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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3세∼5세를 상으로 하는 모바일 AR(Augmented Reality, 증강 실) 기반의 “낱말카드” 교

구를 설계·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유발과 몰입도 향상을 목 으로 학습구조를 도출하고, 도출된 

학습구조를 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이를 구 한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리도구를 설계하여, 교수자가 여러 학습자의 콘텐츠를 리하기 용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해 련

연구 분석, 학습자용 AR 유아 언어교육 콘텐츠 설계, 교수자용 AR 유아 언어교육 콘텐츠 리도구 설계, 

AR기반 언어학습도구의 효과검증의 4단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AR 유아 언

어 교육 콘텐츠는 몰입도 향상과 동기유발을 한 학습구조로 설계되었고, AR 교육 콘텐츠 갱신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하여 일반 교수자가 손쉽게 AR 타겟과 교육 내용을 등록 리할 수 있는 교수자용 AR 콘텐

츠 리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제안 콘텐츠를 통한 학습 몰입도 향상 검증  콘텐츠 설계 확장을 한 

사  실험으로 3~4세 유아 6명을 상으로 한 실험 수업을 진행하 다. 실험결과 몰입도 향상 효과를 검증

할 수 있었고, 교수자의 설문의견을 통하여 유아를 한 차별화된 인터랙션의 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 중심어 :∣모바일 콘텐츠∣증강현실∣교육콘텐츠∣낱말카드∣콘텐츠 관리 도구∣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obile Augmented Reality (AR)-based "word card" learning tool for 

children aged 3 to 5. First, this study suggests a learning structure to improve motivation and 

immersion of learning, Secondly, it designs and implements the user interface applying the 

proposed learning structure. Also, it designs a content management tool supporting the 

production of the content so that instructors can easily manage the contents for various learners. 

This study is conducted by four steps - reference research, design of "word card" learning 

content for the learner, design of content management tool for the instructor and the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content. The proposed content was designed based on 

an education content architecture for enhancement of immersion and motivation to study. 

Moreover, it includes an 'AR content management tool for instructor' designed to easily update 

AR education content. The class for six children aged 3 to 5 was given to validate the 

enhancement of immersion to study.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content 

enhanced the study immersion and that special interaction design for early children w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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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 

략[1]’을 발표하고, 뒤이어 10월에 ‘스마트교육 본격 도

입을 한 실행계획[2]’도 발표하 다. 이로서 본격 으

로 ‘스마트교육’이 공론화되었고 ‘스마트교육’의 도입을 

해 2012년 세종시의 ‘스마트스쿨’을 시작으로 국

으로 스마트 교육을 도입한 41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구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교육’ 혹은 ‘스

마트러닝’은 스마트형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자기

주도 인 학습 환경의 설계가 가능한 학습 방법으로 정

의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교육 심의 ‘스마트러닝’

과 정부주도하의 ‘스마트교육’이 다각 으로 연구·실행

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의 다수가 취학 이후의 교

육에 한 내용이었다. ‘스마트교육’을 큰 맥락으로 보

자면, 기존의 ‘멀티미디어 학습’의 발 형으로 종 에 

갖지 못했던 디바이스의 휴 성과 여러 센서를 기반 한 

상호작용을 획득한 상태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기기에 한 부모

의 인식과 자녀의 사용실태 조사 설문[4]에서 부모는 

40% 이상이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늦을수록 좋다’고 응

답하고 있지만,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 조사결

과, 실내 활동이 많은 24∼35개월 자녀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를 극 으로 사용하기 시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취학  유아동

을 한 ‘스마트교육’의 구체  연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구 상에서 간과되고 있다.

앱을 통한 스마트기기의 교육  활용의 황 악을 

해 교육용 앱을 수집·분류·분석해보았는데(아이폰 

한국 앱스토어의 ‘교육’카테고리, 유료/무료/  다운

로드 Top 100), 교육용 앱의 경우 다수가 성인을 

한 것(71.6%)들이었고 어 심의 어학 교육을 목 으

로한 앱에 편 되어 있었다. 유아용 앱은 그 빈도도 

었지만(20.6%) 그나마 동 상·동요를 보고 듣는 단방향 

콘텐츠로 단순히 이어의 용도로 스마트기기를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는 탑재된 다양한 센서를 바탕으로 LBS 

(Location-Based Service, 치 기반 서비스)와 AR등 

스마트 기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사용성을 

극 화고 있고, 이는 스마트기기 기반 교육 콘텐츠에도 

반 되어 다양한 센서를 기반한 근 방법들이 시도되

고 있다. AR(Argumented Reality, 증강 실)이란 실세

계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실

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실기술이다. AR

의 경우, 교육 용시도와 연구로 그 교육  가치를 입

증했지만, 유아교육 용에 한 근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유아교육에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사례에서 실감과 사고 확산을 보인다는 [5]과 AR 

콘텐츠가 유아동에게 감각 이며 실 이고 실제 인 

학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6]을 고려해 볼 때, 다

양한 멀티미디어 소스와 맞춤형 A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유아용 교육 콘텐츠는 상당한 교육  효과를 

가질 것이라 기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가 학습

자의 수 과 흥미를 반 한 AR 교육콘텐츠를 동 상 

 음원소스와 함께 즉각 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용 모바일 AR 콘텐츠를 설계·제안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세∼5세를 상으로 하는 모바일 AR기반

의 “낱말카드” 교구를 설계·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유발과 몰입도 향상을 목 으로 학습구조를 도출

하고, 도출된 학습구조를 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이를 구 한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리 도구를 설계하여, 교수자가 여러 학습자의 

콘텐츠를 리하기 용이하도록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콘텐츠에 한 유의성 검증을 진행한다. 

II. 관련연구

1. 유아 교수모형에 관한 문헌적 고찰
1.1 교육에서의 최적몰입
     (칙센트미하이의 Flow를 중심으로)
‘최 몰입(Flow)’이란 어떤 행 에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  상태, 혹은 ‘최  경험’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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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내  동기에 기인하며, 환경의 난이도와 참

여자의 역량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 가능하다. 칙센트

미하이는 심층면담과 경험표집조사를 바탕으로 몰입상

태에서 경험하는 9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은 9가지 구성요소를 ‘몰입이 ’, ‘몰입 입’, ‘몰입경

험’, ‘몰입결과’의 4단계로 나  수 있는데, ‘도 과 기술

의 조화’, ‘명확한 목표’, ‘구체 인 피드백’은 몰입의 

제로서, ‘몰입 이 ’ 단계이다. ‘몰입 입’ 단계는 몰입의 

도입 단계로 몰입 경험 단계까지 지속되기 해 필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수행과제에 한 집 ’, ‘행 인

식의 통합’이 이에 해당한다. ‘몰입경험’ 단계에서 몰입 

당사자는 몰입 동안 ‘통제감’, ‘자의식 상실’, ‘시간의 변

형’을 경험하게 되고, ‘몰입결과’의 단계에서는 ‘내  보

상 경험’을 획득한다.

그림 1. 몰입의 단계적 특성

몰입은 학습에 있어 그 질과 지속 시간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  화된 웹 기반 학습에서 

이를 한 방안으로 다음 6가지 항목이 용되고 있었다.

그림 2. 웹기반 학습의 몰입을 위한 6가지 방안

1.2 동기유발과 유아 교육
1) ARCS 모델

교육학에서 동기유발을 해 사용되고 있는 ARCS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모델

은 ‘주의집 ’, ‘ 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4가지 주요 

요소로 나 고, 이를 획득할 수 있는 각 3가지의 하

략을 제시하고 있다[8]. 

주의집 련성 자신감 만족감

A1.지각적 각성
A2.탐구적 각성
A3.변화성

R1.목적지향성
R2.모티브 일치
R3.친밀성

C1.학습요건
C2.성공기회
C3.개인적 통제

S1.내재적 강화
S2.외재적 강화
S3.공정성

표 1. ARCS 모델의 구성 범주(keller,송상호,1999)

∙주의집 (attention)：‘주의집 ’은 학습이 시작될 

때, 학습자가 학습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학습 시, 주의집 을 해서 3가지 략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는 지각  각성(A1)으로 시청각 매체  의외

성을 이용해 주의를 집 시키고 그 집 을 분산하는 요

소를 지양한다. 둘째, 탐구  각성(A2)은 학습자의 능

동  반응 유도와 문제해결을 한 탐구의 장려  신

비감 제공 등으로 내 동기를 고취시킨다. 셋째, 간결하

되 다양한 교구  수업으로 흥미를 유지시킨다(A3).

∙ 련성(relevance)：학습내용이 자신과 련된 내

용이면 학습동기와 흥미가 높아지고 이는 최 몰입으

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를 ‘ 련성’으로 정의한

다. 구체 인 략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수업의 목

을 제시하거나 학습자가 주도 으로 학습의 목 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가 수업과 자

신 혹은 실과 련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략을 목 지향성(A1)이라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티  일치(A2)가 있는데, 학습자에 맞추어 동기를 설

정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이다. 다음 략은 친 성(A3)

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에 해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지

고 근 하는 방식으로 교수 설계 시, 학습자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학습자와 교수자의 공통 경험 

 경험 결합를 통해 학습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confidence)：자신감은 성공의 원인을 운이

나 과제의 난이도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얻어진다. 자신의 활동으로 목표

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을 길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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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본 요소의 핵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학습자의 수 을 단해 수업의 목표  구조와 시

험 등의 피드백을 명확히 제시하고(C1), 학습자가 성취 

가능한 목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C2). , 학습자

에게 일정 부분 수업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방법이 있다(C3).

∙만족감(satisfaction)：만족감은 성공 인 학습행

에 한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학습행 에서의 만족감은 학습자의 자신감, 주의

집 , 장기목표와 학습활동과의 련성 악 등의 자기

리기능  인지 략을 개발시켜 다. 구체 인 략

으로 3가지가 제시되는데, 먼  내재  강화(S1)는 학

습이 학습자에게 정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외재  강화(S2)는 학습의 결과에 한 보상을 제공함

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학

습의 수행  결과 보상에 있어 공정성(S3)을 유지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2) 동기설계 모델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결정되었다면 ‘동기설계’

로 수업에 한 집 과 흥미유발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Keller의 ARCS의 10단계 동기 설계 모델은 동기

설계를 한 체계 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8].

10단계의 과정으로 나 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데, 1단계, 코스 정보 획득에서는 교수내용의 검토 부분

으로 교구 목 과 내용  목표를 검토한다. 2단계, 

상자 정보 획득에서 학습자의 선수학습을 포함한 학습

수 과 경험 등을 면 히 조사하고 3단계에서는 2단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성향과 미흡한 부분을 분석한다. 

다음 4단계는 기존 교구의 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5단계에는 동기목표를 

결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한다. 6단계는 ‘ 비 략 단계’로 동기목표 달성을 

한 구체  략을 최 한 열거한다. 7단계는 6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략을 최종 선택한다. 8단계에서는 

동기 략과 교수 략을 통합하여 교수설계를 마무리한

다. 9단계는 교수설계를 바탕으로 교재를 결정 혹은 개

발한다. 10단계에서는 선택한 교재를 평가하여 동기요

소를 추가하고 수정·보완 한다. 

2. 유아 언어교육에 관한 문헌적 고찰
유아 언어교육의 내용과 황·특성 등을 알아보고자 

문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2.1 유아기 언어교육의 중요성
‘3∼5세 연령별 리과정’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유

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5세 리과정’으로 일원

화된 공통과정을 마련하면서, 언어교육에 하여 유아

기는 언어능력발달에서 기 가 형성되고 구어사용능력

이 격히 확장되고, 문어사용에 한 흥미와 이에 

한 기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명시화하여 그 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기의 언어사용 능력은 모든 학

습에 필요한 기 학습능력으로써 요할 뿐만 아니라 

진 으로 발달해가기 때문에 체계 이고 지속 인 

언어교육이 필요하다[9]. 한 세계 유아교육과정에서

도 의사소통과 개인, 사회, 정서발달을 주요 역에 포함

시키는 등, 핵심역량에서 의사소통에 비 을 둠으로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언어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10].

2.2 3∼5세 언어교육에서의 듣기/읽기/쓰기
‘3∼5세 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유아 언어

교육 활동 내용 분석[11]’에서는 언어교육 활동의 교육

과정 내용체계별 하 역 구성을 살펴본 결과, 말하기

와 듣기가 90% 정도를, 읽기와 쓰기가 10% 정도를 차

지하고 있어 그 편 에 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유

아기는 읽기와 쓰기 이 에 일상생활 경험을 소재로 삼

아 여러 사람들과 말하고 듣는 경험이 매우 요하고 

이들 음성언어를 기 로 읽고 쓰는 문자언어 학습이 이

루어져야 하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통합성과 

균형성이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육지도서에서 말하기에 50% 이상 지

나치게 편 되어있어 언어교육 활동을 듣기, 읽기, 쓰기

역에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기에 각 학 의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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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었다. 

2.3 유아의 언어 발달 특성
유아기 사고의 특징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며 가장 요한 상징  표 의 수단은 언어다. 때문에 

유아들은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사고와 추론 기술을 발

달시킨다. 언어는 유아로 하여  추상  개념을 습득하

여 개념이나 도식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장한 후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환하도록 돕는다[12].  

2.4 유아기의 놀이와 학습
유아기에는 놀이와 학습의 경계가 모호하며, 상호작

용을 가진다. 유아의 놀이는 활동 자체가 목 이 되며 

일정 유형이나 행동 양식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자기

가 하고 싶을 때 시작하는 활동이고 근본 으로 쾌락에 

목 을 두고 있다. 비조직 , 비지시 인 활동이며, 모

든 갈등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진행된다. 따라

서 놀이는 항상 높은 동기가 유발되며 이에 따라 높은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활동이다[13].

그리고 일반 으로 놀이는 유아·아동의 발달유형에 

따라 규칙 인 순서로 일어나며, 놀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상태와 지능, 사회성, 환경, 성별과 형제자

매의 유무, 시 성이나 사회구조, 놀이 시설  자료, 계

 등이 있다[14]. 

3. 언어교육완구 사례 분석
유아를 한 언어학습 교구의 설계를 해 기존 언어

교육완구 사례 연구로 국내 언어교육완구와 멀티미디

어형 언어교육완구를 분석하여 각 교구의 특성을 분석

했다. 국내 온라인 시장  ‘네이버 지식 쇼핑’과 ‘옥션’,

‘인터 크’, ‘CJmall’의 제품을(2013년 11월 1일∼7일) 

조사하여, 15개의 특징  교육완구를 선별하 다. 제품

의 특징과 소재, 사용연령 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하 다.  

제품명 특징 연령

자석놀이 3종 세트

 ·한글, 영어, 숫자 3조 구성 
 ·입체적 놀이를 통한 언어학습효과 0Y↑

아리아띠 사운드 
자석글자

 ·자석글자모형과 세이펜으로 구성
 ·기존 자석글자놀이와 함께 글자를 세이펜

으로 누르면 해당 글자 동요가 나옴.
3Y↑

베이비루시 
자석낱말카드

 ·실사이미지+낱말카드 180종,알파벳・숫
자・색깔・모양・가나다 카드 72종 구성

 ·창의력발달,사물인지,한글,영어숫자학습
3Y↑

리틀 퓨처북/
코코몽 펜

 ·말하는 펜, 스티커북,말하는 그림책, 학습 
포스터(소리로 배우는 벽그림)로 구성

 ·캐릭터 팬으로 그림,스티커 등을 누르면 해
당 음원 플레이

3Y↑

붙였다 떼었다 
자석시리즈

 ·사물 자석과 그림판으로 구성
 ·사물 자석을 그림판의 해당 부분에 붙이고 

떼는 놀이 학습
18M↑

드세코 
나무자석 옷입히기

 ·팔,다리,몸통,소품등의 자석으로 구성
 ·조각들을 배치하면서 창의력 향상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이해 학습

24M↑

끼우며 배우는 
3종 세트

 ·낱글자와 퍼즐 북으로 구성
 ·이미지에 해당하는 낱글자 퍼즐을 끼우기
 ·퍼즐을 떼어내면 추가 낱말이 있음

18M↑

블루래빗 
매칭 카드

 ·매칭 카드와 카드 교재
 ·같은 그림 맞추기 등의 놀이를 통해 사물 

인지와 단어 학습
18M↑

척척한글박사 
낱말놀이

 ·사물단어 100장(다회용 접착 카드)
 ·실제 사물에 낱말 붙이기, 장보기 놀이, 색

깔 맞추기 등을 통한 실생활 학습
3Y↑

LG전자 키즈 패드

 ·유아동 전용 스마트 패드.
 ·각종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및 놀이  4Y↑

브이텍ABC마그네
틱냉장고

 ·식품 자석모형과 센서 냉장고 모형
 ·식품 모형을 냉장고에 넣으면 읽어줌 3Y↑

사운드북-한글놀이

 ·책의 버튼을 누르면 각 학습 음원 실행
 ·이름, 인사 등의 42개 소리, 66가지 사운

드.
18M↑

붙여도 붙여도 
스티커 왕

 ·인지, 공룡, 한글, 창의력등의 8개 주제의 
스티커 600장 18M↑

유아교육 
병풍포스터

 ·6폭 병풍형. 12면 교육 주제별 이미지 18M↑

북트리

 ·책 읽어주는 책꽂이
 ·동화책 30권, 낱말카드, 사용자 제작 스티커 24M↑

표 2. 언어교육완구 시장조사



모바일 AR 기반 낱말카드 교육 콘텐츠 설계 및 구현 621

언어교육완구를 기존학습교구와 멀티미디어형 교육

완구, Web기반 교육 콘텐츠로 나 어 매체  특성을 

분석해보았는데, 인터랙션과 콘텐츠의 호환이 제한

이거나,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한 수업의 지원에 제

약을 가지고 있었다. 

특성 기존학습교구
멀티미디어교
육완구

Web기반 
교육콘텐츠

제작형 
AR기반
교육콘텐츠
(제안콘텐츠)

인터랙션 직관적 
인터랙션

직관적 
인터랙션

마우스를 
이용한 

인위적 조작 
직관적 
인터랙션

콘텐츠 
호환성 호환성 없음 제한적 호환 제한적 호환 호환됨

멀티미디어
요소 매우 제한적

멀티미디어적 
학습 콘텐츠 

전달

멀티미디어적 
학습 콘텐츠 

전달

멀티미디어적 
학습 콘텐츠 

전달

표 3. 교육 콘텐츠의 매체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작형 AR기반 교육콘텐츠의 

활용으로 기존 언어학습에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4. 제작형 멀티미디어 교구 사례 분석
‘스마트교육’의 공론화로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자기주도 인 학습 환경의 

설계가 가능한 학습 방법의 필요가 역설되면서 스마트

형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제작형 교육 콘텐츠들이 설

계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교수자용 콘텐츠 리 도구” 설계를 하여 제작형 멀

티미디어 교구들의 특징들을 분석하 다. 

1) 사용자 참여형 교육용 e-Book 제작 기술[15]

스 치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참여형 인터페이스 

기술과 보다 높은 실재감을 제공하는 증강 실 기술을 

개발하여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에 목하고, 교육공학 

문가와의 업을 통한 분석, 평가  교육 장 검증, 

제작된 콘텐츠의 사업화 등을 통해 실제 인 피드백 환

경을 갖춘 교육용 e-Book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 사례

이다. 

2) 미취학아동을 한 증강 실 기반의 환경교육 에

듀테인먼트 콘텐츠 제작[16]

증강 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문 인 로그래  지식이 없이 보편화된 

작도구를 사용한 손쉬운 증강 실의 구 과 에듀테인

먼트 요소가 용된 융합된 교육콘텐츠의 제작을 다룬 

사례이다. 

3) 자기주도 학습지원용 유아 멀티미디어북 스마트

폰 앱의 설계  구 [17]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한 유아 멀티미디어북 DIY 

스마트폰 앱을 기획하게 된 이론  배경 고찰과 모바일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BBD(Baby multimedia Book DIY) 스마트폰 앱의 설계 

 구  사례이다. 

분석 상 교구를 사용 디바이스, 도구에서 멀티미디

어소스 직 제작 지원 여부, 실생활에서 일반사용자의 

즉각  사용성 측면에서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학습 콘텐츠 제작  참

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AR 타겟  타겟에 매칭되는 가상 콘텐츠를 등록 리

하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휴 성이 

제한된 디바이스 사용이나 이미지·음원의 선행 제작을 

제한 시스템으로 교육 장 혹은 실생활에서의 즉각

인 반 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성
사용자 참여형 
교육용 
e-Book

AR 환경교육 
콘텐츠

Baby 
multimedia 
Book DIY

제작형 AR기반
교육콘텐츠
(제안콘텐츠)

디바이스 PC PC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제작지원 - 소스제작
필요

소스제작
필요

소스제작
지원

교육의 
즉시성

학습자
피드백 지원 - - 즉각적 교수 

지원 가능

표 4. 제작형 멀티미디어 교구 사례 

III. 학습자용 AR 유아 언어교육 콘텐츠 설계

앞서 언어학습완구 시장조사를 통하여 그 종류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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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알아보았는데, 어·한 ·숫자를 막론하고 언어학

습에서 기 인 방법은 문자와 발음의 암기 고, 그 

후에 조합과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

장조사결과와 유아 언어발달 문헌조사 내용을 고려하

여 3세∼5세를 상으로 하는 ‘낱말카드’ 타입으로 콘텐

츠를 설계·제안하고자한다. AR이란 실세계에 가상물체

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실이다. 본장에서는 모바일 디

바이스에 AR 기술을 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

메라로 실제 교구  자료를 비추면 단어가 숨겨진 곳

에 낱말카드가 증강되는 일종의 ‘AR 낱말카드’를 설계

하려고 한다. 이를 해 먼  학습 구조를 도출해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용하고, 로토타입을 구 한다.

1. 몰입도 향상과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구조 설계
학습자의 몰입도 향상을 하여, ‘웹 기반 교육에서 

최 몰입경험 방안[7]’을 증강 실 학습모델에 응용하

여 용하고, 학습동기유발을 해 ’ARCS의 동기설계 

모델[8]’을 콘텐츠의 학습 구조 단계별로 용하 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된 학습구조이다.

순서 학습 진행 몰입도 향상 동기 략

도입
교수자가 AR낱말
카드를 실행해 사
용법을 소개한다.

- -

전개

카드 찾기 실물 교구 사용
숨겨진 낱말카드을 
찾아내는 형식(A2.
탐구적 각성)

카드 실행 직관적 인터랙션을 통
한 사용자 편의

학습자에 맞게 난이
도 조절(C2.성공기
회)
학습시작/종료선택
(C3.자기통제)

낱말과 발음 출력 수행과제에 대한 집중 
유도

지각요소로 인한 주
의환기(A1.지각적 
각성)

관련음원 출력 멀티미디어적 요소로 
과제에 대한 흥미 유지

하나의 낱말에 다양
한 소스 제공(A3.변
화성)
학습자의 관심사를 
학습에 이용(R2.모
티브 일치, R3.친밀
성, S1.내재적 강화)

마무리 실행 낱말카드 목
록 실행

과제 수행으로 자신감
(통제감) 획득

낱말을 모아 ‘나만
의 낱말 놀이’형성
(C3.개인적 통제, 
S1.내재적 강화)

표 5. 몰입도 향상과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구조

1) 학습의 도입

본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은 먼  ‘도입’에서 교수자가 

앱을 실행해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주의를 환기 시킨다.

2) 학습의 개 - 낱말 찾기

이어서 학습자는 ‘낱말 찾기’를 시작한다. ‘낱말 찾기’

는 ‘카드 찾기’, ‘카드 실행’순으로 진행되고 카드를 실행

하면, ‘낱말과 발음 출력’, ‘ 련음원 출력’이 이루어진

다. 학습벽보 등의 2차원 실물교구에 스마트폰을 비추

어 ‘카드 찾기’를 시작한다. ‘카드 찾기’에서는 스마트폰

으로 학습벽보를 비추어 낱말이 숨겨진 카드가 증강되

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몰입도 향상을 하여 실물 교

구를 활용해 사용자의 근성  편의성이 높이고, 

ARCS 모델의 주의집  요소에서 하  략  두 번

째 ‘탐구  각성’을 용하여 숨겨진 낱말카드를 찾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설계하 다.

‘카드 찾기’에서 탐색으로 증강된 카드를 찾은 후, ‘카

드 실행’ 단계로 가게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증강된 카

드를 비추고 ‘ 립’하면 카드가 사라지고 낱말이 증강된

다. 증강된 낱말을 '탭'하면 낱말의 발음이 이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 으로 낱말이 보이고 청각 으로 

발음이 이 되어 수행과제에 한 집 을 유도하고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 다(A1.지각  각성).

낱말을 ‘더블 탭’하면 련 음원이 이된다. 이는 

멀티미디어  요소로 주어진 과제에 한 흥미를 유지

시키고, 하나의 낱말에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여 주의집

을 꾀하고(A3.변화성), 학습자인 유아의 심사를 학

습에 이용(R2.모티  일치, R3.친 성, S1.내재  강화)

하여 학습 동기 유발을 유도하기 함이다.

3) 학습의 마무리 - 낱말놀이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과제수행을 통한 자신감 

획득을 해 보상으로 .‘낱말놀이’가 제공된다. 낱말카

드 실행이 완료되면 화면의 하단에 완료 낱말카드 아이

콘을 생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숨겨둔 낱말카드를 찾아 

실행하기를 계속 진행하면 일종의 실행성공목록이 만

들어지는데, 각 아이콘을 ‘탭’하게 되면 ‘낱말 찾기‘ 모드

에서 ’낱말놀이‘ 모드로 환된다. ‘낱말 놀이’ 모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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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단의 낱말목록을 '탭'하면 해당 낱말이 화면 앙

에 출력된다. 앙의 낱말을 ‘탭’해서 발음과 련음원

(동시, 동요)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나만의 낱말

놀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

취하고자 하 다.(C3.개인  통제, S1.내재  강화)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설계된 학습구조를 토 로 콘텐츠 구 을 해 콘텐

츠의 시스템 흐름도를 작성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각 화

면을 정의하 다.

2.1 시스템 흐름도
설계된 학습구조를 토 로 콘텐츠 구 을 해 콘텐

츠의 시스템 흐름도를 [그림 3]과 같이 작성하 다.

그림 3. 시스템 흐름도

2.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 화면설계
시스템 흐름도를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각 화면

을 정의하 다.

1) 시작 화면

앱을 실행하면 스 래시 상 뒤에 처음으로 나오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낱말찾기’와 ‘낱말놀이’, ‘설정화

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낱말 찾기

시작화면에서 ‘낱말 찾기’를 탭해서 이동한다. ‘낱말

찾기’화면으로 이동하면 카메라 뷰가 실행되고 카드를 

탐색하게 된다. 하단의 아이콘을 탭해서 각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다.

3) 카드 증강

카메라 뷰에 타겟 이미지가 인식되면 카드이미지가 

증강된다. 증강된 카드이미지를 비추고, 단말기를 립

하면 단어가 증강된다.

4) 단어 증강

단어는 카드이미지와 동일한 치에 증강되고 하단

에 단어 아이콘이 생성된다. 증강된 단어를 탭하면 발

음이, 더블 탭을 하면 련음원이 출력된다.

5) 낱말놀이 I – 이미지 출력

생성된 단어 아이콘을 탭해서 이동한다. 하단의 단어 

아이콘을 탭하면 해당 이미지가 화면 앙에 출력된다.

6) 낱말놀이 II – 단어/발음/음원 출력

출력 이미지를 탭하면 단어와 발음이 출력되고, 다시 

탭해서 련음원을 들을 수 있다. 음원이 출력될 때, 이

미지와 단어가 교차 출력된다.

그림 4. 화면 설계

3.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3.1 디자인 컨셉
콘텐츠의 내용을 이미지화하기 해 ‘찾기’,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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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으로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에 맞추어 ‘숨어 있

는 낱말카드를 찾아 떠나는 기차 여행’으로 테마를 잡

았다.

그림 5. Main Concept Image
 

콘텐츠의 타이틀은 국문 ‘낱말찾기 기차’, 문 ‘Word 

Train Trip’이다. 기차의 이미지를 사용해 낱말카드를 

찾을 때마다 열차가 한 칸씩 증가하도록 기획하 다. 

사용된 색상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주황, 노랑, 록, 하

늘색을 주조로 하고 키컬러는 #ff6600, #ffc000, #73b702, 

#00b0f0로 디자인을 진행하 고, 폰트는 비교  간략한 

모양의 손 씨 폰트를 사용해 유아  이미지를 살리고

자 ‘한컴 백제 Bold’를 채택하 다.

그림 6. 폰트와 키컬러

3.2 화면 디자인
화면 설계의 내용을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이미지화

하 다.

그림 7. 화면디자인 

1) 스 래시

스 래시 화면은 앱을 실행하면 앱 실행을 한 데이

터 로딩 시간에 나오는 화면이다. 콘텐츠의 테마인 ‘숨

어 있는 낱말카드를 찾아 떠나는 기차 여행’을 이미지

로 표 했다.

2) 시작 화면

‘낱말 찾기’, ‘낱말놀이’의 버튼을 기 사가 들고 있는 

돋보기와 낱말카드로 형상화하고, ‘설정’은 톱니바퀴가 

실린 열차 칸으로 나타냈다.

3) 낱말 찾기

시작화면에서 ‘낱말찾기’를 탭해서 이동한다. ‘낱말찾

기’화면으로 이동하면 배경이 카메라 뷰가 되고 원색의 

볼드한 테두리 모양의 카드가 증강되어서 단어가 숨어

있는 이미지를 표시해 다. 증강된 카드를 립하면 카

드가 획득되는데, 획득한 카드의 리스트를 기차 모양의 

아이콘으로 형상화해 가로화면의 하단에 출력되도록 

하 다.

4) 낱말 놀이

‘낱말 찾기’에서 생성된 단어 아이콘을 탭해서 이동한

다. 체 인 이아웃은 ‘낱말 찾기’와 동일하게 주되 

배경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흥미요소를 더 

했다. 하단의 기차 모양 단어 아이콘을 탭하면 해당 이

미지가 화면 앙에 출력되어 획득한 단어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 다.

3.3 프로토타입 구현
로토타입 구 에서는 디자인한 이미지를 안드로이

드 화면으로 옮기고 UI를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유아용 모바일 AR 언어교육 콘

텐츠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JDK, 안

드로이드 개발 도구 (ADT: Android Develeope Tools), 

Qualcomm Vuforia SDK를 설치한 Eclipse 환경에서 

구 하 다. 

[그림 8]과 [그림 9]는 구 된 앱을 실제 학습벽보에 

비추어 사용하는 모습이다. 앱을 실행해서 학습벽보에

서 카드를 탐색한다. 카드를 찾아 증강되면 카드를 탭

해서 단어를 증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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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현 내용

학습벽보에 앱을 실행해서 카메라 뷰로 비추었을 때, 

증강되는 내용을 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앱 실

행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보면 학습벽보에 카드

가 증강된다. 카드를 실행해 단어가 증강된다.

그림 9. 증강 내용

구  로 학습벽보를 사용하 으나, 2D로 제공되는 

다른 교구도 모두 활용가능하다. 그림책, 가족사진, 아

이가 직  그린 그림, 지도, 스티커 등 일상의 소재를 활

용해 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도록 교수자용 

리 도구를 설계하 다.

IV. 교수자용 AR 유아 언어교육 콘텐츠 관리도구 

콘텐츠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해 비마커 기반 AR 

기술을 이용하여 목표교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증강 실을 구 하기 해서는 마커를 등록·인식하

고 이를 기 으로 특정 콘텐츠를 연결해서 증강해주는 

엔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엔진은 직  개발하거나 AR

을 지원하는 기존 엔진을 활용하여 구 하는 것이 가능

하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AR 콘텐츠 리도구는 AR 

API , Vuforia를 활용하여 AR을 구 하도록 설계되

었다. Vuforia SDK 기반 AR 애 리 이션은 iOS와 

Android에 한 AR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Vuforia 

AR은 실세계의 뷰를 나타내는 디스 이에 실시간 

카메라 미리보기를 더링하고, 가상 객체가 카메라 미

리보기에 첩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트래킹을 통해 

실세계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Vuforia 랫폼은 Vuforia Engine과 Target Management 

System을 개발자에게 지원한다. 개발자는 Vuforia 

Engine을 이용해 가상객체가 더링 될 치와 상황

(사용자 인터랙션)값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Target Management System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더링의 상을 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구에서 교수자용 ‘콘텐츠 

리도구’는 교수자가 여러 학습자의 콘텐츠를 리하기 

용이하도록 학습자가 사용하는 ‘콘텐츠’와 분리하여 설

계되었다. 교수자가 모바일로 타겟을 등록하고 멀티미

디어 소스를 첨부하고 인터랙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는데, 여기에 부가 으로 사용자 편의를 해 타겟 

이미지 편집지원과 증강소스 제작부분을 추가 설계하

다. 

개발자가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시

스템을 구 한 뒤, 교수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

여 어디에 어떤 내용의 텍스트가 언제, 즉, 어떤 인터랙

션을 할 때, 증강될지를 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Target Management가 가능해

지면서 디바이스 자체 카메라로 촬 한 사진 이미지를 

타겟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카메라 촬  

상 특성상 특정 사이즈의 사각형 형태이미지로 한정

된다. 

그림 10. 붙이는 교육 완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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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완구에서는 언어학습 뿐 아니라 생활습 , 

수학, 미술, 과학 등의 교구 반에 자석 혹은 스티커 등

의 방식을 이용한 [그림 10]과 같은 ‘붙이는 교구’가 활

용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사진을 어 즉

시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붙

이는 교구’에 AR 타겟을 용할 경우 타겟의 배경이 달

라질 때 마다, 타겟을 재등록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특정 부분을 타겟으로 등록하기 해 

사 촬 할 경우, 이 맞지 않아 타겟으로서의 합

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때문에 타겟의 등록 단계에서 

이미지의 일부분만 타겟의 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AR을 활용한 언어교육 콘텐츠의 기

획단계에서, 콘텐츠의 구성상 필요한 이미지 소스를 이

미 가지고 있다고 제한다면 교수자는 이미지 작업을 

한 로그램 등의 제작기술습득과 작업시간이 필요

하거나, 련 이미지 소스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모바일

을 활용한 즉각 인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단하고, 모

바일 상에서 간단히 증강할 텍스트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2. 교수자용 인터페이스 설계
다음은 로그인 화면과 낱말카드리스트 화면, 그리고 

낱말카드 상세보기 화면이다. 낱말카드리스트 화면에

서 리스트를 탭하여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하여 편집

하거나 리스트 상에서 체크박스로 선택하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1. 주요화면설계

2.1 모바일 AR 타겟 등록 설계
모바일기기 상에서 이미지를 AR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타겟 등록 시, 필요에 따라 이미지의 특정 

역을 타겟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한다. 다음은 이

와 같은 기능 설계를 한 기능명세 내용이다.

기능명 (Depth)

기능설명Depth-2 Depth-3

ID 기능명 ID 기능명

TM
Target
Manag
ement

TM01 Open 
Image

•타겟으로 선택할 이미지 파일을 불
러온다. 

TM02 Target 
Area •이미지에서 타겟 영역을 선택한다.

TM03 Save 
Name •타겟의 이름을 저장한다.

표 6. 모바일 AR 타겟 등록 기능명세

타겟 등록을 해 이미지를 불러오고 필요한 경우, 

역 표시기능을 사용해 특정 부분을 타겟으로 등록한

다. 역표시는 ‘사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칠하기’의 

3가지 방법으로 제공된다.

그림 12. 모바일 AR 타겟 등록 화면설계

‘사각형 그리기’는 ‘사각형 그리기’버튼을 터치한 후 

이미지에 한 을 고 드래그하면 터치가 시작된 지

을 출발 으로 사각형 각선 방향으로 그려지며 터치

가 끝난 을 도착 으로 네모 그리기가 완료된다. ‘원 

그리기’는 ‘사각형 그리기’와 동일한 방식인데 사각형의 

상하좌우에 하는 ‘타원’으로 나타난다. ‘칠하기’는 ‘칠

하기’ 버튼을 터치한 후, 이미지에 드래그하면 터치가 

끝날 때까지 색이 칠해지고, 색이 칠해진 부분이 타겟 

역으로 지정된다. 

리셋 버튼을 터치하면 역설정이 취소된다. 타겟의 

역을 설정한 후, 타겟의 이름을 입력하고 장하면 

타겟 등록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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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강 텍스트 입력 설계
타겟 등록이 완료되면 증강될 단어를 입력한다. 다음 

표는 증강 텍스트 입력의 기능명세 내용이다. 

기능명 (Depth)

기능설명Depth-2 Depth-3

ID 기능명 ID 기능명

TM
Target
Manag
ement

TM01 Open 
Image

•Target으로 선택할 Image File을 
불러온다. 

TM02 Target 
Area

•Image에서 Target Area를 선택
한다.

TM03 Save 
Name •Targetr의 이름을 저장한다.

표 7. 모바일 AR Target 등록 기능명세

단어입력에서는 단어와 색상 값을 장하는데, 증강

될 때, 단어는 흰색이고 색상 값은 그 테두리에 반 된다.

그림 13. 증강 텍스트 화면설계

단어 입력의 기본 값으로 카드명이 출력된다. 색상을 

선택하지 않고 장하면, #FFFFFF로 지정된다. 색상 

값의 입력은 팔 트의 12색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

이다. 

2.3 음원 및 동영상 입력 설계
음원  동 상 입력을 한 기능명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명 (Depth)

기능설명Depth-2 Depth-3

ID 기능명 ID 기능명

MS
Multime

dia  
Source

MS01 Open 
File

•해당 인터랙션에 연결될 멀티미디
어 소스를 불러온다. 

MS02 Add
Source

•멀티미디어 소스 입력 항목을 추
가한다.

표 8. 음원 및 동영상 입력 기능명세

낱말 찾기의 음원  동 상은 립, 탭, 더블 탭의 인

터랙션에 1:1 매칭된다. 3가지 인터랙션을 기 으로 인

터랙션에 해당하는 소스 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음

원과 동 상 입력이 가능한데, 음원을 입력할 경우, 단

어입력 값을 반 한 기본 이미지가 증강된다.

그림 14. 음원 및 동영상 넣기 화면 설계

음원은 녹음으로 생성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동 상을 

선택하면 해당 상만이 증강되고, 낱말놀이에 음원  

동 상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V. AR기반 언어학습도구의 효과검증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유아교육용 모바일 AR 

콘텐츠의 교육효과 검증을 다루려고 한다. 유아의 경우 

교육의 효과를 직 으로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어서 본 교구를 활용한 수업  놀이에서의 몰입도 향

상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하 다. 

1. 가설수립
유아의 몰입은 ‘유아 놀이 몰입 척도 개발  타당화

[18]’의 ‘유아 놀이몰입 척도의 요인 구조’에 따르면, 다

음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인1은 ‘문제해결

과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에 도 하는 등의 문제

해결과정을 즐기는 몰입의 요인이다. 요인2는 유아가 

집 하여 불필요한 정보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 내용으로 ‘놀이에 한 집 ’이라 한다. 요인3은 유

아가 놀이에 열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모습을 의식

하지 못하는 Csikszenmihalyi(1975)의 ‘자의식 상실’과 

련된 내용이다. 요인4는 놀이에 열 하면서 평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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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지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으로 ‘시간의 변형된 느낌’라고 명

명하고 있다. 본 검증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과

정‘,’놀이에 한 집 ‘,’자의식 상실‘,’시간의 변형된 느

낌‘의 요인에 근거하여, 각 항목의 향상도를 분석하 는

데,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가설을 수립하 다.

그림 15. AR기반 언어학습도구의 효과검증을 위한 가설

2. 가설 검증 방법 설계
콘텐츠의 효과검증 실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효과검

증 실험은 서울시 강남구 치동 ‘L유치원’에서 3∼4세 

유아를 상으로 1주간 2회 실시한다. 평가 상은 3∼4

세의 유아 6명(남아 3명, 여아 3명)으로 구성한다. 1차 

수업은 비교수업으로 기존의 교구를 활용해 수업을 진

행한다. 2차 수업은 AR실험수업으로 연구자가 제공하

는 하는 제안 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장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L유치원’

상
대치동에 거주하는 3~4세 유아 6명
(남아 3명, 여아 3명)

수업 내용 가족 구성원 명칭. 집 내부의 명칭 
검증 역 제안 APP을 활용한 단어 학습의 몰입도 
수업 차수 2차
수업 기간 11월 30일 ∼ 12월 6일
활용 도구 학습보드, 제안 앱 및 단어장

표 9. 콘텐츠의 효과검증 실험 개요

다음은 사용자 평가에서 AR실험수업과 비교수업에

서 처치할 수업의 차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유아

를 상으로 실험처치를 하고, 교수자가 수업을 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지를 작성한다. 

검사지는 련 연구 분석을 토 로 교수자에게 제작

하여 제공한다. 교수자의 검사지 작성이 완료되면, 수거

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차  학습 내용 AR 실험수업 비교수업

도
입
단
계

학습보드제시
학습내용이해

•학습보드 제시 
•단어설명
-교수자가 학습내용을 
설명한다.

•학습보드 제시 
•단어설명
-교수자가 학습내용을 
설명한다.

전
개
단
계

단어학습
및 

음원듣기

• 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자가 낱말카드를 
찾아“이 그림은 000
이에요”하고 앱을 실
행한다.(단어와 음원 
실행)

•단어장을 활용하여수
업을 진행한다.

-교수자가 보드의 이미
지를 가르키며 “이 그
림은 000이에요,”하
고 단어장을 붙인다.

정
리
단
계

단어확인

•유아가 교수자가 말하
는 단어를 찾아 플레이
한다.
-교수자가 “00을 찾
아볼까?”하면 유아가 
단어를 찾아 플레이한
다.

•유아가 교수자가 말하
는 단어의 단어장을 해
당 이미지에 붙인다. 
-교수자가 “00을 찾
아볼까?”하면 유아가 
단어장을 보드의 이미
지에 붙인다.

표 10. AR실험수업과 비교수업의 실험 절차

그림 16. 유아 놀이 몰입 척도 검사지

‘유아 놀이 몰입 척도 개발  타당화[18]’에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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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회의 타당도 검증과 비 검사·본검사를 통하여 

놀이몰입 척도의 문항을 결정하고, 공인타당도를 검증

한 놀이몰입 측정 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몰입도 향상 검증을 한 

‘유아 놀이 몰입 척도 검사지’는 ‘유아 놀이 몰입척도 개

발  타당화’의 ‘놀이몰입’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다음 

12 문항을 작성하 다. 문항 1∼6은 '문제해결과정'을 

문항 7∼9는 '놀이에 한 집 ', 문항 10∼11은 '자의

식 상실', 문항 12는‘시간의 변형된 느낌'을 분석하기 

한 문항이다.

3. 실험 결과 분석
제안 AR기반 학습도구 활용에 따른 유아의 학습 몰

입도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제안 AR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과 비교수업에서 유아의 학습태도

를 교수자가 찰 평가하게하고, 찰 데이터에 하여 

응표본 t-테스트(단측검정)를 수행하 다. 

몰입척도
항복

문제해결
과정

수업에 
한 집

자의식 
상실

시간의 
변형

평균 기존 수업 14.83 6.83 3.50 1.66
AR 수업 19.16 9.83 6.50 2.83

표준편차 기존 수업 04.49 1.16 0.83 0.51
AR 수업 03.37 1.32 1.37 0.40

표준오차 기존 수업 01.49 0.38 0.27 0.17
AR 수업 01.12 0.44 0.45 0.13

t-검정(p) 0.04401 0.00098 0.00052 0.00073

표 11. 기존수업 대비 AR실험수업의 몰입도 향상 검증실험
결과

검증실험의 결과로 수거된 검사지를 분석해  와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7. 몰입도 검증 실험 장면

본 실험에서 수립한 4가지 가설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에 하여 제안 AR기반 학습도구를 활용한 

수업에서, 유아의 문제해결과정의 몰입척도가 유의미

하게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 = .04401) 이는 

본 교구의 활용으로 수업에서 유아의 문제해결에 한 

의지  극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설 2)에 한 검증실험의 결과로, 기존 수

업에 비하여 제안 AR기반 학습도구를 활용한 수업에

서 유아의 수업 집 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결과(p 

= .00098 )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상한 수업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AR 기반 학습도구

가 수업에 한 집 도를 향상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가능하다.

가설 3)에 한 검증실험 자료에서도 제안 AR기반 

학습도구를 활용한 유아 상 수업에서 자의식 상실 요

소의 유의미한(p = .00052 ) 증가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안 AR 기반 학습도구가 유아의 수업  자의식 

상실을 유도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4)에 하여 검증한 자료 분석에서 기존수업과 

비교하여 제안 AR기반 학습도구를 활용한 수업에서 

유아의 시간 변형 경험의 측정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 = .00073 ). 이와 같은 결과

는 유아의 시간변형경험 측정치 증가에 제안 AR기반 

학습도구 용이 일정 부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 4가지 가설의 검증결과로 볼 때, 유아를 상한 

수업에서 본 교구의 활용이 유아의 몰입도를 유의하게 

향상 시킨다고 볼 수 있다.

4 가지 가설에 한 검증 실험 외에 제안 콘텐츠의 학

습효과를 높이기 한 방안 모색을 하여 교수자에게 

콘텐츠에 한 문제   개선과 련한 설문 조사를 

추가 으로 실시하 다. 교수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는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통하여 증강된 낱

말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화면을 터치하는 방

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증강된 

낱말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3세∼5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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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낱말카드’ 타입의 모바일 AR 교구를 설

계·제안하 다. 동기유발과 몰입도 향상을 목 으로 학

습구조를 도출하고, 도출된 학습구조를 용한 콘텐츠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이를 구 하 다. 그리

고 구 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리 도구를 콘텐츠

와 분리된 타입으로 설계하여, 교수자가 여러 학습자의 

콘텐츠를 리하기 용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콘텐츠의 교구로서의 가치를 검증하

기 해, 구 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과 기존수업에서

의 유아의 몰입도를 비교 검증하여 유아를 상한 수업

에서 제안교구의 활용이 유아의 몰입도를 유의하게 향

상 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교수자를 상으

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스크린 터치 인터랙션을 체

할 수 있는 유아들을 한 보다 간단한 인터랙션 방법

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는 AR 기술을 모바일에 

용한 교구로 ‘말하기’와 ‘듣기’에 편 된 유아 언어학

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장에서 다각 인 ‘읽기’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한 ‘낱말 찾기 기차’

는 교육 장의 상황과 유아의 심  흥미에 맞추어 

콘텐츠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간단히 모바일 AR 콘

텐츠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자는 

기존의 학습벽보를 비롯한 사진, 그림, 동화책 등의 교

구를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사진을 어 ‘낱말카

드’를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카메라로 은 사진에 해

당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기존 음원이나 디바이스를 이

용해 단어의 발음 등을 녹음하여 생성된 음원을 추가하

면 장에서 바로 콘텐츠를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상이 되는 유아기의 아동들은 언어학습

에 한 심도나 학습 수 이 각 유아별로 매우 다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리자 도구를 

이용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학습의 흥미

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연구에서 진행된 유아의 몰입도 향상 검증실험은 모

바일 AR 콘텐츠에 한 유아의 교육효과를 시사하고 

있지만, 최종 으로 설계한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맞춤

형 교구에 한 평가를 하지 못했고, 검사 상의 수가 

제한 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구로 우선 검증된 내용과 교사설문을 바탕

으로 설계의 내용을 보강하고 구 을 완성한 후, 확장

된 사용자 평가를 통한 콘텐츠 검증이 향후 연구로 진

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우려하면서도, 주로 동요·동화의 휴 용 이

어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반면, 이에 안이 될 만한 스

마트기기를 활용한 유아 교육 콘텐츠는 유아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 우려로 인해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기에, 

유아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  유아용 콘텐츠에 한 

여러 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련하여, 본 제안 콘텐츠는 교수자의 지도하

에 유아동의 기기 사용이 제어 되는 것을 제함으로

써, 장시간 유아에게 모바일 기기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용되는 근본 인 우려사항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와

는 별도로 콘텐츠 자체의 기능으로 기기 사용의 시간 

 방법이 제어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콘텐츠 자체가 올바른 모바일 기기의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는 발 된 

형태의 교육 콘텐츠 모형에 한 연구를 향후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동을 상으로한 모바일 교

육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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