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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술의 발달로 증강 실에 한 심은 속히 증가하고 있다. 증강 실은 학습자의 시각, 청각, 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몰입감과 흥미감을 증진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을 활용하여 유아 기  미술 교육을 한 드로잉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것은 유아들에게 그림을 쉽

게 하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몰입감, 성취감, 흥미감을 과 동시에 은 비용으로 효과 인 

미술지도학습을 할 수 있다.

ABSTRACT

Interest of augmented reality increases rapidly due to development of recent technology. Augmented reality offers learners various 

satisfactions by using the sense of sight, hearing, touch, etc. and enhances immersion and interest. This paper presents a drawing 

system for toddler’s art education using augmented reality. This system helps toddlers draw pictures easily and  can teach toddlers art 

learning effectively at low cost as well as provide immersion, achievement, an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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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술교육은 다 지능이론에 기 하고 있으며, 그

림 지능, 그림 표상능력 그리고 자아 존 감을 증진

시켜주기 한 효과 인 방법이다. 유아의 미술경험

은 사물과 사건의 시각 인 이미지를 기존의 사고체

계와 연결 지어 표상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지와 

지능발달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그리기 역

은 특정 상황, 특정 상을 익히는 학습에 생명감을 

주는 에 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림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술 분야이다. 

유아들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그림으로 표 된 행동특성도 다양하다. 다

양한 특성  모방하기, 기술연마하기에 해당하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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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잉은 기존에는 그리기 그림책을 사용하거나 부모

님이 손을 잡고 그림을 같이 그려주는 경우가 있었

다. 최근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한 그림시스템이 등장

하 기도 하 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기 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배우고 있다. 독학으로 하

거나, 슨을 받으면서 그림을 배우는 경우가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본 시스템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 으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핫 이슈 기술

인 증강 실을 이용한 미술 지도를 하고자 한다. 이

는 유아들에게 흥미 있는 캐릭터나 동물들을 스

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손의 힘도 기르고, 지능발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흥미감과 몰입감을 느끼면

서 드로잉을 연습할 수 있다.

Ⅱ. 련연구

2.1 다 기능이론에 기 한 유아 미술 교육 

요성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 각  형태를 구

별하고 주변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사물인지는 시각 속에 속하는 미술이다

[1][2][3]. 미술활동은 유아의 지  학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 능력과 표상능력, 자아 존

감 발달에 효과 이다[4]. 표 1은 다 기 이론에 

기 한 미술교육 효과를 나타낸다.

2.2 유아 그림 그리기 활동에 한 연구

그리기는 유아가 상이나 사건 사물들을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 하는 방법으로 지각, 탐색, 구별, 선

택, 시각  세계를 즐기는 과정이다. 유아들이 그림

을 그리는 것은 상상한 것, 경험한 것, 아는 것을 

주로 그려진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유아들이 그림 그리는 기회가 어 

그림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표 2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타난 특성을 

표 한 것이다[5].

표 1. 다 기능이론에 기 한 미술교육 효과

Table 1. Arts education effects based on a multi-skill  
theory

Classification Arts education effects

D r a w i n g 

intelligence

language inference, shape 
discrimination, quantity 
concept development

D r a w i n g 

representation 

Skill

merge of basic figure and 
line, various colors, 
Representation about 
them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on, degree of 
accomplishment of 
drawing, linking of 
representation and 
language

Self respect

cognitive self, physical self, 
social self,  family self,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

표 2. 그림으로 표 된 행동 특성

Table 2.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a picture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Telling about 

drawings

telling about characteristics 

of objects and conversion 

into a dialog for 

communications

Rechallenge

completion after finding  

and solving wrong parts of  

drawings

Abandonment

abandon in case of doing 

not finding alternatives of 

the drawing

Imitation
imitate idea and motives 

from friend’s drawing

Skill training
make other person’s skill 

into myself things

Helping

help by teaching other 

person drawing skill  or 

making a drawing instead 

of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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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강 실 시스템

증강 실은 실세계에 가상의 개체를 정합하여 

실 환경에 겹쳐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

육부분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6-8]. 

증강 실을 이용한 놀이교육은 아이들에게 즐거움

을 선사함과 동시에 흥미감과 몰입감을 증진시키므

로 앞으로 기하 수 인 발 을 기 한다. 그림 1은 

시 에 매되고 있는 증강 실 시스템이다†[9].

(a) 마술 동물원

(a) Magic Zoo

(b) 이 시스템

(b) Play System

(c) 닉스 카드

(c) Phonics Card

(d) 이 월드

(d) Play Word

그림 1. 증강 실 시스템

Fig. 1 Augmented reality system

Ⅲ. 유아 기  미술 교육을 한 
증강 실로 익히는 드로잉 시스템

디스 이의 화면상에 그리기 역을 설정하는 

설정 단계, 상기 그리기 역에 유도 상을 표시하

는 표시단계를 포함한다. 이 유도장치는 투명도

(transparency)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한, 카메라가 

상을 촬 하는 촬 단계   상에서 경계표시를 

† http://tagme3d.com/kr

     http://www.pipowd.org

     http://www.magiczoo.co.kr

     http://gomdream.com

인식하는 인식단계를 더 포함하고 설정 단계에선 디

스 이의 화면상에 응되는 역을 그리기 역으

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기 가능한 면은 도화지 캔버

스 는 화이트보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3.1 시스템 설계

증강 실을 이용한 유아 미술놀이 지도 시스템

은 아이들이 놀이처럼 안경이나 휴 폰을 가지고 놀

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

템이다. 그림 그리기는 미술 부분의 가장 기본인 데

생과정으로 포함되어지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

은 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2. 시스템 순서도

Fig. 2 System flowchart

본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되어지는 상

을 단하도록 한다. 입력된 도화지 역의 화면은 

마커로 인식되어진다. 마커로 인식되어진 역은 일

정 역 이상의 공백을 포함하여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으로 인식한다. 빈 도화지를 인식한 후 서

버로 속하여 원하는 도안을 가져와서 아이들이 선

택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유아들은 부모가 그



JKIECS, vol. 11, no. 5, 505-510, 2016

508

림을 그려주듯이 본 시스템이 그려  그림을 보면서 

단계별로 따라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축하메시지 이벤트를 주어서 아이들의 성취감을 극

화 시킨다. 혹 잘못 그릴 경우 아이들에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아이들이 잘못 그린 것에 한 

부담감을 이고 모두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시스템 구

3.2.2 입력부 

증강 실은 가상환경  가상 실에서 생한 용

어로서, 실제 환경에 컴퓨터 그래픽 상 등을 삽입

하여 실세계 상과 가상의 상을 혼합한 것이다. 

즉 실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증강 실 어 리 이션을 실

행시켜 카메라를 통하여 스 치북 상을 입력 받는

다. 스 치북 상을 입력받아 마커를 인식하고 그

리기 가능한 면(surface)을 확인한다. 만약 그리기를 

하여 상을 입력 받았으나 이미 그림이 그려진 

경우는 깨끗한 정도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그림 역을 확인한다. 그림 3은 도화지 에 마커 

역을 표 한 것이다.

Mark

그림 3. 증강 실 시스템 마커

Fig. 3  AR Mark

증강 실을 한 마커는 도화지가 마커로 인식하

도록 하며 4개의 모서리에 “ㄱ”자를 표시하여 도화

지 자체를 마커로 인식한다. 도화지는 가로 세로 비

율이 3:2이며 각 모서리에 사용자가 마커를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역은 도화지로도 가능하며 

캔버스 는 화이트보드도 3:2비율의 역이 가능하

며 4모서리 꼭지 에 마커만 그리면 가능하다.

3.2.2 처리부 

도면을 인식하여 도화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

양한 상을 투명도를 활용하여 표시한다. 처리부에

서는 마커를 인식시키고, 다양한 그림을 인식시켜서 

DB로 제공된다. 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따라 

그리고자 할 경우는 이진화과정과 에지 추출과정을 

통하여 단순화하여 도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유아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캐릭

터를 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을 만든다. 유

아들에게 처음에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도록 하여

보고 보자들을 한 각 단계별 그림을 그리는 방

법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림 4는 시스템에서 

표 되어지는 상의 제들이다. 

(a) 토끼

(a) Rebit

(b) 당나귀

(b) Donkey

(c) 슈

(c) Sherk 

(d) 니모

(d) Nimo

(e) 개

(e) Dog

그림 4. 증강 실 시스템 모델

Fig. 4  AR System Model

3.2.2 출력부

증강 실 시스템의 출력은 빔 로젝트, 모바일 

폰, 구 래스 등 다양하게 출력이 가능하다. 유아

들은 입력된 도화지를 마커로 인식하고 그 에 DB

화된 그림 상을 따라 그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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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스 이 시스템

(a) Display System

(b) 마커 만들기

(b) Mark made

(c) 모델링 디스 이

(c) Modeling display

(d) 그리기

(d) Drawing

그림 5. 증강 실 시스템의 드로잉

Fig. 5  Drawing in AR system

이때 유아들은 AR안경이나 모바일 폰을 통하여 

그림을 보면서 그릴 수 있으며, 그리는 상은 응

되는 데이터에 의해 평가한다. 평가하여 일정 이상

의 성과가 있을 경우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

며, 일정 단계 이하일 경우는 수정 요청을 하여 그림

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림 5는 드로잉

한 화면이다.

Ⅴ. 결  론

미술 역에서 드로잉 기술은 꾸 한 노력만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는 손을 이용하는 것으로 두

뇌발달과 사물인지능력에 도움을 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 부터 그림을 학습하고 창조

하고 즐기며 살아왔다. 그림을 잘 그리기 해 독학

으로나 슨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으나 비용과 시

간이 많이 들어간다. 

본 시스템은 유아 기  미술 교육을 한 증강

실로 익히는 드로잉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에 부

담을 여주면서 미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증강 실을 이용해 화면상에 유도 상을 표시함으로

써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시스템은 비어있는 도화지에 

마커를 그리기만 하는 것으로 도화지 에 증강되어

진 사물을 보면서 그림 연습을 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미술에 심 있는 성인을 한 명

화 데생 시스템을 제작하여 바쁜 성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 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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