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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C 지식 기반 정보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야

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하며 더불어 발전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의 정

보통신 기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교육현장에 정보통

신 기술을 적용 시 동영상 또는 플래시 기반의 단순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의

사용을 벗어나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실재감과 몰입감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상

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상현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동향, 시스템 사례,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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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C 지식 기반 정보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신

기술을 이용하며 더불어 발전한다.  

교육 분야에서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 기술의 성

공적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web, 원격 

화상 교육 등의 멀티미디어 컴퓨터 매개통신을 기반

으로 하는 원격 교육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컴퓨터 

활용 교육은 매우 중요한 미래 교육 방식으로 인정되

고 있다[1]. 하지만 교육현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

함에 있어서 동영상 기반이나 플래시 기반의 단순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벗어나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

츠가 요구되고 있다[2]. 

2010년 국내 이러닝 콘텐츠 관련 시장 규모는 

5,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3]. 임명환 박사는 이러닝을 

주도하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트렌드의 보고

서에서 40대 유망 콘텐츠 중 하나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콘텐츠를 꼽았다[4].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가공의 

상황이나 환경을 사람의 감각 기관을 통해 느끼게 하

여 사용자가 몰입감을 느끼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

술이며, 1968년 유타 대학의 이반 에드워드 서덜랜드

(Ivan Edward Sutherland)에 의해서 머리 탑재형 디

스플레이가 제안된 것이 최초의 가상현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5]. 

가상현실 속 학습자는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학습자가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가상현실에 있기 때

문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을 이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자는 가상현

실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에 대한 흥미, 만족도, 몰입도가 높아진다[6]-[10]. 

본고에서는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

의 체험형 이러닝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Ⅱ

장에서는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의 사례를 기술하고, Ⅳ장에서는 가상현실 기

반 체험형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Ⅴ장에서 결론으로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

츠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Ⅱ.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동향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는 학습자가 3D 입체 

가상 콘텐츠에 직접 참여해서 학습 콘텐츠와 상호 인

터랙션하며 체험하는 학습 서비스 기술이다. 가상현

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의 물리적 공간 구성도

는 (그림 1)과 같다. 

체험형 콘텐츠는 (1) 학습 콘텐츠 및 학습자 간에 

다양한 상호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다자간 학습 인터

랙션 지원 기술, (2) 학습자를 추출하여 학습 콘텐츠

와 합성하고 동기화하는 학습자 콘텐츠 참여 지원 기

술, (3) 학습자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한 학

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학습 지원 기술, 스마트

(그림 1)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 물리적 공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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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가상체험교실, 멀티방, 극장 등의 공간에서 활

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의 저작을 지원하는 참여형 학

습 콘텐츠 제작 기술, (4)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

육 서비스와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위한 플

랫폼 기술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다앙한 기술로 구

성된 체험형 콘텐츠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

다. 

1. 다자간 학습자 인터랙션 기술 

가.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 간 인터랙션 기술 

일본 Nintendo는 3차원 가속도 센서를 내장한 게

임 컨트롤러 Wiimote를 사용한 게임 서비스 Wii를 

개발하였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컨트롤러 조작을 

인식하여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인터랙션 기능을 제

공하며, 게임 환경에 필요한 소수의 동작을 인식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기기 사용의 불편함

과 제한된 사용 환경으로 인해 학습과 같은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012년 미국 CEA에서 주최한 국제 전자제품 전시

회에서 Microsoft Keynote에서 Kinect의 새로운 모

습을 공개하였다((그림 3) 참조). 이번에 선보인 유아

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몸동작을 인식하는 Kinect 기술에 음성에 의

한 컨트롤을 강화하여 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점이 특

징이다.  

그러나 교육이나 방송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인터

(그림 2)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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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션 수행의 정확도가 낮으며, 사용자가 조작하기 위

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나. 다수 학습자 식별 및 추적 기술 

IBM에서는 video surveillance 개발을 위해 입력된 

흑백 또는 적외선 영상에서 컬러정보를 사용하지 않

고 shape 기반의 사람의 모습을 추출하고 텍스처와 

shape 정보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

다. 하지만 조명 변화 및 다양한 자세 변화에 대한 고

려가 미흡하다. 

다. 실사 기반 가상공간 내비게이션 기술 

2010년 Microsoft Keynote에서 Kinect와 Orge 

engine을 활용하여 Kinect Ogre를 개발하였다((그림 

4) 참조). 개발한 Kinect Ogre는 3D depth에 기반한 

skeleton 추출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Ogre가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개발되었다. 해당 기술은 사

용자가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신 추적을 통

해 많은 수의 동작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 

용도로 매우 적합하다. 사용자의 윤곽이 잡히는 상태

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skeleton 정보에 의해서만 가

상공간 내비게이션을 수행하며 증강현실은 제공하지 

못한다. 

GestureTek사에서도 사용자 추출에 의한 full body 

3D avatar control 기술을 개발하였다((그림 5) 참조). 

이 기술은 사용자 영상에서 skeleton을 추출하여 가

상공간 내비게이션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용자 영상

과 가상 영상이 일부씩 섞이는 증강현실 경험은 제공

하지 못한다. 

Fraunhofer의 연구팀에서 virtual mirror라는 이름

의 가상현실 기반의 가상공간 내비게이션 기술을 개

발하였다((그림 6) 참조). 사용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입고 있는 셔츠를 다른 셔츠로 바꾸어주는 기술

이 핵심 내용이다. 옷의 그림자 처리 등 사실적 처리

는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나, 지정된 색의 상의

를 입어야 하고 상의만 교체 가능한 사용 제한이 존

재한다. 

(그림 3) Microsoft의 Keynote 

(그림 4) Microsoft Keynote에서 Kinect와 Orge Engine을

활용하여 개발한 Kinect Ogre 

 

(그림 5) GestureTek사에서 개발한 Full Body 3D Avatar 

Control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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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콘텐츠 참여지원 기술 

가. 다중 정보 기반 학습자 추출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학습자를 추출하여 가

상의 콘텐츠에 추출된 학습자를 정합하여 학습의 효

과를 높이는 ‘체험형 학습 시스템’을 학교와 도서관에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컬러 이미지에 의

존한 학습자 추출은 조명, 배경 등의 환경 변화에 민

감한 단점이 있다. 

KAIST AIM 연구실에서는 컬러 이미지를 이용해 

학습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결과에 학습자의 얼굴, 양 

손, 양 발을 인식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미리 학습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다수 사용자의 신체 부분을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국내 KBS, MBC, SBS 등의 대부분 지상파 방송국

에서는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기상 캐스터를 추출

하여 가상 스튜디오에 정합하여 시청자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날씨 안내 방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

용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키 특수 스튜디오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나. 학습자 합성 및 동기화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체험형 학습 시스

템’에서 자체 개발한 학습자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 하지만 저작 단계에서 실사와 학습자가 위치할 액

션존을 정의하고 이들을 합성하는 모듈은 보유하고 

있으나, 학습자와 백그라운드 영상 간 레이어링을 지

원하지 않아 저작 의도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발

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림비전에서 개발한 학습 시스템에서도 학습자 합

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며 블루스크린

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다. 움직임 기반 뷰 변환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체험형 학습 시스

템’에서 자체 개발한 액션존에 기반한 뷰 변환을 얻고 

있다((그림 7) 참조). 저작 단계에서 두 곳을 액션존을 

정의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의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부드러운 이동을 얻을 수 있는 모듈은 보유하

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사용자 입력과 연결하고 있지

는 않다. 

디스트릭트사에서는 사용자의 포스처 및 제스처를 

인식하여 가상공간상의 뷰 변환을 얻는 시스템을 발

 

(그림 6) Fraunhofer의 연구팀에서 개발한 Virtual Mirror

(그림 7) 움직임 기반 뷰 변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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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그림 8) 참조). 구체적으로 제자리 걸음, 손 

뻗기 등의 동작을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간 이동 

및 회전을 지원한다. 

라. 실시간 혼합 현실 렌더링 및 투영 기술 

디스트릭트사는 건물을 3D로 스캐닝한 후 초대형 

특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입체 영상을 

투영하는 혼합현실 미디어 파사드를 서비스하고 있

다. EBS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증

강현실을 적용하여 방송하였다((그림 9) 참조). 한 시

청자는 “3D TV도 아닌데 인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이 화면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어 신기했다”고 진술

하였다[11]. 이처럼 증강현실을 이용한 방송은 시청

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흥미를 높이고 생생한 정보 전

달력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 실환경 공간 인식 및 3D 공간 동기화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단일 웹캠을 활용하여 사용

자의 3D 공간 위치 인식뿐만 아니라, 카메라 공간 인

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상용화한 ‘영어가상체

험 학습 시스템’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4곳의 정규

수업, 전국 국공립 도서관 3곳의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에 활용 중이다. 

디스트릭트사는 적외선 투영 후 스캐닝을 통한 건

물 외벽 공간 인식 및, 프리젠테이션 실공간 인식 기

술을 포함하는 hyper facade 제품 개발하였다. 삼성 

휴대폰 글로벌 런칭쇼, 서울대 에코 캠페인, 희망고 

패션쇼 등에 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으

나, 동적인 실시간 공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제

약점이 있다. 

KAIST 로보틱스 및 컴퓨터 비전 연구실은 입력 영

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영상으로부터 물체 및 환

경을 인식해, 3차원 구조를 복원하는 기술을 연구 중

이다. 카메라-레이저 센서 융합 기술과 여러 장의 영

상으로부터 2차원 정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전 방

향 카메라 시스템 기술을 함께 포함한다[12]. 

III.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이란 학습자가 3D 입체 가상 

콘텐츠에 직접 참여해서 학습 콘텐츠와 상호 인터랙

션하며 체험하는 학습 서비스 기술이다. 

(그림 8) 디스트릭트사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포스처 및 

제스처를 인식하여 가상공간 상의 뷰 변환을 

얻는 시스템 

(그림 9) EBS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방영

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인체 내부 



 

이준석 외 /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동향  79 

본 장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체험

형 콘텐츠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최신 체험형 콘텐

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한 제품은 (1)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개발 중인 제품은 (2)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 개발할 제품은 (3)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이며 총 3개 제품에 관한 구성

도는 (그림 10)과 같다. 

1.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인터넷으로 연결된 공간형 디스플레이 기반 입체 

체험 공간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다자간 인터랙

션을 통해 몰입형 훈련 교육을 수행하는 참여형 교육 

서비스이다((그림 11) 참조). 

기존의 기술로 구성된 서비스는 가상현실 화면만 

보여지거나 단순한 합성 형태의 서비스이다. 하지만 

본 기술은 입체 가상공간에 직접 합성되고 가상공간 

및 다자간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콘텐츠 서비

스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콘텐츠 서비

스를 통해 교육, 훈련, 관광 등에서 체험적 실재감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2.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는 사용자

의 실공간을 디스플레이화하고,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3D 터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서비스이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 

 

기존의 기술로 구성된 서비스는 대형 스크린에 단

순 표시하는 서비스였으나, 이 기술은 사용자 공간에 

직접 콘텐츠를 표시하고 인터랙션을 지원 가능한 증

강 공간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

를 통해 기존 공간에 인터랙션 가능한 3D 콘텐츠를 

투영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 교육, 에듀테인먼트, 

공연 등에서 몰입감 및 체험감을 높일 수 있다. 

3.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는 스마트TV 

앞의 학습자들이 방송 콘텐츠에 실사로 합성된 콘텐

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시청자의 움직임을 근간

으로 방송 콘텐츠와 상호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참여(그림 11)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그림 10) 체험형 콘텐츠에 관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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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이다((그림 13) 참조). 

기존의 기술로 구성된 서비스는 학습자가 방송을 

일방적으로 시청하였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여러 지역

의 다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참여형 방송 서비스가 가

능하다.  

그러므로 주입식 단방향 방송에서 벗어나 시청자 

참여형 방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가상

의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여 콘텐츠 및 다른 참여자와 

모션을 통한 인터랙션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시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자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

킬 수 있다. 

Ⅳ.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의 교육적 적용 

효과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

텐츠 시스템이 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교육

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는 사용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 가상현실의 콘텐츠를 인식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콘텐츠와 실시간으

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상현실 기반 체험

형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가상의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여 콘

텐츠 및 다른 참여자와 모션을 통한 인터랙션으로 구

성되어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는 개인학습

에서 참여형 커뮤니티 학습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

게 한다. 그러므로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는 학습자 간

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6].  

둘째, 학습자는 현실감 있는 가상체험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영국 리딩(Reading) 지역

에 위치한 아비 스쿨(Abbey school)의 캐서린 맥컬리

(Kathryn Macaulay) 교감은 “3D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 몰입도와 교육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이 

높아지게 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

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언급하였다

[6]. 

셋째, 기술, 공학, 과학 등의 교과의 학습 내용은 

교실이나 실험실, 작업실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내용

이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동력전달 원리를 학습할 

때 학교현장에서 학습자는 교육 매체로 교과서를 이

용하여 학습을 할 때 자동차의 피상적 그림과 동력전

달장치 전개도 그림을 보고 스스로 상상을 통해 학습

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 실제 자동차

를 운전도 해보고 동력 전달장치의 움직임 과정을 생

생히 관찰하는 학습 등의 실제적인 체험 학습을 통하

여 더 이상 상상만으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는 체험형 콘텐츠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대상물의 

실제적 이해를 높인다고 언급하는 선행연구인 참고문

헌 [2], [6], [13]에서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김희수

[7]는 체험형 콘텐츠는 공간지각능력 향상에도 큰 도

움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흥미 및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6]-[8]. 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

struments)에서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학습 몰입도

의 경우 3D를 활용한 실험집단이 92%를 기록한 반

(그림 13)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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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D를 활용한 실험집단은 46%에 불과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6]. 

다섯째, 학습 몰입도 및 흥미도 증가로 인하여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14],[15]. 계

보경[14]은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이 단순한 감각적 

호기심 제공을 뛰어넘어 학습 자체에 대한 몰입과 효

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여, 학습 내용의 실제적이고 심

층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점을 실험연구로 입증을 하

였다. 이에 따라 교육 매체의 활용은 더 이상 학습자

의 흥미 향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 향

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입증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기술 개

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

텐츠 기술동향과 시스템,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의 기술동향을 정리하

면 체험형 콘텐츠는 (1) 학습 콘텐츠 및 학습자 간에 

다양한 상호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다자간 학습 인터

랙션 지원 기술, (2) 학습자를 추출하여 학습 콘텐츠

와 합성하고 동기화하는 학습자 콘텐츠 참여 지원 기

술, (3) 학습자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한 학

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 학습 지원 기술, 스마트

TV와 가상체험교실, 멀티방, 극장 등의 공간에서 활

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의 저작을 지원하는 참여형 학

습 콘텐츠 제작 기술, (4)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

육 서비스와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위한 플

랫폼 기술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체험형 콘텐

츠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최신 체험형 콘텐츠 시스

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재까지 개발한 제품은 (1) 

인터랙티브 증강 공간 디스플레이 서비스, 개발 중인 

제품은 (2) 입체 몰입형 다자간 참여형 교육 서비스 

개발할 제품은 (3) 실시간 참여형 스마트TV 교육 서

비스이었다.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습자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킬수 있다[6]. 

둘째, 학습자는 현실감 있는 가상체험을 통한 자기 주

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대상물의 실제적 이해

를 돕는다[2],[6],[7],[13]. 넷째, 학습자는 학습에 대

한 흥미 및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6]-[8]. 

다섯째, 학습 몰입도 및 흥미도의 증가로 인하여 학

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5]. 

따라서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는 학습자가 

학습 시 스스로 학습 내용에 몰입하여 자기 주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유비쿼터스 학습, 

멀티 게임형 학습, 지능형 학습 등 미래학습 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어 정리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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