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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면서 교육에 AI, AR/VR등의 신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 시장이 급격히 성

장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자녀 가정이 늘면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매년 출산율이 줄어듦에도 불구하

고 키즈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에듀테크 시장의 콘텐츠 공급은 더딘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R 기술을 이용하여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춘 AR 키즈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 어휘 학습 지원용 AR 콘텐츠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콘텐츠를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관찰 조작형 모델이라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아동의 단어학습에 도

움을 준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언어발달이 나타나는 생후 1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 due to COVID-19, the EduTech market, which combines new technologies 
such as AI and AR/VR in education is rapidly growing. In addition, the children’s industry is steadily growing despite 
the decreasing birth rate every year as more and more families with one child per household are investing in their 
children. However, supply of contents to EduTech market is slow compared to demands that are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solve these problems by developing and supporting AR kids contents with convenience, 
practicality, and efficiency using AR technology. AR content for supporting vocabulary learning for infants is not just an 
end to watching and listening, but an observation-driven model that can manipulate content directly, which attracts 
children’s interest and helps children learn words. This paper is intended for infants from 15 months to 36 months old 
when full-fledged language developm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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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1900년대 중반과 같이 출산율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던 시대와 상반되는, 출산율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수준도 

점점 증가했지만, 빠른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창의적인 

교육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교육 위주로 발전을 이루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

로 인해서 가상현실 체험, 코딩, 인공지능 등 기존의 교

과목이 아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교육들을 자녀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

와 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유아 단어 학습 지원을 위

한 유니티 기반의 AR 콘텐츠를 제안한다. 유니티를 이용

한 AR 콘텐츠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어

카드 혹은 동화책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증강현실을 이

용해서 3D로 나타내고 음향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유니티 기반의 AR 콘텐츠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니티의 뷰포리아, 3D Max를 사용하여 증강현

실 시스템과 입체 이미지 구현을 하였다. 소리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소리를 내서 녹음하였고, 
효과음 부분에서는 오픈된 wav클립을 사용하여 구현하

였다. AR콘텐츠의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시각적인 부

분, 청각적인 부분을 직접 제작 혹은 오픈된 소스를 사

용하였다. 유니티 기반의 AR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

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어휘 및 인지능력 향상을 이루

는 것을 기대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단순한 

놀이기구로 적용되는 것을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

육적인 모델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

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Ⅱ. 관련 연구

2.1. 에듀테크(EduTech)의 성장

코로나로 인해 학교, 학원 출입 및 각종 오프라인 모

임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였

다. 예전 온라인 교육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는데, 최근에는 교육(Education)에 AI, 

AR/VR 등의 신기술을(Technology) 결합한 에듀테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중이다[1].

2.2. 제작 기술

뷰포리아(Vuforia)는 AR 콘텐츠 제작에서 증강현실

용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 인식, 유니티 카드 매핑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유니

티와 함께 쓰이는 활용요소 중 하나이다[2-3].
3D Max는 단순한 이미지 증강이 아닌, 3D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탈것, 과일, 동물 등의 콘텐츠 객체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제작된 

3D 모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유니티로 가져올 수 

있다.

2.3. 안드로이드 단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Fig. 1 Nooya Word Card 

그림1은 2010년 한솔교육에서 개발한 영어단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누야 워드 카드이다.
누야 워드 카드는 특정 이야기의 흐름을 유아가 따라

가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학습하도록 돕는 일종의 단어

학습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어플은 단순히 어휘

능력의 향상만이 아닌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Ⅲ.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유아 단어 학습 지원을 위한 유니티 기반의 

AR 콘텐츠 개발 절차를 Flow Chart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Flow에 따르면, 먼저 팀원 간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와 비슷한 사

례를 조사하고 비교 및 분석하였다. 진행하려는 프로젝

트가 다른 사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

성이 있을 시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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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 Content Application Development Flowchart 
to Support Kids Word Learning

해당 어플은 진화적 프로토타입 모델인 나선형 모델

의 개발 절차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계획 및 요구분석 단계에서 

유아 학습 콘텐츠의 사례를 찾고 분석한다[4-6].

Table. 1 Risks Element in AR Kids Content Development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표 1처럼 프로젝트 수행 시 문

제될 요소를 찾아 목록을 작성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 대

책을 논의한다. 또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개발에 얼마

나 영향을 주는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Ⅳ. 시스템 설계

4.1. AR 카메라 인식용 마커 이미지 제작

Fig. 3 Shape of marker image for AR camera recognition

그림3은 AR 카메라 인식용 마커 이미지의 형태를 나

타낸 것이다. AR 카메라 인식용 마커 이미지는 유니티

와 뷰포리아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정
상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 동

작하는지 확인할 때 쓸 현실세계의 카드이다. 또한, 해
당 카드는 PC 내에서 PNG, JPG 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존재하며, 뷰포리아 내에 Target Image를 추가할 때 쓰

인다[7].

4.2. 뷰포리아 환경설정

그림 4는 뷰포리아에 이미지 인식 마커를 등록했을 

Risk Element Risk Content

C# Language 
Barriers

∙Basic knowledge of C# language is 
required to operate Unity

Change 
Requirements

∙Continued user changes required after 
the capstone announcement

Risk Element Risk Content

The difficulty of 
dividing roles

∙Different team member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Perception Limits 
of Vuforia

∙If the image stored in the Target DB is 
not recognition

3D animation 
compatible error

∙3D Max produced animations do not 
operate normally within the unit

Lack of 
development period

∙Exceeded the originally anticipated 
develop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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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License 
Manager를 먼저 설정하고 Target Manager를 설정해주

어야 하며, Rating의 별 개수에 따라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이 완료되면 유니티에서 특정 AR카드

를 인식했을 때 증강시킬 가상의 객체를 본격적으로 제

작할 수 있게 된다. 

Fig. 4 Structure of Image Target

4.3. 유니티 프로토타입 제작

그림 5는 유니티 프로토타입 제작과정이다.

Fig. 5 Unity Prototype Process

4.3.1. 3D 객체 배치

그림 6은 파티클이 적용된 3D 객체를 나타낸다. 파티

클은 시각적으로 3D 객체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

다. 객체의 위에는 객체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3D Text
인 TextMeshPro를 배치하였다.

AR Camera 내에는 과일 객체, 국가 객체, 동물 객체, 
탈 것 객체의 4가지 학습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애
니메이션과 파티클, 텍스트 메쉬, 사운드 매니저 등을 

추가하여 시각적, 청각적으로 유아를 자극하여 창의력 

향상을 돕는다[8].

Fig. 6 3D objects with particle objects applied

동물 콘텐츠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을 고려하여 

메카님이라 불리는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적

용시켰다[9-10].

4.3.2. AR 환경 맞춤 GUI 배치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모든 UI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Canvas 안에 위치해야 한다. Canvas는 UI 선택 시, 자동

으로 생성되며 그 안에 선택한 UI가 자식이 된다. 이 때, 
Canvas의 이벤트 기능을 돕는 EventSystem도 생성되는

데,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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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Fig. 7 Configuration of the event script

그림 7은 이벤트 스크립트의 구성도를 나타낸다[11].
버튼 UI 클릭 시 이벤트는 GameManager을 두어 

SoundManager 스크립트 관리와 UI 활성화 여부를 지정

해 주었다. SoundManager은 배경음악과 효과음의 볼륨

을 관리하는 BGM_Player, 버튼음을 재생시켜주는 

BtnClickSound 스크립트를 관리한다.

Ⅴ. 시스템 구현

그림 8은 객체 터치 기능을 담당하는 LeanTouch 스
크립트의 의사코드를 나타낸다. 해당 스크립트는 터치

한 위치로 Raycast라는 가상의 빔을 쏴서 콜라이더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 시 객체 크기 조절과 회전 

등의 조작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단, 대상 객체는 

콜라이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림 9는 휴대폰 내 AR 카드 이미지를 통해 증강된 

경찰차 객체의 크기를 확대 조작하는 모습이다.

Fig. 9 Manipulating the size of augmented objects

3D 객체는 AR 카메라에 의해 증강되는 시점부터 주

변에 별 모양의 파티클이 생성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더

해준다. 유니티 프로그램에서 3D 객체들에 지정해 놓은 

Size비율 값은 1이지만, 스크립트가 적용된 객체 주위에 

양 손가락을 놓고 좌우로 밀면 Size 값이 커지거나 작아

지면서 확대 혹은 축소의 변형과정을 보여준다. 변형된 

객체는 인식이 끊겨도 크기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10은 어플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살려주는 

배경화면 파티클 선택 UI의 모습이다. 유아의 수준에 맞

춰 반딧불이, 눈, 벚꽃, 비, 별똥별의 5가지 파티클이 존

재하며, 주황색 톱니모양의 환경설정UI를 클릭하여 원

하는 배경 파티클을 선택할 수 있다.

Fig. 8 Part of LeanTouch scrip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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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ackground screen particle selection UI

그림 11은 유아 단어 학습 지원을 위한 유니티 기반

의 AR 콘텐츠를 구현한 최종 결과물이다. 뷰포리아에 

저장된 이미지 카드를 인식하며 해당하는 3D 객체가 증

강되고 배경 파티클이 출력된 상태에서 객체 크기 조절

이나 객체 회전 등의 조작을 할 수 있고, 객체 터치 시 음

악이 재생되면서 유아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Fig. 11 The final product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 프로토타입 개발을 크게 3D 
객체 배치, AR 환경 맞춤 GUI배치, 이벤트 스크립트 작

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카드 증강 시 출력될 3D 객
체를 과일, 동물, 국가, 탈 것으로 나누어 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Animation, 메시 콜라이더, 파티클, 배경음, 효
과음, 커서 등을 추가하여 유아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니티에서는 모든 UI를 

그래픽 기반의 UI인 GUI형태로 지원한다. 배경음악 선

택 창, 배경화면 파티클 선택 창, 소리조절 창 등을 적절

히 배치하여 유아가 객체를 조작할 때 시각적, 청각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C#언어 기반으로 작성한 LeanTouch 스크립트를 통

해 객체를 터치했을 때 좌표값들을 변수에 저장하고, 두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거나 한 곳을 터치한 채로 다른 한 

곳을 좌, 우로 드래그할 때, 터치된 객체의 크기를 키우

거나 회전시키는 이벤트를 주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카

드를 인식해 스마트폰 내에서 증강된 객체를 수동적으

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지고 움

직여보면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조작형 

모델을 통해 유아의 단어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급성장 중인 AR/VR 실감형 콘텐츠 시장과 낮

은 출산률 대비 오히려 성장중인 유아 학습 콘텐츠 시장

에 양질의 콘텐츠 플랫폼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발달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학

습 단어 카드의 양이 제한적이라 사람, 숫자, 음식, 옷, 
집, 기계 등의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여 콘텐츠

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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