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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멀티 터치 테이블을 중심으로 u-Learning 시스템을 제안한다. 멀티 터치 테이블에서 수업 진행 중 교사는 모바일

로 멀티 터치 테이블을 제어함으로써 수업을 진행 및 관리하고, 학생들은 마커를 이용하여 멀티 터치 테이블과의 인터랙션을 통

해 웹과 자동화된 과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멀티터치 테이블(Multi-touch Table), 유러닝(U-learning), 교육 환경(Education Environment)
웹 서비스(Web Service), 마커(Marker)

I. 서 론

u-Leaning에 대해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제, 어디

서,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체계 즉, 에듀토피아(education utopia)’로 정의하고 있다[1]. 
본 논문은 멀티터치 테이블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간의 개념인 소

통성, 유연성, 동시성[2]을 교육 환경에서 구현하여 학생들의 창의

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

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미국의 ‘Vision 2020[3]’이나 유럽의 ‘LEONIE[4]’을 통해 해

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 동시에 학습자 관리를 추구한다[5]. 둘째 정보의 접

근을 위해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개발한다. 셋째 교사

들에게 우수한 교육 전략을 부여하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한다. 이들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로써 하드웨어 및 인프라 구축 중심의 국내 연구와 많은 차이를 

지닌다. 

III. 본 론

1. 멀티 터치 테이블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DI(Diffused Illumination) 방식[6-7]의 

멀티터치 테이블을 제작했다.

그림 1. 멀티 터치 테이블 설계도

Fig. 1. Multi-touch Table Structure

 테이블의 하단부에 적외선 LED를 설치한 후 상단부에 강화유

리 및 접착식 시트지로 만든 스크린에서 터치를 통해 적외선을 반

사시킨다. 이 반사된 적외선은 하단 중앙부의 적외선 카메라에 인

식된 후 프로그램을 통해 터치의 좌표를 체크한다. 터치 인식 이외

에도 마커나 오브젝트 정보를 XML 파일에 미리 저장한 후 이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다. 화면 출력은 그림1과 같이 빔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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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을 아래로 쏜 후 빔을 특수 거울에 반사시켜 상단부의 유리에 

접착된 시트지에 맺히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U-Learning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은 교사의 학생 및 수업 관리 및 학생의 보조 수업 참여 

도구로 웹을 활용한다. 이러한 웹과 멀티 터치 테이블간의 데이터 

연동을 하고 그 매개체로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마커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 자동화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2. U-Learning 흐름도

Fig. 2. U-Learning Flow Chart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 콘텐츠는 영어와 과학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멀티 터치 테

이블에 최적화시키고, 다중 학습자를 위한 UX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교육 콘텐츠 프로토타입

Fig. 3. The Prototype of Education Contents

또한 교사는 모바일을 통해 멀티 터치 테이블을 제어를 함으로

써 전반적인 수업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들은 마커와 멀티 터치 인

터렉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림 4. 마커와 멀티 터치 테이블 제어용 앱

Fig. 4. The Markers and App for Controlling Multi-touch Table

 

IV. 결 론

본 논문은 U-Learning 교육 환경에서 멀티 터치 테이블을 중심

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일으키는 동시에 학습과정에

서 마커를 이용한 자동화된 과제 관리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IT 이용 피로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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