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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육 분야 중 특히 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 자바나 플 

래시를 사용한 웹 기반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컴퓨터 분야의 표현, 저장, 계산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 

운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환경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상현실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상호작용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화학 

교육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화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진작되었고, 실험실 활동 

을 보강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 교육에서 가상현실 기법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 어: 인터 넷, 가상현실, 실시간 상호작용,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 화학 교육

ABSTRACT. As the computer is popularized in individual and society, it is using in a many of area.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materials to learn a science knowledge using multimedia through computer. Many of them are web-based 
learning materials, which are developed by Java or Flash. Since the technology of the representation, storage, com
putation and communication in computer make progress, the environment of education is also developed. Especially, the 
internet and VR technology will cause the education to change. A key feature of VR is real-time interactivity, in that 
the computer is able to detect student input and instantaneously modify the virtual world. It is reported that using the 
VR simulation in chemistry education can increase student engagement in class, promote understanding of basic chem
ical principles, and augment laboratory experience. In this study, application way of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chemistry education is examined.

Keywords: Internet, VR, Real-Time Interactivity, VR Simulation, Chemist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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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한 인재 육성과 미 

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 소양(computer literacy) 

교육에 적절한 교육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현 

재 교육 전산망 및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이 학교 내 

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웹 자료를 교육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 

육 매체는 부족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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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은 실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탐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학교 현장 

에서는 다 인수 학급과 과학 교사의 수업 시수 과다로 

인한 장비, 공간, 실험 재료의 확보, 학습자의 이동 문 

제 등으로 인해 탐구실험을 실시 하기 에 어 려운 점 이 많 

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겠지만, 

그 중 하나로 3차원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공 

간과 사물을 컴퓨터로 구현하고, 이것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실제와 같이 몰입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를 

의미한다.1 또한 인공환경, 가상세계, 사이버스페이스 

등으로도 표현되는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으 인 

간이 가진 기술을 집약하여 만들어낸 가상세계 또는 컴 

퓨터가 만든 가상의 공간을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라 

고도 말할 수 있다.2 가상현실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 

터페이스 (interface) 설계가 새로워짐으로써 발전되어 간 

다. 가상현실 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강력한 3차원 영상 

처리기 및 컴퓨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이버 공 

간의 잠재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3 가상현실 시 

스템에서 인간은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 모두에 대해 

감각적인 채널을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데스크탑 

형 VR은 尊｝원 그래픽과 입체 음향 효과 및 조이스틱,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제어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통해 단순하기는 하지만 가상현실을 가정이나 학교에 

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4

과학 교과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실제 상황 속에 

서 다양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장비, 공간, 실험 표본의 보유, 학생의 

이동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3차원의 가상현실 기법을 활 

용한 과학 교육 시스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5 또한, 

가상현실 기법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학습 원리의 

구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풍부 

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 상 

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6 과학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 교육에 가상현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가상 화학관을 제작하고 이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화학 교육에 가상현 

실 기법의 활용 가능성과 새로운 교육 매체로서 가상현 

실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화학 교육에서의 가상현실의 활용 사례

가상현실 기법의 활용은 가상 실험실에서의 실험을 

통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실제 실험으로 인해 유발 

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 추상적인 과학적 원리나 모 

형에 대한 이해 증진, 원격제어 실험을 통한 장비, 공간, 

실험 재료의 확보 및 위험성 제거와 같은 많은 장점들 

을 가지고 있다.4 실제로 최근에 3차원 가상현실 기법 

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으로 현재의 학교 상황에서 과학 

교과가 지니고 있는 장비 문제, 공간 문제, 실험 표본의 

보유 문제, 학습자의 이동 문제 등을 해결해 내고 있다.5 

즉, 가상공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자 

료를 활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 

기기를 원격제어하며, 가상공간에서 현실감을 최대한으 

로 부여한 가상현실 3차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사례로 Imprint Interactive 
Technology(http://www.imprintit.com는 다중 참여자와 

네트워크의 적용을 포함하는 가상환경을 구축하였다. 

그 중 하나로 원자 세 계 (Atom world)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 세계에서 학습자는 원자를 만들면서 원자구조 

를 배운다. 학습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기본 입 

자를 이용해서 주기율표상의 원자들을 만든다. 그들은 

몇 단계를 통해서 원자를 만들 수 있다. 작업 범위와 원 

자를 만드는 영역을 구성하는 단계는 흰 프레임으로 제 

시되었다(及g. 1, 2).
이러한 가상현실 기법은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 

스, 실제 세계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공간적 이미지가 

구현되는 3차원적인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열린 학교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촉매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매체는 학습자가 동적인 상호작용 

을 함으로써 학습 상황과 접촉하며 반응할 수 있다.7 나 

아가,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과 다양한 교육 매체의 개 

발을 통한 교육 자료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화학 교육과 관련하여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한 후 가 

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교육 자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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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mbols for the atomic particles: protons (3-D plus 
signs), neutrons (cubes) and electrons (minus signs)above). 
Power Bar: puts required energy into the system enabling the 
addition of electrons. Settings on the power bar indicate 
the various orbital levels: S1, S2, P1(below). (http:// 
www.imprintit.com/creations/atom.html).

가상현실 저작 도구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OpenGL, 
VRML, VRT, WorldToolKit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 

료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영국의 Superscape 
사의 3D Webmaster이다.

10년간 가상현실 제작도구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 

로 Superscape사가 개발한 3D Webmaster는 상업, 오락, 

단순 게임 등의 3D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뛰어난 소프 

트웨어 이다. 이것은 웹마스터 및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조로운 2D 웹페이지를 벗어나 상호작 

용이 가능한 3D 가상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쉬운 제작 환경, 빠른 개발,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 VRML 호환, 개발 월드(world)의 저용량 등의 특 

징을 지닌다. 또한 구성 요소와 VCA 오브젝트를 100

Fig. 2. Spin Indicator: The frame around the spinning elec
tron is an active interface element. One end of the frame is 
a golden arrow, which indicates the direction of the electron's 
spin. The electron's spin direction can be changed by grab
bing the golden arrow and moving it to point in the opposite 
polar direc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change the spin 
direction for the second electron placed in each orbital shell. 
(http://www.imprintit.com/creations/atom.html).

여가지 구성해 놓아 월드 제작 시 사용할 수 있고, 가상 

월드 오브젝트에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강력 

한 SCL(Superscape Control Language着 포함하고 있다.5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교육 매체 제작과 설문 조사

영국 Superscape 사의 3D Webmaster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화학 내용이 포함된 사이버 과학관을 제작하였 

다. 사이버 과학관의 화학 내용은 연구자들이 화학의 여 

러 내용 중 가상현실 기법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주기 

율표, 러더포드 실험 등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후 그들의 반응을 설문으로 조사하였 

다. 설문 대상은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교육생 

으로 중학교 2학년 25명 W 14, 여 11)이다. 설문을 하 

기 전 학생들에게 주기율표와 러더포드의 a산란 실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에 사이버 과학관을 경험하 

게 하였다. 설문은 8개 문항에 대해 리커트 척도로 응답 

하게 하였다. 8개의 문항 중 4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일 

반 설문이고, 硏는 화학 내용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 

문은 연구자들이 개발하고 토의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 과학관의 화학 내용

가상현실 기법으로 제작한 사이버 과학관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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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전시물을 직접 작동시 

켜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 
science.kongju.ac.kr/). 특히 학교에서 하기 힘든 실험을 

인터넷을 통해 실행해 볼 수 있는 원격제어 실험관을 

비롯하여 협동 학습관, 수리 탐구관, 빛과 에너지관, 물 

질 탐구관, 생명과 인간관, 우주 탐험관, 지구 환경관, 

과학기술 문명관, 학습 자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탐구관에는 5가 

지의 코너가 있어 학생들은 이들 코너를 순환하면서 학 

습할 수 있다. 그 중 주기율표와 러더포드의 a선 산란 

실험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기율표 화면에는 왼쪽 아래에 甲日의 버튼이 있다. 

이들 각각은 전기음성도, 이온화에너지, 원자반지름, 초 

기화 버튼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전기음성도 버 

튼을 누르면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이 시각화하여 즉시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 

을 각각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 다른 화학 개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주기율 

표 상의 각 원소를 클릭하면 원소의 발견자, 성질, 구조 

등의 화학 지식이 다른 화면으로 제시되어 학습을 할 

수 있다. Fig. 泠 이온화에너지 버튼을 눌렀을 때 주기 

율표의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러더포드의 a선 산란실험은 그림 이나 사진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단점을 극복하고, 가상현실 기법 

의 장점인 상호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들 

이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처 럼 느낄 수 있으며 미시 세 

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Fig. 4).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a 입자를 방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 

서 각각 하나씩을 누르면 a 입자가 금박을 향해 날아가 

면서 직진 및 산란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버튼 중 가

Fig. 4. Scattering of the a-ray(http://science.kongju.ac.kr).

장 오른쪽은 초기화 작용을 하게 된다.

가상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歹H 의 설문 문항과 각각의 설문에 대해 리커트 척도 

로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매체 

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좀더 긍정적이었지만 t테스 

트 결과 유의미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상현실에 대한 일반적 내용의 설문에서 학생들은 

가상현실 실험이나 모형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여 

기며, 또한 그림이나 설명만 들을 때보다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가상현실 

에서의 실험이나 모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 

은 "가상실험이나 모형을 다루는 것이 직접 실험하는 

것보다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다”이라는 문항이다. 이것

Fig. 3. Periodicity of the ionization energy(http://science.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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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ponse of students about the VRT-based chemistry program

Item
Mean

Male Female Total

It is a pleasure to learn through the VR experiment or model. 3.79 4.64 4.16

General 
item 

about VR

It is more understandable to learn through the VR experiment or model than through 
the picture or explanation.

3.50 4.36 3.88

It is easy to handle the VR experiment or model. 3.36 3.64 3.48
It is more effective to learn through the VR experiment or model than through direct 
experiment.

3.29 2.91 3.12

Specific 
item

For Rutherford experiment, the VR experiment is more understandable than a lecture. 3.50 4.09 3.76
The VR Rutherford Experiment is interesting. 3.57 3.82 3.68

about 
chemistry

For the periodicity of elements, using VR periodic table is more understandable than 
the text-based periodic table.

3.64 3.64 3.64

The VR periodic table is interesting. 3.43 4.27 3.80

은 직접 실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 

다. 이 문항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정적이다. 

결국 여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매체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자료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실제로 과학에서 

직접적인 실험의 중요성을 남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 내용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 

에서 긍정적이었다. 주기율표나 러더포드 산란실험에 

대해 설명 이나 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가상현 

실 기법을 활용한 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이러한 

가상현실 자료의 흥미와 효율성은 자료의 대상 주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화학에서 직접적인 실험 

수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실험으로 다루기 힘든 

내용이나 위험한 실험들은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이해와 흥미를 높 

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21세기 지식 •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화학 교육을 위 

해서는 화학 교육 환경을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시스템 

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 구축의 

방안으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교육 매체 제작을 들 

수 있다.

가상현실 기법에는 값비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이 점차 저렴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5 또 

한, 가상현실이 교육분야에 주는 최대 매력은 가상현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융통성이다. 다른 멀티미 

디어 매체에 비하여 초기의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만 가 

상현실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른 장점들을 고려한다면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가상현실 

시스템이 기존의 실험실과 다른 점은 화학, 물리, 지구 

과학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상현실 기법을 화학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거 

론하면 첫째, 학습자들이 상호작용 및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3차원 가상현실 

기법은 기존의 事!원적 교육 매체보다 학습자의 다양 

한 감각기 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위험성 높은 실험에 대한 원격 제어 실험실 운영이 가 

능하다. 넷째, 가상환경과 사용자간의 실시간 상호작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행동이 즉시 반영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장점들은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하여 화학 교육 관련 매체를 제작한다면 학 

습자들의 화학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해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 

고 추상적 인 내용에 대 해 다감각 몰입 가상현실 (Multi- 
sensory Immersive Virtual Reality) 기법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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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9 가상현실 기 

법은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탐구 환경 이 

나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직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 

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의 활용은 학습자로 

하여 금 학습 주제나 실험 에 대한 몰입감을 증가시 켜 동 

기와 참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가상현실은 새로운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한다. 가상현실은 시각, 청각은 물론 촉각을 통해서 

감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연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 몰 

입하여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가상현실 

은 어렵거나 추상적인 모형, 감지할 수 없는 현상 또는 

모형화한 일련의 지적인 과정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실행을 통한 학습으로 지식을 능동 

적으로 구성하고 그 지식을 숙련하고 유지하며 일반화 

하는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나아가 가상현실이 보편화 

된 이후에는 가상현실 저작 도구를 학습자에게 소개함 

으로써 자신의 가상세계를 계획, 모델링, 프로그램밍, 

경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기법의 이러한 기본 장점들은 화학 교육에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실 

제로 학습자들이 가상현실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 

고 있으며, 화학 내용 중 어떤 것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게 되면 보 

다 효과적으로 가상현실 기법을 화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99-005-D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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