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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 주목받는 키워드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은 기술적 발달과 함

께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진화는 사람들

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주었으며, ‘호모 루덴스’로 표현된 유희적 인간의 개념은 현대인의 행동 양식을 

잘 표현했다. 이중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은 방송에 있어

서 시공간적 제약을 없앤 대표적인 사례이며, ‘EDUTAINMENT(에듀테인먼트)’는 교육에 유희를 결합한 실

례라고 하겠다. 특히 DMB는 정보와 유희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

한다는 점에서 에듀테인먼트의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 연령의 학습자에게 유희와 교

육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MB 시스템을 위한 유아 대상의 에듀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스토리텔링,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 타임라인 및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 등 DMB 

시스템에 적절하며, 에듀테인먼트의 조건을 충족하는 몇 가지 방법론을 제안하여 방송을 통해 콘텐츠와 

대상자가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송의 음성, 영상 서비스를 넘어 상호작

용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며, 이는 MPEG-4 Part 11: BIFS(Binary 

Format for Scenes) 기술을 기반으로 그 구현에는 VRML에 기초한 BT(BIFS Text) 언어를 사용한다.

1. 서  론

  재 우리는 정보 명의 변하는 환경 속에서 모바

일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번의 정보 명을 맞이

하게 되었다. 모바일이라는 요소는 사람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주었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흥미

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의 시사 인 키워드는 

이러한 상을 잘 증명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모바일을 한 기술  발달

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기술  발달의 선두 주자  하나로서 두되는 

지상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

casting, DMB) 기술은 방송을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오

는데 성공했다. 방송 수신을 한 텔 비 은 사람들의 

정보 욕구  오락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기본 이

며, 하기 쉬운 매체로써 DMB 기술은 지난 세기에 이

미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텔 비 을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끌어 온 것이다. 이 듯 DMB 시스템은  시

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좋은 응용 분야이며, 그 기

술을 한 콘텐츠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호이징하의 서에서 등장한 ‘호모 루덴스[1]’의 

개념은 인간을 유희  인간 즉, 놀이를 통해 사회화되고 

학습 받으며 자기 성장  계발을 이루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는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행동 양

식의 본질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1

세기 이르러 호이징하가 말하는 놀이와 학습의 세태를 

잘 반 한 신조어로 ‘EDUTAINMENT(이하 에듀테인먼

트)[2]’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놀이의 결합

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는 흔하게 할 수 있으며, 다

양한 연령과 집단을 상으로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를 비롯한  연령층에서는 학습자가 지루해하

지 않으며, 상호작용이 원활한 특징이 있어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기반을 DMB 시스템에 두고, 실

제 시스템과 잘 융합될 수 있으며, 유아를 상으로 하

여 교육  유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의 몇 가지 방법론을 제안하며, 이를 설계

하고 구 해본다. 이를 해 DMB 시스템에서 에듀테인

먼트 콘텐츠와 상자 간의 효율 인 상호작용을 하여 

상, 음성을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이 필수 이

며, 이는 MPEG-4 Part 11로 규정된 BIFS(Binary For

mat for Scenes) 명세(Specification)[3]를 따른다.

2.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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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주목받는 DMB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MPEG

-4 BIFS 명세는 상, 음성 정보를 넘어 데이터 역의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

을 유아를 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어 리 이션의 구

에 응용하며, 이 장에서는 사용 될 기술  용어에 

하여 소개한다.

2.1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에듀테인먼트의 어원은 교육을 뜻하는 단어인 ‘educati

on’과 오락을 뜻하는 단어인 ‘entertainment’에서 유래한

다[2]. 이 개념은 보통 컴퓨터를 통한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의 범 로서 다루어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텔

비  로그램까지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D

MB 시스템은 방송, 컴퓨터를 비롯하여 모바일 환경까지 

아우르는 에듀테인먼트 지원이 가능한 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에듀테인먼트의 목 은 우선 으로 학습자들에게 학습

을 시키는 것이지만 요한 은 학습을 통한 과정을 통

해 즐거움 역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목 이 항상 달성될 수는 없겠지만 에듀테인먼트의 궁극

인 목표는 바로 즐겁게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는 공연이나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의 

심을 끌어 상자를 즐겁게 해주는 의미인 반면, 교육

은 지식을 습득시킨다는 의미로서, 오랫동안 이 두 단어

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시 에서, 에듀

테인먼트 역시 양쪽 다 흥미라는 공통의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방해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래에 흥미를 한 공통의 목표

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단순히 두 가지를 섞

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의해야 할 이다. 

이런 이 에듀테인먼트 어 리 이션 설계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해 그 과정을 신경 써야하는 이유이다.

  한편,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이나 놀이로써의 모양을 갖

는데 이러한 을 교육에 히 표 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이야기 화법(narration)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한 엔

터테인먼트 요소 간의 혼합은 학습자가 이야기를 이해하

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게임과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화법을 포함, 상황 

학습[3], 게임 학습[4]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

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어 본다.

2.2 DMB 시스템에서의 MPEG-4 BIFS 개

  기본 으로 DMB 시스템은 성 DMB와 지상  DMB

로 나뉜다. 그  지상  DMB는 사용자가 언제나 어디서

나 근이 가능하며, 일반 방송처럼 별도의 요 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 로 2005년 1

2월에 서비스를 시작 하여 이후 핸드폰, PDA, 용 수

신기 등의 보 을 통해 그 수요 한 증가하고 있다. 이

미 기본 인 뉴스, 날씨, 교통, 오락 분야 등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수 의 상호작용을 해 데이터 

서비스에 한 연구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이다.

  이러한 지상  DMB 시스템은 기본 으로 음성  

상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MPEG-2 TS(Transport str

eam)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한다. 하지만 MPEG-2 

기술의 경우 음성  상 데이터는 만족하게 지원할 수 

있으나 상호작용의 필수 인 요소인 데이터 서비스에 

한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데이터 서비스를 실 하기 

해서 MPEG-4 Part 11에 규정된 BIFS(Binary Format 

for Scenes)[5][6] 기술을 용하여 TS에 함께 부호화

하여 송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은 데이터 서비스를 

해 BIFS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체 시스템의 구조

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여 다.

[그림 1] MPEG-4 BIFS와 MPEG-2 TS

  이러한 BIFS는 장면 묘사(Scene Description)를 한 

표 으로 콘텐츠의 각 미디어들을 객체의 시공간  계

로서 표 하며, 장면이나 객체의 삽입, 삭제, 갱신 등의 

명령을 통해 효율 으로 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해 다.

2.3 MPEG-4 BIFS 사용을 한 BT format

[그림 2] MPEG-4 BIFS 노드의 구성

  BIFS는 기본 으로 노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에서처럼 노드의 일부는 3차원으로 표 된 가상

실을 모델링하기 해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인 VRML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7]의 장면 그래

(Scene Graph)의 노드에 기 하 고, 다른 노드들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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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합하도록 MPEG-4 BIFS를 해 추가된 노드들

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BIFS 구조의 특징은 하나의 집합으로서 미디

어 객체들을 각각의 노드로 묶어 표 하며, 그 시공간  

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의 ES(Elementary Str

eam)로 부호화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첫째, BIFS-Update ES는 삽입, 삭제, 갱신 등의 명령

(command)을 사용하여 루트를 포함한 각 노드의 속성

이나 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호화한다.

  둘째, BIFS-ANIM ES는 특정한 노드의 값을 연속

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부호화하여 장면을 묘사한다.

  한편, BIFS 스트림은 송 단계에서 필요한 이진 형식

으로써 노드를 통한 장면 묘사에 있어 인간의 언어로 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XML 기반으로 개발된 X

MT(eXtensible MPEG-4 Textual Format) format 혹

은 VRML97 기반으로 개발된 BT(BIFS Text) format을 

이용하여 노드의 계층 구조로 표 한다[8].

  우선 XMT format은 XML의 문법을 따르는 마크업 언

어로 XMT-A(α : 알 )와 XMT-O(Ω : 오메가)로 나

뉘는데 둘 다 XMT로 확장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 

기 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XMT-A는 XML 문법

의 low-level MPEG-4 장면 묘사 언어이고, XMT-O는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기반의 high-level MPEG-4 장면 묘사 언어로써 각각

의 언어 표  양식이 조 은 상이하다. 이 두 형식 간의 

변환은 XMT-O to A Mapper 모듈을 사용하여 상호 변

환이 가능하다[9].

  한편, 본 논문에서 채택한 BT(BIFS Text) format 역

시 MPEG-4 장면 묘사와 노드 특성을 묘사하기 해 

개발된 언어이므로 정확하게 BIFS 스트림으로 사된다. 

BT format은 XML에 기반한 형식이 아니며, 그 문법 체

계는 VRML[10]과 같다고 볼 수 있다.

3. 어 리 이션 설계

  에듀테인먼트 어 리 이션은 기본 으로 교육 인 목

과 오락성을 모두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존하는 DMB 시스템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잘 융

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목 을 달성

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어

리 이션과 그 구 을 해 BT format을 사용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3.1 스토리텔링 시스템(Storytelling System)

   연층을 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방법 의 하나

인 이야기 화법(narration)[2]을 응용하여 첫 번째 시스

템을 제안한다. 스토리텔링이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단순히 상에 내 이션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학습

상인 유아가 능동 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경우의 수

를 가정하여 최 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상황

[3]을 가지도록 만들어진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학습자가 원하는 스토리를 선택한다면, 선택된 스

토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자, 상, 음악의 조합으로 

하게 이어진다. 만약 학습자가  다른 스토리를 선택

한다면, 다른 스토리들과 비교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림 3] Storytelling System의 개념도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유아는 단말기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 기존의 방송에서는 불가능했던 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능동 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3.2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Music and Selection of 

Instruments System)

[그림 4] Music and Selection of

Instruments System의 개념도

  앞 에서 제안한 스토리텔링 시스템은 이야기라는 기

본 소재를 통해 진행해나가는 방식으로 방송 콘텐츠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번 에서 제안하는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은 비록 방송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이지만 보

다 상호작용 심 인 즉, 학습자를 상으로 한 게임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처럼 이 시스

템은 기본 으로 방송 콘텐츠로써 음악과 상 등에 해

당하는 아이템과 악기의 음원 스타일 등을 제공한다. 학

습자는 화면에 치한 각 악기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사

용하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시스템은 학습자의 입력

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악기 음원을 혼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토리텔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

황을 연출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 

음원 혼합과 함께 한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악기의 

연주 상태를 표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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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Timeline Game System)과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Freesurface Game System)

  마지막으로 제안할 시스템은 배경 음악에 한 타임라

인을 갖는 게임 시스템과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이다. 이

것들은 제안된 네 가지 시스템 에서 게임이라는 명칭

을 가질 정도로 가장 게임의 개념[4]에 가깝고, 그 기

에 상호작용 한 즉각 이며, 활발하다.

[그림 5] Timeline Game System과

Freesurface Game System의 개념도

  우선 [그림 5]에서처럼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사용자와 

즉각 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에서 유사하지만 각각의 

게임 시스템은 독자 인 모습을 보인다.

  먼 ,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을 제공하는 콘텐츠는 배

경 음악과 그 음악에 한 타임라인 정보 즉, 음악의 흐

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토 로 시스템은 음악

의 템포(tempo)에 맞추어서 상의 흐름 속도를 제어한

다. 이때, 학습자는 귀로는 음악의 템포를 느끼고, 으

로는 상의 흐름 속도를 감지하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한 행동을 즉각 으로 취하게 된다.

  를 들어, 유아는 터치스크린에서 손가락이나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를 이용, 음악의 속도에 맞추어 날아가는 

비행기를 움직여 장애물을 피하거나 음표와 해 멜로

디를 듣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은 일종의 ‘수면’에 해

당하는 상 에 퍼즐 혹은 블록이 비되어 있는 상태

에서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학습자는 상호작용으로 상

의 표면에서 블록의 치를 감지하고, 그것이 놓아져야 

할  다른 치를 창의 으로 생각하여 이동시키는 행

를 하게 된다. 이 때, 시스템은 이러한 학습자의 행동

과 상호작용하여 블록의 치, 클릭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면에 표 해 으로써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3.4 어 리 이션 구 에 합한 언어의 선택

  어 리 이션의 구 에 있어 련 연구에서 소개한 B

T format과 XMT format은 모두 BIFS binary 제작을 

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와 

경험을 토 로 본 어 리 이션 개발에 좀 더 합한 언

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두 언어 모두 컴 일러는 동일하다. 그리고 컴

일 시간 역시 포함된 미디어 객체의 크기가 요할 뿐, 

마크업 언어의 해석 시간은 비 이 극미하여 선택의 핵

심 요소로 소스의 가독성과 크기에 을 두었다. 아래

의 [표 1]과 같이 최종 산출물인 이진 형식의 BIFS 스트

림을 생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서 단계에 

인 XML 기반의 XMT보다는 소스의 길이가 짧고, 명확

하여 가독성이 높은 BT format을 선택하게 되었다.

[표 1] BT format과 XMT format의 비교

평가 기준 BT format XMT format

컴파일러 MP4Box

컴파일 시간
마크업 언어 자체의 인터프리팅 시간은 

무시 가능 (미디어 인코딩 시간 동일)

확장자 .bt .xmt

문법 VRML 문법 XML 문법

소스의 크기

(BT : XMT)
평균 0.67:1.00 평균 1.00:1.00

가독성

평균 길이가 짧고, 

VRML 기반이므로 

프로그래밍 측면에

서 가독성이 높다

XML 표준에 맞추어 

구조적이지만 태그 

등의 사용으로 가

독성은 떨어진다

총 평가

최종적인 산출물로 BIFS 스트림을 요구

하기 때문에 문서 단계에 중점적인 XML 

표준에 맞춘 XMT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래

머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BT를 선택

4. 구  결과

  이 장에서는 개발환경  구  결과를 살펴본다. 개발 

환경은 BT 언어로 구 된 부분과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요구하여 Flash MX의 스크립트 언어인 ActionScript로 

구 한 부분으로 나뉘며, 결과 역시 구분된다. 다음에서

는 개발환경을 먼  소개한 뒤에 결과를 각각 보인다.

4.1 개발 환경

[표 2]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개발 환경

구분 내용 비고

구현 언어 BT format .bt extension

컴파일러 MP4Box including GPAC project

플레이어 Osmo4 Player including GPAC project

이미지 JPG format JPEG compression

사운드 MP3 format 192kbps, 16bit, Stereo

동영상 AVI format XviD codec

산출물 MP4 format compiled binary

기타 SWF format ActionScript binary

  앞서 제안한 에듀테인먼트 시스템을 BT 언어를 사용

하여 구 하며, 이를 시연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은 의 

[표 2]와 같고, 이  연구에서 본 자에 의해 “MP4 개

발환경 버  패키지”로 재구성(customizing)한 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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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open source)인 GPAC 로젝트[11]를 사용한다.

##### BT(BIFS Text) document object descriptor
InitialObjectDescriptor {
    objectDescriptorID 1
    audioProfileLevelIndication 254
    visualProfileLevelIndication 254
    sceneProfileLevelIndication 254
    graphicsProfileLevelIndication 254
    ODProfileLevelIndication 254
    esDescr [
        ES_Descriptor {
            ES_ID 2
            decConfigDescr DecoderConfigDescriptor {
                streamType 3
                decSpecificInfo BIFSConfig {
                    isCommandStream true
                    pixelMetric true
                    pixelWidth 640
                    pixelHeight 360 } } }
        ES_Descriptor {
            ES_ID 1
            decConfigDescr DecoderConfigDescriptor {
                streamType 1 } } ] }

[그림 6] 어플리케이션의 문서 객체 선언 부분(BT format)

  [그림 6]은 객체 간의 계와 상호 작용을 실제 BT 언

어로 구 한 모습으로 헤더에 해당하는 객체 서술자 부

분이다. 이와 같은 에듀테인먼트 어 리 이션의 소스는 

우선 패키지에 포함된 MP4Box 컴 일러를 통해서 MPE

G-4 BIFS 이진 형식으로 부호화된다. 이 때, BT 언어

로 기술하여 구성된 계에 의해 어 리 이션에서 필요

로 하는 각종 미디어 객체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MP4[1

2] 일로 변환된다. 이후 생성된 MP4 이진 일 역시 

패키지에 포함된 Osmo4 Player로 재생이 가능하다.

  한편, 제안된 시스템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의 경우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포

함, 문 인 로그래  기술이 사용 가능한 Flash MX

의 ActionScript를 사용하여 그 인터페이스만을 보인다.

4.2 스토리텔링,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의 구  결과(MP4 binary)

  앞 에서 설명한 BT 언어로 구 된 세 가지 시스템

을 최종 산출물인 이진 형식의 MP4 일로 변환하여 재

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은 스토리텔링 시스템에서 아이콘을 통해 다른 

상황의 상이나 음악, 내 이션을 이어나가는 장면이다. 

복잡한 제어단계나 세부 인 설정 없이 송출되는 방송 

화면 에서 단순히 아이콘에 커서를 치시키고, 선택

하는 행 로써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a)는 스토리를 변경하는 장

면이고, (b)는 상이나 음악이 변경되는 장면이다.

  [그림 8]은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의 시연 장면으로 

앞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직 인 행동을 통한 상호작

용을 보여 다. (a)는 상  배경 음악과 함께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련된 아이콘들이 배열된 

모습이고, (b)는 각 악기의 아이콘에 커서를 올렸을 때, 

선택한 음색이 혼합되고, 그 스타일에 한 내용이 앙 

화면에 크게 표 된 모습이다. 추가 으로 이 부분에 악

기나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정보 등을 포함시킨다면 

보다 교육 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9]는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의 시

연 장면으로 화면의 상 에서 블록들을 자유롭게 

치시킨 모습이다. 이 시스템은 배경 상을 수면으로 생

각하고 그 의 부유하는 블록들을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

[그림 7] 스토리텔링 시스템의 재생

(a) 위, 스토리의 선택, (b) 아래, 영상 및 음악의 변경

[그림 8] 음악과 악기 선택 시스템의 재생

(a) 위, 악기 선택 화면, (b) 아래, 악기 선택과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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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혹은 배경과 비슷하게 치시키는 행 를 통해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림 9] 자유표면 게임 시스템의 재생

4.3.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SWF binary)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의 경우 역시 방송 콘텐츠로서 

완성된 상태로 제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BT format으

로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 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은 F

lash MX의 ActionScript를 사용하여 SWF 일로 그 인

터페이스를 구성했다. [그림 10]은 제작된 콘텐츠를 재생

한 모습으로 먼 , 음악의 빠르기에 맞추어 배경이 흐르

는 속도가 결정된다. 이 때, 학습자는 배경과 독립 인 

앙의 비행기 객체를 움직여 배경에 포함된 구름 등의 

장애물을 피하거나 음표로 표시된 아이템을 향해 움직여 

멜로디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각 이고, 능동 인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림 10] 타임라인 게임 시스템의 재생

  이와 같이 제안된 네 가지 시스템의 방법론을 바탕으

로 유아 상의 효과 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MPE

G-4 BIFS 기술과 목한다면 DMB 방송은 유아 상의 

교육 시스템으로 합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듀테인먼트 시스템은 지상  D

MB 시스템의 한 콘텐츠로 제시되어 본격 인 화

형 어 리 이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다. 지상  DMB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1년여를 훌쩍 넘어가는 시 이지

만 단순히 방송만을 반복하는 기존의 DMB 서비스는 콘

텐츠 이용자에게 “이동 가능한 텔 비 ”일 뿐, DMB 서

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 상의 에듀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술  측면에서는 

화형 방송의 상호작용을 해 필수  요소인 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으로 이용하여 그 결과를 보임으로써 향

후 개발 방식의 선택에 한 지표와 다양한 분야의 콘텐

츠를 한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콘텐츠 인 측면에

서는 단순한 정보 달의 수단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작은 단말기를 통해 유아에게 즐거움과 교육  

효과를 주며,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도 행복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모습을 그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술  측면의 구 에 을 둠

으로써, 에듀테인먼트라는 요소와의 결합에 유기 인 면

이 조  부족했다. 콘텐츠 인 측면에서 반짝이는 아이

디어와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분명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구  시스템과 

패키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보고, 나아가 

구성된 패키지를 수정하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

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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