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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구당 스마

트기기 보급률이 42.9%이고 만 3-5세 유아 이용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보

급률은 앞으로도 점점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자연스럽

게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형태로 융화되어 발

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가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에 노출되는 평균 연령은 3세로 나타났으며, 노출 연

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전보다 

빠른 시기에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어

린아이들의 스마트 테이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의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는 오직 한명의 사용

자만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 와

서는 다중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가능한 멀티유

저를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유아 교육용 콘텐츠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

다. 유아 교육 콘텐츠는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흥미

요소와 교육 요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의 협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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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부모와 유아 모두

가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동시에 몰입감

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를 개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어린이 

교육 이론 중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3장에서는 테이블 탑 디스플레

이 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4장

에서는 논문의 배경이 되는 관련 기술인 에듀테인먼

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5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작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술에 대하여 자

세히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어린이 교육 환경을 조

사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및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7

장에서는 구현된 콘텐츠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어린이 교육 이론

2.1 구성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는 지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

에 대한 인식론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구성과 

습득은 개인의 인지구조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며,

지식의 습득은 개인이 속한 사외의 구성원들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

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

되는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ž비판적ž창의적 사고력 

함양’,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경험’ 등의 추세에 부합하는 이론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2] 이러한 구성주의는 인공 두뇌학, 심리

학, 기호학적 상호작용주의, 철학, 인지이론, 생물학 

등 상이한 학문들이 서로 통합되어 형성된 이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된 학제적 

담론이며, 나아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3].

2.2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의 원리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을 통해 생각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중요시 한다. 또한 생각이나 견해

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함으로써 자아성찰적 사

고를 키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협동 학습을 통

해 구성원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실생활

과 밀접한 학습 과제를 통해 인지적이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에게 단순 지식 전

달자가 아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3 구성주의의 주요 수업의 원리

구성주의는 다음과 같은 학습 원리를 통해 학습의 

최대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

자가 지식 구성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감, 메타 인지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하고 학습을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하며, 학습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능

동적, 역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협동 학습을 통해 상호교

류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있으며, 비판이나 지적

은 학습자의 자신감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격려를 

통해 도전감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주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 비디오, 컴

퓨터, 사진, 음향 등 다양한 매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2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구조화한 것이다.

2.4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특징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

Fig. 1. Project Development Background.



1571멀티터치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구현

이다. 학습은 지식의 구성 과정이며, 지식의 구성은 

정보의 기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해석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교수-학습전

략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은 경

험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며, 이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을 사용하며, 이러한 지식의 형성과정은 

학습자가 어떻게 그의 경험이나 능력을 학습에 투입

하는가에 학습자의 개인차에 영향을 받는다. 지식이

란 지적, 물리적,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

습은 실제 관련 상황에서 연습하고 습득되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실시되는 상황학습이 효과적인 교우 형태이며, 공동 

협력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2.5 구성주의 학습의 현대적 의의

구성주의 학습은 기존의 수동적, 암기식의 교육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

법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식의 형성과 습득

을 개인의 인지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비추어 설

명하는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에서 큰 변화를 요구한다.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교육으로,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서 맥락적 지식 중심으로, 획일적 환경에서 풍

부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 변화를 요구한다. 평가 

또한 기존의 결과주의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표현을 존중하기에 민주주의의 발달에도 걸맞다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은 이제 시대의 요구에 걸맞

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와 같은 정보

화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

되고 요구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등

장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시스템

3.1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구성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탁자 위에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을 부착하여 텔레비전과 같은 

화면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테

이블 탑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디스플레이만을 이

용한 기본적 응용을 넘어 점차 고도화 되며 응용 분

야가 확대 되어가고 있다[4]. 하지만 H/W 및 S/W와 

센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멀티유저, 멀티터치를 지원

하는 협력적인 상호작용 및 작업으로 그 응용이 확대

됨에 따라 이전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table"이

라는 용어는 입력 센싱을 하는 기능과 출력 디스플레

이 기능을 동시에 하는 Direct multi-touch, mul-

ti-user tabletop에 사용하게 되었다[5]. 이러한 테이

블-탑 디스플레이는 손의 터치 제스처를 직접 사용

하여 인터페이스를 구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으

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을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체 간의 협동적 상호작용까지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즉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협

력적인 작업의 구현이 가능한 디바이스이다[6]. 이러

한 디바이스의 장점 때문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이 발전할수록 동시에 사용하는 유저들 즉 멀티유저

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

도록 협업중심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Fig. 3과 같이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장점인 NUI(Natural User Interface)기술을 적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분야나 게임 분야로 들 수 있

다.

이러한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는 센서의 작동 원리

에 따라 비시각적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와 카메라의 

시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비시각적 기반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손 

제스처는 3차원 공간에서 매우 복잡하고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

Fig. 2. Schematization of constructivism learn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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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시각적 기

반 방법에서 Force-Sensitive-Resistors의 회로망 

또는 정전용량을 사용한다면 스크린 상에서의 손 움

직임의 위치와 접촉 정보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

비시각적 방법으로는 Diamond Touch의 멀티터치 

센싱 원리와 Smart Skin을 이용한 멀티터치 센싱 원

리가 있다.

2. 시각적 기반을 이용한 상호작용컴퓨터 비전 기

반 테이블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크린 위에 

놓여진 물리적 객체의 검출 및 인식을 포함하여 흥미

로운 콘텐츠의 정보표현을 할 수 있으며, 높은 해상

도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시각적 기반 방법으

로는 다중카메라를 이용한 터치인식, Template

matching을 이용한 터치인식, Depth를 측정하는 방

법, FTIR멀티터치 센싱의 원리, Lumisight Table등

이 있다[7].

3.2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입력 방법으

로는 테이블의 위치와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도구

들이 필요한데, 이때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것이 손이며, 손은 입력을 위한 특정 기기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손을 이용한 방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은 특정 지점을 포인팅 하는 방법으로 손가락 끝을 

주로 사용한다[8].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은 더욱더 

발전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중요시하

는 흐름을 낳고 있다. Fig. 4와 같이 CLI, GUI, 그리고 

NUI등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더 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게 되었다.

4. 에듀테인먼트 기술

4.1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에듀케이션과 엔

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즐기면서 학습이 가능한 교

육매체를 총칭해서 표현한다[9]. 이러한 용어가 등장

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 더불어 배움의 주체인 학습자의 특성과 관점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히 빠른 속도

로 멀티미디어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변화에 익숙

해지는 N-세대의 등장과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

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에 버금가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새로운 학습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다[10]. 또한 교육 트랜드의 변

화로 단순 교육콘텐츠 제공 방식에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결합 방식이 등장하

게 되었다. 또 멀티터치가 가능한 테이블 탑 디스플

레이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일상생활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입력장치가 점점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변화와 맞물

려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학습과 

놀이의 결합을 통해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에 의

한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대

(a)

(b)

Fig. 3. Example of Multi-touch table top displays. (a) 

Samsung SUR40 Multi touch table, (b). Flur 

Multimedia Smart Table.

Fig. 4. Development of interfa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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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 이러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의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

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교재와 방법에 있어서 재미 요소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첨가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가 상호작

용을 통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계해

야 한다.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로는 [방귀대

장 뿡뿡이]와 [닌텐도의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이 

있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캐릭터와 함께 문제를 자연

스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놀이를 통해 영유아

의 신체, 언어, 정서, 사회, 인지발달 및 창의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요일별로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11]. 이러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들은 대부분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닫

힌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 내용 변화에 개입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해야 훨씬 

교육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 몰임감, 현실

감, 사실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구현

본 절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가 직접 시각, 청각, 터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스처

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름을 

‘영유아 사운드 활용 콘텐츠’라 명했다. 이 콘텐츠의 

특징은 영유아 학습용임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

페이스 구성을 통하여 흥미제공, 몰입강화, 협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1 시스템 구성 및 클래스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한 콘텐츠의 시스템 구성은 Fig.

5와 같이 윈도우7 기반에서 WPF와 Blend를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으로 Music Player, Images&

Sound Player, Memory Trump Game를 구현하였

다. 또한 Fig. 5의 시스템 구성을 기본으로 Fig. 6과 

같은 클래스 구조를 정의하여 구현을 하였다.

5.2 구현 콘텐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구

현을 위해 메인 윈도우화면 구성도 정적화면 제공이 

아닌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에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동적인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 위젯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작용

을 극대화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학습이 되도록 구현

하였다. Fig. 7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콘텐츠화면이

다.

콘텐츠 구현 범위는 다음과 같다.

➀ MP3플레이어 기능을 가진 회전하는 버튼

 Fig. 5. System Configuration for edutainment contents.

Fig. 6. Class structure for edutain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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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동요를 재생 시키는 목적으로 내부 

MP3플레이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동요 

콘텐츠를 넣고 재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사운드가 적용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비눗방울

을 터치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출력 되도록 구현하였으며, 출력된 이미지를 터치하

면 사운드가 출력되어져 이미지와 사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➂ 아이들의 두뇌 회전을 위한 메모리 트럼프 게임

트럼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두가지의 같은 글

자를 찾는 형태의 게임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이 되도록 제작된 게임의 형태이다. 게임 방법은 

트럼프를 뒤집은 뒤에 카운트를 시작하여 힌트를 보

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콘텐츠는 

그리드 구성으로 제작 되어있다.

Fig. 5-4는 Memory Trump 게임의 일부 소스코

드이다.

6. 실험

6.1 개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얼마

나 교육적인 효과 및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험하

기 위해 3-7세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실

Fig. 7. Implementation of edutainment Contents.

    [Code. Memory Trump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화면을 구성하기까지의 과정]
// 트럼프에 사용될 윈도우, 캔버스, 그리드 초기화

Window mainWindow = null

Canvas mainCanvas = null
Grid mainGrid = null

// 트럼프 숫자에 대응하는 파일 이름
private string[] cardName = { "Back",

"AA",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J", "AQ", "AK",

"HA",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J", "HQ", "HK",
"DA",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J", "DQ", "DK",

"CA",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J", "CQ", "CK"};

private int[,] cards = new int[4, 13]; // 트럼프 배치

private bool[] cardOpened = new bool[53]; // 트럼프 flag 처리 배열

// Grid [4, 13]으로 나눔

private void CardSlot()

{
for (int i = 0; i < 4; i++)

  {

         RowDefinition row = new RowDefinition();
                board.RowDefinitions.Add(row);

         }

         for (int i = 0; i < 13; i++)
         {

         ColumnDefinition col = new ColumnDefinition();

                board.ColumnDefinitions.Add(col);
         }

}

Fig. 8. Example of source code of Momory Trump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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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교사 한 명과 어린이 네 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총 10팀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 도

중 어린이의 반응을 살피고, 실험이 끝난 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적용 결과를 도출하였다.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 프로토타입의 적용 장소는 신성동의 ‘사이

언스 신성 어린이집’에서 진행하였으며, 약 한 시간

가량 교육자와 학습자기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은 ‘메모리 트럼프 게임’ 이었고 

동물, 만화 캐릭터, 숫자 카드를 중심으로 실험이 진

행되었다. 실험에 앞서 교육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교육자가 조작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학습자와 함께 콘텐츠를 경험하

도록 하였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충분히 시스템을 경

험할 시간을 제공하고, 시스템 사용 중 학습자의 반

응을 살피고, 교육이 끝난 후 교육자의 설문 및 인터

뷰를 통해 체험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각 평가 요소

의 자세한 항목은 Table 1과 같다.

6.2 실험 결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교육 환경에 적용하고 활

용하는 동안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사용을 마치

고 난 후 교육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10명의 교사 연령은 20대 초반에

서 30대 초반 사이를 분포하였다. 정보전달성, 조작

성, 흥미도, 활용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로 구성된 

설문은 각 항목이 6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

다. 대부분의 교사가 정보전달성, 흥미도, 활용가능

성에 만족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고, 조작성과 콘텐

츠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어 조작성과 

콘텐츠를 개선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

과는 Table 6-1이며 Fig. 6-1은 결과에 대한 그래프

이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콘텐츠는 테이블 탑 디스플레

이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교육능률 상

승과 학습효과를 주기 위해 기획 제작했으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보통 어린 영유

아들은 단순한 놀이나 방식에 대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싫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해결

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개발방향으로 이미지 뿐 

아니라 동적인 애니메이션기능까지 추가하여 움직

이는 역동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은 IT기술

과 접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되어 진화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학습

의 경우 이미 많은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를 활용 했을 경

우 단 방향 학습이 아닌 상호작용 가능한 양방향 학

   Table 1. Questionnaire and evalu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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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

사소통 형태의 학습방식은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수

직관계보다는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 매개체는 단순히 컴퓨터를 대

부분 의미했으나 현재는 많은 형태의 테이블 탑 디스

플레이를 활용한 매개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영유아 학습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을 

시도 했다. 앞으로도 테이블 탑 디스플레이 인터페이

스를 다양한 제스처기술과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한

다면 그 유용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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