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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가상 교육용 콘텐츠  기능성 게임 솔루션의 경우 다양한 랫폼  기능을 제공해야 운용

이 가능하고 이러한 콘텐츠는 하드웨어  다양한 센서를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체험형 

콘텐츠에서 공동  자주 사용하는 센서  하드웨어 솔루션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 큐 (Play 
Cube)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큐 는 육면체의 공간에서 각종 센서  장비를 제공해 다양한 교육

용 콘텐츠를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1. 서론

   최근 ICT 기술과 융합하여 창의  사고를 기를 수 있

는 무안경 VR 가상 실 큐 룸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러한 콘텐츠는 교과과정의 기 과학상식을 다양한 스토리

로 배울 수 있는 VR 에듀테크 콘텐츠가 있다.  이러한 기

술은 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까지 2인 체험 활

동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 실제와 유사한 공간  체험을 통해 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하고, 가상체험을 통하여 상황 처능력, 

인지능력, 동능력 등 과학 인지 발달에 도움을 된다. 그

림1은 기술, 교육  과학이 목된 가상 체험 솔루션의 

특징이다[1]. 

(그림 1) 가상 체험형 솔루션 기능

  본 시스템은 정방형 육면체 규 에서 각종 센서와 제스

처 인식센서를 구축해 다양한 기능성 가상공간 콘텐츠를 

운용한다. 

2. 가상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가상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는 학습자가 3D 입체가상 

콘텐츠에 직  참여해서 학습 콘텐츠와 상호 인터랙션하

며 체험하는 학습 서비스 기술이다. 가상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의 물리  공간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2].

(그림 2) 가상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

  체험형 콘텐츠는 (1) 학습 콘텐츠  학습자 간에 다양

한 상호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다자간 학습 인터랙션 지원 

기술, (2) 학습자를 추출하여 학습 콘텐츠와 합성하고 동

기화하는 학습자 콘텐츠 참여 지원 기술, (3) 학습자들의 

수 을 진단하여 가장 합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

인화 학습 지원 기술, 스마트 TV와 가상체험교실, 멀티방, 

극장 등의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의 작을 

지원하는 참여형 학습 콘텐츠 제작 기술, (4) 실시간 참여

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와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인터랙티  증강 공간 디스 이 서비스를 

한 랫폼 기술로 구성되어있다[3]. 한, 다자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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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Microsoft의 Key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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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큐 용 인터 션 콘텐츠 상세

인터랙션 기술로 일본 Nintendo는 3차원 가속도 센서를 

내장한 게임 컨트롤러 Wiimote를 사용한 게임 서비스 

Wii를 개발하 다[4].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컨트롤러 조

작을 인식하여 게임 이에 필요한 인터랙션 기능을 제

공하며, 게임 환경에 필요한 소수의 동작을 인식하는데 좋

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기기 사용의 불편함과 제한된 

사용 환경으로 인해 학습과 같은 용도에는 합하지 않은 

단 이 있다[5][6][7]. 이번에 선보인 유아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몸동작을 인식

하는 Kinect 기술에 음성에 의한 컨트롤을 강화하여 제스

처 인식을 이용한 이 특징이다[8][9]. 그러나 교육이나 

방송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인터랙션 수행의 정확도가 

낮으며, 사용자가 조작하기 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는 단 이 있다.

3. 가상공간 이큐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상공간 구성에 필요한 환경을 정

방형큐 를 제작해 운용했다. 일명 이큐  시스템이다

(그림 4)는 이큐  시스템의 구성도로써 5m X 5m 정

방형 큐 에 제스처 인식센서 3 , T-Base 2 , Real 

Sense 2   IMU센서를 배치했다. 

(그림 4 ) 이큐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 이큐  인터랙션 요소

그림5는 클 이큐  내부에 존재하는 인터랙션 요소에 

한 기능  특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1>은 그림 6

에서 각 부분에 한 인터 션  상세 내용을 기술한 것

이다. 

<표1> 과 같이 테마, 이벤트, 상세내용  인터 션에 

한 게임별 특성을 조사해 사용자가 교육성  기능성을 

부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치하고 운용했다. 운용한 결

과는 표2와 같이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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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1. 사용자 동작기반 실감형 콘텐츠 변환 성공률

시험 2. 사용자 객체 트 킹 성공률

<표 2> 11-13세의 각 항목별 만족도 비교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13세의 각 항목별 만족도 비

교에 해 살펴보면 사용성의 경우 평균 5.93 으로 나타

났으며, 하 항목별로는 ‘과학콘텐츠 체험을 이용하기 

한 안내가 잘 이루어졌다.’와 ‘과학콘텐츠의 이용시간이 

하 다.’의 경우에 6.3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

의 손동작에 따라 가상화면의 상이 잘 바 었다.’는 5.41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습의 경우에 6.18 으로 나타났

으며, 하 항목별로는 ‘나는 과학콘텐츠 체험에 끝까지 참

여하 다.’의 경우에 6.6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체

험을 통해 과학에 하여 깊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5.80 으로 낮게 나타났다. 콘텐츠

특성의 경우에 6.24 으로 나타났으며, 하 항목별로는 ‘체

험은 과학학습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경우에 6.51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과학콘텐츠 체험에 몰입되어 

시간가는  몰랐다.’는 5.98 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가의 

경우에 6.19 으로 나타났으며, 하 항목별로는 ‘나는 과학

콘텐츠를 체험하는 것이 재미있었다.’의 경우에 6.4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과학콘텐츠를 한 번 더 체험하고 

싶다.’는 5.98 으로 낮게 나타났다. 

몰입체험의 경우에는 평균 4.60 으로 나타났고 하 항목

별로는 ‘체험하는 동안 집 할 수 있었음’이 4.86 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펌 질을 하면 열기구에 바람

이 바로 들어갔음’은 4.4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습

인지의 경우에는 평균 4.73 으로 나타났고 하 항목별로

는 ‘체험을 하는 동안 호가심이 생겼음’, ‘체험을 통해 알

게 된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이 각각 4.7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화면 상이 과학내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은 4.6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평균 4.86 으로 나타났고 하 항

목별로는 ‘과학체험  시에 다시 가고 싶음’이 5.0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체험에 해 만족함’은 4.71

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술 으로는 실감체험형 공간에 치한 사용자가 이

큐  시스템의 기능성게임 콘텐츠를 이함에 있어 동

작에 한 인터랙션이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사용자가 

이에 불편함이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를 한국산

업기술시험원의 시험을 통해 표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실감 체험형 디스 이 장치 시험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자 동작기반 실감형 콘텐츠 변환 성공률은 로젝션 

터치 인터랙션 기술의 정확도 측정을 한 시험항목으로 

사용자 동작 치에 따른 실감형 콘텐츠 가시화 치의 

오차를 측정, 지정된 사용자 터치 역의 심을 기 으로 

원형(반지름 98mm))의 정 을 설치한 후, 터치 액션에 

따른 콘텐츠 빔(빔 사이즈 : 지름 36mm)의 정  원 외

곽 이탈 여부를 100회 확인하 으며, 확인 결과 93%가 확

인이 되었다. 사용자 객체 트 킹 성공률 한 기술의 정

확도 측정을 한 시험항목으로써 실감형 체험 공간에 3

명의 사용자를 치시킨 후, 1000 (10 x100회) 동안 랜

덤한 경로로 걷도록 하 으며, 트랙킹 성공률 정 로그

램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동선의 끊김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공률이 98% 확인 되었다. 실시간 콘텐츠 랜더링 

속도는 기능성게임 콘텐츠의 인터랙션 반응이 화면에 나

타나는 시간 당 임 수를 측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화

면이 노출되는가를 측정, 이큐  기능성게임 콘텐츠를 

5분간 실행하고 시간당 임 수를 확인하여 fps를 산출

하 으며, 측정결과 35.5fps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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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주 하는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포함

하고 있음. 

시험 3. 실시간 콘텐츠 더링 속도

<표 4> 평가항목별 시험 장 사진
  의 결과는 가상공간 이큐  시스템에 탑재된 기

능성게임들을 사용자가 이할 때 자연스러운 게임 

이가 가능한지를 기술 으로 평가하여 상용화 가능 여

부를 확인했다. 

4. 결론

다양한 유형의 가상 멀티미디어 교육  게임 콘텐츠를 

운용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의 첨단 센서가 필요하다. 

한 콘텐츠마다 요구되는 센서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센서

들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공통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공

통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센서를 분류해 구성했다. 

시스템을 설치하기 해 정방형 형태의 래이 큐 을 제

작하여 총 8단계의 콘텐츠를 운용했고, 다양한 콘텐츠가 

공통인 인터페이스에서 동작함을 확인 했다. 본 연구 결과

는 재 서울 SBA(Seoul Business Agency, 서울산업진흥

원)에서 운  인 DMC 홍보 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

으며, 재 사용자 편의성, 집 성, 교육성, 오락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이큐

 시스템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표 화된 랫폼

을 자리 잡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실제 

B2B 마켓을 겨냥한 표 화된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

함으로서 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표 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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