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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이 시스템은 한국의 언어인 한 을 모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남녀노소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를 한 

것이다. 앞서 말한 상자들이 한 을 조력자 없이 혼자 

배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집안에서 

혼자서도 문자를 이해하고 발음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한 의 자음과 모음이라는 특징을 활용한 AR환

경에 입각한 시스템을 보여 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이

용한 단어학습 방법도 제시한다. 한  수 은 데스크 

톱 기반 시스템이지만 PDA등의 hand-held 기반의 시

스템으로의 발 을 기약할 수 있으며 은 수의 마커를 

사용하여 편리함을 도모하면서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쉽

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This system is not only for a foreigner but also for 

everyone in Korea who doesn't know Hangeul (Korean 

language). It is difficult to study Hangeul themselves 

without any helper. This paper would show the AR 

based system that could help people to learn basic 

Hangeul letters and pronunciations in their home 

without any helper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sonant and vowel. We also suggest the Word 

Studying Methods using the proposed system. At this 

time, it is developed based on the pattern matching 

function of ARToolKit, we could improve the system by 

applying the character recognition function.

I. Introduction
언어 교육 환경은 수년간 텍스트 주의 환경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의 디지털 시 에 있어서 뒤떨어진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방향은 단순한 정보의 달에

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시각 , 청각 , 그리고 상호간의 소통

을 요구하는 쪽으로 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 방면에 있

어 지식습득에 새로운 장을 열어 다. 비록 기존에 멀티미디어

를 이용한 교습방법이 존재하 지만,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으

로 작용할 뿐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런 한계를 보완하고 더 나은 언어 학습을 해 이 논문에서 

augmented reality를 응용한 교육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은 가장 흥미로운 언어들  하나이다. 한 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문자가 완성된다. 어도 두 개나 세 개의 자

음과 모음의 회 으로 문자가 결정되는데, 이런 패턴양식을 가

진 한 이기에 사용자는 다양한 문자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이

런 조합 언어는 다른 언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

에 외국인들은 아마도 한 을 배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AR을 사용한 한  

언어 교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련된 연구들을 보이고 3장에선 이 시스템에 있

어 요한 요소에 한 자세한 설명과 4장에서 몇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설명하고 보여 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그림 1. augment reality를 이용한 이상적인 교육환경.[4]

2. Related works
AR환경을 이용한 언어교육에 있어서 표 으로 가장 잘 

알려진 언어 교육 시스템은 Japanese Kanji[5]이다. 사실 언

어 교육 사례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을 으

로 한다면, 몇 가지 여겨볼 사례가 있다. AR을 이용하여 화

학에 있어 분자 구조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과 지구 과학과 

련한 기 순환을 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사용 

할 수 있게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환경을 벗어나 좀 

더 시각 으로 근하여 흥미를 높 다. 이 장에서 한문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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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는 사례와 두 가지 과학 분야 사례를 보겠다.

2.1 Kanji education system

▶▶ 그림 2. Kanji education system

이것은 일본 한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용자를 돕기 해 만

들어진 것이다. 언어 교육 부분을 게임과 목시켜 만든 시스

템으로, 문제가 3D 물체로 표시되고 그 모양과 련된 국 

언어인 한문이 쓰인 마커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hand- held 

기반으로 PDA 사용하여 진행된다.

2.2 Chemistry education system.
'교육' 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을 한 것이라고 치부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소개될 것은 고학력자를 한 것이

다. 일반 인 화학도 아닌 분자 구조를 실제 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은 문 인 분야의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린 계층

만을 한 교육을 탈피하여 고학력자를 한 교육에의 근이

라는 에서 이 사례는  여겨 볼 필요가 있다.[1]

▶▶ 그림 3. The function cards.

  

(a)                                (b)

▶▶ 그림 4. The chemistry education system 
(a) GUI overview with menu button and main menu and molecule structure 

(b) 3D visualization of the molecular structure 

Browser, tag-toggle, cleaner 그리고 원소에 한 마커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분자의 형태를 보여주

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텍스트 환경의 교육은 원자 기호에 집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 구조를 가진 원자를 시각 으

로 근하기에는 다소 무리 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3D를 이

용하여 원자를 입체 으로 보여주고 자체 메뉴를 사용하여 분

자 구조를 보여 다.

2.3 물의 순환과 날씨의 변화 교육 시스템

▶▶ 그림 5. Weather education system.

본 시스템은 구름이 생기는 원리와 비가 내리는 원리에 

한 학년용 시스템이다.[4](그림 5) 진행 시나리오를 통해 물

의 순환을 시각 으로 보여주는 시뮬 이션이다. 이 시스템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시각 일 뿐만 아니라 청각 인 요소

도 삽입되었다. 를 들어 비가 내리는 소리를 청각 으로 표

하여 좀 더 효과 인 교육법을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참여라는 것에 주안 을 두고 있는데, 

시나리오 진행에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 하면 Solar-System and Orbit Learning in 

Augmented Reality System이 있다. (그림 6)

▶▶ 그림 6. geological features education.

이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화산 지형과 지질의 명칭을 학습시

켜주고 지진이 일어나는 서로간의 계를 이해 시켜주는 시스

템이다. 이밖에 지구와 태양간의 계를 설명하고 3차원을 이

용한 공간 인 표 으로 학습하는 Teaching Earth-Sun 

Relationships system 이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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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AR을 이용한 지구와 태양의 관계 교육 

3. The proposed system
본 시스템은 일반 PC와 가형 화상카메라만 있으면 구동

이 가능하여, 일반 가정이나 학교 장에 존재하는 인 라로도 

구나 쉽게 설치,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이 논문을 통해 

교습에 있어 효과 인 방법을 묘사하기로 하며,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움에 있어 시각 인 측면과 청각 인 측면을 아우르

는 매우 감각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 은 어와 비교하

여 문자 표 을 할 때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 만

의 특성인 자음과 모음을 다룸에 흥미로운 안을 제시한다. 

자음과 모음의 완성에 의한 문자의 인식으로, 그에 해당하는 

문자를 3D 객체로 표 하고 해당하는 사운드를 출력하는 시

스템을 보인다. 나아가 자의 완성에 의해 련된 물체를 3D

로 표 해 으로써 한층 더 교육 인 환경을 제시한다.

이 에서는 한  언어 교습 시스템에 있어 필요한 것과 기

능에 해 알아본다. 

3.1 Approach
이 시스템은 많은 문자를 인지하고 표 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기본 으로 '가' 는 시스템에서 '가' 

라는 하나의 마커로써 등록돼야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ㄱ', 

'ㅏ' 이 두개의 마커로 사용된다.(그림 8)

▶▶ 그림 8. 마커의 사용 및 등록 법: 
시스템에 등록할 시에는 4번 형태로 등록해야하는 되는데 

1번과 2번 두 개를 3번의 흰색 부분에 올려놓는 형식이다.

물론 이 경우의 2개의 마커 조합(ex> 'ㄱ' 이라는 문자를 

90도 회 하면 'ㄴ' 과 모양이 같다. 한 'ㅏ' 라는 자를 

180도 회 하면 'ㅓ'와 모양이 같다.) 으로 '고', '나', '거', 등

이 가능하므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마커로 장해야 한다. 이

런 여러 종류의 마커가 필요하며 마커를 인지할 보통의 웹캠

이 있으면 된다. 이런 방식은 언어 표 에 필요한 마커의 수를 

폭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습자가 은 문자의 모양으

로도 많은 자를 익힐 수 있는 배경이 돼 다. 한 로써 이해

하기 힘들다면, 어와 일본어로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 그림 9.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마커의 사용 및 등록 법: 
w 와 e라는 두개의 마커로 'we' 라는 단어를 익힐 수 있는 것과 같다.

▶▶ 그림 10. 예를 들어 일본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마커의 사용 및 등록 법: 

あ 와 い라는 두개의 마커로 'あい' 라는 (일본어로 love 

라는 뜻) 단어를 익힐 수 있는 것과 같다. 

3.2 Functionalities
기본 으로 문자의 소리를 출력하기 한 일종의 버튼과 그 

음이 어떤 발음이 나는지 발음기호로 지원해 주는 버튼이 필

요하다. (그림 11)

▶▶ 그림 11. 한글언어 교습 시스템의 5 부분.

'1'번에 3.1 에서 설명한 로 마커를 올려놓으면 '2'번에

서 그 문자 모양이 3D 오 젝트로 표 되며, 그 때 '4'번을 손

으로 가려주면 발음에 한 사운드가 스피커로 출력된다. 그리

고 '5'번을 손으로 가리면 그 문자의 문 발음기호가 '3'번에 

표  된다. 이것은 ARToolKit이 지원하는 패턴매칭방법에 의

해 실행되며 '4'번 '소리' 부분을 카메라에서 손으로 가려 에 

따라 문자의 발음을 들을 수 있으므로, 청각 인 언어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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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periments.

(a)

(b)

(c)

(d)

▶▶ 그림 12. '나'는 회전된 'ㄱ'과 'ㅏ'로 만들어짐

'ㄱ' 과 'ㅏ' 을 사용하여 '나' 를 표 한 demo화이다. (a)가 

기 화면이다. (b)는  'ㄱ' 을 180도 회 시켜 'ㄴ' 을 만들고 

'ㅏ' 을 사용하여 '나' 를 표시한 것이다. 3.2 의 그림 11에서 

말했던 것처럼 '2번'에 '나' 가 정확한 필기체로 나타난다. 이

때 sign이라고 된 부분을 종이컵으로 가린 것이 (c)사진으로 

보다시피 'NA' 라는 문식 발음기호가 표시된다. 마지막으

로 (d)에서 볼 수 있듯이 'sound'를 가리면 소리가 발생하고 

그 의미로 음악기호 오 젝트가 표시된다.

그림 14는 입력받은 문자가 의미가 있을 때, 그와 련한 이

미지 사진과 3D 모델을 표 해주는 이다. 시스템은 문자와 

의미가 있는 3D 모델과 사진을 보여 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연상하여 문자자체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쉽게 배울 수 있

다. 

▶▶ 그림 13. '거'는 'ㄱ' 과 'ㅏ'로 만들 수 있다. 

▶▶ 그림 14. 주어진 단어와 관련된 3D모델과 이미지 표현

5. Conclusion
이 논문에서 우리는 Augmented Reality를 기반으로 만들

어진 한  언어 교습 시스템을 소개하 다. 이 시스템은 두 가

지 요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한 의 모음과 자음을 이용

하여 문자를 표 할 때 은 수의 자음과 모음 마커로 수많은 

문자를 표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

에게 2D 이미지와 3D 모델, 그리고 사운드 출력 등으로 보다 

시각 이고 청각 인  결과물을 제공하여 교육에 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문자와 련된 애니메이

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 결과 한  

언어 교습 시스템은 기본 문자를 배우는데 더 나은 방식을 교

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의 시스템은 제한

이 있다. 재는 오직 하나의 문자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사용자가 둘 이상의 문자를 배울 

수 있게 할 정이다. 게다가 마커의 수를 이기 해, 재의 

패턴 매치 근법을 벗어나 문자 인식 근법으로 바꿀 계획

이다. 재는 주어진 마커로만 문자를 만들 수밖에 없으므로 

신경망인식과 같은 문자인식 근은 좀 더 편리하고 신뢰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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