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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사위 및 손동작 인식을 활용한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옥 수 열†

요 약

기존의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교육에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콘텐츠가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반응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

츠 개발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상호작용 교구로

서 주사위 형태의 체감형 인터페이스 개발과 깊이 영상 정보 기반의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전체적인 학습 코스웨어를 설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학습 퀴즈 문제 저작 관리 도구 및 교육발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용 학습 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행위 기반 체감형 인터페이스 및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조작이

간편하고 실체적 인터랙션을 제공하므로 서 흥미를 더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학습

퀴즈 콘텐츠 저작 관리 도구와 학습 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은 아동에 대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아동들이 학습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학습

발달 상황 및 행태를 파악하고 학습계획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서 아동의 학습발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 Study on Children Edutainment Contents Development
with Hand Gesture Recognition and Electronic Dice

Soo Yol Ok†

ABSTRACT

As the existing edutainment contents for children are mostly comprised of educational tools which

unilaterally induce educatees to passively respond to them, the content-creating methodologies in terms of

which active and voluntary learning is made possible is urgently needed.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tangible 'electronic dice' interface as an interactive tool for behavior-based edutainment

contents, and propose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dutainment contents for children by utilizing the

recognition technique of hand movement based on depth-image information. Also proposed in the paper are

an authoring and management tool of learning quizzes that allows educators to set up and manage their

learning courseware, and a log analysis system of learning achievement for real-time monitoring of educational

progress. The behavior-based tangible interface and edutainment contents that we propose provide the

easy-to-operate interaction with a real object, which augments educatees' interest in learning, thus leading

to their active and voluntary attitude toward learning. Furthermore, The authoring and management tool

and log analysis system allow us to construct learning programs by children's achievement level and to

monitor in real-time the learning development of children educatees b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nd

behavior of their learning development from the analytic results obtained by observing the processes of

educatees' solving problems for themselves, and utilizing them for evaluation materials for less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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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아동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게임이 사

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한 영향의 결과가 반사회적 혹은 일탈적 행위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게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

는 편견 등으로 게임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게임기술의 오락적 재미요소를 적극 활용해

가상현실에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

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배우는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분야

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용 콘텐츠에 있

어서 동작인식 등의 직관적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는 호기심과 주의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기반 형태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동

교육에 사용되는 학습 도구 및 콘텐츠는 교육 대상자

에 대한 반응을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능동적인 학습유도를 통한 학습 능

력 증진에 어려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수

동적 반응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에서 개

발한 주사위 형태의 체감형 인터페이스 및 손동작

영상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손으로 만지거나 던져서

명령하는 등의 실체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사용자의 손동작 인식으로 학습콘텐츠를 조작

하므로 서 직관성과 몰입감을 바탕으로 능동적, 자발

적 학습이 가능한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

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아

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아동의 손

움직임을 콘텐츠 제어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나이 연

령별 제한 없는 매우 간편한 조작성을 확보하고 나아

가 학습교구로서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

지 않은 사용자 중심의 체감형 손동작 추적 인터페이

스의 설계 및 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동 학습 상호작용 교구로서

인터페이스의 특성과 실체적 인터랙션에 대한 설계

방법에 관해서 논하고 다음으로 상호작용 교구와 학

습퀴즈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설계 방

법 및 구현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교

수자가 전체적인 학습 코스웨어를 설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학습 퀴즈 콘텐츠 저작 관리 도구와 교수자

가 아동의 교육발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

해서 기간별 아동의 교육발달 및 성취도측정 및 분석

을 할 수 있는 학습 결과 로그 분석 가능한 학습용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설계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사용

자의 선호도에 따른 에듀테인먼트 게임콘텐츠의 설

계 방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한 전자주사위 및 손동작

인식을 활용한 아동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과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해서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학습퀴즈마블 게임 콘텐

츠에 대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는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제안한 시스

템의 타당성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기존 아동용 에듀테인먼트의 연구 동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생활 속으

로 깊이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아동들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중

에서도 컴퓨터 게임 콘텐츠는 아동의 여가생활에 있

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컴퓨터 게임이 아동에게 미치

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게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상실과 같은 게임중독은 미래 세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게

임이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영향의 결과가 반사회적 혹은 일탈적 행위

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3].

한편, 아동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라는 교육을 위한 오락의 혼합적 사용으로 즐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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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설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그 중에서도 아동의 창의력 개발 및 증진

을 위해 다중지능이론 모델에 근거한 에듀테인먼트

는 다중지능의 영역을 기반으로 언어, 논리수리, 공

간, 신체감각, 음악, 창의적 태도에 따라 영역별 창의

성을 구성하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의

요인을 정의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이를 콘텐츠로 사용하는 에듀테인먼트 개

발 요소에 대한 설계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6].

또한 최근 아동용 게임 콘텐츠와 인터랙션 요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제안

된 입력 장치보다는 공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인터

랙션을 할 수 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김혜정 및 이경미[7] 등은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제한된 입력 장치에서 벗어나 기존의 입력 장치

를 손동작을 이용한 실감형 인터페이스로 대치하는

아동용 게임설계를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손

동작 인식을 위해서 복싱용장갑을 착용해야하는 것

과 다양한 사용자동작 인식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문

제가 있다.

유상조, 한경임[8] 등은 유아나 장애인 등과 같은

활동성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모트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 스크린으로 교육콘텐츠를 제공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모트 센서의 입력정

보 한계로 콘텐츠 제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영호 및 우운택[9] 등은 AR기반의 테이

블탭 체감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멀티

미디어 에듀테인먼트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

스템에서는 가상 유적지 체험용 에듀테인먼트 시스

템으로서 카메라를 활용한 2D기반의 인터페이스를

3차원 가상 환경으로 맵핑하는 기술과 사용자 중심

의 콘텐츠 정보 제공방법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다.

Rigas, Ayad 등은 E-런닝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엔터텐인먼트 요소와 멀티모달 메

타요소적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실험

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10].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음성을 통한 응답시스템 및 이어콘(Earcon)시스템,

동작인식을 통한 가상 아바타제어 등과 같은 다양한

모달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서 그 유용성과 사용

자 만족도가 증가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엔터테인

먼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얼굴표정이나

제스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아바타를 사용해서

전형적인 인터페이스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 대

한 사용성을 분석하여 전형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학습도구로서 엔터테인먼트형 인터페이스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

송대현, 박재완[11] 등은 적외선 영상기반의 제스

처 인식기반 대형 한자 학습용 에듀게임을 제안했다.

단순한 입력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자로부터 보다 활

동적이고 적극적인행동을 유도하고 공감각을 자극

하여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흥미 및 호기심을 유발시

키므로 서 단순한 주입식 교육 콘텐츠가 아닌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인 한자 학습 콘텐츠는 게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어 자

연스레 한자를 습득할 수 있는 제스처 기반 대형 놀

이이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및 객

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박수정 및 김현정[12] 등은 기존의 교육용 컴퓨터

게임에 관해 고찰을 통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임 요인으로서 능동

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가시적이고 명확한 보상 개념과 학습 수준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은형[13] 등은 효과적인 에듀테인먼트 게임 체

계로서 게임과 퀴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멀티형

에듀테인먼트 게임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퍼즐이라는 게임의 형식과 계층구조의 지식

전달 체계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에듀테인먼트 게임을 제안했

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상의 플

래시 에듀테인먼트게임과의 차별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3. 체감형 학습퀴즈 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

츠 설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 교육 및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가정이나 유치원과 같은 곳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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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문제를 풀면서 참여자

와의 유대감 형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학습자의 협동

과 경쟁을 통하여 흥미를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자

관찰이 가능하도록 학부모와 교사에게 학습결과를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체감형 학습 퀴즈 대전 게임

형태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히 이전연구[14]에서 제안한 전자주사위를 본

연구에서 개선한 체감형 전자주사위와 적외선 카메

라 센서를 활용해서 아동들의 공감각적인 움직임을

인식해서 이를 콘텐츠에 적용하므로 서 학습 흥미도

향상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1982

년에 국내 씨앗사에서 출시한 블루마블 같은 주사위

게임 형식의 대전게임이다. 이 게임은 순환 말판위에

서 각 말판마다 퀴즈가 장르별로 랜덤하게 3문제씩

출력되고 문제를 전부 맞히면 해당 영토는 그 플레이

어의 소유가 된다. 영토의 주인은 돈을 써서 자신의

영토에 퀴즈학원을 세울 수 있고, 퀴즈의 장르는 주

인이 정할 수 있으며, 퀴즈학원의 레벨은 상, 중, 하의

3개가 존재한다(기발 마커의 개수로 표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주요

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보급형 셋탑 박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게임 콘

텐츠

▸ 오프라인 보드게임처럼 주사위를 실제로 던지

는 행위와 접목된 퀴즈 보드게임

▸ 기존의 플래시로 제작된 이러닝(E-Learning)

콘텐츠와 호환이 가능한 구조

▸주사위 컨트롤러 사용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더

불어 운동 효과도 존재함

3.1 제안한 학습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전

체 시스템 구성

기존의 아동 교육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학습 도구

와 콘텐츠는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반응을 일방적으

로 유도하는 등의 수동적인 사용 방식으로 자발적인

학습도구 및 콘텐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동적 반응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사위 형태의 체감형 인터페이스 도입을 통

해 손으로 만지거나 던져서 명령하는 등의 직관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므로 서 능동적, 자발적 학습

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콘텐츠 인터페이스를 제안

한다.

또한, 아동의 경우 자기 의사 결정력이 떨어지고

단순한 사고를 가지므로 조작이 간편하고 흥미를 더

해 몰입감을 높여주는 신체의 일부분인 손의 움직임

을 이용한 콘텐츠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손

동작 인식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매우 간편한 조작성

을 제공하고 나아가 학습교구로서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서 아동의 학습 및 집중력 강화, 자기 의사 결정 기술

의 향상을 위해 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 적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능적 프로토타이핑 형태로

행위기반 학습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인

터페이스 설계 및 콘텐츠 구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제안한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감각적 행위 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학습자의 놀이용 학습교구로서 체감형 전자주사위

모듈 부분과 아동의 행위 및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MS사의 키넥트 센서[15]를 사용한 적외선 깊이영상

(Depth Image) 기반의 손동작 인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각적 행위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학습

퀴즈마블 게임 시스템에 입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퀴즈마블 게임시스템은 학습퀴즈

마블 게임 메인 모듈과 문제 풀이형 학습퀴즈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메인모듈은 XNA기반으로 개발

하였고, 학습퀴즈모듈은 플래시기반으로 개발하였

다. 특히 학습퀴즈모듈은 지금까지 아동용 학습용 콘

텐츠의 대부분이 플래시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이

들과의 연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였다. 그

리고 학습 퀴즈관리 및 학습자 평가 분석 시스템은

교수자의 학습퀴즈관리 모듈과 학습자의 학습평가

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의 학습퀴즈관리

모듈은 학습자의 능력 및 학습유형별로 수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이다.

특히 본 모듈은 아동의 창의력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크게 퀴즈 유형을 언어, 수리, 공간, 분석, 인지

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습 유형별로 관리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평가 분석 시스템은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능력 향상 정도 및 이해

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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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학습퀴즈마블 에듀게임 콘텐츠의 전체 시스템 구성

그림 2. 제안한 학습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시스템의 처리 순서

의 퀴즈관리 모듈을 통해 제시된 퀴즈 문제의 풀이

과정 결과에 대해서 XML기반으로 한 로그파일로 기

록을 하고 이를 교수자에게 제공하여 학습 향상도

및 이해도를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3.2 제안한 학습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설

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시스템의 처리 순서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적외선 깊이 카메라 장치모듈로 부터의 손동작 입력

신호는 인식과정 및 이벤트처리 과정을 통해 게임콘

텐츠에 대한 입력정보로 제공된다. 이 정보는 먼저

시작 및 메뉴 모듈에 전달되어 학습 퀴즈마블의 게임

시작 및 메뉴조작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모듈에서는 전

자주사위와 게임간의 주사위 눈 값 신호처리모듈을

통해 전자 주사위 장치 모듈로 부터의 주사위 눈 값

에 대한 입력정보를 받아서 메인 게임 드로잉모듈을

통해 주사위 눈 값만큼 캐릭터를 이동시킨다. 캐릭터

가 해당 말판 칸에 도착하면 학습 퀴즈 관리 모듈을

통해 사전에 코스웨어별로 설정한 플래시 기반의 퀴

즈문제가 학습퀴즈마블 게임 시스템의 플래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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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외선 Depth카메라 장치 모듈을 활용한 학습자 동작 인식 및 처리 흐름

의 학습퀴즈 처리모듈을 통해서 팝업창 형태로 제시

된다. 플레이어는 손동작을 통해 팝업창에 제시된 선

택형 문제와 드래그 및 드롭 형태의 퀴즈 문제를 풀

게 된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손동작은 적외선 깊이

카메라 장치모듈을 통해서 손동작 입력신호에 대한

퀴즈 응답입력 동작 신호 인식 및 이벤트 처리 정보를

플래시 기반의 학습퀴즈 처리모듈에 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 퀴즈결과로그 분석 처리 모듈은

이용자의 학습 발달 상황 및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퀴즈결과로그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교수자에게

학습결과 그래프로 제공하게 된다. 각 시스템의 주요

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한다.

3.2.1 적외선 깊이카메라 장치 모듈을 활용한 학습자

손동작 인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제공하고 공감

각적인 동작 및 행위의 촉진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키보드

와 마우스 같은 제안된 입력 장치가 아니 적외선 깊

이 카메라 센서 장치를 활용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

스(Natural User Interface: 이하 NUI)를 적용하였

다. 본 제안 시스템에서 적용한 NUI는 MS가 최근에

발표한 키넥트 카메라 센서모듈과 PrimseSense가

제공하는 OpenNI(Open Source Natural Interfaction

Driver & API)[16]와 미들웨어 NITE[17]를 활용하

여 개발하였다. 학습자 동작인식 및 처리는 제스처

동작인식 전처리 단계와 게임 스크린(Screen)별 제

스처 입력동작 처리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아래의 그

림 3은 적외선 깊이 카메라센서 장치 모듈을 활용한

학습자 동작 인식 및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첫

단계인 제스처 동작의 전처리 단계는 제스처 동작의

흐름을 관리하고 또한 컨텍스트(context)를 래퍼하

는 세션매니저 등록 그리고 세션매니저에 필요한 각

종 제스처를 검출하는 검출기를 등록하고 이들 제스처

동작 검출기에 등록된 몇 가지 동작을 연동하여 사용

하기 위한 플로우 라우터(flow router)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게임 스크린별 제스처 입력동작 처리단

계에서는 스크린별 제스처 입력동작을 처리한다. 여

기에서는 각 스크린별로 플로우 라우터에 제스처 입

력 검출기를 설정해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스크린별 손동작의 인식처리를 통한 입력

이벤트에 대한 플로우 라우터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플래시 기반 학습퀴즈응

답선택 입력을 위한 동작처리에 있어서는 우선 문제

유형을 크게 클릭을 통한 정답 선택형 문제 처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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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creen별 플로우 라우터 다이어그램 및 주요 내용

Screen Screen별 플로우 라우터 다이어그램 주요 내용 설명

Title

Screen

▸Title Screen상에서 게임시작 및 매뉴 선택

- Push이벤트처리를 통한 게임 스타트 명령.

- Push 이벤트 처리 후 Slider 이벤트 체크.

- Slider는 손을 앞으로 미는 이벤트로 선택.

Character

Select

Screen

▸Character Select Screen상에서 캐릭터 선택.

-캐릭터 선택은 Slider 이벤트로 체크.

-손을 앞으로 미는 이벤트로 사용자의 캐릭터를 선택.

GamePlay

Screen

▸ Game Play Screen상에서의 매뉴 조작

-Wave 동작을 0.5초동안 함으로 게임 일시정지 후 메뉴창

팝업.

-이후 Slider로 메뉴 선택.

-손을 앞으로 미는 이벤트로 선택.

Flash Quiz

windows

▸ Flash Quiz windows상에서 선택문제 및 Drag & Drop문

제처리.

- PointFilter로 손의 좌표값을 가져와서 플래시 좌표로 바꿈.

-그리고 Push이벤트를 하면 선택 및 드래그하기위한 선택

모드 이벤트발생.

- Stready이벤트는 Push 이벤트후 체크

- 1초 대기로 드롭이벤트 발생.

분과 드래그 및 드롭(Drag&Drop)형태의 매칭형 문

제로 나눈 후 액션 스크립트 상에서도 2개 유형에

맞게 나누어 각 유형마다 스크립트를 따로 적용하게

하였다. 아래의 표 2는 액션 스크립트 상에서의 사용

자 손동작에 대한 입력 이벤트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표 3은 사용자가 퀴즈문제 팝업창에서 손 동작인

식 정보 즉 손동작 위치가 퀴즈문제 화면창을 벗어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손의 위치와 현재 문제

화면창의 크기와 비교해서 손의 현재 위치가 퀴즈문

제 화면을 넘어가면 아래의 식과 같이 넘어간 화면

축의 끝부분에 위치하도록 되돌리기 처리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한 예외 처리를 나타내고 있다.

3.2.2 텐저블 전자 주사위 시스템의 구성 및 신호처리

내용

본 논문에서 사용한 텐저블 전자 주사위는 이전

연구[14]에서 제안한 것을 표 4와 같이 개선하여 유

년기 자녀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교실이나 거실

등에서 아동들이 함께 즐겁게 놀이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전자 주사위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특히

제안한 전자 주사위는 실제 주사위에 가까운 메타포

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며 또한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하여 다양한 행동경험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외부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자립식(self con-

tained) 형태의 게임 인터페이스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선하여 개발한 텐저블 전자

주사위 눈 값의 송수신 신호처리 내용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동작 한다. 먼저 전자 주사위를 흔들면 전자

주사위는 4.8kbps속도로 주사위 ID패킷을 전송하고

다음으로 컴퓨터에 USB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RF

무선모듈(nRF24L01)[18]의 구성된 수신부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한 후 이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주사위

와 수신이 가능한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수신이 가능한 상태이면 주사위 개수만큼 접속했는

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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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션 스크립트 상에서의 손동작 인식 처리내용

이벤트 명 동작 인식 검출기 ActionScript상에서 손동작 인식 처리

"righthandX"
PointFilter상에서의

HandPosition.X 값

•현재 손동작의 X좌표값 처리 및 오브젝트의 선택을 위한 충돌체크의 X좌

표의 위치 값으로 사용.

"righthandY"
PointFilter상에서의

HandPosition.Y 값

•현재 손동작의 Y좌표 값처리 및 오브젝트의 선택을 위한 충돌체크의 Y좌

표의 위치 값으로 사용.

"Clicked" PushDetector

① 매칭형 문제유형 ② 선택형 문제유형

•Drag모드로서 오브젝트를 이

동하고 상태 동안에는 오브젝

트를 손으로 쥐는 모양의 아이

콘으로 표시.

•선택 모드로서 마우스의 클릭 이벤트

와 같은 역할.

•손바닥 모양을 한 아이콘으로 표시하

마우스의 클릭 이벤트와 같은 역할.

“Up” StreadyDetector

•드래그 모드에서 드롭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오브젝트를 놓는

이벤트 손을 편 모양 아이콘 표시.

“Drag" •"Clicked"하고나서 "Up"메시지가 오기전까지의 상태.

① if HandPosition_X < 0 then HandPosition_X=0
② if HandPosition_X > Width then

HandPosition_X = Width
③ if HandPosition_Y < 0 then HandPosition_Y = 0
④ if HandPosition_Y > Height then

HandPosition_Y = Height

표 3. 손동작 위치가 퀴즈문제 화면창 밖으로 나간 경우 되돌

리기 예외 처리

다음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굴리고 주사위가 멈춘

후 2초 동안 지속적으로 주사위 눈 값 패킷을 수신부

에 통해서 컴퓨터에 전달한다. 이를 학습퀴즈마블응

용프로그램에서 주사위 눈 값을 요청하면 주사위가

멈춘 후의 최종 주사위 눈 값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

항 목 개선 내용

사이즈

•회로의 분산배치 및 칩 형태로 설계하여 아

동들의 손으로 잡고 던질 수 있는 인터페이

스로서 3cm 정도의 크기로 사이즈 축소 설계

견고성

•실제 주사위와 같이 던져 눈금을 확인하는

형태의 게임 도구로서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

한 방법으로 외형을 PC재질(폴리카보네이

트)로 밀폐 설계

배터리
•충전용배터리를 채용하였으며, 한 번 충전으

로 1∼1.5시간 정도 동작이 가능하게 설계

시제품

모형

주사위
송수신부외관

주사위 눈
1(ON상태)

주사위 눈
2(ON상태)

주사위 눈
3(ON상태)

주사위 눈
4(ON상태)

주사위 눈
5(ON상태)

주사위 눈
5(ON상태)

표 4. 제안한 텐저블 전자 주사위 시스템의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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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텐저블 전자 주사위 눈 값의 송수신 신호처리 흐림

그림 5. 텐저블 전자 주사위와 학습퀴즈마블게임 응용프로그램과의 연동

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2초 동안만 패킷을

송신하도록 설정하였다.

제안한 텐저블 전자 주사위와 학습퀴즈마블게임

응용프로그램과의 연동은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크

게 두 가지로 주사위 설정단계와 주사위 플레이 단계

로 나누어서 일어난다.

먼저 주사위 설정단계에서는 전자 주사위와 컴퓨

터와의 주사위 눈 값에 대한 전송가능 상태를 확인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접

속요청을 해서 주사위의 눈 값의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연결 상태를 체크하고 가능 상태가 되면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주사위 플레이 단계로 넘어가게 된

다. 주사위 플레이 단계에서는 주사위가 굴러서 멈춘

후 2초 때 까지 주사위 눈 값은 수신부를 통해서 학습

퀴즈마블 응용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전달된다.

학습퀴즈마블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주사위 눈 값

만큼 플레이어 캐릭터를 칸 이동시킨다. 그리고 나면

학습퀴즈문제 팝업 창이 제시되고 문제에 대해서 손

동작으로 응답을 하면 학습퀴즈 팝업 창이 없어지고

다음 플레이가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

다. 이와 같은 순서로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적

으로 플레이가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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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습퀴즈마블의 게임 메인 모듈의 주요 클래스

ScreenManager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 능

LoadContent void void 스크린매니져의 속성들을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로드한다.

Update void GameTime gameTime 스크린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Draw void GameTime gameTime 업데이트가 끝난 스크린의 그림을 그려준다.

AddScreen void GameScreen screen Screen을 인자로 받고, 스크린 List에 저장한다.

ScreenManager 클래스의 주요 멤버 변수

데이터 타입 변수 명 기 능

List<GameScreen> screens
각 게임스크린을 저장하고, 활성화된 게임스크린의 업데이트와 드로우할

때 사용한다.

InputState input 활성화된 게임스크린의 입력장치를 담당한다.

SpriteBatch spriteBatch 그래픽을 담당하는 클래스

표 5. ScreenManager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및 변수

그림 7, 메뉴 모듈 동작 구조

4.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 모듈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 모듈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사(MS)사의 게임 개발

SDK인 XNA4.0을 기반으로 개발 하였다. 아래의 그

림 6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리된 학습퀴즈마블의 게

임 메인 모듈의 주요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ScreenManager클래스는 학습퀴즈마블 응

용프로그램에 사용될 핵심 클래스로서, 학습 퀴즈마

블게임화면을 생성하고, GameScreen클래스를 관리

하여, 장면 전환을 수행하는 클래스이다. 그와 동시

에, 설정되어있는 GameScreen의 함수들을 호출하

면서 게임루프를 수행하게 된다. 아래의 표 5는

ScreenManager클래스의 주요 함수와 변수를 나타

내고 있다.

GameScreen클래스는 추상클래스로서 게임의 각

장면이 가리키는데 사용되며 GameScreen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의 가상함수를 호출하므로

써 게임의 상태전환에 활용하게 된다. 타이틀 스크린

은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보이는 메뉴화면으로 메뉴

선택과 옵션 종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Character

SelectionScreen클래스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선택

되어진 정보를 GamePlayScreen.Player 구조체에 캐

릭터 인덱스로 정보를 넘긴다. 이 구조체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 동작, 캐릭, 맵인덱스, 프레임, 라이

프, 점수 등을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이다. 이 구조체

를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고, 사용자인터페이

스와 데이터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TitleScreen클래스는 위의 그림 7과 같이 게임시

작 메뉴화면으로서 입력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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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Screen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 능

LoadContent void void
base 콘텐츠를 초기화하고, Title장면에 필요한 자원

생성

NewgameSelected void void

Title화면에서 Gameplay화면으로 전환하며,

LoadingScreen을 사용하여 중간에 Fade in,Fade

out 효과를 추가로 구성한다.

SetupSelected void void 게임 설정을 조절하는 창을 Popup시켜준다.

HelpSelected void void 게임방법 설명하는 창을 Popup한다.

QuitSelected void void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Update void

GameTime gameTime,

bool otherScreenHasFocus,

bool coveredOtherScreen

타이틀의 데이터를 이벤트와 설정에 따라 업데이트

한다.

Draw void GameTime gameTime 타이틀 화면을 그려준다.

표 6. TitleScreen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① Dice set ② Dice roll & Dice stop

③ Player Move ④ Player Arrive & Popup

⑤ Popout & Flagstick

표 7. 각 상태별 모듈을 처리 내용

GameScreen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능

Init
virtual

void
void State 초기화

Cleanup
virtual

void
void

동적 메모리

반환

HandleEvents
virtual

void
void Input 처리

Update
virtual

void
void 상태 update

Draw
virtual

void
void 상태 draw

그림 8. Sprite애니메이션 개

념도

그림 9 게임 상태전환 모듈

상세도

표 8. GameScreen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항목의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값이 설정

된 상태에서 확정 이벤트 발생 시 해당 함수가 호출

되어지며 메뉴 전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6은

TitleScreen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GamePlayScreen클래스는 게임 상태를

나타는 변수를 사용해서 표 7과 같이 주사위 굴리는

상태와 멈춘 상태, 캐릭터의 이동 및 도착, 문제화면

출제 및 결과처리, 다음플레이어 순으로 전달되며 상

태를 전환하도록 각 상태별 모듈을 처리하게 된다.

아래의 표 8은 GameScreen클래스의 주요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Sprite클래스는 아래의 그림 8과 그

림 9와 같이 연속동작이 그려져 있는 Sprite시트를

불러와서, 각 동작을 자르고, 프레임에 따라 흘러가

게 함으로서, 애니메이션이 보여 지게 한다. 표 9는

Sprite의 주요 멤버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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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te의 주요 멤버 변수

데이터 타입 변수 명 기능

Texture2[,] BoySprite
남자아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저장

Texture2[,] GirlSprite
여자아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저장

int action
세로열 인덱스,
애니메이션 종류가
여러개일때 사용

int currentframe
가로열 인덱스,
애니메이션시 선택되어질
프레임 인덱스

그림 10. 배경텍스쳐의 스크린 이미지 처리

표 9. Sprite의 주요 멤버 변수

그림 11.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모듈과 퀴즈모듈과의 연동 내용

GamePlayScreen상에서 배경처리는 그림 10과 같이

먼저 배경전체 텍스쳐를 생성한 후 플레이어 캐릭터

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일부분을 스크린에 그려

주는 형태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Question 클래스

는 아래의 그림 11과 같이 GamePlayScreen에서 퀴

즈문제 화면을 플래시로 출력해주고 플래시에서 나

온 결과 값을 리턴함수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달 받아

보드게임에서 점수화하여 적용시킨다.

표 10은 Question 클래스에서 퀴즈문제 화면을 관

리하는 ChildWindow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및

멤버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4.1 코스웨이 기반으로 한 퀴즈문제 관리 저작 도구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력 개발 학습을 발달시

키기 위해서 학습유형과 사용자의 교육 수준별로 교

수자가 코스웨어를 설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학습

퀴즈 콘텐츠 저작 관리 툴을 개발했다.

개발한 학습 퀴즈 콘텐츠 관리 툴은 교수자가 직

접 아동별 언어 능력 및 수준을 분석하여 창의력 개

발 학습에 필요한 학습영역을 5가지로 나누고 이를

각 영역에 있어서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전체

적인 교육 코스웨어 유형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였다. 코스웨어에 따른 문제 등록 XML DB데이터

구조는 그림 12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래시 기반으로 학습 퀴즈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용 콘텐츠가 대부분이 플래시로 개발되어

있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온라인상으로의 확장 가능성 및 개발에 대한 편리성

을 고려하여 벡터기반의 플래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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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lash 파일 XML DB 처리

그림 14. 퀴즈문제 관리 툴에 의한 문제 적용 흐름

ChildWindow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 능

Question_Load void object sender, EventArgs e Flash를 로드하고 실행

QuestionFlash1

_FSCommand
void

object sender,

AxShockwaveFlashObjects._IShockwaveFlash

Events_FSCommandEvent e

Flash에서 이벤트를 받아와서

학습퀴즈마블응용프로그램로

전달

ChildWindow 클래스의 주요 멤버 변수

데이터 타입 변수 명 기능

AxShockwaveFlash QuestionFlash1 플래시를 구동시키는 컴포넌트

표 10. ChildWindow 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및 멤버 변수

그림 12. 교수자에 의한 학습퀴즈문제 등록 XML DB데이터

구조 및 관리 저작 도구

학습 퀴즈는 플래시로 생성되고 이를 학습퀴즈관

리 툴로 불러와서 XML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툴 우측에서 바로 해당 플래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과목별 레벨별 추가가 가능하다.

특히 XML DB는 XML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데이

터베이스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확장이 용

이한 언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언어로 적합하

다. 또한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13과 같이 TinyXML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여, 학습퀴즈에 대한 문제 관리를 XML DB

에 접근하여 제어한다.

학습퀴즈문제 관리 툴은 그림 14와 같이 교수자가

창의력 개발 학습의 코스웨어를 설정한 결과를 XML

파일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이를 학습퀴즈마블게임

메인모듈에 전달하게 된다. 아래의 표 11은 퀴즈관리

툴의 주요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4.2 학습 퀴즈 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아동의 교육발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간별 아동의 교육발달

및 성취도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학습 발달 상황

분석 및 평가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학습 코스웨어 설정에 따른 콘텐츠 내 학습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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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TML5로 작성된 학습결과 분석 그래프

표 11. QuizTool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QuizTool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능

LoadXML void
char*

filename

저장되어있는 XML파

일을 불러온다.

SaveXML void void

생성된 리스트를

XML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insertQuiz void
char*

flashname

불러온 swf파일을 트

리뷰에 저장한다.

DeleteQuiz void void
선택된 문제를 트리뷰

에서 삭제한다.

측정을 통해 해당 콘텐츠 별, 학습 기간 별 성과지표

를 만들어 아동의 교육 발달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가 교육프로그램을 퀴즈형태로 구성

하여 아동들이 학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과

결과 즉 학습영역, 수준, 정답 및 오답율 및 응답시간

등의 로그데이터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

의 학습 발달 상황 및 행태를 파악하고 학습계획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은

교수자 및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 HTML5기반의 웹 형태로 개발하였다.

제안한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 모듈은 그림 15와

같이 게임플레이 종료 시 해당플레이어의 학습 결과

로그 데이터를 XML파일 형식으로 DB생성하고 프

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 학습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

은 결과 로그데이터를 그래프형태로 분석하기 위한

모듈로서 결과 로그에 대한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

순차별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학습 분석 그래프로 레이더 그래프를 사용하였

다. 이는 학습영역 및 수준 평가항목별로 원을 같은

간격으로 나누고 중심으로부터 학습 정도를 일정 간

격으로 동심으로 척도를 재는 칸으로 나누어 정량화

된 점수에 따라 그 위치에 점을 찍고 평가 항목간

점을 잇는 선을 만들어 항목간 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습 분석 그래프는 게임 횟수별

로 그 결과를 겹쳐 놓고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 간 균형과 경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표 12는 학습 결과 로그 데이터를 나태내기 위한

결과 그래프 클래스의 주요 맴버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Results Graph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함수명 반환형 파라미터 기능

display

LocalFile
void strfilename

strfilename로 들어

온 파일경로를 읽어

xml을 로드한다.

DrawGraph void void

불러들인 xml데이

터 파일을 HTML5

canvars에 rgraph를

사용하여 그린다.

표 12. Results Graph클래스의 주요 멤버 함수

5. 학습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시스

템의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행위기반의 아동용 에듀테

인먼트 게임 콘텐츠를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먼저 프로토타입으로 아래의 표 13과 같이 실험

실 환경에서 20대 중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환경으로는 인텔의 듀얼코

어 3.16GHz CPU와 메모리 2기가 그리고 지포스

9300GS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먼

저 XNA기반의 학습 게임 메인 모듈의 렌더링 처리

속도는 60FPS로 고정하고 텐저블 전자주사위와의

연동을 위해 무선 시리얼 USB로 연결하여 신호처리

속도를 4800bps로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의 손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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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험환경모습 ② 게임 초기화면

③ 손동작을 통한

게임 시작 선택

④ 플레이어 캐릭터

선택 화면

⑤ 전자 주사위 던지기

메시지 화면

⑥ 전자주사위를

던진 후 모습

⑦ 캐릭터의 칸 이동
⑧ 손동작을 통한 퀴즈문제

풀이(선택형문제)

⑨ 손동작을 통한 퀴즈문제

풀이(매치형문제)
⑩ 퀴즈종료 화면

표 13. 학습 퀴즈마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시스템의 실험

모습

그림 16. 제안한 게임 플레이상에서 전자 주사위 눈값 수신

화면

그림 17. 학습 코스웨어 설정에 따른 퀴즈 풀이 결과

인식 및 이벤트 처리를 위한 키넥트의 320×240 깊이

영상 데이터 속도는 30FPS로 설정하였다.

학습형 퀴즈문제는 어도비 CS5를 이용하여 아동

용 학습퀴즈문제를 수준별로 선택형 퀴즈문제 10개

와 매칭(드래그&드롭)형 문제를 10개를 만들어서 이

를 퀴즈문제 관리 툴을 통해 코스웨어를 설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참가자에게 게임 방법을 간단히 설명

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플레이어는 2명이 참가하여 3회 게임

판 돌기로 하여 진행하였다.

본 실험결과에서 학습퀴즈마블 게임 메인 모듈과

전자 주사위 및 적외선 깊이 카메라 장치 모듈을 구

성된 공감각적인 인터페이스와의 연동은 표 13과 같

이 실시간 처리와 함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공감각적인 인터페이스

로서 손동작 인식처리 속도는 거의 0.2∾0.3초 이내

로 처리 되어 사용자가 선택 및 드래그와 같은 명령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거의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전자 주사위와의 연동에 있어서도 그림 16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주사위 눈 값을 오류 없이 수신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의 그림 16은 위의

표 13의 ⑦번 그림을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17은 본 실험에서 학습 코스웨어 설

정에 따른 퀴즈 풀이 결과를 학습 퀴즈 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학습 영역별, 학

습 기간 별, 수준별 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수자가 교육프로그램을 퀴즈형태로 구성하

여 아동들이 학습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아동의 교육발

달 및 성취도를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한 아동용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

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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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기존의 게임기술을 활용한 대부분의 아동용 학습

도구 및 콘텐츠는 교육 대상자에게 반응을 일방적으

로 유도하는 등의 수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기반의 일체형 학습 콘텐츠

개발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

츠의 상호작용 교구로서 주사위 형태의 체감형 인터

페이스 개발과 적외선 깊이 영상 정보 기반의 사용자

손동작 인식을 통한 학습 콘텐츠 조작 방법 및 이를

적용한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체감형 전자 주사위는 아동의 호

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 반응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손으로 만지거나 던져서 명령하는 등

의 직관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여 능동적, 자발

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

자기 의사 결정력이 떨어지고 단순한 사고를 가지므

로 조작이 간편하고 흥미를 더해 몰입감을 높여주는

신체의 일부분인 손동작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

을 활용해 직관적이고 공감각적인 입력 및 조작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제시하

였다. 이는 나이 연령별 제한 없는 매우 간편한 조작

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학습교구로서의 아동의 학습

및 집중력 강화 그리고 자기 결정 기술의 향상을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행위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

츠는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퀴즈문제 풀이 형

태로서 아동의 학습유형 및 교육적 수준을 고려해서

교수자가 전체적인 학습 코스웨어를 설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학습 퀴즈 콘텐츠 저작 관리 도구와 교수

자가 아동의 교육발달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 기간별 아동의 교육발달 및 성취도 측정 및 분석

을 할 수 있는 학습 퀴즈 결과 로그 분석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 구

성이 가능하고 또한 아동들이 학습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학습 발달 상황 및 행태를 파악하고 학습계획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서 아동의 학습발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행위기반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의 아동의 창의력 증진에 효과를 검증하기

현장 평가 및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그 사용

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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