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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혼합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통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

고, 사고의 위험에서 스스로 방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률이 높은 사고 유형을 분석해 학습 목표를 정하였고, 목
표 달성을 재미있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플레이어는 여러 교통상황을 정해진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신호체계와 교통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콘텐츠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애플

리케이션의 교육 효과성 검증을 위해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그 결과 교육 전보

다 교육 후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학습 목표와 관련된 질문에 올바른 대답 빈도가 높아졌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Zetton Children's Traffic Safety Education” application using mixed reality to help 
children experience a variety of traffic situations indirectly and to help them defend themselves from accidents. We 
analyze the types of high mortality child traffic accidents to set learning goal. And we developed the experience-oriented 
contents that players could acquire signal systems and traffic information naturally and funny in the course of playing 
scenarios according to designed various traffic situations. In order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children were given traffic safety education through after-school education activities. The result shows that the 
frequency of right answers to questions related to traffic safety awareness and learning objectives is increased.

키워드 : 혼합현실, 교통안전교육, 가상현실, 교육 애플리케이션

Keywords : Mixed Reality, Traffic Safety Education, Virtual Reality, Educational application

Received 16 October 2019, Revised 23 October 2019, Accepted 28 October 2019
* Corresponding Author Dae-Woong Rhee (E-rhee219@smu.ac.kr, Tel:+82-2-2287-5213) 
Professor, Dept. of Game Design and Development, College of ICT Convergence, Sangmyung University, Seoul, 03016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12.1602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혼합현실을 활용한 교통 안전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

1603

Ⅰ. 서  론

2019년 4월에 상용화된 5G 초고속망과 4차 산업 기

술이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4차 산업의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가트너의 10대 기술 중 몰입경험

(Immersive Experience)을 통한 대화형 플랫폼은 디지

털 세상과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 실
감 콘텐츠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산업에서 

10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실감 콘텐츠에는 증

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Hologram) 등이 포함된다 [2]. 혼합현실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상위 개념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융

합하는 기술이다. 초기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

만, 레저, 교육, 취미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점차 생활 콘

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에 있어 실재성 

증대, 고위험-고비용 대체, 안전성-효율성 확보가 용이

하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매우 높다 [3].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여 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

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22,000건이며 전체 사

고의 34% 정도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4].

Fig. 1 Analysis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s

[그림 1]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어린이 교통사

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를 집계한 자료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217,148건이며 보행자 교

통사고는 47,377건으로 전체 사고에서 21%에 해당되

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5%에 해당하는 

10.009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5]. 매년 어린이 교통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수치 보다 

높고 특히,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6].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

며, 혼합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경

우 기존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최신 기

술을 활용한 다채널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식 습득을 위해 교육은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흥미로 자발적인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온 리얼리티(Eon 
Reality)의 최고기술경영자(CTO) 닐스 엔더슨(Nils 
Anderson)은 전통적인 교육보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

육이 2.7배 이상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 인터랙티브 교

육을 실시한 결과 집중력이 기존보다 100% 향상되었다

고 주장한다 [7].

 

Fig. 2 Example of Class Using VR

[그림 2]는 학생들이 혼합현실을 활용해 수업하는 모

습이다. 2018년도 2학기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학/
영어 과목에 적용하여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전 학년

에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8].
미국의 교육학자 에드가 데일(Edgar Dale)의 ‘학습의 

원추’ 이론에 따르면, “읽은 것은 10%,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를 기억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것은 90%를 

기억한다”라며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현실 콘텐츠

의 교육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9].
정부는 2017년 10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

제’를 발표한 후 2018년 5월에는 ‘어린이 안전대책’으
로 5대 분야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10]. 그동안 진행된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통해 일부 성과로 [그림 1]과 

같이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는 정책과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교통사

고가 증가한 곳도 있다 [11]. 따라서 어린이가 교통사고 

상황에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다양한 교통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혼합현

실 애플리케이션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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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률이 높은 사

고를 중심으로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애플리케

이션을 혼합현실을 활용한 체험 기반 콘텐츠로 개발한

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콘텐츠의 학습 내용에 대

한 습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App
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2.1. 교통안전교육 App 설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보행 중

에 일어나는 사고이며 무단횡단 사고가 가장 높다. 무단

횡단과 같이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어린이 스스로 

예방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전교통 문화연수원은 어린이 교통

사고 사례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2].

1) 무단횡단 사고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4) 주-정차된 차랑 사이 횡단사고

5) 갑자기 뛰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6) 버스의 앞 뒤 횡단사고

7) 큰 차가 회전하다가 나는 사고

8) 차뒤의 밑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

9) 보호장구 미장착으로 일어난 사고

10) 자전거와 킥보드 사고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위에서 제시한 

사고유형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5가지 사례를 중심으

로 개발한다. 1~4번은 모두 무단횡단에 대한 내용이며 

5~7까지는 횡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5~7의 내용은 1~4의 세부 내용을 설계

할 때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학습하여야 할 교통안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다.

1) 교통신호 체계와 표지판 내용 이해

2)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행동

3) 교통흐름과 자동차 표시등의 이해

4) 무단횡단 과 주-정차 사이 횡단의 위험성

5) 이동 편의성 장비의 도로 통과 방법

6) 안전장비의 필요성 및 사용법

이렇게 설정된 세부 내용을 토대로 혼합현실을 통해 

체험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

리오를 구성할 때 보통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

는 소재를 바탕으로 구현했으며, 어린이의 선택에 따라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여 본인의 선

택에 대해 회고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 1 Learning goal scenario

NO TITLE CONTENTS Goal

1 Hoppang-i 
errands

Contents that go to mart to do 
errands of parents 1,2

2 Ttang-o 
and car

After returning home after school, 
you will meet various cars. 1,3

3 Aji and 
friends

The ball goes out on the road 
while playing with friends 4

4 Hoppang-i 
kickboard Go kick board and meet friends 1,2,5

5 Aji’s Lunch Car ride with dad for lunch 6

[표.1]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

한 시나리오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총 5개의 시나리오

가 있으며, 각 시나리오는 내용에 따라 1개에서 최대 3
개의 학습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Fig. 3 Executio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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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애플리

케이션 실행 모드에 따른 순서도이다. 플레이 환경에 따

라 혼합현실 모드, 증강현실 모드로 구분되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동작된다.
애플리케이션은 VR 모드 (혼합현실), 스마트폰 모드

(증강현실), 문제 풀이 모드 (증강현실) 세 가지 동작 모

드로 구성된다. 첫 번째 VR 모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

실이 사용되는 혼합현실 콘텐츠로 AR이 지원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 또
는 스마트폰과 카드보드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

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 모드와 문제 풀이 모드는 카메

라를 이용한 증강현실 기능을 사용해서 동작하므로 스

마트폰만 있으면 작동된다. 세 가지 모드는 동일하게 마

커 인식을 통해 모드가 활성화되며, 마커 인식에 사용될 

오프젝트가 필요하다.

(a) (b)

Fig. 4 guide book and zetton world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그림 4]의 (a) 와 같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미

지를 마커로 개발하였다. 마커는 2D나 3D 오브젝트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형태, 기능, 좌표 정보가 함께 저장된

다[13].
마커 인식 기능이 구동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카메라

에 비친 정보를 분석해 DB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분석

한다.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되면, 해당하는 교통안전 콘

텐츠로 연결한다. 교통안전 콘텐츠는 [그림 4]의 (b)와 

같이 가상의 도시(Zetton world)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각 상황에 맞게 캐릭터,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이펙트, 
트리거 컨트롤을 제어해서 개발했다.

2.2.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구현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니티를 사용해 개

발되었으며, Vuforia SDK를 활용했다. Vuforia SDK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해 물리적인 환경과 

디지털 정보를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카메

라를 통해 마커를 비추면 등록한 오브젝트를 추적하는 

트래킹 기능을 제공한다. 트래킹을 통해 원하는 이벤트

를 제작할 수 있지만, 이벤트 동작을 위해 몇 가지 세팅 

작업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마커로 사용될 오브젝트를 등록한다. 마커 

등록은 웹사이트(https://developer.vuforia.com)에서 회

원등록 후 진행할 수 있다.

Fig. 5 Object tracking method

[그림 5]는 마커 등록 화면이며, 마커 등록 시 4가지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은 가이드 북에 삽입된 이미지를 마커로 사용하기 때문

에 Single image를 활용해 제작했다.
두 번째는 마커 오브젝트를 유니티로 임포트 한다. 

Vufori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코딩 변환기를 통해 

이미지를 유니티 Package File로 변환한다.
세 번째는 AR camera를 배치 및 세팅한다. 유니티 엔

진에서 AR camera의 inspector 탭에서 App License Key
를 등록해야 하며, Key 값은 Vuforia 웹사이트에서 가져

올 수 있다. 세 단계의 준비가 끝나면 트래킹 후 다양한 

이벤트를 동작시키기 위해 스크립트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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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age tracking code

[그림 6]은 AR camera를 통해 마커로 등록된 이미지

가 트래킹 되었을 때 시나리오로 연결하기 위한 스크립

트 화면이다. 
트래킹이 구동되면 컴포넌트에 등록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OnTrackableStateChanged 함수를 지속해

서 호출하게 된다. 함수 내부에 이미지가 체크 되었는지

를 조건식으로 만들어 주면 이미지가 선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트랙킹이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에 

연결된다. 첫 번째는 비디오 컴포넌트를 활용한 증강현

실 영상 출력이다. 추적된 이미지 위에 관련 영상이 배

치되어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주었다. 두 번째

는 씬(Scene) 전환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로 연결된다. 
Google VR SDK를 활용한 콘텐츠로 Gyro sensor의 위

치 정보를 활용해 360도 자유로운 시각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Zetton World 연결되고 교통사고 예방 콘텐츠를 

연결되어 체험한다. 

Ⅲ. APP을 활용한 교통사고 안전교육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개발이 완료된 후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00 초등학

교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총인원은 15명으로 4, 5학년 어린이들이

다. 교육은 담임 선생님 참관 하에 진행되었고, 교육 내

용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Table. 2 Safety Education Curriculum

NO Training content Time
(minute)

1
Instructor introduction and safety level check 
and theory explanation (Accident Case, 
Prevention Education Theory)

15

2

How to use "Zetton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
(Basic Application, Guidebook Utilization, 
Cardboard Assembly)

15

Break time 10

3 Play "Zetton Children's Traffic Safety Education" 20

4 Training Check 5

5 Experience on the road 15

Final total 80

[표.2]는 교통안전교육의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 

내용과 소요 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단계

에는 강사 소개 및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

론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사전 조사하기 위해 5가지 질문을 했다.

1) 횡단보도를 건널 때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로 건너야 

하나?
2)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
3) 자동차 신호 및 교통신호 규칙을 알고 있는가?
4)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 사이를 통해 도로를 건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자동차 탑승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질문에서 어린이들이 정답을 대답한 비율은 총인

원 15명 중 1) 7명[46%], 2) 10명[66%], 3) 7명[46%], 4) 
6명 [40%], 5) 13명[86%]이 대답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Zetton 어린이 안전교육”의 사

용 방법과 카드보드를 조립한 후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

육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린이들이 애플

리케이션을 직접 구동해 보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

을 혼합현실 기능을 활용하여 체험하는 교육으로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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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ducational activity using the application

[그림 7]은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이

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체험을 바탕으로 학습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

하여 교육이 진행된 후 정답을 알게 되었는지 조사 하였

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100%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 

결과는 개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고, 동영상으로 촬

영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체험 학습으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안전 규칙에 맞게 잘 행

동하는지 체크했다. 체험교육은 강사 및 담임선생님 감

독 하에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안전교육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Zetton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하

기 위해 유니티,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연구와 어린

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어린이인 만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 모델링부

터 인터페이스까지 어린이 눈높이로 설계하였으며, 이
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스토리 

라인과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주도록 자유도 높은 설계

를 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앱을 활용하여 15명의 어린이

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 전에는 

40% ~ 86% 이었던 정답 비율이 모든 문항에서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교육 직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일 수 있으나, 혼합현실을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한 어

린이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결과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이후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어린이들이 실험하는 동안 트래킹 이미지를 

한 번만 봐도 애플리케이션이 일정 시간 동안 구동이 되

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수업 상황에서 시점 이탈로 애플

리케이션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집중을 위해 자유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VR 체험 모드에서 

실습 내용과 연관이 없는 엉뚱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스

토리 진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가이드라

인과 일정 부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향후에는 교통사고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해일, 태풍과 같은 재난 사고와 비행기, 선박, 기차와 같

은 교통수단 사고 그리고 제세동기, 구명튜브, 방독면과 

같은 안전용품 활용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전

교육을 혼합현실을 활용한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교육에 활용한다면 어린이들의 안전교육 참

여와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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