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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시 가 두되고 고성

능의 스마트 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교육 시스템에도 큰 향을 주었다. 특히 오락과 학습이 

한 조화를 이루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학습자들의 몰입(flow)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웹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수이며, 어 리 이션 역시 

교육의 질 비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분이고 내용이 다소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nity3D와 뷰포리아사의 SDK를 활용하여 증강 실의 장 을 살리고, 학습자들이 흥미

를 잃지 않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제작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1.1 스마트 교육 시스템 동향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시 가 

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연결된 온라인 기기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고화질의 카메라와 그래픽 처리능력을 높이고, 

충분한 속도의 무선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교육시스템에도 큰 향을 주었다[1]. 교육과

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10월 “스마트교육 추진 략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 다[2]. 스마트교육은 단순히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기기를 이

용한 학습이 아니고, ICT와 교육이 융합된 지능형 맞춤학

습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정보기술을 통해 언

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학습이 가능

해졌다. 이와 더불어 학습요소에 오락요소를 첨가시킨 에

듀테인먼트 콘텐츠는 학습자의 몰입(flow)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는 학습 형태이다[3].  

  그러나 재까지의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웹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다수고, 부분이 일방 으로 학습을 제공

하는 형태이다. 한 교육용 어 리 이션이 에 비해 

다수 출시되었으나, 교육의 질 비 유료서비스로 제공되

는 것이 부분이고 콘텐츠의 내용이 다소 부재하다는 한

계가 있다.

 1.2 AR/VR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고성능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의 출시는 부분 군사  

훈련 시뮬 이터용으로만 사용되어져 왔던 VR(Virtual 

Reality)기술을  교육시스템에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상 실(VR)기술은 어떤 특

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만들

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상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

는 AR(Augment Reality)기술은 실과 가상의 묘한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하나이다[4]. 이러한 

VR과 AR 기술은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의 발 으로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차 우리 교육시장으로까지 확 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오락  요소와 교육 인 요소의 조화

를 강조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교육시장에서는 필

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실제 2005년도 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포항공  디지털 체험 센터

에서 공동 개발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인 물의 여행

(Journet of Water)의 사례[5]를 들어보면 단순히 보고 듣

고 하는 교육용 콘텐츠 제공을 했을 경우보다 AR이나 

VR기술을 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를 결합 했을 경우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생들의 만족도와 용 측면에서의 학습효과는 간 효과

뿐만 아니라 직 인 효과도 갖는다. 첫째, 감각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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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감과 몰입을 매개로하여 지식  이해, 용의 인

지  학습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둘째, 학습효과 

측면에 있어 용 요인에 증강 실 콘텐츠의 활용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6]. 즉, 기존의 학습시

스템에서 벗어나 AR 는 VR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는 향후 교육 분야에서 지속 으로 증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그림 1. 증강 실을 활용한 “물의 여행”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R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의 장 을 살려 AR Toolkit과 Unity3D를 활용한 과학 교

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2. 련연구

 2.1 찰조작형 학습

 본 논문에서는 찰조작형 학습형태를 활용하여 콘텐츠

를 제작한다. 찰조작형은 실감형 증강 실에서 폭넓게 

용이 가능한 학습 유형이다. 이 기법은 구체 인 물체나 

물리  상을 화면에 제공하고, 각 부분의 명칭이나 기능

이나 작동법 등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찰조작형은 주로 

책 형태로 제작되어 스토리텔링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 콘

텐츠가 부분이다.  사용자가 조작활동을 다루기 때문

에 차  학습에도 합한 유형이다. 를 들면, 그림 2

와 같이 건물 내부 모습을 증강 실 기법을 활용하여 구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는가를 보여 다[5]. 

그림2. 건물 내부의 모습을 증강 실로 제공하는 사례

 2.2 마커 인식 기술

  본 논문에서는 AR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

하기 해 마커 인식 기술을 사용하 다. 마커 인식기술은 

주로 마커를 사용하여 상  좌표를 추출한 후, 가상 상

을 실제 상에 합성시키는데 사용된다.

  마커(Marker)란, 그림 3과 같이 검은색 사각형 내부에 

그림 는 문자와 같은 특정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

로 되어있으며 제작이 편리하기 때문에 AR 환경에서 많

이 사용한다. AR 기술은 실제 상과 가상 그래픽을 목

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상을 얻기 해서는 가상 

객체들을 화면에서 원하는 자리에 치시켜야한다[6-9]. 

이를 해서는 3차원 좌표계가 필요한데, 이 때 이 마커를 

3차원 객체를 사용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그림 3. 칠교놀이 조각을 이용하여 생성한 마커

3. 본론

 본 논문에서는 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목의 학습 내용

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구조에 한 내용과, 한 상황

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에 한 내용을 담은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작 콘텐츠는 도우10 운

체제와 Unity3D, 뷰포리아사의 AR Toolkit을 활용하

으며 본 논문의 콘텐츠 체 로세스는 그림 5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유

아들과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이 때 상 연령층

의 사용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큰 무리가 없이 쉽게 이

해할 수 있어야하고, 오랜 시간 콘텐츠에 머무르기 해서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어야한다. 컨셉  내용 구성 

후에는 제안하고자하는 방식에 알맞게 모델링  애니메

이션을 제작한다. 본 논문의 콘텐츠에서는 인체  신체장

기를 3D 모델로 구 하여 증강 실과 목시키고 실제 장

기를 실물처럼 느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고, 

그에 따른 설명도 함께 제공하 다. 상자가 쉽게 정보를 

달받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련 

동 상도 함께 연동하고, Unity3D를 통해 버튼, 상 재생

의 기능을 부여하여 Viewforia의 Virtual 버튼 스크립트를 

통해 Unity3D와 연동하고 사용자의 신체 일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체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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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세스를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Viewfoia SDK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Unity3D 상에 Import 한다. 다음 그림 6과 같이 작은 

이미지로 쪼개서 각각 Image Target을 설정한다.

그림 6. Target 설정한 부분

인체 장기들의 세부 내용을 기재해  Plan Object를 

만들어 주고, 이미지 형태로 구성된 장기들의 설명을 그림 

7과 같이 Plan Object에 맵핑시켜 다. 각 장기들의 

모형을 그림 8과 같이 3D 형태로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넣어 실행 시 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 각 장기들의 세부 설명

그림 8. 사람의 뇌를 3D 모델링한 모습

다음 화면 구성을 해 배경 이미지를 Import 시킨 후 각 

오 젝트를 컨트롤해  Virtual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을 

을 경우 화면상에 나타나게 할 오 젝트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미리 빈 오 젝트를 하나 만들어 각각 

이름을 지정해  뒤 그림 9와같이 스크립트를 수정한다. 

이 때 스크립트 상에는 각 이미지 타겟 오 젝트의 child 

object를 찾아 화면상에서 보지이지 않게 설정 후 

Switch문을 활용하여 버튼 에 사용자 신체를 인식할 때 

각 오 젝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그림 

10과 같이 오 젝트들을 배치한다.

그림 9. Virtual Button 스크립트 제어

그림 10. 화면 구성

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상자의 쉽게 흥미를 잃지 않고, 

콘텐츠에 해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림 11과 같이 

새로운 씬을 구성한 후 동 상을 연결하 다. 상을 함께 

연동하기 해서는 반드시 스크립트 상에 경로 지정이 

되어있어야 하고, 그림 12와 같이 Inspector View에서 

상의 이름과 형식을 꼭 입력해야만 한다. 

그림 11. 동 상 연결한 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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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ath  동 상 형식 지정

마지막으로 타이틀 화면을 구성한 후 안드로이드 SDK로 

빌드한 후 실행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실행 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아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우리 몸에 하여 보다 알기 쉽게 단순 책을 활용한 것이 

아닌 직  몸에 해 터치를 이용하여 움직여 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Unity3D와 Viewforia의 AR 

Toolkit을 활용한 증강 실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구  하 으며,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3D 모델링 데이터에 애니메이션을 히 

결합하여 좀 더 실 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 다.  

한  시 상황 처를 한 심폐소생술에 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동 상을 Scene에 추가시켜 학습 

상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AR기반의 콘텐츠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용하여 

활용함으로써 향후 앞으로 교육콘텐츠 시장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이며, 후 연구로 자이로 센서를 AR 

기반의 콘텐츠에 활용한 연구를 지속 으로 추가해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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