자동으로 Google Drive 에서 작성한 응답 입력 양식이 나타난다. 이 양식에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있는 submit 를 click 하면 그 결과는 즉시 Google Drive 에 있는 해당 파일에 나타난다.

5. Google Drive 에서들어온응답을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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