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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가상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설계

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툴로서 3D 컴퓨터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인 블렌더와 

3D 객체를 웹에서 쉽게 렌더링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three.js를 이용한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자유도 높은 가상공

간 공간설계가 가능하여 조형놀이의 형태로 학습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

서 구현한 프로토타입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현실 공간설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토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블렌더(blender), three.js(thre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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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에서 VR 시장이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체에서는 관련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2].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인재 및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포함한 첨단 신기술분야를 

규정하여 입학 정원 기준을 고시하는 등 관련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3].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상현실을 포함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감형 콘텐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 이외에도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2025년까지 매출 1,000억 

이상 전문기업 100개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신산업 인재로서 가상현실 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학습자들이 콘텐츠 개발자로서 직접 가상현실 공간을 구상 

및 제작해보는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8].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의 가상현실 공간설계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교육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설계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하며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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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가상현실 공간설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툴은 마이

크로소프트의 샌드박스형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이다. 마인

크래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위로 선정되고 2020년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억 장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9].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용자가 정육면체 형태의 

다양한 블록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10]. 

이러한 마인크래프트의 창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육면체인 마인크래

프트 블록의 형태를 수학 교과에 적용한 쌓기나무 수업[11],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 아이템에 능력을 부여하고 게임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수업[12] 등의 교육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을 

설계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도시를 설계하는 

수업에 활용하거나[13] 중학교 미술동아리 수업에서 친환경 교실을 

제작하는 수업[10]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가상현실 공간설계 콘텐츠 제작 툴인 코스페이시스

(Cospaces)는 설치없이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간단한 교육을 통해 

손쉽게 가상현실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구체적인 

수업 적용 사례로 초등학생, 중학생,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코스페이시

스와 Blockly 코딩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수업[12][14], 가상 미술관을 

제작하는 중학교 미술 수업[15][1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독특하고 미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가상현실 공간설계 

경험은 하나의 조형놀이가 되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킨

다. 또한 최종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보상심리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는 도전 목표를 세우게 되어 활동에의 몰입을 불러온다

[17]. 이외에도 가상현실 공간설계는 창의적 문제해결력[13][14], 

공간감각[11], 학습몰입도[10][14] 등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설계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효과에 착안하여 

전문 건자재 기업인 덱스퀘어(Dexquare)와의 협업을 통해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덱스퀘어에서는 

철강 원소재뿐 아니라 불연 세라믹 컬러강판 기술을 이용하여 건축 

마감재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18]. 덱스퀘어는 철강을 기반으로 

상품 생산, 디자인 패턴 개발, R&D 기능성 제품 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에 적합한 건축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19]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문적

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프로토타입 구현 과정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3D 컴퓨터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인 블렌더와 웹페이지에 씬(scene), 

물체, 그림자, 텍스처 등 3D 객체를 쉽게 렌더링하도록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자 API인 three.js를 활용하였다[20].

먼저 블렌더를 이용하여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공간

의 전체적인 맵을 설계하였다.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glb 파일의 제작 

화면은 Fig. 1과 같다.

Fig. 1. 블렌더를 활용한 가상현실 공간 맵 설계

이후 웹 기반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 3D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하여 glb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 three.js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리스너를 적용하여 마우스와 

키보드로 3D 모델 내부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주요 소스코드는 다음과 같다.

const clock = new import * as THREE from 

'./build/three.module.js';

//라이브러리 import

…

THREE.Clock();

const scene = new THREE.Scene();

const renderer = new THREE.WebGLRenderer( { 

antialias: true } );

//FPS를 위한 클럭, 장면을 위한 씬의 상수 설정 및 

3D 그래픽을 구현해 줄 WebGLRenderer 사용 

…

const loader = new GLTFLoader().setPath( './model/' 

);    

loader.load( 'world.glb', ( gltf ) => {

    modelObj = gltf.scene;

    scene.add( modelObj );

    worldOctree.fromGraphNode( modelObj );

    modelObj.traverse( child => {

        if ( child.isMesh ) {

            child.castShadow = true;

            child.receiveShadow = true;

                if ( child.material.map ) {

    

child.material.map.anisotropy = 8;

                }

            }

    } );

} );

// GLTF 로더로 GLB 파일 로딩 및 애니메이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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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의 구현 결과물은 

Fig. 2와 같다[21]. 2개의 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우스로 시야를 

변경하거나 키보드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건축 내외장재를 변경하여 변화된 벽면과 바닥면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에서 조형놀이가 나타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이 요소 모델에 모두 적합하다. 먼저 자유 조합 및 배치,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17]. 블렌더를 이용한 3D 컴퓨터 그래픽에는 

모델링 뿐 아니라 재질 입히기, 그리기, 렌더링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공유 사이트에서 다양한 3D 모델을 

내려받아 맵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합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조형놀이의 요소 중 또 다른 하나는 추가 비용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17]. 블렌더와 three.js 라이브러리는 오픈소스

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유사한 유료 프로그램 못지않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금전적 부담이 

없어 자유롭게 조형놀이를 즐길 수 있다.

Fig. 2. 건축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설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블렌더 및 three.js를 이용한 가상현실 공간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내외장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가상현실 공간설계는 

학습자들의 조형놀이를 촉진하여 스스로 성취감과 보상심리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도전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교과와 정보 교과의 융합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교과수업 또는 초∙중학교 영재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상현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단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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