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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험학습은 학습 맥락과 관련된 상황 및 장소 등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피

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육하는 내용들 중 

많은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직접 가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거나,  

시간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시간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경험학습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가상환경 기술들은 새로운 경험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다. 가상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하드웨

어 장치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실제 현실과 같이 생생한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 걸

음걸이를 통해 직접 이동하고 가상의 물체를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들은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 안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생생함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전 및 대중

화 되고 있는 가상환경 기술들은 사람들이 가상의 경험을 실제 현

실의 경험처럼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가상의 공간을 

활용한 경험학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습현장에서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경험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가상환경 안에서 경험학습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공간

에서의 경험학습과 가상의 공간에서의 모사된 경험학습을 비교하여 

경험의 인식에 대한 정도와 학습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하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 실제 공간에서

의 경험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상

환경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상환경 안에서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에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학습효과가 향상되는지 알아보는 방

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선행연구 고찰, 가상환경기

술의 재분류, 콘텐츠 제작, 연구 문제 설정, 실험, 결과 분석의 과정

을 거쳐 진행하였다. 먼저 가상환경의 기술을 현전감을 기준으로 재

분류 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실제현실 

방향으로 현전감이 향상될수록 점차 현실과 같은 경험이 가능해 지

게 되며, 현전감이 무한히 향상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가상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과 동일하게 느껴진 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전감

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을 구분하고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사이에 기존의 가상현실에 비해 현전감이 

향상되는 유동적 개념인 실감가상현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점감

의 강화 방향에 따라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된 직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감가상현실 학습 콘텐츠와 가

상현실 학습 콘텐츠를 구현한 후 실감가상현실의 직접 경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효과가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는지 비교 실험 하였다.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으로 현전감, 재미, 몰입이 

도출되었는데,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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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인 생생함, 접촉에 이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

이션 멀미가 도출되었으며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는 

콘텐츠적 측면인 도전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경

험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의 단계가 경험학습의 평가에 대한 중

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습 경험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경험성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험에 활용될 실감가상현실 콘텐츠와 가상현실 콘텐츠는 이러한 

모든 특성을 반영하여 어드벤처학습게임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연구문제는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서의 경험이 가상현실

을 활용한 학습에서의 경험보다 더 실제 현실과 같이 인식되고 학

습 효과도 향상된다면 현전감이 강화될수록 경험학습의 효과가 향

상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설계 하였으며, 궁극적으

로 가상의 환경을 통한 경험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험 단계에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효과에 대해 비교 실험하였다.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에 

비해 실감가상현실에서 경험을 더 실제 현실과 같이 인식하는 지 

측정하기 위해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인  현전감, 

재미, 몰입 그리고 현전감과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인 생생

함, 접촉에 이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멀미, 

도전적 요소, 환상적 요소를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경험성 

척도를 사용하여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습 경험 단계를 측

정하였다. 학습 효과가 향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의적 측면

인 만족도와 인지적 측면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실감가상현

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적인 학습에 비해 향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 학습 참가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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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시스템 불안정

성, 시스템 디자인 문제, 시스템 버튼 오작동, 개방된 주변 환경과 

같이 실감가상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해 요인이 발견되

었는데, HMD를 활용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는 방해요인의 영향

이 적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방해요인들이 실

감가상현실에서 현전감과 몰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실시한 2차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경험 인식에 

대한 측면에서는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경험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경험에 비해 보다 강하게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식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청각적 생생함을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의 

경험이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단계의 경험이라면, 생생함과 

상호작용이 향상된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은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

고 사물을 만지는 것 같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경험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생생함과 상호

작용의 향상을 바탕으로 가상환경의 현전감이 향상될수록 현실과 

같은 경험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모두 경험학습의 측면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학습 보다는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훨씬 고차원적인 학습에 적합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상환경 기술의 생생함과 상호작

용이 계속 발전하여 현전감과 경험성이 꾸준히 향상되게 되면 궁극

적으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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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학습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책을 이용한 간접 경험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체화되지 않고 기호화된 지식들을 전수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간접 경험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해결방안으로 학교 현

장에서는 이러닝, 모바일러닝, 스마트러닝과 같은 다양한 교육공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수업방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잠시 흥미를 느끼기도 하

지만,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간접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ICT와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같은 가상

환경 기술의 활용이 대중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경험적 패

러다임을 구성하는 학습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술은 게임과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을 넘어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 된다. 기존의 수업 경험이 직접 목격하거나 접촉이 가능한 직접 

경험과 이러한 실제적 경험이 불가능할 경우 눈과 귀로 체험하는 2

차원적인 간접 경험방식(audio-visual)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

류되고 있다면,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활용한 가상현실 학습은 가상환경에서의 3차원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은순, 2015).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가상현실 기술이 단순한 동영상 기술 수준에서 머무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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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러 분야로 성장할 지에 대해 반신반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

다. 하지만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어느 때 보다도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016년

에 있었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은 가상현실 이

었다. 주커버그(Zuckerberg, 페이스북 CEO) 역시 “가상현실은 차

세대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상현실 대세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이슬기, 2016)1. 그러나 그동안의 가상현실 기술은 현실적 

경험에 가까운 경험학습이 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생생

함과 가상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 한계로 인해 실제 학습 현장에 적

용하기는 쉽지 않았다2. 또한 가상환경을 활용하는 기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기존 개념설정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이 분야의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상환경기술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상환경 안에서 실제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현실에 가까운 경험학습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증해 

1 2017년 4월 18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
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페이스북의 10회 연례 개발자회의 'F8'에서 
"AR은 우리의 모든 기술을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며 AR 개발자
들을 위한 'AR 앱스토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http://news.joins.com/ 
article/21491680)
2 비행시뮬레이션(Flight simulation)과 같이 조종사들이 조종방법을 연습하
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장비들이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사
(NASA)의 훈련프로그램 등이 있기는 했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
는 고가의 장비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으며,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
되었을 뿐 실질적인 경험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3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 구현 가능성 

검증에 있다. 따라서 가상환경기술을 적용한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

와 최신 가상환경 기술 발전 경향을 살펴본 후 가상환경 안에서 실

제와 같은 경험학습이 가능한지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경험의 정의를 구체

화 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경험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각 분야에 

따라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습현장에서 의미하는 경험을 정의하였다. 또한 경험 유형을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험방식이 학습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상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상환경기술 개념과 유형들을 분석한 후, 최근 기술 변화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개념과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가상환경

기술은 정의와 활용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가상현실, 증강

현실 사이의 분류와 관계도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구분 하

여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과 맞지 않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경험의 직접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현전감(現前感)3을 기

3 철학적 논의에서 시작된 용어로 어떤 환경 안에 있다는 느낌(the sense 
of being in an environment)을 의미한다(Steuer, 1993). 프레즌스
(Presence),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가상 프레즌스(Virtual Presence)
등 세부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프
레즌스(Presence)라고 통일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존감, 
실재감, 임장감, 원거리 실재감, 현실감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권중문, 2006),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기원과 의미에 충실
하기 위해 철학적 논의에서부터 사용되어온 현전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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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가상환경 기술 개념의 재분류를 시도하였고, 기존의 가상현실 

경험에 최근 제한적인 감각운동기능(sensory-motor) 기술이 보강

되어 현전감이 강화된 가상현실을 실감가상현실이라고 새롭게 정의 

하였다.

셋째, 문헌검색과 기존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실감가상현실의 경험

적 특성과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로 기술적 요소 및 

콘텐츠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넷째, 실감가상현실 학습은 가상현실 학습에 비해 학습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초등학교 현장실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정

을 검정(test)하였다. 

그동안의 가상환경 기술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함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학

교 학습 현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경량화 되고 있는 고

사양의 운동감각기능이 보강된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 장치들이 대중화 되고 가상의 환경과 자연

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 지면서 그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실감

가상현실 기술의 향상된 경험성은 학습현장에서 가상환경 기술을 활

용한 직접경험학습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감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

을 구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직접경험이 불가능했던(예: 우주 탐사) 

교과과정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정한 경험학습4’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험학습의 선구자인 듀이(Dewey, 1916)는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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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경험학습

1-1. 경험의 정의와 유형

경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교육학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듀이(Dewey, 1902)는 전통적인 교육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그

들과는 거리가 먼 성인의 표준과 내용, 방법을 단시간 내에 받아들이

도록 강요하지만, 그러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은 어린 학습자들

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경험은 경험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동

안 경험이라는 용어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미로 이용되어 오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윤세균, 

2003; 이진용, 2003; Forlizzi & Ford, 2000).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의 기술·지식·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

인 사실. 경험에는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마음과 경험되는 대상으로서

의 객체인 사물이 다 포함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p.46) 

이진용(2003, p.217)은 이 외에도 경험에 대한 다양한 사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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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분석하여 경험이란 "어떤 대상(혹은 사건)을 1)직접적이고 개

인적으로 관찰, 참여, 접촉 하는 것, 2)이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3)

혹은 그 습득 과정, 4)관련되는 대상(혹은 사건), 5)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정의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전적 정

의 와 선행연구 등을 통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관찰하거나 행동으로 직접 겪어 보는 행

위나 과정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이들의 습득 과

정 및 대상.”

경험은 경험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듀이(Dewey, 1916)에 의하면 직접 경험이란 어떤 사

물이나 상황을 직접 접하면서 느끼는 생생한 느낌 즉, 체험을 통해 

습득한 매개되지 않은 경험을 뜻하고, 간접경험이란 인간과 사물 사

이에 사물을 대표 또는 표시하는 기호, 언어, 상징 등이 매개 될 때

의 경험을 의미한다. 듀이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읽는 것과, 그림을 직접 보는 것

의 차이, 빛에 관한 수학적 방정식을 드는 것과 그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의 차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전쟁에 직접 참

가하는 것의 차이를 예로 들었다. 즉,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위험

과 고난을 공유한 것은 직접 경험이고, 전쟁에 대해 듣거나 읽는 것

은 상징적 매체를 통한 매개된 경험으로 간접경험이다. 

듀이는 이처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를 경험의 생생함과 

확실성의 정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김병길 & 송도선, 1995). 예를 

들어 축구를 배우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경기의 규칙에 대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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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험 간접경험

정의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직접 접하면서 

느끼는 생생한 느낌 즉, 체험을 통해 

습득한 매개되지 않은 경험.

인간과 사물 사이에 사물을 대표 또

는 표시하는 기호, 언어, 상징 등이 

매개 될 때의 경험.

사례

그림을 직접 보는 것,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

체험학습, 답사, 여행, 관광.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읽는 것,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

TV, 문학작품, 인터넷을 통한 경험.

[표 1]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구분

통해 배우는 것은 문자라는 기호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머리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습득된 정보는 추상적이면 생생함과 확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운동

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배우게 되면, 즉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한 규칙뿐만 아니라, 축구공의 무게감, 공을 발로 찼

을 때의 감각, 실제 축구공을 다루는 기술, 시합 중 선수들 간의 커

뮤니케이션, 체력적인 문제, 부상 등의 다양한 물리적 경험을 매개체 

없이 실제 감각으로 느끼고 그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즉, 직접 체험

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경

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접 경험이라는 것이 직접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직접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

가 직접 경험이 어떤 능동적인 동작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의

한 경험이라는 생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이 조작이나 동작행위

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소에 직접 가서, 보고, 듣

는 것과 같은 행위도 직접 조작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아니지만 현장

에 직접 가서 보고 듣는다는 점에서 직접 경험이 된다.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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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김정아와 남상준(2005)은 거주, 체험학습, 답사, 여행, 관광 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험도 직접 경험 범주에 포함하였다. 경험의 

분류에 대해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2. 학습현장에서의 경험

1) 간접경험학습

학교현장에서 학습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경험학습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은 학습 과정을 지루하게 만

들고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학교교실에서는 책과 같은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칠판, 사

진, 모형 같은 교육보조재들이 활용되어왔다. 그리고 좀 더 진화된 

형태로 OHP, 슬라이드, 실물환등기 같은 투사매체가 활용되어 왔으

며, 이후 대중전파매체의 등장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교육용 비디

오 등이 활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중요한 교수매체로 등

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폭넓게 활용되어 일방적으로 이

루어지던 의사소통의 방향이 상호작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0년

대 이후 모바일 기반의 통신매체가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고 유비쿼

터스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이러닝과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매체는 상징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시각매체, 청각매

체, 시청각매체, 복합매체 등으로 분류된다(임정훈, 2015).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매체의 활용이 결코 효과적인 수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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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은 아니며(Clark, 1994), 매체의 활용 방식에 따라 그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일주, 1995; 박승배, 1994; 

Kozma, 1994). 또한 이러한 매체 학습의 특성은 분류 기준이 상징

체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경험학습의 단순 확장이다. 즉, 

단순하고 지루한 책을 탈피하여 좀 더 재미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상징적인 매체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경험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간접적이고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비맥락적 학습을 하게 된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학습 방법들이 처음에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지만 수업이 진행 될수록 지루해지면

서 학습자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2) 직접경험학습

기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책이라는 매개체를 기본으로 하는 간접 

경험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해결책으로 직접 경험을 강조하

는 다양한 학습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듀이의 

경험학습 이론이 있다. 듀이는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지며 간접 경험도 필요하지만 직접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는데, 즉 학습자는 직접 경험을 통해 피상적이지 않은 진정한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과 관련된 또 다른 학습이론으로 

레이브와 벵거 (Lave & Wenger, 1991)의 상황학습 이론이 있다. 

레이브와 벵거는 단순 조작을 통한 비맥락적인 경험이 아니라 상황

맥락 속에서의 경험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

제 상황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참여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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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듀이의 직접 경험학습 이론

듀이(Dewey, 1902)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주어지는 학

습 내용들은 보통 시간적으로는 아동이 경험할 수 없는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넓은 세계를 포함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이 위로부

터의 강요, 밖으로 부터의 강요, 외부로부터의 규율, 교재나 교사로

부터의 학습, 반복 훈련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현재

의 삶과는 다소 멀리 떨어진 미래를 위한 준비, 고정되고 불변하는 

목적과 교육내용을 학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 직접경험 학습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고 하였다. 듀이(Dewey, 1916)는 경험을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때 경

험은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는 것, 즉 능동적인 

요소와 그 결과를 통해 사물과의 관련성을 알게 되는 것, 즉 이해하

는 것이라는 수동적인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듀이

는 시도하는 것 즉, 경험의 결과가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다시 

말해 행위에 의해 생긴 변화가 우리내부에 일어난 변화에 반영될 때, 

그때 비로소 경험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아이가 손가락을 단순히 불속에 집어넣어 불에 데는 것 자체가 

경험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써 아이가 당하는 고통으로 이

어질 때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듀이는 경험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

로 구분하였는데, 간접 경험의 매개체인 기호나 언어와 같은 상징매



11

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물을 대신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무의미

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간접경험의 위험성을 강조하였

다. 즉, 상징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은 상징의 매개체에 머물러 상징 

매체 자체가 경험의 목적이 되어 그 속에 머물게 됨으로써 무기력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문

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듀이는 간접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경

험은 짐승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간접경험 필요

성도 역설하고 있다. 즉, 체계화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책을 통한 간

접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호와 상징을 

통해 어떤 사실과 사상을 전달하려면 먼저 학생들이 실제적 상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배우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효

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직접 교육

과 간접 교육을 병행해야하며, 특히 하급 단계의 교육일수록 놀이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Dewey, 1916).   

2-2) 레이브와 벵거의 상황학습 이론

직접경험과 관련된 학습이론으로 레이브와 벵거 (Lave & Wenger, 

1991)의 상황학습이론이 있다. 상황학습 아이디어는 도제제도의 장

점을 학습상황으로 옮기고자 한 인지적 도제제도(Cognitive 

Apprenticeship)의 연구(Brown, Collins & Duguid, 1989; Collins, 

Brown & Newman, 1987)에서 발전한 것으로 레이브와 벵거는 학

습과 직접 관련된 행위(authentic activity)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상황학습을 정의하였다. 그들은 교육이 전통적으로 직접경험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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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맥락과는 동떨어져 추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종종 학교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상황학습 이

론에서는 학교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식이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분

리되어 가르쳐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레이브와 벵거는 전문가들이 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학습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생활 

맥락에서 제시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이란 공동체 속에

서 사회적 교류와 협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황학습이 실제로 이와 같이 구현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스미스(Smith, 2002)는 8~9명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

학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제 프로젝트

에 참가함으로써 사회과목이나 지리 과목 또는 과학과목의 한 부분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간적, 공간

적 그리고 상황 맥락적 한계로 인해 전통적인 교과내용을 가르치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벤트성 

체험학습으로 변형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단점

을 보완하고자 상황학습을 학교 현장에서 변형된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밴더빌트 대학 CTGV 그룹

(Cognition and Technology Group at Vanderbilt)에 의해 개발된 

상황학습인 앵커드인스트럭션(Anchored Instruction)이다. CTGV 

(1990, 1993)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는 전문가 상황이나 실행 공

동체가 제공하는 체험적 상황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학습상황을 맥락적으로 연결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또한 학

교 밖의 활동만이 상황적이고 학교 안의 활동이 비 상황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대한 직접인식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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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에 개입할 때 상황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영 셜록 프로젝트(Young Sherlock Project)5’와 같

이 장편영화를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영상이 제시하는 상황맥락 속에

서 학습을 진행하거나 ‘제스퍼 시리즈(The Jasper Series)6’와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상황학습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CTGV, 

1990; Young & Kulikowich, 1992). 그러나 이러한  변형된 형태의 

상황학습은 상황의 제시와 관찰일 뿐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체험하

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의 측면에서 여전히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직

접경험 학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상황학습에서 직접경험의 발전적 적용과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먼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상황 맥락적 

한계로 인해 이론 그대로의 적용을 통해서는 전통적인 학습의 내용

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고자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학습의 형태를 그대

로 유지하는 변형된 형태의 적용이 많은데 이럴 경우 직접 경험이라

는 상황학습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5 한 학기 동안  '영 셜록 홈즈(Young Sherlock Holmes)'라는 장편 영화를 
보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역사, 과학 개념 (날씨, 지형 및 발명품), 문학 (문
법, 어휘 및 문맥과 관련된 독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 및 공유하
면서 학습하는 프로젝트이다(Young & Kulikowich, 1992). 
6 제스퍼(Jasper)라는 인물의 모험 대한 영상이 12개의 비디오디스크로 구
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각의 디스크에서 제스퍼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Young & 
Kulikowich, 1992; https://jasper.vueinnovations.com/).



14

제 2 절 가상환경기술을 통한 경험

기존의 경험학습 이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는 직접 경

험과 책과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나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같은 가상환경기술의 발전으로 미

디어를 통한 경험이 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와 직접경험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직접 경험과 간접경험의 구

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개체를 통한 간접경험이 실제 

경험과 같이 느껴지는 데에는  현전감(Presenc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전감(Presence)이란 물리적 접촉이 배제된 가상의 환경에서 

자신이 어떤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나 실제 현실의 공간에서 가

상의 사물을 실제와 같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생생함과 상호작용이 있다(Steuer, 1993). 가상환

경 기술의 경우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시

청각적 생생함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몇 년간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이 대중화 되면서, 생생함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현실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근 가상

의 물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거나 물리적 이동(physical 

movemant)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이 개발, 상용화 되면서 훨씬 

강력한 직접경험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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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밀그램의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의 연속성

출처: Milgram, P., & Colquhoun, H. Jr. (1999). A Taxonomy of Real and 
Virtual World Display Integration. Mixed reality: Merging real and 
virtual worlds, 5-30. 인용 및 재구성.

2-1. 기존의 가상환경기술 분류 방식

밀그램과 동료들은(Milgram & Colquhoun, 1999; Milgram & 

Kishino, 1994)은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에 대해 디스플레이의 관점에

서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의 혼합 정도를 기준으로 실제환경, 증강현실, 

증강가상, 가상환경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1]. 밀그램은 실제 

환경이 컴퓨터로 모델링된 오브젝트(object)가 없는 순수한 현실 환

경이라면, 정 반대편에  순수하게 모델링된 가상의 오브젝트만으로 

구성된 가상 환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중간 영역을 실제

와 가상의 혼합 방식에 따라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으로 구분하였다. 

증강현실이 현실에 모델링된 가상의 오브젝트를 덧입혀서 현실을 증

강하는 것이라면 증강가상은 가상의 오브젝트에 사진 이미지와 같은 

현실성을 매핑하거나 위치시킴으로서 가상현실을 증강하는 개념이라

고 보았다(Milgram & Colquhoun, 1999). 즉, 현실에 가상성을 추가

하거나 가상현실에 사실성을 추가하는 중간 영역에 증강현실과 증강

가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넓은 범주로 보면 기본 바탕이 실제 현

실이냐, 가상현실이냐에 상관없이 가상성과 사실성의 비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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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밀그램 스스로도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의 

구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부분의 산업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증강가상

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실제와 가상의 혼합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가상의 오

브젝트를 이용해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가상환경 기술은 크게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의 두 축으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되어 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몰입적인 가상 환경에서 현전감

이 강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

은 1962년 하일리그(Heilig, 1962)가 영사 화면에 따라 진동하는 

의자를 이용하여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비인 센소라마

(Sensorama)가 그 기계적 시초이며, 1968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인 서덜랜드(Sutherland, 1968)에 의해 고안된 헤드마운티드디스플

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최초의 가상현실 컴퓨터 시

스템으로 보고 있다. 가상현실에서는 현실감의 주된 요소인 시각, 청

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오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박경배, 2012)7. 가상현실 

구현을 위해서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공간을 생성하는 돔

(Dome), 방과 같은 공간의 벽에 입체영상을 투시하는 케이브(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CAVE), 머리에 쓰는 방식인 헤드

마운티드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이하 HMD)장비 등이 

7 사실 촉각, 미각, 후각 중 촉각은 현재 다양한 센서 등의 개발로 급격히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후각과 미각은 아직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이 요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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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바이브(VIVE)8와 같은 장비의 대중화로 인

해 일반적으로 HMD를 활용한 몰입형시스템을 가상현실이라고 간주

하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라는 명칭은 1990년 보잉 항공사

에서 항공기 내부전선 조립과정 가상이미지를 실제 비행기에 중첩시

켜 투영해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하였다(박경배, 2012; 이동진 & 

정진헌, 2012). 증강현실이란 3차원 공간에서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Azuma, 1997). 즉, 현실에서 

모델링 된 가상의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모션, 피드백 등을 실시간

으로 합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박경배, 

2012). 가상현실에 뿌리를 둔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같이 가상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사용자 환경에서 모사(simulation) 된 실제 정

보를 더해줌으로써 현전감(Presence)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컴퓨터가 구축한 단순한 시청각적 가상공간을 제공

하는 기술인 가상현실과 차이가 발생한다. 즉, 가상현실이 실제 환경

을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 환경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이라면 증

강현실은 실제 환경을 유지한 체 가상의 오브젝트를 첨가한다는 점

에서 실제 환경에 가상의 경험이 증강되어 증강현실이라고 부른다

(계보경, 2007; 계보경 & 김영수, 2008).

8 최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HMD방식의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
템이다. 기존의 HMD가 키보드나 마우스, 게임패드를 이용해 가상의 환경과 
상호작용이 약했던 반면, 바이브(VIVE)는 가상현실을 증강하는 촉각적  피
드백, 이동성 등이 부가되어 가상현실이 실제현실처럼 느껴지는 범위가 증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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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의 일반적인 가상환경기술의 분류

증강현실은 이와 같이 가상의 오브젝트와 실제 환경의 시각적 정

합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후에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와 같은 모바

일 장비가 대중화면서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한 증강현실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위치기반 증강현실의 개념이 등

장하였다. 던리비(Dunleavy, 2014)는 증강현실을 시각기반 증강현

실(Vision-Based AR)과 위치기반 증강현실(Location-Based AR)

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시각기반 증강현실(Vision-Based AR)은 

헤드마운트에 부착된 카메라가 잡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합성 재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아즈마(Azuma, 1997)의 정의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증강현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위치기반 증

강현실(Location-Based AR)은 물리적 공간을 GPS나 기타장비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위치에 적절하게 네러티브, 네비게이션, 아카데

믹한 정보 등을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여 물리적 환경을 증강하는 방

식을 의미한다. 머널리와 동료들(Munnerley et al., 2012)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증강현실의 형태를 인공기반 증강현실 (Artifact 

-Based AR)과 지리기반 증강현실 (Geo-Located AR)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인공기반 증강현실(Artifact-Based AR)이 시

각기반 증강현실(Vision-Based AR)과 같은 개념이며 지리기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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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실(Geo-Located AR)이 위치기반 증강현실(Location-Based 

AR)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상환경 기술의 

분류는 [그림 2]와 같다.

2-2. 가상환경기술의 재분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상환경 기술은 일반적으로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로 양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 제시된 여러 문

헌들의 증강현실 정의를 살펴보면 증강현실을 가상현실의 한 분야 

및 변형된 형태로 보거나 가상현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개념들을 기술적 측면과 

활용 목적에서 비교해 보면  몰입감, 현전감, 가상의 물체라는 키워드

로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 모두 가상의 물체나 환경을 사용하며, 활용 목적에서 보

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모두 현전감이 강화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가상현실이 격리된 환경에서 100% 가

상의 물체와 환경만으로 현전감이 강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증

강현실은 개방된 환경에서 가상의 물체와 감각 피드백

(sensory-feedback)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현전감이 강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과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가상현실의 연속선상에 있고 감각적 경

험이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가상현실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하위 범주에서 각각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먼저 기존의 가상현실을 순수한 가상현실이라고 정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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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증강현실

개념

Ÿ 컴퓨터 등을 이용한 몰입적인 가

상의 환경에서 인공적으로 오감

을 만들어 주어 현전감이 강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

(박경배, 2012).

Ÿ 컴퓨터상에 구축된 가상적인 3차

원 공간. HMD와 입력장치를 사

용하여 사람이 가상의 공간에 몰

입할 수 있고, 3차원 공간속의 물

체를 조작할 수 있으며, 마치 현

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됨(Ohmsha, 2002).

Ÿ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

낸 가공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여 마치 사

용하는 사람이  실제 그 세계 안

에 존재하는 것처럼 유사한 현실

을 창조해 몰입하게 하는 기술(하

연 편집부, 2015).

Ÿ 컴퓨팅 단말 등 인공적인 기술을 

토대로 만든,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

나 상황 혹은 기술 자체를 의미. 

3차원 공간성, 실시간 상호 작용, 

몰입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가상

의 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해줌(CHO Alliance 편집부, 2015).

Ÿ 가상현실의 변형 또는 일반적으

로 가상현실이라 볼 수 있음. 3차

원 공간에서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결합되어 실시간으로 상

호작용하며 사용자에게 보다 향

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

는 기술(Azuma, 1997).

Ÿ 가상현실의 한 분야. 현실 세계에 

가상세계의 영상을 투영하여 융

화시켜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과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을 결부 시

킬 수 있게 됨(Ohmsha, 2002).

Ÿ 가상현실의 한 분야. 실제 환경에 

컴퓨터가 생성한 3차원의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중첩시켜 사용

자에게 보여주는 기술. 인간의 오

감을 자극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세계에 몰입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줌(하연 편집부, 2015).

Ÿ 가상현실의 한 분야.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

도록 하는 기술. 현실 세계를 바

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하여 향상된 현실감 제

공(CHO Alliance 편집부, 2015).

내재된 

의미

Ÿ 격리된 환경에서 100 % 가상의 

오브젝트와 환경만으로 현전감이 

강화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Ÿ 가상현실의 한 분야. 개방된 환경

에서 가상의 오브젝트와 환경으

로 현전감이 강화된 몰입적 경험

을 제공하는 기술.

[표 2]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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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격리된 공간 안에서 순수하게 가상의 

환경에 둘러 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기

존에 일반적으로 증강현실이라 불리는 현실과 가상의 혼합 시스템은 

가상의 물체나 환경을  실제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현전감

을 강화시키는 개념이므로‘부분적 가상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한 기존에 증강현실을 시각기반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증강현실로 분

류하였듯이‘부분적 가상현실’을 ‘부분적 시각기반 가상현실’과 

‘부분적 위치기반 가상현실’로 재분류 구분하였다([그림 3] 참조).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도 기존의 기술적 관점

이 아닌 사용자가 느끼는 현전감과 경험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다

시 분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환경 기술에 대해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분류체계는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이 

기술적으로 실제 현실의 물체인지 아니면 가상의 물체인지를 중심으

로 구분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서 느끼는 경험이 실제 현실의 경험과 유사해지면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의 기술적 분류 기준보다는 사용자가 가상의 경험을 얼

마나 진짜같이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혼합 정도로 구분한 기존의 분류와 달

리, [그림 3]과 같이 가상의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이 얼

마나 실제와 가까이 느껴지는지를 기준으로 ‘실제현실(Actual 

Reality) – 실감가상현실(Authentic 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연속성의 관계에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이 

연구에서 재해석한 넓은 의미의 가상현실을 의미하며, 그 반대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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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전감을 기준으로 한 가상환경 기술의 분류 및 

실제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관계

에 ‘실제현실(Actual Reality)’이 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서‘가

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Virtual Reality’라고 표기한 반

면 실제 현실은 ‘Actual Reality’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

럼 ‘실제현실’을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Real Environment’대신

‘Actual Reality’라는  표현한 이유는  가상과 실제의 개념이 철

학적 논의에서부터 발생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

고자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명숙(1998)은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상현실의 

‘Virtuality(가상성)’는 ‘Reality(실재성)’와 대비되는 것이 아

니라 ‘Actuality(현실성)’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구체

적으로 ‘Virtual’, ‘Actual’, ‘Real’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Virtual’의 경우 ‘정식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질에 있어서 또는 사실상 결과나 효과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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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Existing or resulting in effect or essence through no in 

actual fact, form of name(Webster's New World, 2016); Being in 

essence or effect, not in fact(Webster's 1913 Dictionary,  

2017))’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The country was sliding 

into a state of virtual civil war. (그 나라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빠

져 들고 있었다.)’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며, 부사 형태로는 

‘Korea has virtually advanced to the finals. (한국은 사실상 본선

에 진출했습니다. )’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실제로 내전

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전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축구경기에서 본선에 진출했다고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상대팀과의 경기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임(Heim, 1994), 

이채리(2001; 2004)등은 ‘가상현실(Virtual Veality)’이 ‘공식적

으로 인지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혹은 효력 면에서 

존재하는 실재’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라는 용어에는 이처럼 ‘Virtual’의 의미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Virtual’의 반대 개념으로 ‘실제현실’을 의미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Real’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현에 모호

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eal’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또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며내거나 모조품이 아닌, 

진짜인, 진품인(Not imaginary, fictional, or pretended. : ACTUAL. 

Genuine or authentic(Webster's New World, 2016); Not artificial, 

fraudulent, or illusory : genuine(Webster's 1913 Dictionary, 

2017))’이다. 즉, 사실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의 개념이 핵

심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Actually being or existing) 



24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Are those real flowers? (저 꽃들은 진

짜 꽃이니?)’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는데, 이때 진짜 꽃의 반대가 되

는 종이나  천으로 만든 가짜 꽃 역시 실제로(Real) 존재한다. 

‘Real’의 반대가 ‘Virtual’ 이라면 ‘진짜 꽃(Real Flower)’의 

반대개념으로서 ‘가짜 꽃(Virtual Flower)’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

는데 실제 현실 공간에 존재하게 되므로 ‘Real’은 ‘Virtual’의 

반대 개념이 될 수 없다. 

반면에 Actual의 사전적 의미는‘(사실임을 강조하여) 실제의, 사

실상의(Existing in fact or reality(Webster's New World, 2016; 

Webster's 1913 Dictionary, 2017))’라는 뜻으로 실제 일어난 일

이나 사실을 의미며 Virtual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앞서 

예로 든 바와 같이‘The country was sliding into a state of virtual 

civil war. (그 나라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빠져 들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내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뜻인 반면, ‘The country was sliding into a 

state of actual civil war. (그 나라는 실제 내전 상태로 빠져 들고 

있었다.)’라고하면 실제로 내전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문

장에서 ‘Virtual’과 ‘Actual’의 차이는 둘 다 내전과 같은 효력

의 상태이지만 Virtual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Actual’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다. 다

시 말해 ‘Virtual’을 사용한 앞의 문장에서는 내전이 존재하지 않

지만, ‘Actual’을 사용한 뒤의 문장에서는 이미 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Virtual’의 

반대개념을 ‘Aactual’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Virtual Real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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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Reality’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여명숙(1998)은 일반

적으로‘Reality’가 ‘현실’이라고 번역되어 가상현실이라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현실’은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이지만 대체로 시공간에서 직

접적으로 지각 가능한 대상이나 사건 혹은 그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

리킨다. 이에 비해 실재는 현실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실재 중에는 

현실화된 실재도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실재도 있다. 이 점에서 

‘Virtual reality’는 ‘가상적 실재’로, ‘Actual reality’는 ‘현

실적 실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여명숙, 1998, 

p.43)  

그러나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이라는 표현이 이미 언어관습

에 따라 굳어진 용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논의를 위해서

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가상현실’과 ‘실

제현실’이라는 표현이 이미 학계와 상업적 시장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관습에 따라 한국어 표기는‘가상

현실’과 ‘실제현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실제현실(Actual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사이에 생생함이나 

상호작용 기술 등의 발전으로 현전감이 더 증강된 가상현실을 의미

하기 위해 ‘실감가상현실(Authentic Virtual Reality)’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 ‘Authentic(실감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

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 같

은 경험’, ‘실감나는 경험’을 의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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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 Experience’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Dunleavy, 2014; e.g., Izard, Mendez & Palomera, 2017; 

Kamarainen et al., 2013;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 Jan, 

2007). 이 연구에서 제시한‘실감가상현실’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

라 계속 발전하는 개념이다. 즉, 생생함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촉각, 후각 미각까지도 현실의 경험 유사하게 

제공하고,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가상의 물체를 직접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실제와 같은 무게감을 느끼는 등 실제 현실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생함과 상호작용, 현전감이 무한대로 향상되

다 보면 궁극적으로 실제현실과 똑같은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실감가상현실 기술은 촉각, 후각, 미각에 

대한 생생함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시/청각적 생생함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은 과거의 

키보드나 마우스, 게임패드과 같은 간접적인 상호작용 시스템을 벗어

나 3D의 공간에서 직접 가상의 물체를 잡고 조작할 수 있는 입체컨

트롤러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이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관계를 현전감

의 강화 방향에 따라‘가상현실’,‘실감가상현실’,‘실제현실’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가상현실’을‘순순한 가상현실’과‘부분

적 가상현실’로. 그리고‘부분적 가상현실’을 다시‘부분적 시각기

반 가상현실’과‘부분적 위치기반 가상현실’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상현실의 생생함과 상호작용, 현전감이 무한대로 향상되다 보면 보

다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실감가상현실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실제현실과 똑같은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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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 경험으로서의 실감가상현실

밀그램과 콜쿤( Milgram & Colquhoun, 1999)은 디스플레이의 관

점에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순환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아무리 더해도 가상현실이 될 수 없으며, 

가상현실에 아무리 사실적인 이미지를 더해도 실제 현실과 같을 수

는 없다 주장했다. 즉, 가상의 오브젝트를 아무리 현실처럼 만들어도 

결국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아무

리 추가해도 실제 환경이 가상의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바라본 견해인데, 실존에 대한 

문제로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본질적으로 혹은 효력 면에서 존

재하는 실재를 의미한다(이채리, 2001, 2004; Heim, 1994). 다시 

말해, 효과 면에서 실제 경험처럼 느끼거나 실제와 유사하게 생각 되

는 경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가상현실이 존재론적으로 실제 존재

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상현실의 경험

은 사람이 느끼는 직접경험이 될 수 있다. 

최근 몰입형 가상현실(HMD)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한 경험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 사례들을 통해 가상현실의 경험이 실제 경험처럼 

느껴지거나 실제와 유사하게 생각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e.g., 

De Souza e Silva & Delacruz, 2006; Kamarainen et al., 2013; 

Klopfer, Perry, Squire, Jan & Steinkuehler, 2005; Klopfer, 

Squire & Jenkins, 2002; Mentira, 2009; Perry, 2014; Shelton, 

2003; Squire & Klopfer, 2007). 던리비(Dunleavy, 2014)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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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한 선행사례들은 모두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Theory)이론과 구성주의 학습이론(Constructivist Learning 

Theory)9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부분적 가상현실을 통해 

실제 현실과 유사한 상황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경험하도록 하

며, 이러한 진짜와 같은 가상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하

도록 하고 있다(Dunleavy, 2014). 이와 같은 부분적 가상현실의 사

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현실을 통한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식이 가능하며 그 결과 경험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생생함

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실감가상현실 기술

은 과거의 단순한 가상현실 보다 강한 현전감의 제공을 통해 현실에 

더욱 가까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렇게 향상된 가상

의 경험에 대해 보다 강하게 직접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감가상현실의 현전감이 궁극

적으로 먼 미래에나 가능한 깁슨(Gibson, 2000)의 소설 '뉴로맨서

(Neuromancer)'에 나오는 가상세계(Virtual World)나, TV 드라마 

스타트랙(Star Trek) 의 ‘홀로데크(Holodeck)’, 영화 '메트릭스

(The Matrix, 1999)'의 초지능 프로그램인 ‘the Oracle’과 같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실제 현실과 동일한 느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9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을 개인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 구성주의에는 크게 파아제(Piaget)의 이론에 근거를 둔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Vygotsky)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성장한 사회
적 구성주의가 있는데, 인지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구성주의는 개인이 참여
하고 속해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장순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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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감가상현실 기술의 경험적 특성

앞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실감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의 생생함과 

상호작용성이 보다 현실에 가깝게 발전된 것으로, 이 둘은 원래 같은 

개념이며 생생함과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10. 따라서 가상

현실의 특성이 곧 실감가상현실의 특성이므로 가상현실과 관련된 선

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을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현전감(Presence), 재미(Fun), 몰입(Flow)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도출되었는데,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현실

적인 느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감가상현실

에서 현전감, 재미, 몰입이 가상현실에 비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

다고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실감가상현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은 현전감(Presence)

이다(Barfield & Hendrix, 1995; Heeter, 1992;  Slater & Usoh, 

1994). 브리켄과 번(Bricken & Byrne, 1993)은 학습 환경으로서 

가상현실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현실 여름학교(Summer 

Students in Virtual Reality)에서 가상현실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이 7주 동안 7개의 세션을 통해 

가상현실의 공간을 직접 만들고 그 안을 탐험하는 실험이 진행되었

는데, 연구결과 가상현실이 교수 학습에 있어서 창의적인 환경을 만

들어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학생들은 복잡한 개념과 기술을 

금방 배우고, 가상현실의 개념인 현전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0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단순 가상현실에서 실제현실 사이의 현전
감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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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감은 가상현실 기술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기재로 사용자

가 가상의 환경에 있는 듯한 느낌의 정도를 의미하며, 가상현실의 유

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Bailenson, Yee, Blascovich, Beall, 

Lundblad & Jin, 2008).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3차원의 다감각각적 

환경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시스템의 기능에 자연스

럽게 연결시킴으로써 강한 현전감을 느끼게 되는데(Zeltzer, 1990; 

Bricken & Byrne, 1993, 재인용), 가상현실 연구 초창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경험인 현전감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e.g., Bailenson, 

Blascovich, Beall & Loomis, 2003; Heeter, 1992; Held & Durlach, 

1992; Mania & Chalmers, 2001; Meehan, 2001; Short, Williams 

& Christie, 1976; Welch, 1999; Witmer & Singer, 1998). 현전감

의 측정은 설문지, 생리학적 측정, 행동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도 되어 왔으며,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특성상 설문지를 통한 연구들

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e.g., Heeter, 1992; Held & Durlach, 

1992; Short et al., 1976; Witmer & Singer, 1998;). 

실감가상현실의 두 번째 특성으로 재미(Fun)를 들 수 있다. 가상

현실은 TV와 같은 매체와 달리 강한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작용성은 게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가상현실은 게임 형

태로 만들기에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이

자 목적이 곧 재미이므로(윤형섭, 2009), 가상현실은 기본적으로 게

임을 만들기에 적합한 매체이며, 그 결과 재미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게임을 

목적으로 하거나 게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11. 먼저 순수한 가상

11 최근 게임,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판매 및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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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경우 그 동안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대중화 

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에 특화되어있으며(Zyda, 2005),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

는데,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 게임이다

(남선숙, 2017). 부분적 시각기반가상현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AR카드12의 조작을 통한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시

청각적 생생함으로 인해 주로 게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큰 편이다(송

현주, 2015). 부분적 위치기반 가상현실의 경우 역시 게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

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포켓몬Go(Niantic, Inc., 2017)는 부분적 시

각기반가상현실과 부분적 위치기반 가상현실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처럼 가상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들은 게임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상현실이 게임의 전제조건이 되는 상호작용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 게임의 형태로 풀어내기에 적합하며, 결과적으로 게

임을 통해 재미를 제공하기에 용이한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가 가상현실의 특성이라는 점은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상현실의 디자인 원칙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인 스팀(Steam)을 보면, 게임 카테고리에 가상현실 부
분이 추가되어 많은 가상현실 게임들이 업로드 되어있다(http://store.ste 
ampowered.com/games/), 또한 바이브(VIVE)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
스토어인 바이브포트(viveport)에 업로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다양한 유형의 게임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에 대해 
플레이(Play)한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https://www.viveport.com/). 
12 특정한 패턴이나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 카메라로 비추면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표면 위에 가상의 오브젝트가 나타나는 카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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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던리

비(Dunleavy, 2014)는 부분적 가상현실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부분

적 가상현실의 디자인 원칙으로 도전(Challenge, Enable and then 

challenge), 환상(Fantasy, Drive by gamified story), 호기심

(Curiosity, See the unseen)을 제시하였는데, 이 원칙들은 말론이 

제시한 재미의 세 가지 요소인 도전, 환상, 호기심과 매우 유사하다. 

즉 재미를 구성하는 요소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디자인 하는 요소가 

같다는 점을 통해 재미가 가상현실의 기본 특성임을 다시 한 번 확

인 할 수 있다.

실감가상현실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몰입(Flow)이 있다. 칙센트미

하이의 플로우(Flow) 개념을 단순히 몰입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다른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Csikszentmihalyi, 1990). 칙

센트미하이가 말하는 ‘플로우’는 정확히 말하면 게임 자체의 액션

이나 스토리 구조에 푹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콘텐츠 적으

로 게임메카닉스(Game Mechanics)13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환희, 삼매경이라고 볼 수 있다14. 따라서 앞

에서 논의한 가상현실의 개념이 이용자가 느끼는 현전감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의 특성으로서의 몰입은 단순히 내용 

13 게임 메카닉스는 게임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설계된 규칙 또는 방법의 
집합체로, 플레이어는 게임 메카닉스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 한다(Sicart, 
2008).
14  게임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There is the story based immersion into the narrative, plot and setting.
And there is flow, the immersion into the game mechanics.
(http://www.gamearch.com/2009/05/05/immersion-v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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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나  캐릭터 매력도 등에 의한 심리적 몰입(Immersion)보다는 

기술적인 측면과 콘텐츠 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흥미, 

환희 등에 빠져드는 경험(Flow)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

라서 이 논문에서는 칙센트미하이의‘플로우(Flow)’개념을 사용하

는데 일반적 관례에 따라 그냥 ‘몰입’으로 번역해 사용하겠다15.

계보경(2007)은 시각기반 가상현실 학습에서 매체의 특성으로는 

현전감과 학습 몰입을, 그리고 현전감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감각적 몰두, 탐색(Navigation) 가능성,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러한 특성이 학습 만족도와 지식의 이해 및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생생함으로부

터 발생하는 감각적 몰입과 조작에 의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현전

감과 몰입이 유발되고, 그 결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증명

하였다. 서희전(2008)도 이와 유사하게 시각기반 가상현실 학습 환

경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용 지구과학 실감형 교

육 미디어를 이용하여 현전감, 학습 몰입감, 사용성에 대한 태도, 학

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시각기반 가상

현실 학습 환경에서 현전감이 학습 몰입감과 사용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몰입감과 사용성에 대한 태

도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몰입

감은 사용성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서희전, 2008). 이처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효과의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이 현전감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몰입이 발생하

며 궁극적으로 학습효과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몰입은 가

15 칙센트미하이의 저서 ‘Finding Flow’를 ‘몰입의 즐거움’으로 번역하였다 
(역자: 이희재, 해냄 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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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실의 특성임과 동시에 학습의 측면에서는 학습 효과의 선행 조

건이라고 볼 수 있다.  

3-1. 현전감

1) 현전감의 개념

현전감(Presence)이란 물리적 접촉이 배제된 가상환경에서 자신

이 어떤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말로 처음에는 주로 철

학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적

인 재현이 가능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재

해석되고 있다. 현전감과 관련된 최초의 용어는 멀리 떨어 진 장소에

서 원격으로 사물을 조종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종하면

서 느끼는 원격의 현전감(Remote Presence)을 의미하기 위해 민스

키(Minsky, 1980)에 의해 사용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이

다. 이 후에 여러 분야에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가상 프레

즌스(Virtual Presence), 프레즌스 (Presence)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 연구에서도 현존감, 실재감, 임장감, 원

거리 실재감, 현실감 등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

되고 있으며, 원어 그대로 프레즌스, 텔레프레즌스로 사용되기도 한

다 (권중문, 2006).

스토이어(Steuer, 1993)는 현전감(Presence)을 프레즌스(prese- 

nce) 와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로 구분하였는데, 프레즌스는 

실제 환경에 있는 느낌이고("Presence is defined as the sense of 

being in an environment."), 텔레프레즌스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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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만들어진 환경에 있는 듯한 경험("Telepresence is defined as 

the experience of presence in an environment by means of a 

communication medium.")이라고 정의 하여 현전감을 매개체의 존

재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스토이어에 의하면 텔레프레즌스

(Telepresence)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실제 환경

이나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비디오와 같은 매개체를 통

해 보고, 그 매개된 환경에 있다고 느끼는 지각이다(Steuer, 1993). 

셰리든은 현전감(presence)을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와 가상 

프레즌스(Virtual Presence)로 구분하였는데, 텔레프레즌스

(Telepresence)는 원격 조종과 같은 것을 할 경우 현재 있는 장소

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의미하며, 가상 프레즌스

(Virtual Presence)는 컴퓨터와 다양한 시청각 도구에 의해 만들어

진 인공적인 환경에 있는 느낌이라고 하였다(Sheridan, 1996). 즉,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는 사람들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환

경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하여, 가상 프레즌스(Virtual 

Presence)는 사람들이 마치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의미한다(Barfield, Zeltzer, Sheridan & Slater, 1995; 

Sheridan, 1992). 그러나 셰리든은 현전감이란 실제와 가상의 구분

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시각, 청각, 촉

각, 운동역학적 느낌과 같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원격 또는 가상의 

환경으로 부터 피드백을 받아 생기는 ‘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전감과 관련된 연구 초기에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현전감 개념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면서 텔레프레즌스, 가상프레즌스, 

프레즌스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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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분 없이 현전감(Presence)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Lombard & Ditton, 1997),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개념으로 현전감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권중문, 2006). 

현전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히터(Heeter, 

1992)는 거기에 있다(being ther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프레즌스

를 그곳에 있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가상의 환경으로 옮겨 들

어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슬

레이터와 어서(Slater & Usoh, 1993)는 현전감은 그들의 물리적인 

신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

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의 모든 감각적 투입을 수반한다

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전감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실제 공

간이 아닌 다른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슐로업(Schloerb, 1995)은 현전감을 물리적으로 멀리 떨

어진 환경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정의했다. 롬바드와 디톤(Lombard　

＆ Ditton,　1997)은 현전감이란 느끼는 현전감이 매개된 것이 아니

라는 지각의 환상 (perceptual illusion of non-mediation)이라고 정

의 하였다. 그리고 매개되지 않는다는 환상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매개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매개체가 거기

에 없는 것처럼 반응 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비록 어떤 의미에

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각 개인의 감각과 지각 시스템에 

의해 매개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비매개(nonmediated)는 인간

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기술에 의한 매개 없이 겪는 경험으로 정

의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위트머와 싱어(Witmer　 ＆ Singer, 

1998) 는 현전감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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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소 또는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 

했으며, 프리맨과 에이본(Freeman & Avons, 2000)은 현전감은 매

개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being there) 주관적

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현전감은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크게 거기에 있다는 느낌 (sense of being there)과 매개되지 않은 

인지적 환상 (perceptual illusion of nonmediation)이라는 두 가지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계보경, 2007). 이러한 두 가지 내포된 의미

중에 거기에 있다는 느낌은 말 그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가상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의미하며, 매개되지 않은 인지적 환상의 측

면은 간접경험을 의미하는 매개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결국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직접 경험처럼 느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2)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경험의 직접성에 영향을 주는 현전감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학

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스토이어(Steuer, 1993)에 의하

면 현전감을 결정하는 선행요소는 생생함(Vividness)과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스토이어에 

의하면 생생함은 감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된 환경의 재현적 풍

부함을 의미하고, 상호작용성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매개환경의 형

태와 내용을 수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가상의 

환경이 감각적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는지.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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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의 가상의 사물들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조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현전감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셰리든(Sheridan, 1992)

은 현전감의 결정요소로 감각적 정보의 확장(Extent of Sensory 

Information), 감각의 통제(Control of Sensors), 환경의 수정능력

(Ability to Modify Environment)을 제시하였는데, 감각적 정보 확

장이 결국 생생함을 의미하며, 감각의 통제와 환경의 수정 능력이 상

호작용 측면의 요소이다. 위트머와 싱어(Witmer & Singer, 1998)는 

현전감의 결정요인을 통제요인(Control Factor), 감각요인(Sensor 

Factor), 방해요인(Distraction Factor), 사실성 요인(Realism 

Factor)으로 구분하였다. 통제요인은 가상환경이나 미디어 프로그램

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스토이어(Steuer, 1993)의 기준으로 

보면 상호작용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감각요인은 사용자의 감

각기관에 전달되는 정보의 풍부함을 의미하고, 사실성 요인은 해상도, 

조명, 화각(field of view)등 가상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데, 이 두 요소는 합해서 생생함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방해요인은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TV와 같

은 비 몰입적 매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위트머와 싱어(Witmer 

& Singer, 1998)도 HMD와 해드폰 등을 사용해 격리된 현전감을 

제공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은 실제 환경의 방해를 덜 받아 TV와 같

은 매체에 비해 현전감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방

해요인은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현전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베일렌슨(Bailenson et. al., 2008)은 학습현장에서 가상현실

의 적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가상 세계 모델 및 디자인의 풍부

함과 사용자의 위치, 머리 방향, 움직임에 대한 추적을 중요한 요소

로 보았는데, 여기에서서 가상 세계모델 및 디자인의 풍부함이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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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er 

(1993)

생생함 (Vividness) 상호작용 (Interactivity)

인간의 감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된 환경의 재현적 풍부함을 

의미.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매개환경의 

형태와 내용을 수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Sheridan 

(1992)

감각적 정보의 확장

(Extent of Sensory Information).

감각의 통제 (Control of Sensors), 

환경의 수정능력 (Ability to 

Modify Environment).

Witmer 

& Singer 

(1998)

감각요인(Sensor Factor), 

사실성 요인(Realism factor).
통제요인(Control Factor).

Bailenson 

et. al., 

(2008)

가상 세계 모델 및 디자인의 

풍부함.

사용자의 위치, 머리 방향, 

움직임에 대한 추적.

[표 3]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함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위치, 머리 방향, 움직임에 대한 추적이 상

호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류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토이어

(Steuer, 1993)의 기준처럼 매개환경의 재현적 풍부함을 의미하는 

생생함과 실시간으로 매개환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

호작용의 두 가지로 수렴이 가능하다[표 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생함과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하였다.

2-1) 생생함

생생함은 인간의 감각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된 환경의 재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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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함을 의미한다(Steuer, 1993). 스토이어는 넓이(Breadth)와 깊

이(Depth)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생함을 설명하였는데,  넓이

(Breadth)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 얼마나 많은 감각적 

재현 정보를 포함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반면 깊이(Depth)은 그 재

현되는 감각적 정보의 질(Quality)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Auditory System)이라 할지라도 단

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화기와 음악 플레이를 위한 CD(Compact 

Disk)는 그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Steuer, 1993). 이와 같

이 가상현실의 현전감은 제공되는 감각적 정보의 종류와 질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존의 가상현실은 오감 중 시각과 청각, 촉각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Bricken & Byrne, 1993).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

분이 시각과 청각의 생생함에 의지하여 현전감을 구현하고 있다. 가

상현실 기술이 이처럼 오감 중 시각과 청각, 촉각 세 가지를 강조하

면서도 실제로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유는 그동안 기

술적인 한계로 인해 촉각 활용은 조작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가상 환경 안에서 가상의 물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입체 컨트롤러나 데이터글로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을 통한 가상의 물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촉각적인 생생함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2-2)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매개환경 형태와 내용을 수정하

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브리켄과 번(Bric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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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ne, 1993)은 사용자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시각 및 청

각적 인터페이스 이외에 촉각적, 그리고 위치와  방향감각에 대한 이

동성 인터페이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촉각적 인터페이스는 

가상의 오브젝트에 접촉하여 조작 및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며, 

위치와 방향감각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공간의 인식 차원을 넘어 가

상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예를 들어, 고개를 돌리면 라디오가 보이고 그곳으로 직접 걸어

가서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상황을 가상환경으로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사용자는 고개를 돌려서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보며 시각

적 생생함을 느끼게 되고, 라디오를 만지면서 촉각적 생생함을 느끼

게 된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청각적 생생

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 상호작용은 위치 및 방향감각에 대한 인터페

이스를 통해 라디오 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촉각적 인터페이스를 통

해 라디오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상호작용은 가상의 환경이나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라디오까지 다가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상호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버튼을 누르는 접촉과정에서 라디오라는 가상의 오브젝트에 변

형이 생겼으므로 상호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

용은 촉각적 감각이 활용되는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위치 및 

방향 감각이 활용되는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방

식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상현실에서는 가상의 환경 

및 가상의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은 마우스와 키보드, 조이스틱, 게

임패드 등을 활용한 간접적 접촉과 이동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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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현실 구현기술 발전에 따라 이와 같은 가

상현실의 간접적 상호작용 대신 직접적인 접촉, 이동에 의한 상호작

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성과 이동에 의한 상

호작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w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 접촉을 통해 가상의 오브젝트를 조작

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환경을 변형하는 상호작용.

w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 사용자의 이동에 의해 가상의 환경이 

시각적으로 변형되는 상호작용.

최근 HMD를 기반으로 하는 실감가상현실은 실시간 3D 그래픽 투사

기술과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여 

널리 대중화 되고 있는데,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HMD 

기반 실감가상현실을 중심으로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기술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   

가상의 환경 안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감가상현실 기술은 크게 데이터 글로브 유형과 입체컨트롤러 

유형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표 4]. 먼저 데

이터 글로브에는 일반적으로 손가락 관절위치에 기계식 장치를 사용

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사물을 조작할 때 적절한 압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식 데이터 글로브는 사용자가 가

상의 물체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집고,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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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글로브 유형 입체컨트롤러 유형

사물을 자연스럽게 잡거나 만질 수 있는 

장갑의 형태.

가상의 오브젝트에 접촉한 후 버튼을 누

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출처: http://www.dextarobotics.com/ 출처: http://sixense.com/wireless

[표 4]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

한다(Blake & Gurocak, 2009). 이 외에도 공기압을 활용하는 방식

의 데이터글로브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Connelly et al., 2010), 

이 방식은 기계식 장치와는 달리 손등 방향에 공기압을 주입하여 손

가락을 굽힐 때 압력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데이터 글로브 기

술들은 그동안 뇌졸중 후 재활 치료와 같은 의료목적 연구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Burdea, Popescu, Hentz & Colbert, 2000; 

Connelly et al., 2010), 최근 오큘러스와 같은 몰입형 가상현실 장

비가 대중화 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들이 개발됨에 따라 저가의 경

량화 된 상업용 데이터 글로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 오브젝트와

의 접촉에 따른 상호작용의 또 다른 실현 기술로는 입체컨트롤러 방

식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모든 손가락을 다 사용하

지 않고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가상의 오브젝트에 접촉한 후 버튼을 

누르거나 일부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글로브에 비해 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은 약하지만, 기존의 마우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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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게임패드 방식보다는 강한 직접적인 접촉감을 제공해 준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고 제조 단가도 저렴해 최근 상용

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상의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 기술은 촉각적 접족을 통

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워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게

임패드 등을 활용한 간접적 상호작용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

서 촉각적 생생함과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사물과의 직접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상용

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상환경을 증강시킨다면 촉

각적 생생함과 직접적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2-2)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

가상환경에서의 사실적인 이동을 위한 실감가상현실 기술은 크게 

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시스템과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시스템의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표 5]. 제자리 보행기

반 공간이동 시스템은 트래드밀(Treadmill)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인데(Darken, Cockayne & Carmein, 1997; Iwata & Yoshida, 

1999), 미군 보병부대 훈련프로그램의 목적으로 개발된 옴니디렉셔

널트래드밀(Omni Directional Treadmill, ODT)을 시작으로 다양한 

트레드밀이 연구 개발되어왔다. 이와타와 요시다(Iwata & Yoshida, 

1999)는 열두 개의 발판을 나란히 붙여 만들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토러스트래드밀(Torus Treadmills)을 이용한 직접 보

행과 조이스틱을 사용해 이동한 보행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이동

성을 제공하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토러스트래드밀(T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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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 시스템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 시스템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동식 바닥이나 미끄러운 바닥판위에서 

걷고, 뛰고, 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공간에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시

스템.

출처: Iwata & Fujii (1996) 출처: Foxlin et al. (1998)

[표 5]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

Treadmills)을 이용한 이동이 조이스틱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제공

했다. 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시스템에는 복잡하고 무거운  기계식 

트래드밀(Treadmills)과 달리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하는 방식의  시

스템도 있다(Iwata & Fujii, 1996). 이와타와 후지는 사용자가 허리

에 고정용 고리를 차고 미끄러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바닥을 이동

하며 걷는 슬라이딩(sliding)방식의 트래드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35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 94%의  

참가자가 가상의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반응했다. 

이와 같이 이동성 향상을 위한 트래드밀 장비들은 가상현실 연구 

초장기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그래픽이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상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술이 컴퓨터 파워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방식들이 다시 선보이고 있는데, 기



46

계식 트래드밀 방식으로는 사이버워크(CyberWalk, Souman et al, 

2011), 인피나데크(Infinadeck) 등이 있으며, 슬라이딩 방식 트래드

밀로는 버툭스옴니 (Virtuix_Omni), 프라이오VR(PrioVR) 등이 현

재 개발 중에 있다.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의 초창기 연구로는 폭슬린과 동료

들(Foxlin, Harrington & Pfeifer, 1998)의 콘스텔레이션 시스템

(Constellation System)이 있다. 폭슬린과 동료들(Foxlin et al., 

1998)은 천장에 무선 송수신기(wireless transponder beacons) 를 

설치하여 놓고 초음파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였는데, 천

장에 배치된 송수신기(beacons)들이 별자리 같다고 하여 콘스텔레

이션 시스템 (Constellation System)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유형

의 연구 중 최근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인터렉티

브 미디어아트 기술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기술(Shin, An, Park, Baek 

& Lee, 2016)이 적용된‘가상 석굴암’이 있다(전준범, 2015). 

‘가상 석굴암’역시 사용자의 움직임과 위치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공간을 걸어 다니며 

실제 석굴암에 들어간 듯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초음파를 활용한 정밀한 위치 추적을 통해 특정 공간 내에 있는 사

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상현실 엔진으로 보낸다. 따라서 시

스템 공간 안에 있는 사용자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를 알아내 사용

자의 다양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

다. ‘가상 석굴암’의 경우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현재 출입이 엄

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석굴암의 내부를 실제와 같이 둘러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안광석, 2015). 이와 같은 위치추적

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보행을 제공한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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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석굴암과 같이 정해진 공간의 체험에는 아주 유용한 방법

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의 경우 가상의 공간 안을 자유

롭게 걷거나 뛰어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허리나 어깨에 착용하게 되는 벨트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제

한하게 되는데, 이 벨트로 인해 사용자가 제 자리에 앉거나 몸을 숙

이는 동작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점프, 멀리 뛰기 등의 동작

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위치추적기반 공

간이동 시스템은 모든 동작을 자유롭게 취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동

거리는 위치가 추적되는 공간 안으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 시스템과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은 서로 배치되는 정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가상환경 안에서는 직접 보행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는 마우스와 키보드, 조이스틱, 게임패드 등을 활용한 

간접적 이동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성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가상의 

공간 안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이동하는 기술들이 실용화 되고 있는

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상환경을 증강한다면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현전감을 방해하는 요소

3-1) 시뮬레이션 멀미

가상현실은 현전감 강화를 위해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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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시킴으로써 오히려 실제 세계와 격리된 현전감을 불러일으킨다. 하

임(Heim, 1994)과 카도즈(Cadoz, 1996)는 이와 같은 가상현실의 

경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임(Heim, 1994)은 가상현실 

시스템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내적 생체에너지로 부터 사용

자를 멀리 떼어 놓아 사용자가 사용자 내부 상태에 대한 감각을 상

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카도즈(Cadoz, 1996)는 가상현

실 기술이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때 내적인 조화

와 심신의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

는데, 이와 같이 심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현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로 시뮬레

이션 멀미(Simulation Sickness)16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 실

험 연구(e.g., Draper, Viirre, Furness & Gawron, 2001; Treleaven 

et al., 2015)와 산업 현장의 적용사례에서 HMD를 사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장비의 사용이 시뮬레이션 멀미를 불러일으키며, 이렇게 야

기된 시뮬레이션멀미가 현전감(Presence)와 몰입(Flow)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Maraj, Badillo-Urquiola, 

Martinez, Stevens & Maxwell, 2017). 시뮬레이션멀미는 부정확한 

자세와 위치설정으로 인해 시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입력과 전정기관17

16 연구자에 따라 시뮬레이션멀미(Simulation Sickness), 시뮬레이터멀미
(Simulator Sickness), 사이버 멀미(CyberSickness)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
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멀미(Simulation Sickness)로 통일
하여 사용하였다.
17 내이(內耳) 안쪽의 달팽이관과 반고리관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몸의 운
동감각이나 위치감각을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여 평형감각을 감지하는 기관. 
특히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좌·우 두 귀의 전정기관의 신경자극
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이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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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오는 입력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감각정보들이 충돌하여 발

생하게 된다(김영윤, 김은남, 정찬용, 고희동 & 김현택, 2002; 

Kennedy, Lane, Lilienthal, Berbaum & Hettinger, 1992; Strauss, 

1995). 즉, 실제 공간에서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가상공간에서는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이 HMD 사용 시 멀미를 유발하게 된다

(이홍섭 & 박의준, 2014). 그러나 시뮬레이션멀미가 현전감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선행 연구(Nichols, Haldane & Wilson, 2000)의 결

과가 있어 시뮬레이션멀미를 현전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

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뮬레이션멀미와 현전감이 연

관성이 없다는 Nichols et al.(2000)의 실험 결과는 오래전에 시행

된 연구결과로 현재의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생생함

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 실험결

과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멀미를 현전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3-2) 시뮬레이션 멀미 완화를 위한 선행 연구 사례

시뮬레이션 멀미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

결하고자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

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화각의 불일치와 

이동방식이 있는데, 먼저 화각과 관련하여 멀미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드레이퍼(Draper et al., 2001)와 미헌(Meehan et al., 

2003)의 연구가 있다.  드레이퍼와 동료들(Draper et al., 2001)은 

끼게 된다(Guyton & Ha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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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Field of View, FOV)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디스플레이 되

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즉, 반응시간지연(Time Delays)이 시뮬레이

션 멀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험을 통해 검증 해 보았는데, 화면상

의 디스플레이 영상 각도(Display Field of View, 이하 DFOV)와 사

용자가 바라보는 시야각(Geometric Field of View, 이하 GFOV)이 

일치할 때 시뮬레이션 멀미가 가장 적으며 상대적으로 GFOV의 앵

글이 DFOV의 앵글보다 크거나 작을 때 시뮬레이션 멀미가 훨씬 심

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멀미가 반응

시간지연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미헌(Meehan et al., 2003) 

역시 반응시간지연(Latency)이 시뮬레이션 멀미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챈스(Chance, Gaunet, , Beall & Loomis, 1998), 잔바카(Zanbaka, 

Lok, Babu, Ulinski & Hodges, 2005), 스마(Suma, Babu & Hodges, 

2007), 채송이(2010)는 시뮬레이션 멀미의 원인으로 이동방식에 따

른 멀미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챈스와 동료들(Chance et al., 1998)

은 가상현실 공간 이동시 실제로 걷고 회전하는 방식, 조이스틱을 사

용하여 회전하고 실제로 이동하는 방식, 실제로 방향만 회전하고 조

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 등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하여 멀미

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실제로 걷고 회전하는 모드에서 시뮬레이션 

멀미가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와 실제로 방향만 회전하

고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보다 훨씬 낮았으며, 강한 몰

입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잔바카와 동료들

(Zanbaka et al., 2005)은 유사한 실험에서 시뮬레이션 멀미의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하지 못했다. 스마와 동료들(Suma et al., 

2007)역시 이와 유사하게 실제 보행방식과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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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방식, 휴대용 장치가 가리키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 사이

에 시뮬레이션 멀미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채송이(2010)도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와 키보드 

조작을 통한 이동 방식을 비교하여 가상환경에서의 이동 방식이 시

뮬레이션 멀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인 결과와 달리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방식이 멀미를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방식이 시뮬레이션 멀미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의 경우 

각각의 연구마다 실험 결과가 달라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

운데, 이처럼 결과가 다른 이유로는 실험이 진행 되었던 당시에 기술 

수준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 정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멀미를 완화 하고자 시도 한 

사례들이 있다. 한경훈과 동료들(한경훈 외, 2011)은 가상환경에서 

정지좌표계(Rest Frame)를 제시하면 시뮬레이션 멀미의 유발을 줄

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Duh, Parker & Furness, 2004; Prothero, 

1998)를 바탕으로 3D-사각터널형 정지좌표계를 개발하여 실험하였

다. 그러나 실험결과 3D-사각터널형 정지좌표계의 멀미 감소효과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멀미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분

석한 결과 HMD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가상현실 영상의 화각과 실제 

우린 눈이 바라보는 화각이 일치할 때 시지각 측면의 감각 갈등을 

줄여 멀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 되었으며, 반응지연시

간이나 정치좌표계는 시뮬레이션 멀미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이 시뮬레이션 멀미

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이 시뮬레이션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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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어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한다. 

3-2. 재미

1) 재미의 개념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감가상현실은 상호작용에 특화된 매개

체이므로 게임의 형태로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결

과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게임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그런데 게임

의 특성이자 목적이 곧 재미이므로(윤형섭, 2009), 재미는 실감가상

현실의 또 다른 기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황상민과 허미연, 김지

연(2005)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재미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게임플

레이어는 게임 자체가 갖는 속성에 의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들, 판타지, 심리

적 차원의 재미 경험들로 인해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러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재미가 사용자

의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몰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동숙과 최정윤(2000)은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들이 게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단순한 관람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게임의 

경험을 실질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몰입이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재미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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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재미의 정의

Kelly (1987) 무엇인가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즉각적인 즐거운 경험.

Izard (1991) 추상적인 느낌으로 즐거우며 보람된 상태.

Podilchak (1991) 보상이나 목적을 기대하지 않는 적극적인 감정 상태.

Henderson et al. 

(1999)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감각.

Koster (2005)
학습을 목적으로 패턴을 흡수하고 있을 때 두뇌가 보내는 

긍정적 피드백.

[표 6] 여러 연구에서 정의된 재미의 정의

(출처: 김기동 (2006). 학습과정에서의 재미와 불확실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p.11. 인용 및 재구성.)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재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

만, [표 6]과 같이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 김기동(2006)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내려진 재미의 정의를 분석하였는데, 즐거움이 보

상을 기대하는 감정의 상태인데 반해 재미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과정과 관련된 감정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경마장에서 경마 경기

를 할 때 돈을 걸지 않은 사람과 돈을 걸고 보상을 바라는 사람사이

에 느끼는 재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돈을 걸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가슴을 졸이는 상

황이 재미있기 때문에 말 한 마리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 경우 재

미없는 경기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건 사람의 입장에

서는 자신이 돈을 건 말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 경우 기쁨을 느끼

데 되는데, 이때의 감정은 말들이 달리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돈을 건 말이 우승을 한 후에 얻고자 하는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승을 한 후에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였다(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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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재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김기동, 2006, P.17), 이 연구에서도 이 정의를 원용해 

제미를 개념화했다. 

“재미는 외부적인 보상이나 목적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 

그 자체에 의해 얻어지는 감정이다.”

2)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게임을 통해 재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게임의 구조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마다 재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각각 다른 요소들을 제시해 하나로 

통일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론(Malone, 1980, 1981)은 

재미의 세 가지 요소로 도전, 환상, 호기심을 제시하였으며, 에미와 

마이라(Ermi & Mäyrä, 2005)는 이와 유사하게 게임플레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감각적 몰입, 도전적 몰입, 환상적 몰입을 언급

하였다. 또한 가뉴(Garneau, 2001)는 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아름다움

(Beauty), 몰두(Immersion), 지적인 문제 해결(Intellectual 

Problem Solving), 경쟁(Competi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희극적 요소(Comedy), 위험의 전율(Thrill of 

Danger), 육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 사랑(Love), 창작

(Creation), 권력(Power), 발견(Discovery), Advancement and 

Completion(발전과 완성), 능력의 발휘(Application of an ability)라

는 14가지 세부적인 재미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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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전, 환상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형섭(2009)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선행 연구와 설문 조사 내용들

을 분석 통합하여 MMORPG18의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각

적 요소,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의 네 가

지를 제시하였다. 감각적 요소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인간의 지각 

능력에 의해 얻게 되는 재미를 의미하며 시청각적 요소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도전적 요소는 게임플레이를 수행하면서 몬스터 

사냥, 퀘스트 수행,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

결해 나가면서 얻는 재미를 의미한다. 상상적 요소는 게임플레이를 

수행하면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스토리텔링, 캐릭터에 대한 

몰입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환상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는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게임 플

레이어들이 온라인 게임의 가상 세계 안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만나 

채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공동체(예: 길드나 파티)를 통해 협

력하여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심, 소속감, 공

동체 의식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재미를 의미한다(윤형섭, 2009).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픽 사운드와 같은 시청

각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감각적 변인의 경우 재미보다는 현전감에 

영향을 주는 생생함과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감각적 요소는 현

전감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요소로 재미에 영향을 주는 게임 콘텐

츠의 직접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는 

18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
인 롤플레잉 게임)의 줄임말로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각자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롤플레잉 게임(RPG)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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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도출된 특성으로 특히 MMORPG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향후 실감가상현실 콘텐츠가 온라인 게임의 형태로 진화하

는 경우에는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지만 혼자 플레

이하는 형태를 띠는 현재의 실감가상현실 콘텐츠 환경에서는 재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게임 콘텐

츠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도전적인 요소와 상상적인 요소

를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였다.  

 

w 도전적 요소 –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

를 해결해 나가면서 얻는 재미 요소.

w 상상적 요소 –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스토리나 캐릭터 

등에 대한 몰입에 의해 발생하는 환상을 통해 얻는 재미 요소.

  

3-3. 몰입

1) 몰입의 개념

많은 선행연구에서 현전감이 몰입에 영향을 주고(Hoffman & 

Novak, 1996; Novak, Hoffman & Yung, 2000; Zaman, 

Anandarajan & Dai, 2010), 재미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 있으며(강성일, 2010; 김도형, 2010; 이승훈, 2015; 정은이, 

2012; 현선희2006), 그 결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e.g., 계보경, 2007; 서희전, 2008). 따라서 몰입(Flow)을 학습효과

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으로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몰입(Flow)은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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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990)의 최적 경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플로우(Flow)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몰두(Immersion)

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19. 몰입(Flow)은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로 몰

두(Immersion)와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몰두

(Immersion)는 현전감의 하위 개념 또는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경우

가 일반적이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현전감을 지각함으로써 얻게 되

는 최적 경험 상태인 몰입(Flow)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박복길, 

2007). 

몰입(Flow)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

금 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때의 경험 자체

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이다. 사람들은 몰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의식이나 지각을 한곳에 집중하게 되고, 자의식을 잊게 되며,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에만 반응하게 된다. 또한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과 무관

한 사고나 지각을 하지 않게 된다(Csikszentmihalyi, 1977; 1990). 

 

2) 몰입의 구성요소

몰입의 핵심은 그 경험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몰입하게 된 활동은 내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결국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 된다. 이를 

19 일반적으로 ‘Immersion’과 ‘Flow’를 모두 몰입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용어상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  
‘Immersion’은 ‘몰두’로 표기하고 ‘Flow’는 ‘몰입’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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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몰입은 여덟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Csikszenti- 

mihalyi, 1977, 1990).

첫째, 기술(skill)을 요구하는 도전적 활동(Challenging Activity)

이다. 몰입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완성 시킬 수 있는 과제에 

직면 했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지각된 도전의 수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몰입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학습 상황에서는 

주어진 학습과제의 도전과 학습 능력이 모두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몰입이 발생한다.

둘째, 행동과 각성의 통합(Action Awareness Merging)이다. 즉,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깊은 몰입 

상태로 행동할 때를 의미한다. 어떤 상황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능력이 필요할 때 사람의 주의는 그 활동에 완전히 쓰

이게 되는데, 그 활동이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처리할 

심리적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되고 모든 주의는 관련 자극에만 집중된

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게 되어서 그 활동을 자

발적 또는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되며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이 수

행하고 있는 행동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명확한 목적(Clear Goals)이다. 완전한 몰입이 가능한 까닭

은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즉각적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이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야 강한 몰입이 가능 한데, 피드백의 종류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피드백일지라

도 그것이 심리 에너지를 쏟았던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관된다면 몰

입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일에 집중하기(Concentration on Task at han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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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몰입의 상

태에서 사람들은 수행중인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여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여섯째, 통제감(Sense of Control)이다. 몰입은 내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생

활에서 고민하는‘내가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통제력

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사라지는 자의식(Loss of Self-Consciousness)이다. 몰

입상태에서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몰입 

경험이 끝나면 자아감이 더 강해진다.

여덟째,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Transformation of Time)다. 즉 

시간의 경험이 왜곡된다. 몇 시간이 몇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몰입은 총 여덟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자기 목적적인 경험을 완성하게 된다. 실감가상현과 가상현

실은 이러한 몰입의 구성 요소들을 매체적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몰입을 유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실감가

상현실에서 몰입이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실감가

상현실은 기본적으로 생생함을 바탕으로 격리된 현전감을 제공함으

로써 당면 과제에 집중하게 하고, 시간감각을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조작은 통제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와 유사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은 기존의 간접적인 상호작용보다 훨씬 강화된 몰입

감을 제공한다. 또한 상호작용적인 특성으로 인해 게임의 형태로 콘

텐츠를 구현하기 적합한 매체이므로 게임의 특성인 도전과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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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감가상현실 기술의 경험적 특성 및 하위 요소

균형, 명확한 목표 등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

든 요소들의 제공을 통해서 통제감이 강화되고 활동과 인식을 통합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의식 상실을 통한 자기 목적적 경험이 가능

한 것이다. 

3-4. 실감가상현실 기술의 경험적 특성 및 하위 요소

 

지금까지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감가상현실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실감가상현실의 특성요소로

는 현전감, 재미, 몰입이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전감이 향

상될수록 간접경험을 직접경험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그 결과 몰입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게임적인 재미

를 통해 실감가상현실의 직접 경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 몰입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현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위 요소로는 촉각적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다. 그리고 현전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시뮬레이션 멀

미가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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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실감가상

현실의 기술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재미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는 도전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콘텐츠 구

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그림 4]. 

제 4 절 학습에서 경험의 정도

4-1. 경험의 단계

경험학습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반성적

인 사고를 하고 이를 추상적으로 개념화 하며 실제 세계에 적용하게 

된다. 콜브(Kolb, 1984)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험의 단계를 구분

하였다. 콜브(Kolb, 1984)는 진정한 학습은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념

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 

ntation) 등의 네 단계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은 감각기관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

는 단계로 직접적인 경험  단계이며,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 

ervation),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능동적 실

험(Active Experimentation)으로 갈수로 학습이 심화되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은 다양한 관

점에서 경험을 되돌아보는 단계이며,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는 반성적 관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을 하나의 가설 또는 개념으로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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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은 

내적 상징이나 개념을 외부의 경험으로 전환시키고 구체적인 상황에

서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심화과정은 학습 콘텐츠 구현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학습을 계획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무

척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화과정

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이고(authentic) 직접적인(direct) 경험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험학습에서는 이러한 콜브(Kolb, 1984)의 연구를 바탕

으로 재구성한 5단계의 경험학습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Faculty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Design Center; Schmitt-McQuitty & Smith, 2010;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2011; University of 

California-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Literacy, 

2005). 이 모델은 직접 해보는 경험 및 탐험(Experiencing, 

Exploring),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반

성적 사고 단계(Sharing, Reflecting),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분석 단계(Processing, Analyzing), 실제 세계와 연결시켜 생

각해 보는 일반화(Generalizing),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이

나 기술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 해 보는 적용 단계(Application)

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역시 직접경험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심화단계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있다. 

4-2. 경험성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학습자는 실질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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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학습된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 할 수 있

다(윤경희, 2012; Pittman,1999). 윤경희(2012)는 중학교 생물 영

역 학습에 있어 해당 영역과 관련된 경험이 학습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지와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 생물 영역에 대한 실제 경험이 

많을수록 학습 이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즉, 학습과 관련된 직접 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효과가 향

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경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 학습자가 인식하는 가상환경의 

경험이 직접 경험에 가까울수록 학습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설

을 세울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Experience)이 ‘행

위나 과정, 그로부터 얻은 지식, 습득 과정’과 같은 것이라면 경험

성(Experientiality)은 ‘이러한 각각의 경험에 학습자가 얼마나 깊

이 연루되는지 즉, 간접경험과 직접 경험사이의 어느 정도 단계에 있

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직접 경험과 간

접경험의 구분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경험학습의 측면에서 이러

한 경험성에 대한 논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즉, 간접경험을 통

한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이고, 직접경험을 통한 학습을 경험학습으로 

보았는데,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인지하는 경험이 

직접 경험인지 간접경험인지와 관련된 경험성의 정도가 경험학습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시도들이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Immersive 

VReducation’이라는 한 교육산업 업체는 “Learn through 

experience”라는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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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환경의 경험은 매개체를 통한 경험으로 원칙적으로는 간접경

험이다. 그러나 하임(Heim, 1994)은 가상환경의 경험은 사용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지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혹은 효

력 면에서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아스(Boas, 

2013) 역시 가상환경의 경험이 특정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즉각적

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실제와 같은 경험이라고 정의하였

다. 즉, 효과 면에서 실제 경험처럼 느끼거나 실제 경험과 유사하게 

생각 되는 경험이므로 직접경험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험학

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주장들은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해석의 관점이며, 실제 가상

환경의 경험이 직접 경험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부

족하였다. 현전감이 직접 경험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있다’와 ‘비매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실제로 

학습자가 가상환경속의 경험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직접 경험의 정도에 대한 실질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환경을 활용한 경험학습 즉, 실감가상

현실이나 가상현실 매개 기술을 통한 학습이 직접경험으로서의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느끼는 경험의 단계에 대한 판단 여부 

즉, 경험성(Experientiality) 측정이 중요하다. 

4-3. 경험성의 측정

기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는 사용자가 겪는 경

20 http://immersivevreduc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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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븐스와 홉킨스의 경험성 단계

출처: Gibbons, M., & Hopkins, D. (1980). How Experiential Is Your 
Experience-Based Program?.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1), 
32-37. 인용 및 재구성.

험의 경험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어떤 경험은 다른 경험

에 비해서 훨씬 더 경험적(Experiential)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다. 기븐스와 홉킨스는 학교현장에서 가능한 학습 경험의 형태를 10

단계로 구분하여 경험성의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경험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간접경험학습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5]와 같이 경

험성의 증가에 따라 경험을 시뮬레이션(Simulated) 단계, 방관자

(Spectator) 단계, 탐험적(Exploratory) 단계, 분석적(Analytical) 

단계, 생산적(Generative) 단계, 도전적(Challenge) 단계, 능숙한

(Competence) 단계, 숙달된(Mastery) 단계,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 단계, 사회적 성장(Social growth) 단계의 10단

계로 구분하였는데, 프리스트와 게스(Priest, & Gass, 2005)는 이러

한 경험성의 단계가 학습에서 실질적인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

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경험에서 직접 경험으로 그리고 직접경험을 반

성적사고, 개념의 추상화, 능동적 적용이라는 보다 고차원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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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시키는 경험성의 향상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의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학습현장에서 매개체를 활용하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가장 경험성이 낮은 단계인 시뮬레이션

(Simulated)단계의 경험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는 영화나 TV, 슬라

이드를 보는 것과 같이 학습자가 시뮬레이션을 수동적으로 경험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기존의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경우는 방

관자(Spectator) 단계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방관자단계

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생함 중

심의 가상환경기술에서 학습자는 관찰자로서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 가능하므로 방관자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상호

작용성이 강화된 실감가상현실 경험에서는 이보다 경험성이 더 향상

된 탐험적(Exploratory) 단계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탐

험적 단계는 학습자가 흥미 있는 현장에 노출 되고, 사물을 직접 만

져 보는 경험을 의미하는데, 실감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의 환경과 

자유롭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단계의 경험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 외에 분석적 단계에서부터 사회

적 성장단계까지의 경험들은 탐험적 단계와 같은 조건에서 학습 콘

텐츠의 구성이 점차 구조화 되면서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로까

지 경험이 발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들의 경험은 직접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탐험적 단계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학습 콘텐츠의 구성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구조화 되는지에 따라 경험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촉각적 생생함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향상된 실감

가상현실의 경험이 학습자의 경험성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 사용자가 가상의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인식하는지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험성의 측정에 대해서는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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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단계, 방관자 단계, 탐험적 단계까지로 한정해 어느 정도로까지 

경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제 5 절 가상현실 학습게임 사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상현실 기술은 현전감, 재미, 몰입과 같

은 강한 경험적 특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학습

에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다. 특히 현전감

의 하위요소인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게임의 형태로 구현된 사례들

이 많이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선행 사례를 중심

으로 가상현실 기술이 어떠한 게임의 형태를 띠고 학습에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1. 순수한 가상현실 학습게임 사례

순수한 가상현실 기술은 그동안 컴퓨터 하드웨어 및 그래픽 기술

의 한계와 높은 가격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반에 대중화 되지는 못

했으며, 조종사들이 조종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행시뮬레

이션(Flight simulation)이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사

(NASA)의 훈련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서 특수한 목

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일

반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웹기반의 3D 시뮬레이션

을 넓은 의미의 가상현실로 정의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 사례들

이나(e.g., Annetta, Mangrum, Holmes, Collazo & Che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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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han, McArdle & Bertolotto, 2008), 또는 기술적으로 열악한 

HMD장비와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베일렌슨(Bailenson et. al., 2008)은 HMD와 게임패드를 

활용하여 가상의 환경 안에서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 사회적 상호작

용이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거리나 위치가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가상 교실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시각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learning)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로는 HMD와 스마트폰(컨트롤러

로 사용)을 사용하여 인체 해부학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교육 도구

를 개발 및 실험한 사례가 있는데 학습효과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Izard et al., 2017). 

그러나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의해 바이

브나 오큘러스와 같은 몰입형 HMD 가상현실 장비들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게임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Immersive VReducation’이라는 교육산업 업체는 바다 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을 조사하는 게임인 ‘Titanic VR’, 아

폴로 11호 탐험 게임인 ‘Apollo 11 VR’  등을 개발하여 출시하였

다. 이외에도 여러 산업 업체에서 행성과 별의 크기를 학습하는 게임

이나 인체 해부학 게임, 인간의 뇌 속을 여행하는 게임 등 다양한 학

습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다. [표 7]은 이과 같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순수한 가상현실 학습 게임 사례들인데 중요한 점은 모든 사례에서 

각각의 학습자는 특정 역할을 맡아 주인공이 되고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는 스토리에 따라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여기

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스토리, 플레이어의 역할, 퀘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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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스토리(시나리오) 역할 퀘스트 출처

Titanic VR

Nova Scotia의 가상 대 
학에서 해양 고고학 부 
교수가 되어 난파선에 
대한 연구 조사.

Ethan Lynch 
박사.

난파선 탐험, 
수수께끼 해결.

http://immersiv
evreducation.co
m/virtual-reality
-titanic/

Apollo 11 
VR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에 가서 달의 환경 조사 
후 지구로 귀환.

우주비행사.

명령모듈 조종, 
달착륙선 타고 
달 착륙, 달 표면 
탐사.

http://immersivevreducation.co
m/apollo11vr/

Titans of 
Space

태양계를 여행하면 별의 
크기 비교.

우주비행사. 명령모듈 조종.
http://titansofsp
ace.net/

InCell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뉴 
런을 찾아 환자의 뇌 속 
을 여행하면서 세포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퇴치.

인체 탐험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세포 
원자에 도착해서  
백신 투여.

https://luden.io/
incell/

Cardio VR 
X-ray 시야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을 발견하고 
치료함.

의사.
병의 발견 및 
수술.

https://play.goo
gle.com/store/a
pps/details?id=c
om.blippar.cardi
o&hl=ko

Chemistry 
VR

물과 같은 화합물을 만 
들기 위해 화학원소를 
찾음.

일반인.
화학원소를 찾아 
화합물 구성.

https://play.goo
gle.com/store/a
pps/details?id=c
om.arloopa.che
mistryvr&hl=ko

King Tut 
VR

이집트 투탄카멘의 무덤 
을 발굴한 Howard 
Carter 의 발굴 현장 
재현.

고고학자 
Howard 
Carter.

주변을 조사하고 
땅을 파고 불을 
밝히며 유물 
발굴.

https://www.eo
nreality.com/por
tfolio-items/kin
g-tut/

[표 7] 순수한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게임 사례 분석

어드벤처 게임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이다. “어드벤처 게임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주인공이 사건이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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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결하며 게임의 최종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임의 장르를 의미(김

민희, 2006)”하는데 , 순수한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사례들은 이

러한 어드벤처 게임의 형태를 띰으로써 재미를 제공하고 그 결과 몰

입을 강화하여 학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 부분적 가상현실 학습게임 사례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사례들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스토리에 따라 진행되며, 정보의 제공을 통해 현실의 공간을 가

상의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포켓몬Go(Niantic, Inc., 2017)의 

형태가 학습에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

한 학습 사례들도 순순한 가상현실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의 

전개, 역할, 퀘스트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를 상황

맥락에 위치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g., Environm- ental 

Detectives, 2003; Frequency 1550, 2005; Kamarainen et al., 

2013; Klopfer et al., 2005; Klopfer et al., 2002; Mystery at the 

Museum, 2003; Perry, 2014; Squire & Klopfer, 2007; ). 이와 같

이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사례들도 어드벤처 게임의 형태

를 띰으로써 재미를 제공하고 그 결과 몰입을 강화하여 학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

서 일부 사례들은 스스로 게임이라고 칭하고 있다 (e.g., Buffalo 

Hunt; Dow Day; Mentira, 2009; Outbreak at RU;  Perry, 2014; 

Saving Wildwood, 2014). 다양한 부분적 가상현실 학습게임의 사례

별 스토리, 역할, 퀘스트 내용은 [표 8]과 같다.



71

이름 스토리(시나리오) 역할 퀘스트 출처

Ecomobile, 

연못을 탐험하며 수질 검 
사를 하고, 용존 산소와 
수질 변수들 사이의 역학 
관계 조사.

수질 
감시원.

용존 산소, 수온, 
수소 이온 농도,  
혼탁도 등의 역학 
관계 조사.

http://ecomobile.
gse.harvard.edu
(Kamarainen et 
al., 2013)

Environme-
ntal 
Detectives 

캠퍼스가 독소에 노출되었 
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환경공학자의 
역할을 맡아 실제 캠퍼스 
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

환경 
공학자.

지하수 오염도 
조사, 가상의 
전문가와 인터뷰.

http://education.mit.edu/ar/ed.ht
ml
(Klopfer et al., 
2002; Squire & 
Klopfer, 2007)

Mystery at 
the 
Museum 

과학박물관에서 도난 사고 
가 발생하고, 무엇이 도난 
당했고 어떤 수법이 이용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도둑 
을 잡아낸다는 스토리.

생물학자, 
기술자, 
형사.

가상 인물과  인 
터뷰, 전시관이나 
전시물에서 단서 
발견, 지문 검색.

http://education.mit.edu/ar/matm.
html
(Klopfer, et al., 
2005)

Frequency 
1550

과거 암스테르담의 역사적 
현장에서 가상의 캐릭터와 
성스러운 유물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스토리.

순례자. 유물 찾기.

http://freq1550.w
aag.org
(De Souza e Silva 
& Delacruz, 2006)

Dow Day 

Wisconsin대학에서 발생한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과 
경찰, Dow 직원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조사.

뉴스
리포터.

학생, 경찰, Dow 
직원들을 인터뷰.

http://arisgames.
org/featured/do
w-day/

Outbreak at 
RU

질병의 발생 원인을 조사 
하고, 해독제를 개발하는 
스토리.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전문가. 

표본 수집, 수집된 
표본을 조합해서 
해독제를 완성.

http://gameslab.r
adford.edu/ROA
R/games/outbrea
k.html

Buffalo 
Hunt 

배고픈 부족을 위해 버팔 
로 무리를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

추장, 전사, 
마법사.

가상의 캐릭터와 
의  커뮤티케이션 
을 통해 아이템 
획득.

http://gameslab.r
adford.edu/ROA
R/games/buffalo
-hunt.html

Mentira

자신의 가족들의 무죄를 
밝혀내고, 그들이 이웃 
주민의 살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스토리.

무죄입증
을 조사하 
는 가족.

다양한 NPC와 
스페인어로 대화.

http://www.menti
ra.org/
(Mentira, 2009)

Explorez 
프랑스 유명인사의 조수로 
고용되어 보조 역할을 함.

프랑스 유 
명인사의 
조수.

각각의 장소에서 
방향을 알려주거
나 가상의 캐릭터 
가 제공하는 퀘스 
트 수행.

Perry (2014)

[표 8] 부분적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게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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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학습게임 구현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 구현 가능성 

검증에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상환

경기술을 다시 분류하고 재 정의하였으며, 그 중에서 현실적 경험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경험

학습적인 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HMD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은 실시간 3D 그래픽 투사기술과 사

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여 현전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게임을 구현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 1 절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시스템 선정

최근 몰입형 가상현실에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시스템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결합하여 가상현실의 현전감을 증강한 실감

가상현실 시스템에 대한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컨트롤러 유형의 시스템을 통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을 통해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

하는 대만 HTC사에서 개발한 VIVE 시스템이 저가로 상용화 되었

다. VIVE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위치 추적을 위해 2개의 베이

스스테이션에서 신호를 보내고, HMD와 컨트롤러가 이 신호를 받아

서 다시 베이스스테이션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접촉에 의한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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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IVE 시스템

출처: https://www.vive.com/us/support/category_howto/720451 
.html. 인용 및 재구성.

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현재 제자리 보행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의 경우 시뮬레이션된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있으나, 제자리에 앉기, 몸을 숙이기, 

점프, 멀리뛰기등의 동작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큰 부피와 무게,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대중적으로 상용화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데

이터 글로브 유형을 활용한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시스템 역시 복잡

한 구동방식으로 인해 대중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VIVE 시스템은 컨트롤러 

유형의 시스템을 통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동거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반 공

간이동 시스템을 통해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설치 및 사용이 쉽

고 용이한 VIVE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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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감가상현실 시스템

[그림 8] 가상현실 시스템

였다[그림 7].

가상현실 시스템은 시청각적 생생함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VIVE 시스템의 HMD을 똑같이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플레이스

테이션4(PS4) 게임패드를 연결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간접

적인 방식의 접촉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그림 8].

제 2 절 학습 내용 및 게임 구성 요소

2-1. 학습내용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학습 콘텐츠로는 초등학교 과학 영역 

중 4학년 2학기의 지구와 달 단원을 선택하였다. 학습 단원은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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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소재 2개 중소도시 학교와 1개 

면지역 학교 소속 선생님들과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선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달 탐사’를 계획까지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아쉬워했던 ‘지구와 달’

단원이 경험학습의 목표에 적합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선정하였

다. 다른 과목 및 단원에서도 모두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경험학습

이 가능하지만 특히 4학년 과학 영역에 있는 지구와 달 단원의 경우

는 실제로 가 볼 수 없는 달과 우주를 실감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체

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

서는 체험이 불가능한 달의 중력을 가상공간 안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지구와 달 단원의 경우 단원 학

습 목표가 지구와 달의 여러 상황과 모습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6). 구

체적인 학습 내용은 지구와 달의 모양과 같이 단순한 관찰이나 모형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학습이 아닌 지구와 달의 환경과 관련된 내

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심화 학습으로 지구와 달의 중력을 직접 체

험함으로써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2. 게임 구성 요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감가상현실은 게임에 특화된 상호작용

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미라는 특성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형태를 띠도록 하여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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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스토리

주인공(학습자 본인)은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달의 환경을 

조사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달 탐사 팀에 합류하게 된다. 대한민국

의 달 탐사 우주선인 무궁화호를 타고 달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주에서 바라본 우주와 달을 비교해 보게 되고, 달

의 표면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달에 도착해서는 지

구의 환경과 다른 달의환경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며, 달에 있는 

돌을 던져 보고, 달에서 직접 뛰어 봄으로써 지구와 다른 달의 중

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모든 조사를 마친 주인공은 다시 지구

로 귀환하게 된다.

역할 달 탐사 대원.

퀘스트 지구의 환경과 비교하여 달의 환경 관찰, 달에서 중력 실험.

[표 9] 게임 구성 요소

학습게임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지구와 달 단원의 학습 내용에 2장

의 가상현실학습게임 사례에서 분석된 스토리, 역할, 퀘스트라는 게

임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어드벤처 게임의 유형으로 구현하였으며, 재

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상상적 요소와 도전적 요소도 고려해 넣었

다. 게임 구성 요소 중 스토리와 역할은 상상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좋아하고, 쉽게 익숙해

지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스토리는 해당 단원의 주제인 

‘달 탐사’를 컨셉으로 하고, 역할은 플레이어가 탐험대원이라는 주

인공이 되도록 하여 스토리상 상상의 세계로 쉽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퀘스트는 도전적 

요소의 핵심이 되는데, 어드벤쳐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인 사

물의 조작을 통한 퀘스트 수행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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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게임 제작

3-1. 게임 제작 과정

학습 내용과 스토리, 역할, 퀘스트 등의 게임구성요소에 대한 기획

이 완료된 후 게임을 제작하였다. 기획 이후의 제작 과정은 [그림 9]

와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가상의 환경

에서 사용자가 직접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물체를 준비하

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모델링(Modeling)으로 우주

선, 우주선 발사대, 지구, 달, 사용자의 손을 대신할 가상의 손 등 가

상의 공간에서 필요한 3D 모델을 직접 모델링하거나 사용가능한 프

리 모델 소스(free model source)를 이 게임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

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3D 모델 소스에 텍스쳐링

(Texturing)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텍스쳐링은 3D 모델이 실제와 같

이 보이도록 3D 모델의 표면에 색감과 질감을 추하는 작업을 의미

한다. 리깅(Rigging)은 3D 모델이 실제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D 모델 안에 뼈대(조인트, 스켈레톤)를 심고 3D 모델의 표면

이 뼈대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과정을 의

미하는데, 가상의 손이 물체를 잡을 때 움켜쥐는 동작과 주변에 뛰어

다니는 동물들의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위해 리깅 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렇게 리깅이 된 손을 통해 주먹을 쥐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였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애니메이션도 같은 과정으로 만들

었다. 이 외에 빗소리, 바람 부는 소리, 로켓 발사 소리, 물체를 잡을 

때 나는 소리,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등의 효과음과 장

소별 배경음악 등 오디오 소스(Audio Source)를 준비하고, 게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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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게임 제작 공정

안내자인 우주선 선장의 대사를 녹음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준비된 모델링 소스와 애니메이션 소스, 오디오 소스를 모두 게임엔

진에 불러와서 배치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다. 수차례의 테스트

와 에러 수정 과정을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게임을 빌드(Build)

하여 게임을 완성하였다. [그림 9]는 이러한 제작 과정의 공정도

(flow chart)이다.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게임 모두 동일하게 [그림 9]

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그러나 적용되는 접촉에 의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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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기술이 달라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차

이가 발생했다. 먼저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의 경우 VIVE에 포함되

어 있는 입체컨트롤러와 위치추적기반 공간이동 시스템을 그대로 사

용하기 때문에 VIVE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plug-in)과 스크립트

(scripts)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또한, 가상의 3D 손이 

입체컨트롤러를 따라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며 물체를 잡도록 프로그

래밍하였다[그림 10]. 반면에 가상현실학습게임은 게임패드를 이용

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므로 플

레이스테이션4(PS4) 게임패드를 연결한 후 인풋메니저(Input 

Manager)를 통해 각각의 버튼에 이동과 점프 등의 동작을 매핑하였

으며, 잡고자 하는 물체를 화면 앞에 보이는 타깃으로 겨냥한 후 버

튼을 누르며 자동으로 물체가 잡히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그림  11]. 

이와 같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 콘텐

츠가 서로 다르게 구현됨으로 인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도전

적 요소, 환상적 요소, 재미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감가상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손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의 손

이 시각화 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콘텐츠

가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 공간 안에 보이는 자신의 신체의 일

부(가상의 손)를 통해 캐릭터에 대한 몰두가 가능하고 캐릭터에 대

한 몰두를 통해 환상적 요소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21 또한 시각화

된 가상 손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도전적 요소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도전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

21 에미와 마이라(Ermi & Mäyrä, 2005)는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 등에 대
한 몰두가 게임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환상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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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감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안에 시각화 된 가상의 손

[그림 11]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안에 시각화 된 타깃

제작 공정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
작업 이미지

Modeling,

Rigging,

Animation

Autodesk Maya 2013

3Ds Max 2016

[표 10] 제작 공정별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

로부터 영향을 받는 재미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림 10].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사물을 겨냥하고 버튼을 누르면 

물체가 자동으로 잡히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구현됨에 따라 다양한 

도전이 쉽지 않으며, 캐릭터 몰두를 통한 환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도전적 요소와 환상적 요

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재미도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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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공정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
작업 이미지

Texturing
Adobe 

Photoshop CS2

Audio
Adobe 

Premiere Pro CS3

Programming

C#

JavaScript

Building Unity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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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상의 손이 가상의 
물체에 파고드는 경우

[그림 13] 가상의 손이 가상의 
물체에 파고들지 않는 경우

각각의 제작 공정별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는 [표 

10]과 같다. 게임엔진은 ‘Unity 5.4’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C#’과 ‘JavaScript’를 사용하였다. 3D 모델링과 애니

메이션을 위해‘Autodesk Maya 2013’과 ‘3Ds Max 2016’을 

사용하였으며 텍스쳐와 사운드는 각각‘Adobe Photoshop CS2’와 

‘Adobe Premiere Pro CS3’를 사용하여 편집하였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보았

을 때 가상의 물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손

에 대한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의 물체를 잡을 때 

손이 [그림 12]와 같이 가상의 물체에 파고들게 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사용자의 현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그림 13]

에 나타난 대로 물체를 잡을 때 물체가 자동으로 가상의 손의 중앙

에 위치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또한 실제 현실과 마찬가지로 물

체를 잡을 나는 소리를 추가하여 실제 손으로 물체를 잡는 행위와 

가상의 손으로 가상의 물체를 잡는 행위 사이에 괴리감이 들지 않도

록 배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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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게임 내용과 이미지 및 학습 내용

1단계 :

트레이닝

¡ 게임 내용 : 
§ 게임 컨트롤러의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 지구의 중력 상태로 설

정된 가상의 환경에서 조작법을 연습을 한다. 
§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사용자의 경우 가상의 공간을 직접 이동하

면서 VIVE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돌을 집어서 떨어뜨리거나 던져보
고, 직접 멀리뛰기를 한다. 

§ 가상현실 학습게임 사용자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PS4 게임패드를 
조작하여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돌을 집어서 떨어뜨리거나 던
져보고, 점프 버튼을 눌러 멀리뛰기를 한다. 

¡ 게임 이미지 :

                                                        

       

                                                        

[표 11] 게임의 이미지 및 학습 내용

3-2. 구현된 게임의 이미지 및 학습내용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시스템, 학습 내용, 게임 구성요소를 결

합하여 구현된 게임의 내용, 구현된 가상환경의 이미지, 그리고 반영

된 학습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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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게임 내용과 이미지 및 학습 내용

       

¡ 학습 목표 및 내용 : 
§ 컨트롤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구 환경의 중력을 체험 한다.        

2단계 :

탑승 

대기실

¡ 게임 내용 : 
§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게임 이미지 :

                                                        

       

                                                        

                        

¡ 학습 목표 및 내용 : 
§ 지구 주위를 공기기 둘러싸고 있음을 이해한다.
§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역할을 이해한다.
§ 지구 주위를 공기기 둘러싸고 있어 이로운 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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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게임 내용과 이미지 및 학습 내용

3단계 :

우주선 

발사대

¡ 게임 내용 : 
§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로 출발한다.  

¡ 게임 이미지 :

4단계 :

우주

¡ 게임 내용 : 
§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와 달의 모습을 관찰한다.
§ 가까이에서 바라본 달의 모습을 관찰한다.  

¡ 게임 이미지 :

                                                        

       

                                                        

                        

¡ 학습 목표 및 내용 : 
§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와 달의 모양을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을 이해한다.
§ 달에서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달의 표면에 대해 알아보고 달 표면의 특징과 원인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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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게임 내용과 이미지 및 학습 내용

5단계 :

달

¡ 게임 내용 : 
§ 달에 착륙하여 달의 환경이 지구의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한

다. 
§ 달의 중력 상태로 설정된 환경에서 돌을 떨어뜨리거나 던져보고 

멀리 뛰기를 해 봄으로써 달의 중력을 경험 한다. 
§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사용자의 경우 VIVE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돌을 집어서 떨어뜨리거나 던져보고, 직접 멀리뛰기를 하며 달의 
중력을 경험한다. 

§ 가상현실 학습게임 사용자의 경우 PS4 게임패드를 조작하여 돌을 
집어서 떨어뜨리거나 던져보고, 점프 버튼을 눌러 멀리뛰기를 하
며 달의 중력을 경험한다. 

¡ 게임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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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게임 내용과 이미지 및 학습 내용

       

                                                        

       

                                                        

                                                

¡ 학습 목표 및 내용 : 
§ 달에 공기가 없어 발생하는 지구와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을 달과 비교하여 이해한다.
§ 달의 중력을 직접 경험하여, 지구와 달의 중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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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 구현 가능성 검

증을 위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

를 만들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단계에서는 이를 학습에 적

용한 후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에 대한 직접성 인식의 차

이를 검증하고,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

습, 일반학습을 비교해 학습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단계로 2장에서는 기존 연구결과 및 문헌검색을 통해 실감

가상현실의 특성으로 현전감과 재미, 몰입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가상

현실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만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현

실적인 느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감가상현

실에서 현전감, 재미, 몰입이 가상현실에 비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적 측면인 현전감의 하위 영향

요소로 생생함, 접촉에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

이션멀미를 도출하였으며, 콘텐츠적 측면인 재미의 하위 요소로 도전

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몰입은 학습효과의 향상에 긍

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몰입 경

험이 학습 효과와 무관하지 않으며,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증명하고 있다 (김영진, 2000; 김영희, 2006; 김영희 & 김영수, 

2006; 박성익 & 김연경, 2006; 백제헌, 2006; Csikszentmihalyi & 

Larson, 1986;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Massimini & Carli, 1988). 학습효과는 일반적으로 몰입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줌으로써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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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은 두뇌와 관련된 정신적인 과정으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관련된 영역이며, 정의적 영역은 흥미, 태도, 만족감 등

과 관련이 있는 영역인데(Bloom, Englehart, Furst, Hill & 

Krathwohl, 1956; Hauenstein, 1998), 일반적으로 인지적 영역은 

학업 성취도에 의해, 그리고 정의적 영역은 만족도에 의해 영향의 정

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제 1 절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감가상현실의 현전감이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고 콘텐

츠 적인 측면에서는 실감가상현실의 재미가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

면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가상현실에 비해 훨씬 직접 경험에 가깝

게 인식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습 경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감

가상현실의 경험성이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된다면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가상현실에 비해 훨씬 직접 경험처럼 인식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현전감과 재미, 경험성이 계

속 향상되면 궁극적으로 가상의 경험이 실제의 경험과 유사해 질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가상환경기술을 직접경험 학습 목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도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높은 몰입을 유발하여 실감가상현

실의 학습 효과가 가상현실의 학습 효과에 비해 더 향상되고,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경험 학습적 효과를 유발해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높은 학습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증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최신의 실감가상현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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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적용한 어드벤처 학습게임과 기존의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어드벤처 학습게임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앞에서 도출된 실감가

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 

경험성, 만족도를 바탕으로 경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 효과를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변인에 

대한 척도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고

자 하며,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바탕으로 실감가상현실의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현전감, 재미, 경험성, 

몰입감, 만족도 등이 순수한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고 실감가상현실

의 시뮬레이션멀미가 완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실감가상현

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 그리

고 일반적인 교실환경 학습 사이에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여 학습 효

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반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

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척

도는 구성타당도를 만족하는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변인 중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현전감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도전

적 요소, 상상적 요소는 재미의 하위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또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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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유사 척도를 선택해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설문 문항의 비교 분석에 앞서 기술적 요소와 콘

텐츠적 요소라는 기준으로 분류한 요인구조가 타당한지 그리고 측정

을 위한 척도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

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하위 요소, 경험성은 가상

현실에 비해 향상되는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감가상현실은 기술적인 측

면에서 보았을 때 가상현실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제

공하고 실제 물리적인 이동감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가상 오브젝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촉각적 접촉을 통한 생

생함과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 실제 물리적

인 이동이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

해 실감가상현실의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 변인의 평균이 가상현실 조건의 평균값 보다 더 큰지 검증한다. 

3장의 게임제작 과정에서 보면([그림 10][그림 11] 참조) 실감가상

현실과 가상현실의 상호작용 차이로 인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이 서로 다르게 구현 되었다. 실감가상현실에서는 

가상의 손이 시각화 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

록 콘텐츠가 구현되어 있는 반면, 가상현실에서는 타깃으로 사물을 

겨냥하고 자동으로 잡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콘텐츠가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 측면의 차이로 인해 실감가상현실의 도전적 

요소, 환상적 요소, 재미가 가상현실 보다 더 높은지에 대해서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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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다. 이러한 모든 경험적 특성과 하위요소의 향상 결과 실감가상

현실의 몰입감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학습 경험의 측면

에서는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성이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는지도 검

증한다. 현전감이 높아지면 직접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높지만 정

확한 단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험성의 측정을 통해 실감가

상현실과 가상현실이 각각 학습 경험의 어느 단계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덧붙여 현전감 인식의 방해요인으로 논의된 시뮬레이션멀미

가 걸음걸이를 통해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

는 실감가상현실에서 완화되는지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

상현실 학습 그리고 일반학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3-1.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만족도는 가상현실

을 활용한 학습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는 가상

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고, 가상

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는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 보다 높을 것이다. 

               (실감가상현실 학습효과>가상현실 학습효과>일반

학습효과)

많은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몰입이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김영진, 2000; 김영희, 2006; 김영희 & 김영수, 

2006; 박성익 & 김연경, 2006; 백제헌, 2006; Csikszentmihaly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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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on, 1986; Csikszentmihalyi et al., 1993; Massimini & Carli, 

1988), 몰입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의 효과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실

제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습효과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 비해 향상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연구가

설 3-1)와 인지적 측면인 학업 성취도(연구가설 3-2) 두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그 차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일반 학습은 실제 경험과 동떨어진 비맥락적인 환경

에서 학습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학습이라는 문

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보다 생생한 시청각적 경험을 제

공함으로써 보다 직접 경험에 가까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덧붙여 실감가상현실은 이러한 가상현실에 촉각적 생생함과 직접적

인 접촉, 직접적인 이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가상현실 보

다 더 사실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경험학습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

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습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은지 비교 분

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연구가설 3-2).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2-1. 연구 대상

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및 가상현실학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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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초등학교 과학 영역 4학년 2학기의 내용이므로 연구 대상은 초

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는 경제적 수준

과 학업 성취도 수준이 유사한 경기도 소재 2개 중소도시 학교와 파

일럿 테스트를 위한 1개의 면지역 학교를 선정하였다.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 집단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 집

단, 그리고 일반 학습 집단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습을 한 

후 설문지 및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2-2. 실험 설계

세 개 학교에서 총 3회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설계는 

크게 자연적인 상황을 모방하여 조건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

시하는 실험실실험(laboratory experiment)과 자연적인 일상생활의 

상태 하에서 조사자가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연구하는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실험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실험참가들의 정상

정인 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장실험은 

실험실실험과 달리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상황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외적 타당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상

황에서의 실험이므로 실험 변수효과와 외생변수효과를 분리해서 파

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외생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의 통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채서일. 2010; 

Bhattacherjee, 2012).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학습게임의 구현이 완료된 후 먼저 화

성시의 면지역 학교에서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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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파일럿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안산

의 한 학교와 안양의 한 학교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

행 일정을 위해 학교 측과의 협의하여 공식적으로 수업일정을 변경

하여 <4장. 지구와 달>단원을 <3장. 거울과 그림자>단원과 바꿔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이 단원 학습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진행하였는데,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집단과 가상현실 학습 게

임 집단은 게임을 1회 진행한 후 설문과 성취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학습 집단은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과 가상현실 학습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간(게임

을 1회 플레이하는 시간)동안 간략하게 복습한 후 성취도 검사를 진

행하였다. 

1)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는 2016년 11월 23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화성시

의 면지역 학교에서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지역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선생님과의 조율 하에 

수업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

문이다. 실험 장소는 실감가상현실 장비와 가상현실 장비를 설치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최소 가로세로 5m×5m의 공간이 두 곳 

확보되어야 하는데, 강당을 실험 장소로 선택하였다.   

2) 1차 실험

1차 실험은 2016년 12월 1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안산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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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153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감가상현실 학

습게임 23명, 가상현실 학습 게임 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후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학습을 진행한 나머

지 115명에 대해서는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이나 가상현실 학습게

임을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설문은 실시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검사만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할 학생들은 각 반 담인 선생님들의 판단 하

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까지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발하여 세 집단이 동질 집단이 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학생들이 게

임을 플레이 한 시간은 10분 ~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대략 20분 ~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은 한 반에 8명씩 선발하여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에 4명, 

가상현실 학습게임에 4명씩 각각 참여 하도록 하였는데, 실험을 먼

저 마친 학생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급과 학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통제

를 하였다. 먼저 한 교시에 한 학급이 실험에 참가 하도록 하였으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실험에 참여하던 반의 실험을 종료

하고, 다음 반이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여 한 학급이 장시간 동안 실

험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험 전후 학생들의 조우를 방지

하였다. 또한 각 반별로 개별 학생의 통제는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실험과 설문 및 성취도 검사를 마

치면 각각 교실로 복귀하도록 하여 학급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실

험 전후에 학생들이 서로 게임 학습 경험을 얘기하는 상황을 방지하

였다. 

실험 장소는 실감가상현실 장비와 가상현실 장비를 설치하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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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최소 가로세로 5m×5m의 공간이 두 곳 확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실 2곳을 사용하면 적당하지만 모두 수업중

이고 별도의 여유 공간이 없어 체육관을 실험 장소로 선택하였다. 대

기실은 체육관 옆의 통제실을 활용하였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참

가자들이 실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전학습이 되어 먼저 실험에 

참여한 학생과 나중에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실에서는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3) 2차 실험

2차 실험은 2016년 12월 16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안양시의 

한 학교에서 4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20명, 가상현실 학습 게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일반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의 데이터는 1차 실험에서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2차 실험에서는 일반학습에 대한 성취도 

검사를 제외 하였다. 모든 실험 조건과 통제가 1차 실험과 동일하나 

실험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1차 실험에서는 개방된 체육관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으나 2차 실험에서는 별도로 분리된 교실크기의 조용한 

공간인 다목적실 두 곳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경험 인식과 관련된 현전감, 재

미, 몰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로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

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멀미, 도전적 요소,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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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라는 변인을 측정하였다. 또한 학습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험성을 측정하였으며, 학습 효과 중 정의적 측면인 학습 만족

도를 측정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구현된 게임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성취도 검사와 함께 총 11개의

변인을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설문 문항 구성에 제약이 많았다. 

문항을 너무 많이 구성할 경우 집중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이 자칫 

성실하게 설문에 응하지 못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성취도 검사의 결

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개수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전감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갖는 현전감의 느낌을 탐색 

하는 자술보고 형식의 주관적인 측정방법과 맥박, 호흡 놀라는 반응

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객관적

인 측정방법 이 있다(Huang & Alessi, 1999). 그러나 현전감은 주

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진술이 기본적인 측정법이라는 견

해가 일반적이며 (IJsselsteijn, deRidder, Freeman & Avons, 

2000),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매체 경험을 방해하지 않고 측

정을 실시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사후 조사 설문 방식을 활

용한다(권중문, 2006).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후 

조사 설문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슈베르트와 동료들(Schubert, 2003; 

Schubert, Friedmann, & Regenbrecht, 1999, 2001)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슈베르트와 동료들(Schubert et al., 2001)은 여러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한 후 2회의 실험에서 요인분

석을 통하여 공간적 현전감(Spatial Presence), 몰두적 현전감

(Involvement Presence), 경험적 사실성(Experienced Realness), 

일반적 현전감(General Presence)이라는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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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공간적 현전감은  단순히 화면을 바라보거나 화면 밖에

서 가상의 사물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안에서 직접 

사물을 조작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의미한다. 즉, HMD나 TV와 

같은 매개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을 의미하는데, 비매개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몰

두적 현전감(Involvement Presence)은 가상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

험에 대한 주의 집중을 통한 현실의 망각 및 현전감의 인식과 관련

이 있으며, 경험적 사실성은 가상환경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인식되는

지에 대한 측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현전감(General 

Presence)은 이 모두를 통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신

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느낌인 

‘거기에 있다’라는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험적 사

실성(Experienced Realness)은 측정문항이 생생함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현전감에 대한 대표 문

항을 각각 한 문항씩 선택하여 측정척도로 삼았다.

재미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이종길(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5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 측정하

는 척도는 다수 존재하지만, 게임 이용 결과 얼마나 재미를 느꼈는지

에 대한 평가 척도는 많지 않다. 이종길(2001)은 스포츠 활동의 재

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미없다’에서 ‘재미있다’까지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재미없다’에서 

‘재미있다’까지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다른 척도와의 통일된 기준

을 위해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몰입은 칙센트미하이(Chikszentimihayi, 1990)의 몰입(Flow)이론

을 바탕으로 구성된 잭슨과 마시(Jackson & Marsh, 1996)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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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몰입 경험과 관련된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

곡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잭슨과 마시(Jackson & Marsh, 

1996)는 앞서 언급한 몰입의 여덟 가지 주요 구성 요소와 최적경험

의 핵심 요소인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을 통합하

여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동과 의식의 통합, 명확한 목표, 분명한 

피드백, 현재의 일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 목적적인 경험의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마

다 4개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몰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9개의 항목 중 각각의 연구의 목적에 맞

게 부분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e.g., 노경희, 지형근, 

& 임석현, 2010; 이승훈, 2015; 이은환, 2013; 이희창, 2015). 칙센

트미하이(Chikszentimihayi, 1990)는 먼저 명확한 목표와 분명한 

피드백 그리고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통해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

며, 현재의 일에 대한 집중, 행동과 의식의 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

서 몰입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몰입의 

경험 단계에서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몰입에 대한 경험을 마친 후에 그 결과로서 자기목적적 

경험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노경희와 동료들(2010)은 이러한 관

점에서 몰입의 경험과 결과 차원에 해당하는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의 16개 문항으로 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학습 몰입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실질적인 몰입의 

경험 차원에 해당하는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측정 척도로 사용하였다. 자기목적적 경험 항목을 

척도에서 제거한 이유는 자기목적적 경험 항목은 몰입의 결과에 해

당하며, 따라서 학습 효과에서 측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몰입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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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제하였다.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인 생생함과 접촉에 의한 상호작

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위트머와 싱어(Witmer & Singer, 1998)

의 현전감 결정요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위트머와 싱어

(Witmer & Singer, 1998)는 3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

하였는데, 현전감이 발생하도록 기여하는 네 가지 요소 즉, 통제 요

소(Control Factors), 감각적 요소(Sensory Factors), 방해 요소

(Distraction Factors), 사실성 요소(Realism Factors)로 구분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감각적 요인과 사실성 요인이 스토이

어어(Steuer, 1993)의 기준으로 보면 생생함과 관련된 척도이며, 통

제 요인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생생함과 상호

작용의 측정을 위해 감각적 요인과 사실성 요인, 통제 요인에서 측정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생생함의 경우 감각적 요인과 사실성 요인

에서 문항을 도출 하였는데, 시각, 청각, 실제 경험과의 일치와 관련

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시각과 청각적 생생함이 동일한 상태에서 촉

각적 생생함에 차이가 발생할 때 실제 경험과의 일치와 관련된 문항

에서 차이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이동에 의

한 상호작용의 측정은 통제 요소의 항목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현전감을 방해하는 하위요인인 시뮬레이션 멀미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시뮬레이터 멀미 질문지(Simulator Sickness 

Susceptibility Questionnaire; SSQ)가 사용되고 있다(Kennedy, 

Lane, Berbaum, Lilienthal, 1993). SSQ는 메스꺼움, 침 분비 증가, 

트림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하는 메스꺼움 척도 (Nausea; N)와 눈의 

통증, 눈 초점 맞추기 어려움, 뿌연 시야 와 같은 증상들을 포함하는 

안구운동 척도(Oculomotor; O), 그리고 현기증, 어지러움과 같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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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포함하는 방향성상실 척도(Disorientation; D)의 세 개의 하

위기준에 따라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증상

들에 대해서 4점 척도로 (0=증상 없음,1=약한 증상,2=보통 증

상,3=심각한 증상)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멀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 3개로 축소하였다. 

재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도전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는 윤형섭

(2009)의 재미 평가 요소 중 도전적 재미 척도와 상상적 재미 척도

를 사용하였다. 윤형섭(2009)은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각

적 요소,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의 네 가

지를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도전적 재미 척도가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얻는 재미를 의미하는 도전적 요소 측정 항목이며, 상상적 

재미 척도가 게임플레이를 수행하면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대해 측정하는 상상적 요소 측정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적 및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이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험성에 대한 측정은 기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의 경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는 학습자가 느끼는 경험성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경험성의 척도(Scale of Experientiality)를 구성하였다. 기

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는 경험이 매개 되었는

지, 사용자가 경험의 계획과 실행에 수반되었는지, 사용자가 경험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사용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경험을 완전히 익

히고 숙달했는지, 경험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등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총 10개의 항목

으로 경험의 정도를 구분하였다([그림 4]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

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의 이 척도를 사용하여 



103

경험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척도로 

현전감을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 어느 정도 직접 경험으로 인식하는

지 물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븐스와 홉킨스(Gibbons 

&  Hopkins, 1980)의 척도 중에서 콘텐츠 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

생하는 경험의 단계를 제외하고 시뮬레이션 단계 - 방관자 단계 - 

탐험적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험성 척도를 만들었다.

학습효과는 인지적 영역인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Bloom et al., 1956). 사람들은 학습 과정에서 그들의 두

뇌와 감정, 그리고 신체를 사용하는데, 블룸(Bloom et al., 1956)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의 세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 앎의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지식을 획득하는 지적인 과정

을 나타낸다. 정의적 영역은 감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흥미, 태도, 가

치, 신념 등의 성향을 의미하며, 심동적 영역은 신체적 행위를 통해 

신체적 능력과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다 (Bloom et 

al., 1956; Hauenstein, 1998). 일반적으로 지식의 습득과 관련된 학

습효과를 평가할 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역 중 신체 능력과 관련

된 심동적 영역을 제외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기준으로 평

가한다. 

학습효과의 정의적 영역은 학습 만족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만

족도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습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몰입이 학습자

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학습 지속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이은환, 2013). 켈러(Keller, 2009) 역시 여러 가

지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만족도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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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김지심(2009)은 만족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학습효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먼저, 다른 학습효과 지표들과도 관련이 있어 다

른 지표들을 활용하여 학습효과 측정이 어려울 때, 만족도를 통해 성

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조직 차

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

들 역시 만족도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척도들이 있는데, 보통 유사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습의 목적이나 매체에 따라 스마트 교육, 이러닝 

학습, 기업에서의 학습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특화된 항목들이 포함

되어 있기도 하다.(e.g., 김영희 & 김영수, 2006; 김지심, 2009; 임

규연, 1999; 정재삼 & 임규연, 2000; 주영주, 김나영 & 조국현, 

2008; Shin; 2003; Shin & Chan, 2004; Stein, 1997). 계보경

(2007)은 다양한 선행연구(김영희 & 김영수, 2006; 임규연, 1999; 

정재삼 & 임규연, 2000 )에서 활용, 검증된 척도인 슈탄인(Stein, 

1997)의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총 4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부

분적 가상현실 기술의 학습 효과 만족도 측정에 사용하였는데, 이 연

구에서도 계보경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학교의 4학년 담임선생님 3인에 의해 총 8개의 문항

(10 문제)을 개발 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구성은 기본

적인 지구와 달 단원의 학습 내용 4문항과 중력과 관련된 심화학습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분석 및 적

용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의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제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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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문항수 출처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

현전감 3
Schubert et al. (1999; 

2001; 2003)

재미 1 이종길 (2001)

몰입 3 Jackson & Marsh (1996)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에 

기술적 

요소

생생함 3 Witmer & Singer (1998)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3 Witmer & Singer (1998)

[표 12] 경험인식 검사 도구 및 학습효과 검사 도구

학습 내용은 가상의 환경에서 생생함을 통해 학습한 내용과 상호작

용 통해 학습한 내용을 각각 4문항씩 반영하였다. 이때 생생함을 통

한 학습은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학습

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경우 실감가상현실 학습

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되며, 가상현실 학습은 게임패드를 통한 간접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학습하는 점이 다르다. 평가는 담임 선생 3인에 의해 작성

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3명의 평가자 간의 

상호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체 측정 도구의 구성은 [표 12]와 같으며 설문 문항 내용은 [표 

13]과 같다. 설문 문항은 총 29개의 문항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와 3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업 성취도 측정 문항은 총 8개 

항목의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도구의 결과 처리는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지의 점수를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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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소

(현전감의 

하위 요소)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3 Witmer & Singer (1998)

시뮬레이션멀미 3 Kennedy et al. (1993)

콘텐츠적 

요소

(재미의 

하위 요소)

도전적 요소 3 윤형섭(2009)

상상적 요소 3 윤형섭(2009)

학습 경험 경험성 1
Gibbons & Hopkins 

(1980)

학습 효과

정의적

측면
만족도 3 계보경 (2007)

인지적

측면
학업 성취도 8 문항 개발

변인 문항
설문문항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현전감

1 나는 “내가 게임 속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 나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있다.

3
나는 “단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을 받았다. (역항목)

생생함

1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임 속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 세계 

경험같이 느껴졌다.

2 눈앞에 보이는 게임 속의 세계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3 귀에 들리는 게임 속의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1 게임 속에서 돌을 잡고 던지는 것이 쉬웠다.

2 나는 달 표면에서 돌을 잡았다 놓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3 나는 달 표면 위의 돌을 자연스럽게 잡고 놓을 수 있었다.

[표 13] 경험인식 및 만족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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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1
나는 자연스럽게 달 표면 위를 걸어 다니고, 멀리뛰기를 할 수 있

었다. 

2 나는 우주선 안에서 걸어 다닐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3 게임 속 공간을 이동할 때, 쉽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시뮬레이

션멀미

(역항목)

1 나는 머리가 아팠다. (역항목)

2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역항목)

3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역항목)

재미 매우 재미있었다.

도전적 

요소

1
주어진 과제가 쉽지는 않았지만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2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멋진 경험이었으며 나에게 성취감을 

주었다.

3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되고 떨렸다.

상상적 

요소

1 달을 탐사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

2 내가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

3 나는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몰입

1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3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미를 갖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경험성 나는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고 사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만족도

1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컴퓨터 학습 게임’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2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활용한 학습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

면 좋겠다.

3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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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는 실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미리 파악하고자 6명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1교시부터 4교시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 6명은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실험 장소는 강당을 활용하였다. 강당에 실감가상현실 

장비와 가상현실 장비를 3m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한 후 실험을 진

행하였는데, 실험 도중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준비 과정에서는 

잘 작동하던 각각의 장비들이 동시에 작동하여 실험을 시작하자 갑

자기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두 대의 장비가 너무 가까워 발생하는 문제임이 밝혀졌다. 즉, 두 시

스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HMD와 컨트롤러의 위치추적을 위해 

각각의 베이스스테이션에서 보내는 신호들 사이에 간섭 현상이 발생

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본 실험에 반영하여 1차 실험을 체육관에서 

진행할 때는 두 시스템 사이에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20m 정

도의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장비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차 

실험에서는 벽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간섭현

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장비간의 간섭현상이 파악된 후 실감가상현실 시스템과 가상현실 

시스템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행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게임을 

플레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설문지 

및 성취도 검사지의 난이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

하였다. 이미 게임 제작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3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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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명) 성별 백분율 (%)

153 남자 여자 100 %

학습

실감가상현실게임 

학습
23 12 (52.2%) 11 (47.8%) 15.0 %

가상현실게임 

학습
15 7 (46.7%) 8 (53.3%) 9.8 %

일반학습 115 53 (46.1%) 62 (53.9%) 75.2 %

[표 14] 연구대상의 통계학적특성 (1차 실험)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해보았고,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지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상

태이지만, 최종적으로 장비를 이동한 후 설치하여 진행하는 실제 실

험의 상황에서 다시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학생들이 게임을 플레이하

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에러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지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1차 실험

2-1. 실험 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4]는 1차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실험에 참

가한 학생들은 총 153명으로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에 23명, 가상

현실 학습 게임에 15명, 일반 학습에 115명이 참가하였으며, 각 집

단별 성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각 반 담인 선생님들

의 판단 하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까지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발하여 세 집단이 동질 집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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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값이 대체로 4점에서 5점 사이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왜도와 첨도의 경우 많은 문항의 절대값이 2.0 

이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이 음(-)

의 왜도를 보임으로써 좌변기운 분포를 보였다(이일현,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현저히 발달한 실감가상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생생함과 

상호작용, 현전감 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재

미 문항의 경우 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모

두‘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으며,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

가한 학생들의 경우도 한명만이 ‘그렇다’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

두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여 변량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만족도 문항의 경우도 역시 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모두‘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으며, 실감가상현실학

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도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

항에 대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매우 그렇다’를 선택하

여 역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미

와 만족도의 측정항목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할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실험 참가자들이 전

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생함과 상호작용을 강하게 느끼고 게

임의 형태를 통한 재미를 강하게 느끼게 됨으로써 만족도까지 극단

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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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류 참가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현전감_1 

(일반적

현전감)

전체 38 1.00 5.00 2.58 1.55 0.39 -1.34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2.64 1.53 0.31 -1.35

가상현실 15 1.00 5.00 2.47 1.64 0.57 -1.32

현전감_2 

(몰두적

현전감)

전체 38 1.00 5.00 3.66 1.53 -0.77 -1.00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3.48 1.73 -0.60 -1.52

가상현실 15 2.00 5.00 3.93 1.16 -0.80 -0.74

현전감_3 

(공간적

현전감)

전체 38 1.00 5.00 3.84 1.33 -1.02 -0.01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3.70 1.43 -0.84 -0.56

가상현실 15 1.00 5.00 4.07 1.16 -1.40 2.10

생생함_1

전체 38 2.00 5.00 4.55 0.80 -1.71 2.10

실감가상현실 23 3.00 5.00 4.52 0.79 -1.29 -0.01

가상현실 15 2.00 5.00 4.60 0.83 -2.54 7.07

생생함_2

전체 38 3.00 5.00 4.61 0.72 -1.55 0.87

실감가상현실 23 3.00 5.00 4.61 0.72 -1.61 1.13

가상현실 15 3.00 5.00 6.60 0.74 -1.63 1.32

생생함_3

전체 38 3.00 5.00 4.79 0.47 -2.25 4.70

실감가상현실 23 3.00 5.00 4.74 0.54 -2.06 3.82

가상현실 15 4.00 5.00 4.87 0.35 -2.41 4.35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1

전체 38 2.00 5.00 4.29 0.96 -1.02 -0.22

실감가상현실 23 2.00 5.00 4.39 0.89 -1.33 0.90

가상현실 15 2.00 5.00 4.13 1.06 -0.72 -1.00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2

전체 38 1.00 5.00 4.45 0.95 -2.04 4.27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52 0.95 -2.70 8.45

가상현실 15 2.00 5.00 4.33 0.98 -1.32 0.81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3

전체 38 2.00 5.00 4.53 0.83 -1.89 3.06

실감가상현실 23 2.00 5.00 4.70 0.70 -2.93 9.73

가상현실 15 2.00 5.00 4.27 0.96 -1.17 0.59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1

전체 38 2.00 5.00 4.47 0.86 -1.65 2.01

실감가상현실 23 2.00 5.00 4.39 0.89 -1.33 0.90

가상현실 15 2.00 5.00 4.60 0.83 -2.54 7.07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2

전체 38 1.00 5.00 4.47 .095 -2.11 4.50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39 1.08 -2.09 4.16

가상현실 15 3.00 5.00 4.60 0.74 -1.63 1.32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3

전체 38 1.00 5.00 4.47 0.95 -1.91 3.59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35 1.07 -1.76 2.98

가상현실 15 3.00 5.00 4.67 0.72 -1.98 2.55

시뮬레이션

멀미_1

(역항목)

전체 38 1.00 5.00 1.32 0.87 3.17 10.15

실감가상현실 23 1.00 2.00 1.04 0.21 4.80 23.00

가상현실 15 1.00 5.00 1.73 1.28 1.75 2.20

시뮬레이션

멀미_2

(역항목)

전체 38 1.00 4.00 1.53 1.01 1.77 1.75

실감가상현실 23 1.00 3.00 1.26 0.62 2.31 4.26

가상현실 15 1.00 4.00 1.93 1.33 0.97 -1.01

[표 15]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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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류 참가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시뮬레이션

멀미_3

(역항목)

전체 38 1.00 5.00 1.45 1.01 2.34 4.75

실감가상현실 23 1.00 4.00 1.26 0.62 2.31 4.26

가상현실 15 1.00 5.00 1.73 1.39 1.66 1.27

재미

전체 38 4.00 5.00 4.97 0.16 -6.16 38.00

실감가상현실 23 4.00 5.00 4.96 0.21 -4.80 23.00

가상현실 15 5.00 5.00 5.00 0.00 - -

도전적

요소_1

전체 38 1.00 5.00 4.34 0.99 -2.15 5.21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13 1.18 -1.73 2.77

가상현실 15 4.00 5.00 4.67 0.49 -0.79 -1.62

도전적

요소_2

전체 38 4.00 5.00 4.79 0.41 -1.48 0.20

실감가상현실 23 4.00 5.00 4.83 0.39 -1.84 1.52

가상현실 15 4.00 5.00 4.73 0.46 -1.18 -0.73

도전적

요소_3

전체 38 1.00 5.00 3.58 1.41 -0.66 -0.83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3.57 1.47 -0.75 -0.74

가상현실 15 1.00 5.00 3.60 1.35 -0.54 -0.98

상상적

요소_1

전체 38 2.00 5.00 4.58 0.79 -1.82 2.41

실감가상현실 23 2.00 5.00 4.52 0.90 -1.72 1.83

가상현실 15 3.00 5.00 4.67 0.62 -1.79 2.63

상상적

요소_2

전체 38 1.00 5.00 4.45 0.92 -1.92 4.07

실감가상현실 23 3.00 5.00 4.65 0.65 -1.73 1.95

가상현실 15 1.00 5.00 4.12 1.19 -1.47 2.09

상상적

요소_3

전체 38 1.00 5.00 4.39 1.05 -2.05 4.07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30 1.22 -1.95 3.17

가상현실 15 3.00 5.00 4.53 0.74 -1.34 0.47

몰입감_1 

(통제감)

전체 38 1.00 5.00 3.89 1.31 -0.94 -0.24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3.78 1.28 -0.84 -0.05

가상현실 15 1.00 5.00 4.07 1.39 -1.25 0.18

몰입감_2 

(자의식의 

상실) 

전체 38 1.00 5.00 4.11 1.27 -1.30 0.70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3.87 1.32 -0.90 -0.18

가상현실 15 1.00 5.00 4.17 1.13 -2.51 6.51

몰입감_3 

(시간감각의 

왜곡)

전체 38 3.00 5.00 4.74 0.60 -2.20 3.71

실감가상현실 23 3.00 5.00 4.65 0.71 -1.82 1.82

가상현실 15 4.00 5.00 4.87 0.35 -2.41 4.35

경험성

전체 38 1.00 5.00 4.32 1.25 -1.68 1.75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39 1.27 -1.99 2.94

가상현실 15 1.00 5.00 4.20 1.27 -1.41 1.26

만족도_1

전체 38 4.00 5.00 4.97 0.16 -6.16 38.00

실감가상현실 23 4.00 5.00 4.96 0.21 -4.80 23.00

가상현실 15 5.00 5.00 5.00 0.00 - -

만족도_2

전체 38 4.00 5.00 4.95 0.23 -4.17 16.27

실감가상현실 23 4.00 5.00 4.91 0.29 -3.14 8.61

가상현실 15 5.00 5.00 5.00 0.00 - -

만족도_3

전체 38 1.00 5.00 4.82 0.69 -4.91 26.34

실감가상현실 23 1.00 5.00 4.70 0.88 -3.78 15.58

가상현실 15 5.00 5.00 5.00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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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분석

1) 방해 요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의 설문 결과

와 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기에 앞서 각 문

항별로 평균을 확인한 결과 연구 가설과 반대로 접촉에 의한 상호작

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상현실의 평균이 실감

가상현실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6]은 두 집단사이

의 설문 결과에 대해 문항별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로, 이론적으로 

역항목 문항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멀미를 제외하고는 실감가상현실

평균이 가상현실에 비해 높아 ‘t값’이 양의 값(+)이어 하는데, ‘t

값’이 대부분 음의 값(-)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 절차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실험 도중 발견된 몇 가지 방

해요인이 원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 대한 관찰 결

과에 의하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경우에 시

스템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으며, HMD와 연결된 케이

블이 참가자의 몸에 걸리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었다. 또한 참가자가 

시스템 버튼을 눌러 게임이 멈추기도 하고, 참가자가 주변을 의식하

여 참가자의 행동이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실감가상현실 시스템의 불안정성, 시스템의 디자

인 문제, 컨트롤러의 시스템 버튼 오작동, 개방된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등의 네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 참

가자들이 느끼는 현전감, 생생함,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재미, 도전



114

항목 학습종류 참가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현전감_1 

(일반적 현전감)

실감가상현실 23 2.65 1.53
0.36 0.36

가상현실 15 2.47 1.64

현전감_2 

(몰두적 현전감)

실감가상현실 23 3.48 1.73
-0.97 0.17

가상현실 15 3.93 1.16

(현전감_3 

(공간적 현전감)

실감가상현실 23 3.70 1.43
-0.84 0.20

가상현실 15 4.07 1.16

생생함_1
실감가상현실 23 4.52 0.79

-0.29 0.39
가상현실 15 4.60 0.83

생생함_2
실감가상현실 23 4.61 0.72

0.04 0.49
가상현실 15 4.60 0.74

생생함_3
실감가상현실 23 4.74 0.54

-0.81 0.21
가상현실 15 4.87 0.35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1

실감가상현실 23 4.39 0.89
0.81 0.21

가상현실 15 4.13 1.06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2

실감가상현실 23 4.52 0.95
0.59 0.28

가상현실 15 4.33 0.98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3

실감가상현실 23 4.70 0.70
1.59 0.06

가상현실 15 4.27 0.96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1

실감가상현실 23 4.39 0.89
-0.73 0.24

가상현실 15 4.60 0.83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2

실감가상현실 23 4.39 1.08
-0.66 0.26

가상현실 15 4.60 0.74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3

실감가상현실 23 4.35 1.07
-1.01 0.16

가상현실 15 4.67 0.72

시뮬레이션

멀미_1 (역항목)

실감가상현실 23 1.04 0.21
-2.07 0.03*

가상현실 15 1.73 1.28

시뮬레이션

멀미_2 (역항목)

실감가상현실 23 1.26 0.62
-1.83 0.04*

가상현실 15 1.93 1.33

시뮬레이션

멀미_3 (역항목)

실감가상현실 23 1.26 0.62
-1.24 0.12

가상현실 15 1.73 1.39

재미
실감가상현실 23 4.96 0.21

-0.80 0.21
가상현실 15 5.00 0.00

도전적요소_1
실감가상현실 23 4.13 1.18

-1.66 0.05*
가상현실 15 4.67 0.49

도전적요소_2
실감가상현실 23 4.83 0.39

0.671 0.25
가상현실 15 4.73 0.46

[표 16] 학습종류를 기준으로 측정항목별 T-검정 분석 결과 

(1차 실험, 일방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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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학습종류 참가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도전적요소_3
실감가상현실 23 3.57 1.47

-0.073 0.47
가상현실 15 3.60 1.35

상상적요소_1
실감가상현실 23 4.52 0.90

-0.545 0.29
가상현실 15 4.67 0.62

상상적요소_2
실감가상현실 23 4.65 0.65

1.549 0.07
가상현실 15 4.13 1.19

상상적요소_3
실감가상현실 23 4.30 1.22

-0.650 0.26
가상현실 15 4.53 0.74

몰입감_1 

(통제감)

실감가상현실 23 3.78 1.28
-0.65 0.26

가상현실 15 4.07 1.39

몰입감_2 

(자의식의 상실)] 

실감가상현실 23 3.87 1.32
-1.44 0.08

가상현실 15 4.47 1.13

몰입감_3 

(시간감각의왜곡)

실감가상현실 23 4.65 0.71
-1.23 0.11

가상현실 15 4.87 0.35

경험성
실감가상현실 23 4.39 1.27

0.46 0.33
가상현실 15 4.20 1.26

만족도_1
실감가상현실 23 4.96 0.21

-0.80 0.21
가상현실 15 5.00 0.00

만족도_2
실감가상현실 23 4.91 0.29

-1.17 0.13
가상현실 15 5.00 0.00

만족도_3
실감가상현실 23 4.70 0.88

-1.67 0.06
가상현실 15 5.00 0.00

 * p < 0.05, ** p < 0.01

적 요소, 상상적요소, 몰입, 만족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상

적인 측정을 방해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시스템이 멈추

는 경우도 없었으며, 의자에 앉아 게임패드로 회전 및 위치 이동을 

하므로 케이블에 몸에 걸리는 경우도 없었다. 또한, 시스템 버튼이 

없어 실수로 시스템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않아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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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 유의미 하지는 않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직접적인 

접촉과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을 통해 실감가상현실의 현전감,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경험성, 몰입, 만족도 

등이 기본적으로 향상된 상태에서, 방해요인에 의해 다시 감소됨으로 

인해 가상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

다.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참가자들의 게임 몰두 방해 요인 네 가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시스템의 불안정성

실험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에 차이가 발견 되었는데, 게임을 제

작하고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

였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HMD에  게임패드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HMD가 일반 PC게임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사용되는 모니

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고 게임패드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

는 안정적인 인풋(input)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오류가 발

생하지 않는 이상 게임이 중단되거나 연구보조원이 개입할 만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당일 실험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은 무척 

안적정인 상태였으며,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 보조원의 개입 없이 게

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감가상현실 시스템은 

당일 실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림 14 (a)]와 같이 게

임 속에서 컨트롤러 대신에 보이는 가상의 손이 갑자기 원래의 위치

를 벗어나거나 시스템이 멈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HMD와 컨트롤러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실감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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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4]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1차 실험)

(a) 시스템 불안정성  (b) 시스템 디자인 문제 

(c) 시스템 버튼 오작동 (d) 개방된 주변 환경

실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위치 추적을 위해 베

이스스테이션에서 신호를 보내고, HMD와 컨트롤러가 이 신호를 받

아서 다시 베이스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전파장애와 같은 문

제로 신호의 추적에 실패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본 실험에

서 사용한 VIVE시스템과 관련하여 Wi-Fi등의 간섭으로 인해 작동

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게임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파일럿 테스트에서 발견된 장비간의 간섭현상을 고려

하여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장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할 수 없는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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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해 졌고, 게임 속에서 컨트롤러 대신에 

보이는 가상의 손이 갑자기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시스템이 멈

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 

보조원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멈춘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게

임을 실행 시키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실험 

참가자가 느끼는 생생함을 감소시키고 게임의 상황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였다. 

1-2) 시스템의 디자인 문제 

현재까지는 기술상의 문제로 HMD와 컴퓨터 본체가 케이블로 연

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디자인상의 문

제가 실험 참가자들의 게임에 대한 몰두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상현실학습게임의 경우 실험 참가자가 제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이 HMD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플레

이 하는 참가자들의 경우 [그림 14 (b)]와 같이 몸을 돌려가면서 이

동하다가 자신의 몸에 케이블이 감기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원래 하

려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반대로 돌아 몰에 감긴 케이블을 풀거나, 

케이블을 손으로 직접 들어 푸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으며, 연구 보

조원이 실험 참가자의 몸에 감긴 케이블을 풀어주는 상황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하

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또

한 게임 밖의 실제 공간을 인지하도록 하여 현전감과 몰입을 약화시

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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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스템 버튼 오작동 

실감가상현실의 컨트롤러에 있는 시스템 버튼의 오작동으로 인해 

게임이 중단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 

버튼 오작동으로 인한 게임의 중단 현상이 실험참가자들의 게임에 

대한 몰두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VE 시스템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버튼이 컨트롤러 하단에 존재하는

데, 일부 참가자들이 이 버튼을 실수로 눌러 게임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럴 때마다 연구 보조원이 게임을 플레이 중이던 실험 

참가자의 HMD를 벗겨서 쓰고 버튼을 조작한 후 다시 게임을 진행

하도록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게임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실험 참가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c)].  

1-4)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개방된 주변 환경이 실감가상현실 실험 참가자들이 게임에 몰두하

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험 공간으로 사용된 체육

관은 [그림 14 (d)]와 같이 넓고 개방된 공간이었는데, 실험을 위해 

정숙을 유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실험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 학생들의 행동을 위축 시킨 것으로 판단

해 볼 수 있다. 가상현실 학습게임을 진행한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는 

의자에 가만히 않아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만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 하지 않고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플레이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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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현전감과 몰입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방해 요인 관찰 결과

이와 같이 시스템 불안정성, 시스템 디자인 문제, 시스템 버튼 오

작동,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모두 실험참가

자의 게임에 대한 몰두를 방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해 요인들이 

가외변인으로 작용하여 실감가상현실학습 게임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설문 조사에 대한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표 17]은 지금까지 기술한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에 

대한 몰두를 방해하는 네 가지 방해요인들의 발생 횟수를 정리한 결

과이다. 관찰 결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방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HMD에 케이블이 연결된 시

스템 디자인의 문제로 인한 방해요인이 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는 점이다. 각 요인별로 방해 횟수를 살펴보면 시스템 불안정성과 관

련된 문제가 11회, 시스템 버튼 오작동 문제가 6회, 주변한경에 대

한 의식이 15 정도 발생한데 비해, 시스템 디자인이 문제로 인한 방

해요인은 무려 60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HMD에 연결된 케이블이 몸에 감겨 발생하는 문제가 참가자들의 게

임 몰두에 특히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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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방해 요인 (회수)

시스템 
불안정성

시스템 디자인 문제
시스템 
버튼 

오작동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가상의 
손   

위치 
이탈

 게임의 
멈춤 
현상

몸에 
감긴 
줄을 
다시 

반대로 
돌아서 

품

몸에 
감긴 
줄을 
연구 

보조원이 
풀어줌

몸에 
감긴 
줄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품

시스템 
버튼을 
눌러 

게임이 
멈춤

소극적 
행동으로 
게임속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물체를 
한 번에 

잡지 
못함

1 1 1 2

2 1 1

3 1 3 4 2 1

4 1 2 1 1

5 2 5

6 2

7 3 2 1

8 2

9 2 1 2 2

10 1 3 1

11 3

12 1 1 1

13 2 1 1

14 2 1

15 2

16 1 1 1 1

17 2

18 2 1

19 3 1

20 2 2

21 1 2 1 2

22 1

23 2

합계
4 7 39 17 4 6 7 8

11 60 6 15

[표 17]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관찰 결과 (1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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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차 실험에 대한 분석 종합

관찰 결과와 기술통계 및 t-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 실험을 

정리해 보면, 1차 실험에서는 가상현실 학습게임에 참가한 실험 집단

에 비해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에 참가한 실험 집단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표 17], 그 결과 설문 문항의 타당

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기술통계 

및 t-검정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두 집단의 설문지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

인에 대해‘t값’이 이론적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표 

16]. 따라서 1차 실험의 데이터는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경험 인식과 효과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차 실험을 통해 시스템 불안정성, 시스

템 디자인 문제, 시스템 버튼 오작동,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이라는 

네 가지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감가상현실 시스템

을 설계 및 구현할 때 외부의 실제 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방해요인

을 제거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가

장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난 부분은 HMD애 연결된 케이블이었는데, 

실험을 통해 HMD에 연결된 케이블이 가상환경으로의 몰두를 방해

하고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적 

연구를 통해 가상환경으로의 몰두와 안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

는 케이블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시스템이 불안정해 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향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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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시스템 버튼 오작동도 문제가 되곤 했는데, 버튼의 위치 문

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실감가상현

실 실험 참가자들이 의외로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은 외부 환경을 보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신경 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 

시스템이 사용되는 장소 및 환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제 3 절 2차 실험

2차 실험은 1차 실험에서 발견된 실험처치 효과 방해요인 네 가지 

중에서 실감가상현실 시스템의 불안정성, 실감가상현실 컨트롤러의 

시스템 버튼 조작 가능성, 비 몰입적인 환경 요인이라는 세 가지를 

제거한 후 진행하였다[표 18]. 먼저 1차 실험의 결과를 고려하여 실

험 장소를 별도로 분리된 교실크기의 조용한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1

차 실험에서 실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체육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

이 보고 있다는 점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행

동을 위축 시키고 현전감과 몰입을 저해 한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한 

대가 설치되는 교실 규모의 작고 조용한 공간 두 곳을 활용하였다. 

또한 실험장 안에는 게임의 방법과 규칙을 설명해 주고 장비의 착용

을 도와주는 연구 보조원 1인 만이 상주하도록 하여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실감

가상현실 학습 게임의 경우 전파 장애로 인해 게임이 끊기게 되고, 

이러한 끊김 현상이 생생함, 몰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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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요인 제거 조치 방법

시스템 

불안정성

Ÿ 사전에 시연하여 전파 장애 등의 문제 확인. 

Ÿ 문제 발생 시 연구 보조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스템 

디자인 문제

Ÿ HMD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어 1차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

시스템 

버튼 오작동
Ÿ 테이프로 시스템 버튼을 막아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Ÿ 시스템 한 대가 설치되는 작고 조용한 공간 두 곳 활용 

Ÿ 연구 보조원 1인 상주. 

[표 18] 실감가상현실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제거 조치

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장소에서 사전에 시연을 

해보고 전파 장애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이런 끊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게임이 멈출 경우 실험을 통제하는 연구 보조원이 

실험 참가자에게 어떤 공지나 지시사항 없이 자연스럽게 멈춘 부분

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 실험 참가자가 끊김 현상을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의 컨트

롤러에 있는 시스템 버튼을 눌러 게임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이프로 시스템 버튼을 막아 문제 발생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디자인 상의 문제인 HMD와 연결되

어 있는 케이블은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어 1차 실험과 동일하게 진

행하였는데, 그 결과[그림 15]와 같이 1차 실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케이블이 몸에 감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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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c)

[그림 15]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2차 실험) 

(a) (b) (c) (d) 시스템 디자인 문제 

[표 19]는 2차 실험에서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에 대

한 몰두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시스템 불안정성, 시스템 버튼의 오작동,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등

의 문제는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시스템 불안정성에서는 

게임의 멈춤 현상이 3회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교육한대로 연구 보

조원이 게임이 멈춘 부분부터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여, 실험 참가자

가 게임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

서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의 경우도 

총 2회 발생하여 방해 효과가 거의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버튼의 오작동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HMD와 연결된 



126

참가자

방해 요인 (회수)

시스템 
불안정성

시스템 디자인 문제
시스템 
버튼 

오작동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

가상의 
손   

위치 
이탈

 게임의 
멈춤 
현상

몸에 
감긴 
줄을 
다시 

반대로 
돌아서 

품

몸에 
감긴 
줄을 
연구 

보조원이 
풀어줌

몸에 
감긴 
줄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품

시스템 
버튼을 
눌러 

게임이 
멈춤

소극적 
행동으로 
게임속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물체를 
한 번에 

잡지 
못함

1 2

2 3 1

3 1 1

4

5 1

6 1 1

7 2

8 1 3 2

9 1

10 1 1

11 2

12 2

13 1 3

14 1 1 1

15

16 2 1

17 1

18 1 2 1

19

20 2

합계
3 29 6 3 0 1 1

3 38 0 2

[표 19]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관찰 

결과 (2차 실험)



127

항목
빈도 (명) 성별 백분율 (%)

42 남자 여자 100 %

학습

실감가상현실게임 

학습
20 13 (65.0%) 7 (35.0%) 47.6 %

가상현실게임 

학습
22 12 (54.5%) 10 (45.5%) 52.4 %

[표 20] 연구대상의 통계학적특성 (2차 실험)

케이블과 관련된 문제는 38회나 발생하여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2차 

실험에서도 HMD와 연결된 케이블이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약하고 

게임 몰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였다.

3-1. 실험 대상의 일반적 특성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총 42명으로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에 

20명, 가상현실 학습 게임에 22명이 참가하였으며, 각 집단별 성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표 20]. 또한 각 반 담인 선생님들의 

판단 하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까지 고르게 분포

하도록 선발하여 두 집단이 동질 집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일반 학습에 참가한 집단의 학업 성취도 자료는 1차 실험에서 충

분히 확보 되었고, 1차 실험에 참가한 학교와 2차 실험에 참가한 학

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비슷하여 비교가 가능하므로 일반 학습자

에 대한 성취도 검사는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1차 실험을 진

행한 안산 소재 학교와 2차 실험을 진행한 안양 소재 학교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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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수준이 비슷하다는 근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첫

째, 두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 둘째, 현재는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2011년 까지 집계되었던 전국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결과 

순위에서 전체 6266개 학교 중 1차 실험학교는 4685등, 2차 실험

학교는 4238등으로 두 학교가 비슷한 순위에 위치해있다. 셋째, 해

당 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들과 논의 결과 두 학교 학생들의 현재 

학업 성취도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

지 근거를 바탕으로 1차 실험에서 확보된 일반 학습자의 학업 성취

도 검사 결과를 2차 실험 결과의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였다. 

3-2.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균값이 대체로 4점에서 5점 사이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이 음(-)의 왜도를 보임으로써 좌변

기운 분포를 보였다. 또한 많은 문항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0 

이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

는 1차 실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현저히 

발달한 가상현실 기술과 실감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생생함과 상호작용, 현전감 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족도 변인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

고는 모두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으로 나타났는데,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모두 ‘매

우 그렇다’를 선택하였고, 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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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류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현전감_1 

(일반적

현전감)

전체 42 1.00 5.00 2.60 1.43 0.51 -1.03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3.00 1.41 0.25 -1.12

가상현실 22 1.00 5.00 2.23 1.38 0.88 -0.51

현전감_2 

(몰두적

현전감)

전체 42 1.00 5.00 3.67 1.44 -0.76 -0.74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3.90 1.41 -1.06 -0.19

가상현실 22 1.00 5.00 3.45 1.47 -0.59 -0.91

현전감_3 

(공간적

현전감)

전체 42 1.00 5.00 3.79 1.32 -1.00 0.05

실감가상현실 20 2.00 5.00 4.20 0.95 -0.85 -0.38

가상현실 22 1.00 5.00 3.41 1.50 -0.70 -0.89

생생함_1

전체 42 3.00 5.00 4.70 0.60 -1.84 2.35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80 0.52 -2.75 7.40

가상현실 22 3.00 5.00 4.59 0.67 -1.43 0.98

생생함_2

전체 42 3.00 5.00 4.64 0.53 -1.12 0.26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75 0.44 -1.25 -0.50

가상현실 22 3.00 5.00 4.55 0.60 -0.93 0.03

생생함_3

전체 42 3.00 5.00 4.81 0.45 -2.42 5.58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95 0.22 -4.47 20.00

가상현실 22 3.00 5.00 4.68 0.57 -1.67 2.15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1

전체 42 3.00 5.00 4.43 0.74 -0.89 -0.56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60 0.68 -1.51 1.17

가상현실 22 3.00 5.00 4.27 0.77 -0.53 -1.04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2

전체 42 3.00 5.00 4.76 0.48 -1.93 3.15

실감가상현실 20 5.00 5.00 5.00 0.00 - -

가상현실 22 3.00 5.00 4.55 0.60 -0.93 0.03

접촉에의한

상호작용_3

전체 42 3.00 5.00 4.69 0.56 -1.68 2.03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85 0.49 -3.44 11.88

가상현실 22 3.00 5.00 4.55 0.60 -0.93 0.03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1

전체 42 3.00 5.00 4.62 0.62 -1.43 1.03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65 0.59 -1.52 1.64

가상현실 22 3.00 5.00 4.60 0.67 -1.43 0.98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2

전체 42 3.00 5.00 4.81 0.45 -2.42 5.58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80 0.52 -2.75 7.40

가상현실 22 4.00 5.00 4.82 0.39 -1.77 1.25

이동에의한

상호작용_3

전체 42 1.00 5.00 4.48 0.86 -2.08 5.33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4.25 1.07 -1.70 3.21

가상현실 22 3.00 5.00 4.68 0.57 -1.67 2.15

시뮬레이션

멀미_1

(역항목)

전체 42 1.00 5.00 1.67 1.05 1.52 1.55

실감가상현실 20 1.00 3.00 1.30 0.66 2.08 3.18

가상현실 22 1.00 5.00 2.00 1.23 1.00 0.01

시뮬레이션

멀미_2

(역항목)

전체 42 1.00 4.00 1.77 1.12 1.15 -0.23

실감가상현실 20 1.00 4.00 1.40 0.88 2.12 3.53

가상현실 22 1.00 4.00 2.09 1.23 0.66 -1.22

[표 21]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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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류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시뮬레이션

멀미_3 

(역항목)

전체 42 1.00 5.00 1.64 1.10 1.58 1.42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1.40 1.10 2.82 7.21

가상현실 22 1.00 4.00 1.86 1.08 0.79 -0.86

재미

전체 42 3.00 5.00 4.88 0.40 -3.59 13.35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95 0.22 -4.47 20.00

가상현실 22 3.00 5.00 4.82 0.50 -2.91 8.43

도전적 

요소_1 

전체 42 3.00 5.00 4.57 0.74 -1.41 0.42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70 0.66 -2.08 3.18

가상현실 22 3.00 5.00 4.45 0.80 -1.06 -0.50

도전적 

요소_2

전체 42 3.00 5.00 4.69 0.52 -1.40 1.08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75 0.44 -1.25 -0.50

가상현실 22 3.00 5.00 4.64 0.58 -1.39 1.20

도전적 

요소_3

전체 42 1.00 5.00 3.86 1.41 -1.11 -0.01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4.05 1.47 -1.43 0.69

가상현실 22 1.00 5.00 3.68 1.36 -0.99 -0.04

상상적 

요소_1

전체 42 2.00 5.00 4.55 0.74 -1.70 2.57

실감가상현실 20 2.00 5.00 4.65 0.81 -2.50 5.95

가상현실 22 3.00 5.00 4.45 0.67 -0.86 -0.24

상상적 

요소_2

전체 42 2.00 5.00 4.57 0.77 -1.77 2.39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65 0.67 -1.78 2.02

가상현실 22 2.00 5.00 4.50 0.86 -1.74 2.38

상상적 

요소_3

전체 42 1.00 5.00 4.10 1.21 -1.16 0.33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30 0.92 -0.68 -1.55

가상현실 22 1.00 5.00 3.91 1.41 -1.06 -0.29

몰입감_1 

(통제감)

전체 42 1.00 5.00 4.05 1.19 -1.29 1.03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3.70 1.49 -0.80 -0.69

가상현실 22 3.00 5.00 4.36 0.73 -0.70 -0.68

몰입감_2 

(자의식의 

상실) 

전체 42 1.00 5.00 3.88 1.19 -0.57 -0.90

실감가상현실 20 1.00 5.00 3.75 1.25 -0.55 -0.67

가상현실 22 2.00 5.00 4.00 1.15 -0.61 -1.20

몰입감_3 

(시간감각의 

왜곡)

전체 42 3.00 5.00 4.76 0.53 -2.23 4.29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95 0.22 -4.47 20.00

가상현실 22 3.00 5.00 4.60 0.67 -1.43 0.98

경험성

전체 42 1.00 5.00 4.24 1.32 -1.53 1.10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70 0.73 -2.12 2.78

가상현실 22 1.00 5.00 3.82 1.59 -0.92 -0.72

만족도_1

전체 42 3.00 5.00 4.95 0.31 -6.48 42.00

실감가상현실 20 5.00 5.00 5.00 0.00 - -

가상현실 22 3.00 5.00 4.91 0.43 -4.69 22.00

만족도_2

전체 42 4.00 5.00 4.98 0.15 -6.49 42.00

실감가상현실 20 5.00 5.00 5.00 0.00 - -

가상현실 22 4.00 5.00 4.95 0.21 -4.69 22.00

만족도_3

전체 42 3.00 5.00 4.95 3.01 -6.48 42.00

실감가상현실 20 5.00 5.00 5.00 0.00 - -

가상현실 22 3.00 5.00 4.91 0.43 -4.7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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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서 각각의 문항마다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매우 그렇다’

를 선택하였다. 또한 재미 변인의 경우도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모두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족도와 재미 변인은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할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실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

에서 생생함, 상호작용, 현전감 등을 강하게 느끼고 게임의 형태를 

통한 재미를 강하게 느끼게 됨으로써 만족도까지 극단적으로 향상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설 검증단계에서 

세밀히 분석하였다.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두 번째 문항의 경우도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모두 ‘매우 그

렇다’를 선택하였으나, 가상현실학습게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가 가능하며 변별력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람들

이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접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효과가 크

게 향상되는 경향인 신규성 효과(novelty effect) 때문이라고 추정된

다. 따라서 학습이나 성취의 실질적인 향상이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얻어진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향후에도 기술의 안정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3-3. 가설 검증 <연구문제 1>

‘<연구 문제 1>: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생함, 접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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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척도

는 구성타당도를 만족하는가?’는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를 중심으로 요인이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 구성타당도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인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의 측정을 위해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측정척도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술적 요소 중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선정한 측정변인들로 이루어

진 잠재변인(factor)이다. 콘텐츠적 요소인 도전적 요소와 상상적 요

소의 척도 역시 온라인게임(MMORPG)에서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척도들은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달

한 실감가상환경 기술이나 콘텐츠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게임이나 시/청각 위주의 단순 가상현실 연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

의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타당도(validity)란 어떤 연구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설문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타당도(개념타당도, construct validity), 준거타당도(기준타당도

(criterion validity),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로 구분된다(노경

섭, 2014). 이중에서 기존의 유사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한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 변인의 경우 실제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구성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구성타당도는 측정

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 제대로 측

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에서 측정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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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변인들이 현전감, 몰입, 만족도와 같이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

능한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측정도구에 의

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노경섭, 2014).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

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관

계(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 상관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들

(common underlying dimensions)을 통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

계 기법이다(이순목, 2000; 이학식 & 임지훈, 2011). 기본 원리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며, 각

각의 요인들 간에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당

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할 2차 실험의 표본 수가 42명이고 

요인분석을 할 변인의 숫자가 총 18개이므로, 표본의 수가 작고, 표

본수대 측정 변수의 비율이  낮아 요인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요인분석의 적정 표본크기에 대한 선행연구에 고찰 결과 요인분석

에서 표본크기에 대해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먼저 첫 번째로 최소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

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50개 이하면 매우 열악하고, 

100개이면 나쁜 편, 200개 정도면 괜찮은 편이며, 300개 이상의 표

본의 크기는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Comrey & Lee, 1992; Tabachnick & Fidell, 2007). 두 번

째로 사례수대 추출되는 요인의 비율에 대한기준이 있는데, 아린델과 

판데르엔데(Arrindel & van der Ende, 1985)는 안정된 요인을 얻기 

위해서는 사례 수가 추출되는 요인수의 20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사례수대 측정변수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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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Tak, 2007)은 사례 수와 측정변수의 비율이 5 : 1 이상이면 안정

권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길포드(Guilford, 1956)는 사례

수대 측정변수의 비율이 2 : 1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호가

티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Hogarty, Hines, Kromrey, Ferron & 

Mumford, 2005)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나 사례 

수 대 측정변수의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결국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맥클

럼과 동료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은 사례

수대 측정 변수의 비율이 이 연구와 비슷한 수준일 때도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60개의 사례로도 

20개의 측정변수에 대하여 충분히 안정적인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 공통성(communality)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측정변수들로 구성된 경우 표본크기가 작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강현철, 2013).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최소한의 표본크기나 사례수 대 측정변수의 비율에 대한 일

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구결과를 근거로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된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

에 의한 상호작용)와 콘텐츠적 요소(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

뮬레이션멀미는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 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과 방해요인 관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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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분석 기법(PCA)을 이용하였다. 각 특정변수와 

요인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의 수용기준은 보통 0.3이상

이면 유의미하다고 보지만 0.5 이상이면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

다(이학식 & 임지훈,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의성이 높은 

0.5 이상의 기준을 선택하였다. 또한 KMO 계수가 0.5 이상이면 요

인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서 실시한 모든 요인분석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2]와 같이 앞의 이론적 분석에서 제

시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요인) 사이의  관계에 따른 이론적 구성 

틀을 중심으로 요인이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상적 

요소 문항들이 생생함과 도전적 요소로 나뉘고, 이동에 의한 상호작

용의 첫 번째 문항이 생생함으로 묶이며, 생생함의 세 번째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낮게 나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생생함의 

세 번째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표 23]과 같이 생생함의 요인으로 묶였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첫 번째 문항이 다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요인으로 묶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상적 요소의 문항들이 생생함과 도전

적 요소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생함 

변인은 전체적인 경험의 생생함을 의미하는 1번 문항과 시각적 생생

함을 의미하는 2번 문항 그리고 청각적 생생함을 의미하는 3번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청각적 생생함을 의미하는 3번 문

항이 제거되었다. 이처럼 생생함의 세 번째 문항이 제거된 원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위트머와 싱어(Witmer &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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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성분

1 2 3 4 5 6

상상적요소_1 .789 -.194 .102 -.145 -.084 .100

도전적요소_2 .767 .029 .401 -.056 .067 -.049

도전적요소_1 .734 -.131 -.184 .403 .269 .061

시뮬레이션멀미_3 .135 .873 -.026 -.098 .001 .023

시뮬레이션멀미_2 -.250 .863 -.010 -.104 -.079 -.095

시뮬레이션멀미_1 -.224 .762 -.120 -.360 -.092 -.063

상상적요소_2 .013 -.120 .846 .029 .047 .107

생생함_1 .092 -.078 .798 .119 .182 .136

생생함_2 .480 -.047 .598 .304 -.170 .138

이동에의한상호작용_1 .290 .282 .586 .112 .488 .007

접촉에의한상호작용_3 .145 -.105 -.028 .802 -.098 .211

접촉에의한상호작용_2 -.144 -.147 .153 .754 .110 .238

접촉에의한상호작용_1 -.042 -.173 .193 .687 -.116 -.297

이동에의한상호작용_3 -.132 -.261 .173 -.151 .807 -.101

이동에의한상호작용_2 .432 -.019 .162 .027 .693 .154

생생함_3 .324 -.425 .372 -.003 -.513 .185

도전적요소_3 -.004 -.012 .171 .040 -.011 .883

상상적요소_3 .225 -.183 .158 .416 -.040 .582

고유값 2.605 2.591 2.586 2.338 1.831 1.454

설명변량 (%) 14.474 14.393 14.365 12.989 10.175 8.075

누적변량(%) 14.474 28.867 43.232 56.221 66.396 74.471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KMO : .608

유의수준 : 0.000

[표 22]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1차 탐색적 요인 

분석 (2차 실험, n=42)

1998)는 대부분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채널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가 가상현실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각적 생생함과 경험적 생생함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

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각적 생생함이 제거된 

원인은 이 척도가 개발될 당시(1998년)의 실험 환경 및 기술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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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성분

1 2 3 4 5 6

상상적요소_1 .811 -.216 .126 -.173 -.086 .100

도전적요소_2 .758 .056 .353 -.031 .180 -.051

도전적요소_1 .711 -.134 -.220 .401 .306 .078

시뮬레이션멀미_3 .131 .874 -.045 -.096 .007 .022

시뮬레이션멀미_2 -.249 .868 -.022 -.093 -.085 -.097

시뮬레이션멀미_1 -.221 .762 -.121 -.354 -.113 -.071

상상적요소_2 .029 -.110 .850 .027 .089 .102

생생함_1 .105 -.080 .805 .105 .202 .137

생생함_2 .511 -.051 .613 .291 -.134 .148

접촉에의한상호작용_3 .139 -.097 -.045 .806 -.060 .233

접촉에의한상호작용_2 -.135 -.169 .172 .728 .069 .264

접촉에의한상호작용_1 -.038 -.159 .180 .710 -.076 -.278

이동에의한상호작용_3 -.187 -.242 .115 -.136 .837 -.110

이동에의한상호작용_2 .390 -.017 .114 .019 .721 .154

이동에의한상호작용_1 .263 .304 .527 .129 .566 .009

도전적요소_3 -.012 .003 .156 .029 .034 .882

상상적요소_3 .233 -.192 .168 .391 -.032 .594

고유값 2.487 2.438 2.373 2.304 1.778 1.453

설명변량 (%) 14.632 14.338 13.960 13.553 10.459 8.546

누적변량(%) 14.632 28.971 42.930 56.484 66.943 75.489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KMO : .601

유의수준 : 0.000

[표 23]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2차 탐색적 요인 

분석 (2차 실험, n=42)

이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 환경 및 기술수준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여년 전 가상현실 경험이 제공하는 

시각정보는 지금과 비교해 아주 원시적이었다. 컴퓨터 그래픽도 정교

하지 못했고 특히 방향전환 등에 따른 그래픽 움직임이 굼떠 청각적 

정보를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정보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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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 몰입형 가상현실 경험은 세부적 그래픽 정보도 생생하게 제공

하고, HMD 움직임에 따른 그래픽 애니메이션도 시간적 지연(lag) 

없이 유연하게 동조되어 현전감을 극대화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 압도적 시각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각적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보

처리 순서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상환경의 생생

함을 인지하기 위해 더 이상 시각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연결하

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측정되었는데 실감가상현실 

학습자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가자가 청각적 생생함에 있

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환경학습

게임에서는 기본적인 백색소음 위에 빗소리, 바람소리, 비행기가 날

아가는 소리, 로켓 발사소리, 물체를 잡을 때 나는 소리, 물체가 바

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게임속 안내자의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시각적 정보에 합치되어 전체 가상환경 경험의 생생함

을 최대로 끌어 올리도록 디자인했다. 즉, 청각적 정보가 시각적 정

보에 거의 완벽하게 녹아들어 이용자는 굳이 청각적 정보를 따로 구

분할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면, 멀리서 기차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영상을 볼 때 기차의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것의 청각적 정보, 

즉 기적소리 같은 것은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인지해 전체를 하나

의 시/청각적 정보로 간주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청각적 생생함

이 생생함 요인에서 제거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윤형섭(2009)에 의해 개발된 상상적 요소의 원래 설문 문항은 스

토리텔링, 탐험, 캐릭터 자유도, 캐릭터 선택의 다양성, 가상세계의 

영향력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만든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은 직접경험성 측정을 목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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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콘텐츠로 온라인 게임(MMORPG)과 같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없다. 여기서는 캐릭터에 대한 몰두를 가상현실 상황의 직접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Ermi & Mäyrä, 2005), 캐릭터 

자유도와 캐릭터 선택의 다양성을 캐릭터에 대한 몰두로 문항을 수

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게임의 재미를 논할 때 상상적 요소에

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스토리(세계관), 캐릭터, 탐험 등이므

로(Ermi & Mäyrä, 2005) 위에서 제시한 상상적 요소 5개 하위 차

원 중 가상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상상

적 요소의 설문 문항은 스토리나 캐릭터, 탐험 등에 대한 몰두에 의

해 발생하는 환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탐험, 캐릭터 

몰두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적 요소 측정 변인 중 탐험과 관련된‘내가 마

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문항은 실제 세계의 경험

같이 느껴지는 경험의 생생함으로 해석되어 생생함 요인에 결합되었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달을 탐사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

라는 문항이 도전적 요소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이 문항이 호기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

기심이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의미

하는데, 호기심이 도전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기대와 연관성이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나는 게임 속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었다.’라는 상상적 요소의 문항과‘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결

과가 나올지 긴장되고 떨렸다.’라는 도전적 요소의 문항이 결합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파악해 보면 전체적

으로 상상적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된다. 게임속의 주인공처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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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진다는 스토리에 대한 몰두와 그에 따른 긴장감으로 해석해 보면 상

상적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상적 요소의 척도가 여러 변인으로 분리된 원인은 이 

척도가 온라인 게임(MMORPG)에서의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척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온라인 게임

(MMORPG) 에서 재미 평가 모델(윤형섭, 2009)은 기존의 문헌연

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 요소를 도출

한 후, 다양하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계층화석분

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에 입각한 계층분석도를 

구성하고 동질성 확보, 독립성, 기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가들

의 자문을 통해 제안한 모델이다. 따라서 가상환경 게임을 위해 실험

을 통해 검증된 척도는 아니며, 요인 분석 결과 설문 문항의 의미가 

본 실험에 맞게 재해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을 통해 이 연구

의 데이터에 맞게 다시 조정된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요인 2>, <요인 4>, <요인 5>는 이

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측정변수들이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게 

됨으로써 시뮬레이션멀미,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이라는 변인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요인 1>, <요인 

3>, <요인 6>의 경우 서로 다른 항목의 측정 변수들이 묶여 있어 각 

문항의 의미를 파악하여 요인의 이름을 다시 명명하였다. 

먼저 <요인 1>경우 두 개의 도전적 요소 문항에 한 개의 상상적 

요소 문항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전적 요소의 성

격이 강할 확률이 높은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과 관련

된 ‘달을 탐사한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상상적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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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요인 분석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설명 
변량

  (%)

누적  
변량 

  (%)

요인 1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1 .811 .767

2.487 14.632 14.632도전적 요소 2 .758 .738

도전적 요소 1 .711 .833

요인 2
시뮬레이션

멀미

시뮬레이션멀미 3 .874 .793

2.438 14.338 28.971시뮬레이션멀미 2 .868 .842

시뮬레이션멀미 1 .762 .786

요인 3 생생함

상상적 요소 2 .850 .755

2.373 13.960 42.930생생함 1 .805 .736

생생함 2 .613 .763

요인 4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3 .806 .738

2.304 13.553 56.484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2 .728 .680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1 .710 .647

요인 5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3 .837 .838

1.778 10.459 66.943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2 .721 .710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1 .566 .777

요인 6
환상적 

요소

도전적 요소 3 .882 .804
1.453 8.546 75.489

상상적 요소 3 .594 .626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KMO : 0.601

유의수준 : 0.000

[표 24]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차 실험, 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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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호기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어 도전적 요

소의 문항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이란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호기심이 도전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기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요인 1>은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도전적 요소’라는 변인

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요인 3>은 두 개의 생생함 문항에 한 개의 상상적 요소 문항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생함의 성격이 강할 확률이 

높은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탐험과 관련된‘내가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상상적 요소의 문항이 실제 세계의 경

험같이 느껴지는 경험의 생생함으로 해석되어 생생함 요인에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인 3>은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생

생함’이라는 변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요인 6>은 도전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의 문항이 하나씩 묶여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전이나 환상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나는 게임 속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상상적 요소의 문항에서 게임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진다는 스토리에 대한 몰두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긴장감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되고 떨렸다.’

라는 문항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 대한 몰두

와 스토리의 전개에 따른 긴장감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원래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했던 상상적 요소라는 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분을 의미하던 상상적 요소에 

비해 강한 긴장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상상적 요소보다는 환상적 요

소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상상’이란 표현은 사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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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함. 현재의 지각에 없는 사물을, 과거의 

경험이나 관념에 근거하여 재생시키거나 만들어 내는 일.’을 의미하

며, ‘환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함. 또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데(남신영, 2007), 즉 ‘상상적’이라는 표

현이 사실에 기반하는 듯한 의미라면‘환상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하고 초현실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일상생

활에서도 게임, 스토리,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관이나 공간을 표

현할 때 환상적 세계, 환상적 이야기, 환상적 공간, 등과 같은 표현

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요인 6>은 ‘환상적 요소’

로 명명하였다.

[표 2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성(communality)이 일반적

으로 모두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맥클럼 등(MacCallum et al., 

2001)은 확률적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공통성이 높을 

경우 표본 크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즉, 공통성이 높을 경우 작은 표본수를 가지고 요인 분

석을 하더라고 전체 모집단의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가까운 

요인을 얻을 수 있다(MacCallum et al., 2001, p.612, p.626). 이때 

공통성이 높다는 기준은 0.6에서 0.8 사이를 의미하는데(p.620), 

[표 24]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공통성 수치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와 상관 이 이 요인구조는 신

뢰할 만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이론적으로 기존 연구결

과에서 검증된 이론체계에서 제시한 변인 대 요인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믿을만할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측정 변수가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다른 요인과 묶이기는 했지만 전

체적으로 이론적 분석에서 제시한 이론적 구성의 틀과 요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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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요소(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멀미)와 콘텐츠적 요소(도전적 요

소, 환상적 요소)의 척도는 요인구조의 구성타당도를 만족한다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

실의 경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소 변인 외에 경험적 특

성과 관련된 변인 중 현전감과 몰입의 설문 문항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e.g. Krijn et al., 2004; Price, Mehta, Tone & 

Anderson, 2011; 노경희 외, 2010; 서은정, 2013)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22. 또한 재미와 경험성의 경우 각각  

느끼는 정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학습 효과와 관련된 만족도 역시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 이므로 구성타당도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기술적, 콘텐츠적 요소 변인이 수정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표 25]와 같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생함의 세 번째 문항이 

상상적 요소의 두 번째 문항으로 교체 되었으며, 도전적 요소의 세 

번째 문항이 상상적 요소의 첫 번째 문항으로 교체 되었다. 마지막으

로 도전적 요소의 세 번째 문항과 상상적 요소의 세 번째 문항이 묶

여 환상적 요소로 재구성 되었다. 이하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22.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척도이기는 하지만 현전감과 몰입 변인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변인을 중심으로 요인이 잘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감각의 왜곡과 관련된 몰입의 세 번째 문항이 현전감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 가설 검증 단계에
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발견 및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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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설문문항

기존의 문항 새롭게 구성된 문항

현전감

1
나는 “내가 게임 속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나는 “내가 게임 속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
나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잊은 적이 있다.
〓

나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잊은 적이 있다.

3

나는 “단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항목)

〓

나는 “단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항목)

생생함

1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임 속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 

세계 경험같이 느껴졌다.

〓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임 속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 

세계 경험같이 느껴졌다.

2

눈앞에 보이는 게임 속의 세계

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

다.

〓

눈앞에 보이는 게임 속의 세계

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

다.

3
귀에 들리는 게임 속의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 내가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1
게임 속에서 돌을 잡고 던지는 

것이 쉬웠다.
〓

게임 속에서 돌을 잡고 던지는 

것이 쉬웠다.

2
나는 달 표면에서 돌을 잡았다 

놓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

나는 달 표면에서 돌을 잡았다 

놓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3
나는 달 표면 위의 돌을 자연

스럽게 잡고 놓을 수 있었다.
〓

나는 달 표면 위의 돌을 자연

스럽게 잡고 놓을 수 있었다.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1

나는 자연스럽게 달 표면 위를 

걸어 다니고, 멀리뛰기를 할 

수 있었다. 

〓

나는 자연스럽게 달 표면 위를 

걸어 다니고, 멀리뛰기를 할 

수 있었다. 

2
나는 우주선 안에서 걸어 다닐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

나는 우주선 안에서 걸어 다닐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3

게임 속 공간을 이동할 때, 쉽

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

었다.

〓

게임 속 공간을 이동할 때, 쉽

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

었다.

시뮬레이

션멀미

(역항목)

1
나는 머리가 아팠다. 

(역항목)
〓 나는 머리가 아팠다. (역항목)

2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역항목)
〓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역항

목)

3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역항목)
〓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역항

목)

[표 25] 수정된 경험인식 검사 도구 및 만족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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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설문문항

기존의 문항 새롭게 구성된 문항

재미 매우 재미있었다. 〓 매우 재미있었다.

도전적 

요소

1

주어진 과제가 쉽지는 않았지

만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

주어진 과제가 쉽지는 않았지

만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2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멋

진 경험이었으며 나에게 성취

감을 주었다.

〓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멋

진 경험이었으며 나에게 성취

감을 주었다.

3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되고 떨렸

다.

⇨ 달을 탐사한다는 것에 호기심

이 생겼다.

상상적 

요소
1

달을 탐사한다는 것에 호기심

이 생겼다. ⇨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긴장되고 떨렸

다.⇩ 2
내가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환상적 

요소
3

나는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나는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몰입

1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

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

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았

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았

다.

3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미를 갖고 게임

에 집중할 수 있었다.

〓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미를 갖고 게임

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경험성
나는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

고 사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

나는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

고 사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만족도

1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컴퓨터 학습 게임’에 큰 만족

감을 느낀다.

〓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컴퓨터 학습 게임’에 큰 만족

감을 느낀다.

2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활용한 

학습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

으면 좋겠다.

〓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활용한 

학습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

으면 좋겠다.

3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다른 친구들에게

도 권하고 싶다.

〓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다른 친구들에게

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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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표 25]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변인을 

기준으로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위의 표에서 새로 구성된 변인(요인)의 값은 각 변인별로 묶여져 

있는 복수의 측정 설문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즉, 생생함의 경우 

새롭게 구성된 ‘컴퓨터로 만들어진 게임 속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

들이 실제 세계 경험같이 느껴졌다.’,‘눈 앞에 보이는 게임 속의 

세계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그리고 요인분석 결과 새로 추

가된 ‘내가 마치 우주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세 설문의 

응답 값 평균을 내어 생생함 변인의 값으로 만들었다. 요인분석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요인, 즉 변인의 값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이것 말고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요인점수는 요인적

재치(factor loadings)를 사용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에는 각각 장, 단점이 있다(DiStefano, Zhu & Mindrila, 

2009). 예를 들어, 단순하게 구성 변인들의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요인분석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요인

점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인점수를 통한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변인이 갖고 있는 원 척도(original scale)의 의미가 없어져 

새롭게 만들어진 변인의 값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디

스테파노 등(2009)의 논문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변인을 사용해 

변인들 간의 관계(예: 회귀분석)와 같은 분석을 할 경우에는 원 척

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요인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반면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척도가 동일하고(예: 5점 리커트 척

도 등) 각 측정 변인별 요인 적재치가 유사할 경우 단순 평균을 사

용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24]를 보면 

각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척도가 5점 리커트 척도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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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요인별로 변인들의 요인적재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지 않는다. 요인 6(환상적 요소) 만 0.88,  0.59로 차이가 크다. 그

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문제들은 실감가상현실 학습조건과 가

상현실 학습조건 간에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를 주로 다루기 때

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척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

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요인별 소속 변인들의 원 점수 평균을 

사용할 것이다.  

3-4. 가설 검증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 :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하위 요소, 경험

성은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는가?’는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

인 현전감, 재미, 몰입과 하위요소인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멀미, 도전적 요소, 환상적 요소, 

그리고 학습경험의 측면인 경험성이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는지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변인을 중심으로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수정된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및 문항 변별력

설문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에 앞서 <연구문제 1>에서 요인 분석

을 통해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

레이션멀미, 도전적 요소, 환상적 요소의 변인이 다시 구성되었으므

로([표 24] 참조), ‘[표 25] 수정된 경험인식 검사 도구 및 만족도 

설문 문항’에 제시된 변인을 반영하여 평균을 구하여 기술통계를 



149

학습종류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현전감

전체 42 1.33 5.00 3.35 1.00 -0.14 -0.97

실감가상현실 20 2.00 5.00 3.70 0.94 -0.46 -0.69

가상현실 22 1.33 4.67 3.03 0.96 0.10 -0.85

생생함

전체 42 3.00 5.00 4.63 0.54 -1.58 1.83

실감가상현실 20 3.67 5.00 4.73 0.41 -1.53 1.32

가상현실 22 3.00 5.00 4.55 0.62 -1.40 1.01

접촉에의한

상호작용

전체 42 3.00 5.00 4.63 0.47 -1.46 2.40

실감가상현실 20 4.33 5.00 4.82 0.28 -1.07 -0.59

가상현실 22 3.00 5.00 4.45 0.54 -1.03 0.97

이동에의한

상호작용

전체 42 3.33 5.00 4.63 0.50 -1.26 0.54

실감가상현실 20 3.33 5.00 4.57 0.56 -0.93 -0.50

가상현실 22 3.33 5.00 4.70 0.45 -1.74 2.96

시뮬레이션

멀미

(역항목)

전체 42 1.00 5.00 1.69 0.96 1.35 0.71

실감가상현실 20 1.00 3.67 1.37 0.72 2.26 5.07

가상현실 22 1.00 4.00 1.98 1.06 0.89 -0.46

재미

전체 42 3.00 5.00 4.88 0.40 -3.59 13.35

실감가상현실 20 4.00 5.00 4.95 0.22 -4.47 20.00

가상현실 22 3.00 5.00 4.82 0.50 -2.91 8.43

도전적요소 

전체 42 3.00 5.00 4.60 0.53 -1.52 1.70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70 0.50 -2.34 6.79

가상현실 22 3.33 5.00 4.52 0.56 -1.11 0.02

환상적요소

전체 42 1.00 5.00 3.98 1.10 -1.28 0.97

실감가상현실 20 2.00 5.00 4.18 0.85 -0.98 0.65

가상현실 22 1.00 5.00 3.80 1.28 -1.15 0.12

몰입

전체 42 2.67 5.00 4.23 0.64 -0.40 -0.63

실감가상현실 20 2.67 5.00 4.13 0.66 -0.44 -0.16

가상현실 22 3.33 5.00 4.32 0.61 -0.33 -1.27

경험성

전체 42 1.00 5.00 4.24 1.32 -1.53 1.10

실감가상현실 20 3.00 5.00 4.70 0.73 -2.12 2.78

가상현실 22 1.00 5.00 3.82 1.59 -0.92 -0.72

[표 26]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하위 요소, 

경험성에 대한 변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2차 실험: 새로 구성된 변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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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계산하였다[표 26]. 분석결과 측정항목별 기술통계 결과와 마

찬가지로 평균값이 대체로 4점에서 5점 사이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

으며, 역항목인 시뮬레이션 멀미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이 음(-)의 

왜도를 보임으로써 좌변기운 분포를 보였다. 또한 많은 문항의 왜도

와 첨도의 절대값이 2.0 이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현저히 발달한 실감가상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에 대

해 실험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생생함과 상호작용, 현전감 등을 강

하게 느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미 변인의 경우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조건에서 모두 5

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여 두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할 변별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실감가상현실=4.95, 가상현실=4.82). 

이와 같이 편향된 결가가 나온 원인은 실험에 사용된 실감가상현실

과 가상현실 기술이 실험참가자들에게 생소하고 참신한 기술이기 때

문으로 예상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접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경향인 신규성 효과(novelty effect)가 

원인라고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게임을 구현했

을 때 사람들은 콘텐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기술적인 생소함으로 인해 그 기술로 만든 모든 게임에 

대해 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기

술에 익숙해지면 진짜 재미있는 게임과 재임 없는 게임이 게임 콘텐

츠의 완성도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

로 인해 모든 실험 참가자들이 재미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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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미와 관련된 측면은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대중

화 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익숙해지는 시점에 추가적인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실험도중 관찰

된 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실험 모습에 

대한 관찰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게임을 한다는 전제

로 인해 많이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처럼 수업을 할 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게임을 한다는 사전 정보로 인해 학생들은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재미에 대한 응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인별 T-검정 분석 결과

설문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각각의 변인을 중심으로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표 2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에 대

해‘t’값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역항목인 시뮬레이션 멀미

의‘t’값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실감가상현실의 설문결과가 

가상현실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현전감,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멀미, 경험성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과 몰입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가설과 반대로 가상현실

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현전감,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멀미, 경험성과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도

출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과 몰입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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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학습종류 참가자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현전감
실감가상현실 20 3.70 0.94

2.28 0.01*
가상현실 22 3.03 0.96

생생함
실감가상현실 20 4.73 0.41

1.14 0.13
가상현실 22 4.55 0.62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실감가상현실 20 4.82 0.28
2.78 0.00**

가상현실 22 4.45 0.54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실감가상현실 20 4.57 0.56
-0.83 0.20

가상현실 22 4.70 0.45

시뮬레이션 멀미

(역항목)

실감가상현실 20 1.37 0.72
-2.23 0.02*

가상현실 22 1.98 1.06

재미
실감가상현실 20 4.95 0.22

1.12 0.14
가상현실 22 4.82 0.50

도전적 요소
실감가상현실 20 4.70 0.49

1.13 0.13
가상현실 22 4.52 0.56

환상적 요소
실감가상현실 20 4.18 0.85

1.12 0.13
가상현실 22 3.80 1.28

몰입
실감가상현실 20 4.13 0.66

-0.94 0.18
가상현실 22 4.32 0.61

경험성
실감가상현실 20 4.70 0.73

2.34 0.01**
가상현실 22 3.82 1.59

 * p < 0.05, ** p < 0.01

[표 27]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하위 요소, 

경험성에 대한 변인별 T-검정 분석 결과 (2차 실험, 일방향 검증)

2-1) 현전감

실감가상현실의 현전감은 가상현실과 비교 했을 때 유의수준 0.05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향상되었다(t=2.28, p<0.05)[표 

27]. 따라서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의 참가자들이 가상현실학습게임

의 참가자들에 비해 매개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가상의 공간 안에 들

어가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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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가상현실에 비해 훨씬 강하게 직접 경험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전감의 하위 측정요소 중 방해요

인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생생함(t=1.14, p>0.05),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t=2.78, 

p<0.01)에서 모두 실감가상현실의 평균이 높아 일정한 방향성을 보

인다[표 27]. 이러한 방향성으로 보아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

용이 현전감의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실감가상현실의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은 가상현실과 비교 했을 때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향상되었다(t=2.78, 

p<0.01)[표 27]. 이러한 결과는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실험 참가자들이 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활용한 실험 참가자들

에 비해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가상의 환경 안에서 물체를 잡고 조

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실감가상현실 안에서 가상의 

물체를 잡기 위해서 직접 팔을 뻗어 손을 물체로 가져 간 후 컨트롤

러의 버튼을 눌러 물체를 잡는 것이 가상현실에서 게임패드를 이용

해 간접적으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것 보다 쉽고 자연스러우며, 결

과적으로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실감가상현실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가상현실과 비교하여 유

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t=-0.83, p>0.05), 오히려 t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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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값(-)으로 가상현실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표 27]. 이는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HMD 와 컴퓨터 본

체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2차 실험에

서도 1차 실험에서 관찰된 모습과 유사하게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

을 플레이 하는 참가자들이 케이블이 몸에 걸리는 것을 의식해서 원

하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는데, 역

시 이러한 상황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쉽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인식

을 심어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

해 보면 이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28]에 나탄 것처럼 이

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이동의 자연스러움, 이동이 편리함, 이동의 쉬

움의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동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지와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해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이동의 쉬움과 관련된 문항에서 가

상현실이 평균이 훨씬 높게 나와 가상현실 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

들이 이동이 훨씬 쉽다고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학생들이 가상현실 조건에서 제공한 게임패드의 조작에 익숙하기 

때문에 게임패드를 이용해서 이동 조작이 더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

다. 이론상으로는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한 실감가상현실의 이동이 

게임패드의 조작을 통한 가상현실의 이동보다 쉽게 느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HMD에 연결

된 케이블이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몸에 감기거

나 다리에 걸려 이동이 쉽다고 느끼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앞의

‘[표 19]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 관찰 결

과’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실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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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습종류
참가자

수
평균 t 값

유의

확률

이동의

자연스러움

나는 자연스럽게 달 표면 

위를 걸어 다니고, 

멀리뛰기를 할 수 있었다.

실감가상현실 20 4.65
0.30 0.38

가상현실 22 4.59

이동의

편리함

나는 우주선 안에서 걸어 

다닐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실감가상현실 20 4.80
-0.13 0.45

가상현실 22 4.82

이동의

쉬움

게임 속 공간을 이동할 때, 

쉽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실감가상현실 20 4.25
-1.62 0.06

가상현실 22 4.68

* p < 0.05, ** p < 0.01

[표 28]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문항별 평균 비교

블이 몸에 감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그

림 15] 실감가상현실 게임 참가자의 게임 몰두 방해요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케이블을 손으로 치우면서 이동하거나 케이블이 발에 걸

리는 등 이동이 쉽지 않음을 실험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실감가상현실의 이동에 의한 상

호작용이 감소되어 이론적 예측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2-4) 시뮬레이션 멀미

실감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멀미는 가상현실과 비교 했을 때 가설

대로 유의수준 0.05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완화 되었다

(t=-2.23, p<0.05)[표 27]. 이는 직접적인 이동이 시뮬레이션 멀미

를 완화한다는 선행 연구(Chance et al., 1998)의 결과와 동일한 결

과이다. 그러나 실감가상현실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가상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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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실감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멀미가 가상

현실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서로 결과가 상치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이동을 쉽게 느끼고 편하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선행 

연구(Chance et al., 1998)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직접 걷는 것 자체

가 전정기관과 시각 정보의 일치를 통해 시뮬레이션 멀미를 완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HMD와 연결된 케이블이 몸에 감기고 발

에 걸려 실감가상현실 실험 참가자들이 이동에 제약을 느꼈으며 그 

결과 실감가상현실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가상현실보다 낮게 나

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정보와 내이 전정기관의 입력 정보를 일치시킴으로써 시

뮬레이션 멀미를 완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멀미

는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향상과는 관련 없으며 직접적인 걸음걸

이를 통한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5) 몰입

실감가상현실의 몰입감은 가상현실과 비교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으며(t=-1.94, p>0.05)[표 27], ‘t’값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가설과 반대로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들

의 평균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몰입이론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몰입이론

(Chikszentimihayi, 1990)에서는 도전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 즉 도전 

과제가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때 몰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



157

[그림 16] 도전과 기술의 균형 

출처: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인용 및 재구성.

본 전제로 하고 있다[그림 16]. 몰입은 어떠한 능동적인 행위 즉, 도

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통제감, 자

의식의 상실, 시간감각의 왜곡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도전하

는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술(능력)이 있을 때 몰입이 발

생하게 된다. 즉, 학습자가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듯하지만 본인의 능

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

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통제감이 발생하고, 자기 자신을 잊게 되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험을 

위해 개발된 학습게임 콘텐츠는 정규 교과과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

다는 특성상 실감가상현실의 관점에서 너무 쉬운 도전과제로 구성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

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의 조작, 

물방을 부수기 등 중력과 관계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 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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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이러한 도전과제를 통한 학습 내용들이 초등학교 4학년 지

구와 달 단원의 학습 목표를 과하게 넘는 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

서 간단하게 돌은 들어 던져 보거나 뛰는 정도의 도전 과제로 지구

와 달의 중력의 차이정도만 알 수 있도록 게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돌을 던지거나 뛰는 정도의 도전과제가 입체 콘트

롤러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돌을 들어서 던지거나 직접 걷고 뛰는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 참가자들에게 몰입을 유발하기에는 너문 쉬

운 난이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게임패드를 조작해서 방향전환 및 이동을 하고 

돌을 잡아서 던지는 행위가 실감가상 현실학습 게임의 참가자들보다

는 더 어렵게 느껴졌으며, 그 결과 실감가상현실에 비해 가상현실의 

몰입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모든 방해요인은 모두 제거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케이블은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HMD에 연결되어있는 케이블이 여전히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몰입

의 유발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몰입은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이라는 세 가지 문항

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이 중 통제감 문항에서 가상현실이 실감가상

현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자의식의 상실 문항에서도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역시 가상현실이 실감가상현실보다 높게 나타

났다. 관찰 결과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할 때 케이블이 몸에 감

겨 움직임을 제약하는 경우가 38회나 발생하였는데([표 39]참조), 이

로 인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이 약화된 것으로 보

이며, 또한 몸에 줄이 감겨 직접 줄을 풀거나 연구 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 상황을 인식하게 되므로 자의식의 상실도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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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습종류
참가자

수
평균 t 값

유의

확률

통제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실감가상현실 20 3.70

-1.81 0.04*

가상현실 22 4.36

자의식의 

상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실감가상현실 20 3.75

-0.67 0.25

가상현실 22 4.00

시간 

감각의

왜곡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미를 

갖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실감가상현실 20 4.95

2.39 0.01*

가상현실 22 4.59

* p < 0.05, ** p < 0.01

[표 29] 몰입 문항별 평균 비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감각의 왜곡 문항

에서는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보아 방해요인으로 인해 통제감과 자의식의 상실이 약

화되기는 하지만 다시 원만하게 게임이 진행될 때에는 가상의 환경 속

으로 깊이 몰두(Immersion)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과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실감가상현

실은 가상현실에 비해 접촉을 통한 조작과 이동이 훨씬 쉽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 도전과제를 디자인 할 경우 학습자가 느끼는 난이

도가 너무 낮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몰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를 설계 할 때는 보다 복

잡하고 어려운 학습에 적용을 하거나 쉬운 학습 내용이라 할지라도 

도전 과제가 쉽지 않게 느껴지도록 세밀하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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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시뮬레이션 방관자 탐험적

나는 영화나 TV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실제 환경과 

사물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니고 

사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학습

(n)

실감가상현실

게임학습 (20)
0 (0%) 3 (15.0%) 17 (85.0%)

가상현실게임

학습 (22명)
4 (18.2%) 5 (22.7%) 13 (59.1%)

[표 30] 경험성 문항 빈도 분석 결과 (2차 실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과 움직임을 제약하는 

케이블은 몰입을 저하시키는 방해요인이 되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무선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6) 경험성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성은 가상현실과 비교 했을 때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향상되었다(t=2.34, p<0.01)[표 

27]. 따라서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의 참가자들이 가상현실학습게임

의 참가자들에 비해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로 사물을 만지고 조작

하는 것 같은 향상된 직접 경험성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3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

분(17명)이 탐험적 항목의 문항을 선택한 반면,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단계와 방관자 단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실감가상현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경험이 단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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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기븐스와 홉킨스의 경험성 단계로 보았을 

때 흥미 있는 현장에 노출되고 사물을 직접 만져보는 탐험적 단계의 

경험에 해당된다면, 가상현실의 경험은 실제 사물을 보는 단계인 방

관자 단계의 경험으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전감 측정결과로는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더 직접 경험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

만, 구체적으로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이 각각 어느 단계의 경험인

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은데, 이처럼 경험성의 척도를 활

용하여 학습경험의 단계를 측정해 본 결과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탐험적 단계에 가깝다면, 가상현실의 경험은 방관자 단계의 경험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종합 

‘<연구문제 2> :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과 하위 요소, 경험

성은 가상현실에 비해 향상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실감가상현실의 평균값이 가상현실 보다 높게 나타나 연

구 가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실감가상현실 조건

에서 현전감,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경험성이 가상현실에 비해 유의

미하게 향상되고 시뮬레이션멀미는 완화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감가

상현실의 경험을 가상현실의 경험에 비해 보다 실제 현실과 같이 느

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을 통해서 가상현실보다 더 사실적인 경험학

습이 가능하며, 기술이 발전될수록 가상의 공간 안에서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경험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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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호작용과 몰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설과 반대로 가상현실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에 고려해야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경우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상의 한계로 인

해 HMD와 연결된 케이블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은 케이블이 제거된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향후에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감가상현실에서 이동

에 의한 상호작용이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시뮬레이션 멀미가 완화되

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동성 향상 유무와 상관없

이 시각적 정보와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해 전정기관에 입력되는 

감각의 일치가 시뮬레이션 멀미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설과 달리 실감가상현실의 몰입이 가상

현실에 비해 향상되지 않았는데, 분석 결과 HMD에 연결된 케이블의 

방해와 더불어 도전과제가 너무 쉬웠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서 강한 몰입을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느끼기에 적당한 난이도의 

도전과제와 학습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5. 가설 검증 <연구문제 3>

<연구문제 3>은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 비해 학습효과가 향상되는지, 그리고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이 일반 학습에 비해 학습효과가 향

상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분석에서 가상현실은 

보다 생생한 시청각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경험에 가까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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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류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

만족도

전체 42 4.33 5.00 4.96 0.15 -3.84 14.00

실감가상현실 20 5.00 5.00 5.00 0.00 - -

가상현실 22 4.33 5.00 4.92 0.20 -2.60 5.63

[표 31] 만족도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2차 실험)

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측 하였으며, 실감가상현실은 

이러한 가상현실에 촉각적 생생함과 직접적인 접촉, 직접적인 이동이

라는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가상현실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생생함

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고,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은 훨씬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향상된 경험학습의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에 비해 더 크고, 가상현실은 

일반 학습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은 학습효과 가

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세부적으로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와 인지적 

측면인 학업 성취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연구가설 3-1  

학습효과의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의 비교 분석에 앞서 먼저 설문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실감가상

현실과 가상현실 모두 5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여 한두 명을 제

외하고는 모두 ‘매우 그렇다’를 선택함으로써 변별력을 갖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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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학습종류 참가자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유의

확률

만족도
실감가상현실 20 5.00 0.00

1.74 0.05*
가상현실 22 4.92 0.20

 * p < 0.05, ** p < 0.01

[표 32] 만족도에 대한 T-검정 분석 결과 (2차 실험, 일방향 검증)

문항

1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컴퓨터 학습 게임’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2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활용한 학습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3 나는 이번에 경험한 ‘가상환경 학습 게임’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표 33] 만족도 설문 문항

따라서  [표 32]에 보이는 바와 같이‘<연구가설 3-1> : 실감가

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만족도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는 가설대로 유의수준 0.05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얻기는 했지만(t=1.74, p<0.05), 문항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매체의 특성과 설문 문항사이의 관계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족도 측정은 [표 33]에 보는 바와 같이 선

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상현실 기술도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큼 높은 생생함과 상호작용, 

게임을 형태를 통한 재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하게 

만족감을 물어보는 문항으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발

생할 수 있는 만족도 차이를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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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선행연구(김영희 & 김영수, 2006; 임규연, 1999; 정재삼 & 임

규연, 2000 )에서 활용 및 검증된 만족도 척도인 스타인(Stein, 

1997)의 문항을 계보경(2007)이 부분적 가상현실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의 수준에 비해 검증하고자 하는 척도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환경기술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만족감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가설 3-2

‘<연구가설 3-2> :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

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고, 이 학습효과는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 보다 높을 것이다(실감가상현실 학습효과>

가상현실 학습효과>일반학습효과).’의 검증을 위해 실감가상현실학

습 게임을 활용해 학습한 실험집단, 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해 학습

한 집단, 일반 학습을 진행한 집단의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

의확률이 ‘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F=20.73, p=0), 사

후분석 다중비교를 위한 방법은 Tukey법을 사용하였다[표 34].

일반학습 실험 집단의 학업 성취도는 1차 실험에서 확보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차 실험 집단과 2차 실험 집

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로 비교가 가능한 동질 집단임을 확

인 할 수 있다. 첫째, 두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다. 둘째, 현재

는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2011년 까지 집계되었던 전국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결과 순위에서 두 학교가 비슷한 순위(6266개 학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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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문항 학습종류
참가자

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문항 1-1]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3.00 0.00

1.84 0.08가상현실 22 2.86 0.64

일반학습 115 2.63 0.99

[문항 1-2]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2.50 2.57

0.74 0.24가상현실 22 2.50 2.56

일반학습 115 1.96 2.45

[문항 2]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이해

실감가상현실 20 5.00a 0.00

21.70 0.00**가상현실 22 5.00a 0.00

일반학습 115 2.43b 2.51

[문항 3]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4.60 0.82

0.73 0.24가상현실 22 4.45 1.26

일반학습 115 4.24 1.42

[문항 4]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적용

실감가상현실 20 5.00a 0.00

8.65 0.00**가상현실 22 5.00a 0.00

일반학습 115 3.52b 2.29

[문항 5-1]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2.70 2.06

1.40 0.12가상현실 22 3.18 1.79

일반학습 115 2.43 1.96

[문항 5-2]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4.25 1.83

1.30 0.14가상현실 22 4.77 1.07

일반학습 115 4.09 1.94

[문항 6]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적용

실감가상현실 20 2.85a 0.67

3.43 0.02*가상현실 22 2.86a 0.64

일반학습 115 2.32b 1.26

[문항 7]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

지식

실감가상현실 20 7.90a 1.97

11.83 0.00**가상현실 22 7.95a 2.68

일반학습 115 5.30b 3.20

[문항 8]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분석, 

종합, 

평가

실감가상현실 20 5.20a 2.02

23.88 0.00**가상현실 22 3.95b 1.33

일반학습 115 2.21c 2.05

총점

실감가상현실 20 43.00a 6.68

20.73 0.00**가상현실 22 42.55a 8.32

일반학습 115 31.14b 10.74

 * p < 0.05, ** p < 0.01

[표 34] 실감가상현실학습, 가상현실학습, 일반학습 사이의 성취도 

검사 결과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2차 실험, 일방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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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험학교는 4685등, 2차 실험학교는 4238등)에 위치해있다. 셋

째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분석 결과 두 학교 학생들의 현재 학업 성

취도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근거

를 바탕으로 1차 실험에서 확보된 일반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를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1)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업성취도 비교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보다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실감가상현실을 활용

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 평균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

도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3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문항 8’에 대해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평균차이=1.25, p<.05). 

학업 성취도의 문항은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로 구분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기준으로 문항을 분류한 후 전체 난

이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배분하였다. 먼저 검사지의 전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잡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단

계인 지식 문항을 여섯 문제(1-1번, 1-2번, 3번, 5-1번, 5-2번, 7

번)로 구성하였는데, 지식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이나 규칙 등의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상기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해와 관련된 

문항을 한 문제(2번) 구성하였으며, 학습내용을 새로운 능력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과 관련된 문항을 두 문제(4

번, 6번)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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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습종류
참가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유의

확률

지식 문항 총점

문제 [1-1, 1-2, 3, 5-1, 5-2, 7] 

실감가상현실 20 24.95 5.68
-0.39 0.35

가상현실 22 25.73 7.15

이해 문항 총점

문제 [2] 

실감가상현실 20 5.00 0.00a

- -
가상현실 22 5.00 0.00a

적용 문항 총점

문제 [4, 6] 

실감가상현실 20 7.85 0.67
-0.07 0.47

가상현실 22 7.86 0.64

분석, 종합, 평가 문항 총점

문제 [8] 

실감가상현실 20 5.20 2.02
2.39 0.01*

가상현실 22 3.95 1.33

a. 두 집단의 표준편차가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음  * p < 0.05, ** p < 0.01

[표 35] 사고 과정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사이의 성취도 검사 결과에 대한 t-검정 분석 결과  

(2차 실험, 일방향 검증)

를 알아내고, 전체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분석, 종합, 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한 문제(8번)로 구성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성취도 검사 문항 중에서 사고 과정의 복

잡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분석, 종합, 평가의 문항에서 실감가상현실

학습의 성취도가 가상현실학습의 성취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 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지식’,‘이해’,‘적용’,‘분석, 종합, 평가’

와 관련된 각각의 문항별로 총점을 구한 후 t-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종합, 평가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역시 실감가

상현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2.39, p<.05)[표 35]. 그러나 지식, 이해, 적용과 관련된 문항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지식 문제는 시청각적 생생함

을 중심으로 한 단순 관찰에 의한 학습 내용을 평가 문제인데, 따라

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습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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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와 적용 문

제의 경우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도전과제와 학습 내용의 난이도

가 너무 낮아 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학습과 관련된 몰입 이론에서는 학습자에게 몰입이 발생하면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김영진, 2000; 김영희, 2006; 김영희 & 김영수, 

2006; 박성익 & 김연경, 2006; 백제헌, 2006; Csikszentmihalyi & 

Larson, 1986; Csikszentmihalyi et al., 1993; Massimini & Carli, 

1988). 그러나 몰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을 배우는 도전과

제와 학습자의 기술 수준(학습능력이나 콘트롤러의 조작 능력) 사이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콘텐츠는 단원 학습 목표의 수준을 유지해야하는 한계로 

인해 도전과제와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유의미한 몰입의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으며, 이해,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의 성취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지식’,‘이해’,‘적용’,‘분석, 종

합, 평가’와 관련된 각각의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1) 지식 문제

‘지식’과 관련된 문제는 [표 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별한 도

전과제 없이 가상의 환경 안에서 주변을 관찰하면서 게임 속의 안내

자인 선장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한 내용을 평가한 문제이다. 즉, 시

청각적 생생함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실감가상현실학습게

임과 가상현실학습게임 사이에 시청각적 생생함에 차이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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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나레이션

1-1

공기의 역할 

및 중요성 

주변에 있는 동식물

들 관찰 

우리가 사는 지구 주위는 공기로 둘러싸

여 있다. 공기가 있어 사람과 동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또한 지구 주위를 

둘러싼 공기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기도 한다.

1-2

공기의 역할 

및 중요성 

바람에 흔들리는 풀

과 나뭇가지,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하늘에

서 내리는 비 관찰

공기는 바람을 불게 한다. 

공기는 비행기가 날게 한다. 

공기는 비나 눈이 내리게 한다. 

3
지구와 달의 

환경 차이

우주복을 입기 전에 

달에서 우주복을 입

어야하는 이유에 대

한 설명을 들으며 

우주복을 관찰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 다양한 생물

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

나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을 

탐사하는 우주인들은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달린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

5-1 운석구덩이

달에 착륙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달의 표

면을 관찰

달 표면을 보면 움푹 파인 곳을 운석구덩

이라고 한다.

5-2
운석구덩이의 

생성 원인 

달에 착륙하기 전에 

가까이에서 달의 표

면을 관찰

운석구덩이는 우주에서 운석(크고 작은 

돌멩이)이 떨어져서 생겼다.

7

달에 공기가 

없어서 발생

하는 지구와

의 차이점

황량한 달의 환경을 

관찰

생명체가 살 수 없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비행기가 날 수 없다.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  

[표 36] 지식 문제 학습 방법

에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표 37]을 보면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취도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71

전체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

지식

[표 37]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사이의 ‘지식’ 문제 

성취도 결과 히스토그램 비교

번호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도전 과제

2
지구와 달의 

중력 비교 

가상의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먼저 지구에서 돌을 들었다가 떨어트려 

보고, 나중에 달에 도착해서 돌을 들었다

가 떨어트려 봄.

[표 38] 이해 문제 학습 방법

2-1-2) 이해 문제

‘이해’와 관련된 문제는 [표 38]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전 과제

를 통해 학습한 문제이므로 이론적으로 실감가상현실의 성취도가 가

상현실에 비해 높아야 한다. 그러나 [표 3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

감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와 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 모두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전 과제가 돌을 집어

서 들었다가 놓아서 떨어트려보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단순한 수준

이어서 실감가상현실을 통해 직접적으로 돌을 잡았다가 떨어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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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

이해

[표 39]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사이의 ‘이해’ 문제 

성취도 결과 히스토그램 비교

것과 가상현실에서 게임패드를 통해 돌을 잡았다가 떨어트리는 것 

모두 지구에 비해서 달에서 돌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전 과제와 학습내용이 너무 

쉬울 경우 ‘이해’와 관련된 학습의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1-3) 적용 문제

‘적용’과 관련된 문제 역시 [표 40]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전 

과제를 통해 학습한 문항이므로 이론적으로 실감가상현실의 성취도

가 가상현실에 비해 높아야 한다. 그러나 [표 41]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와 가상현실학습게임 참가자 대부분

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도전 과

제와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적용’ 

문제는 지구와 비교하여 달에서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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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도전 과제

4
지구와 달의 

중력 비교 

가상의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먼저 지구에서 돌을 들어서 던져 보고, 

나중에 달에 도착해서 돌을 던져 봄.

6
지구와 달의 

중력 비교 

가상의 환경과 상호

작용

먼저 지구에서 멀리뛰기를 해보고, 나중

에 달에 도착해서 멀리뛰기를 해 봄.

[표 40] 적용 문제 학습 방법

전체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

적용

[표 41]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사이의 ‘적용’ 문제 

성취도 결과 히스토그램 비교

는지 직접 그려보거나(4번 문제) 지구와 달에서 멀리뛰기를 해보고 

어디에서 더 멀리 뛰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8번 문제). 그러나 도

전 과제가 돌을 집어서 던지거나, 제자리멀리뛰기를 해보는 단순한 

수준이어서 학성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1-4) 분석, 종합, 평가 문제

‘분석, 종합, 평가’문제 역시 [표 4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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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습 내용 학습 방법 도전 과제

8
지구와 달의 

중력 비교 

가상의 오브젝트 및 

환경과 상호작용

먼저 지구에서 돌을 들었다고 떨어트려 

보고, 나중에 달에 도착해서 돌을 들었다

가 떨어트려 봄.

먼저 지구에서 돌을 들어서 던져 보고, 

나중에 달에 도착해서 돌을 던져 봄.

[표 42] 분석, 종합, 평가 문제 학습 방법

전체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

분석, 

종합, 

평가

[표 43]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사이의 ‘분석, 종합, 

평가’ 문제 성취도 결과 히스토그램 비교

과제를 통해 학습한 문항인데, ‘이해’,‘적용’문제와 달리 실감가

상현실의 고득점자 분포가 가상현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43], 실감가상현실의 학업성취도가 가상현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39, p<.05)[표 35]. 이렇게‘분석, 종합, 평가’ 

문항에서 실감가상현실의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실감가상

현실을 학습에 활용할 경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

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실제로 성취도 검사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분석, 종합, 평가’문항인 8번 문제에서 실감가상현실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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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에 분석, 종합, 평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8번 문항의 질문은‘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던졌을 때 관찰된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쓰시오.’라는 내용으로 검사 당시 최대한 자신이 지식을 활용

하여 생각과 느낌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가 기준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답안이 질문과 관련이 없으면 0점, 

단순한 느낌이나 지식에 대한 내용이면 3점,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 

종합, 평가 중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면 5점,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 

종합, 평가 중 두 개의 내용이 포함되면 7점,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 

종합, 평가 중 세 개의 내용이 다 포함되면 10점으로 평가 하였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상현실학습게임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대

체로 '신기하다', '돌이 천천히 떨어진다.', '돌이 천천히 멀리 날아간

다.'와 같이 단순한 느낌이나 단순한 정보만을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실감가상현실 학습자의 답안지에서는 '지구와 달이 많이 다르

다는 걸 알았다.', '조금 더 늦게 떨어지는 게 신기했고, 중력의 차이

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중력 때문에 늦게 떨어진다. 그래서 

신기하고 이런 것이 지구에도 생겨난다면 편리할 것 같다.', '지구와 

달의 중력차이는 상당히 크므로 이걸 잘 이용하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새롭게 적용

도 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경험의 차이가 학습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해 직접 멀리뛰기를 

했던 한 참가자는 '신기했고 멀리뛰기를 할 때 지구와 달의 중력이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경

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가상현실에서 버튼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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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뛰기를 했던 한 참가자는 '대단했고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리

고 달에서 실제로 뛰거나 돌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술함으

로써 본인이 직접 멀리 뛰기를 하 거나 돌을 던져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멀리뛰기를 하거나 돌을 던지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한 사람

처럼 서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

는 실험행위가 가능한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에 비해 보다 고차원

적인 학습에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일하게 실감가상현실의 학업성취도가 가상현실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난‘분석, 종합, 평가’ 문항에 대해 중위수이자 최빈값

인 5점을 받은 참가자(실감가상현실 11명, 가상현실 12명)는 제외

하고, 10점과 7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고득점 집단으로 3점

과 0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저득점 집단으로 나누어 현전감,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멀

미, 몰입, 경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재미는 앞의 가설검증 단계에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으므로, 재미와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도전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는 문항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표 4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감가상현실 집단에서 고득점자가 저득점자보다 현전감, 생생

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경험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빈도가 높고 시뮬레이션 멀미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상현실의 집단에서는 고득점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저득점자

가 절반 가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전감,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경험성의 향상과 시뮬레이션멀미의 완화가 학

습효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과 몰입은 실감가상현실 집단에서도 저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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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고득점 
(7점,10점)

저득점 
(0점, 3점)

실감가상현실 (9명) 가상현실 (10명)

빈도(명) 빈도(명)

전체 ‘매우 그렇다’ 선택 전체 ‘매우 그렇다’ 선택

현전감
고득점 4 2 (50 %) 0 -

저득점 5 0 (0 %) 10 0 (0 %)

생생함
고득점 4 3 (75 %) 0 -

저득점 5 2 (40 %) 10 5 (50 %)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고득점 4 4 (100 %) 0 -

저득점 5 3 (60 %) 10 2 (20 %)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고득점 4 2 (50 %) 0 -

저득점 5 5 (100 %) 10 5 (50 %

시뮬레이션멀미

(역항목)

고득점 4 2 (50 %) 0 -

저득점 5 5 (100 %) 10 5 (50 %)

몰입
고득점 4 0 (0 %) 0 -

저득점 5 2 (40 %) 10 3 (30 %)

경험성
고득점 4 4 (100 %) 0 -

저득점 5 4 (80 %) 10 8 (80 %)

[표 44] 분석, 종합, 평가 문항의 고득점자와 저득점자간에 현전감,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멀미, 

몰입, 경험성의 응답 빈도 비교 (2차 실험, n=19)

가 고득점자보다‘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 앞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과 몰입의 가설 검증 단계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동에 의한 상호작

용과 몰입은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실감가상현실, 가상현실, 일반학습의 학업성취도 비교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

취도가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 보다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실감가

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 평균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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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학업 성취도 평균,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 평균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습에 비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의 총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20.73, p=0).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실

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집단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집

단의 점수 중에서 가상의 환경 및 사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전과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문항들의 점수가 일반 학습에 비해 높

게 나왔기 때문이며,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한 내용 중 7번 

문항에서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임을 진행한 참가자들과 가상현실 학

습 게임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점수가 일반 학습을 진행한 참가자들

의 점수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F=11.83, p=0). 

2-2-1)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 문제

학습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

게임은 학습자가 가상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청각적으로 체

험하면서 학습하도록 구성된 방식(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과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고 사물을 조작하면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학습하는 방식(가상의 환경 및 사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식과 관련된 문항인 1-1번, 

1-2번, 3번, 5-1번, 5-2번, 7번 문제가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

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관

련된 문항인 2번, 4번, 6번, 8번 문제가 가상의 환경 및 사물과 상호

작용을 통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평가 

하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 가상의 환경 및 사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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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내용들을 평가 하는 문항인 2번, 4번, 6번, 8번 문항의 성취

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2번 문제, F=21.70, p=0; 4번 

문제, F=8.65, p=0; 6번 문제, F=3.43, p<0.05; 8번 문제, F=23.88, 

p=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게

임 모두 상호작용의 직접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

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

하여 보다 실제와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

습 방법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향상 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2-2)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한 문제

시청각적 생생함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가상

의 환경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는 것과, 일반적인 수업에서 사진이미

지와 비디오를 통해 학습하는 것 사이에 성취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7번 문항에서 실감가상현실 학습 게

임을 진행한 참가자들과 가상현실 학습 게임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점수가 일반 학습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점수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1.83, p=0).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을 직접 가보는 강렬한 경험이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을 강화

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은 

가상의 공간 안에서 먼저 산과 강, 동식물들이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게 되고, 다음 단계로 우주로 나아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와 달

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달의 도착해서 달의 환경을 직접 눈으

로 보게 되는데, 달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한 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실험 참가자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보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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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익숙한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신기해 하기는 하지만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주로 나아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일부 참가자들이 감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달에 도착했을 때 감탄하거나 

놀라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직후 진짜 달에 

간 것 같다고 말하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실험 참가자들의 모

습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가볼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자

료들도 많지 않아 생소한 달 표면에 직접 가서 서 있다는 느낌이 가

상의 주변 환경과 학습 내용에 대해 집중하게 했으며, 눈앞에 생생하

게 보이는 황량한 달의 환경이 ‘운석구덩이가 많다.’,‘생명체가 

없다.’,‘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구름이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종합 

‘<연구문제 3> :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 학습 그리고 일반학습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

습 효과 중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실감가상현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

수가 나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기술이 급격히 발전되어 이미 만족도가 높은 수

준에 도달해 있는 가상환경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에 맞춰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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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 가

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 일반학습 사이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학습게

임을 활용한 학습사이에 학업 성취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 분석

한 결과 일반적인 성취도 평가 방법인 지식, 이해, 적용 문제에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업 성취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분석, 종합, 평가의 문

항에서 실감가상현실학습의 성취도가 가상현실학습의 성취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몰입이 향상되지 않은 것

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학습 및 몰입 이론에서는 학습내용을 배

우는 도전과제와 학습자의 기술 수준 즉, 학습능력이나 콘트롤러의 

조작 능력 사이에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학습자에게 몰입이 발

생하고 그 결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험을 

위해 개발한 게임콘텐츠는 단원 학습 목표의 수준을 유지해야하는 

한계로 인해 도전과제와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사

이에 몰입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의 평

가 방식인 지식, 이해,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고 과정의 복잡성의 정도

가 높은 분석, 종합, 평가 문제에서 실감가상현실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실감가상현실을 학습에 활용할 경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습에 비해 높은

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높은 점수 차이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집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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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집단의 점수 중에서 가상의 환경 및 사물

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모든 문

항들의 점수가 일반 학습에 비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과 가상현실학습게임 모두 상호작용의 

직접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과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실제와 가까

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습 방법에 비해 학업 성

취도가 향상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생생함도 부분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을 직접 가보는 것 같은 생생함 경험이 학습내용에 대한 기

억을 강화하여 부분적으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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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논의 및 결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환경 기술은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하

드웨어 장치와 이미 대중화 되어 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결합으

로 실제 현실과 같이 생생한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의 환경을 직접 이동하고 가상의 물체를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입체적인 기술들은 사람들이 가상의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탐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생생함과 상호작용의 향상은 

사람들이 가상의 경험을 실제 현실의 경험처럼 느끼는 것이 가능하

게 하며, 그 결과 가상의 공간 안에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상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험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험학습은 실제 어떤 장소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시간 속으로 갈 수도 없으며, 멀리 우주에 가

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물며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

산 지역에 가서 용암을 직접 보는 것조차 시간과 안전성 등의 측면

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학습 내용들의 경우

에 있어서 사실상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가상의 공

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가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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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과거로도 갈 수 있으며, 멀리 우주로 날아 갈 수 있다. 또

한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화산 속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상환경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가상환경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 구현의 가능성 검증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가상환경기

술에 대해 재분류 및 재정의 하였다.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연결축

을 중심으로 가상현실에서 현실 방향으로 현전감이 향상되면 될수록 

점차 현실과 같은 경험이 가능해 지게 되며, 현전감이 무한히 향상되

다 보면 궁극적으로 가상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과 동일하게 느껴진 

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현실에 현전감을 더하는 개념을 실

감가상현실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현실적 경험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감가상현실이 직접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학습에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일반 학습의 

경험적 특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학습효과를 비교하였다. 원래 가

상의 경험이 진짜 경험으로 인식되어 경험학습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공간에서의 경험학습과 실제 공간에서의 

경험학습을 비교하여야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실제 공

간에서의 경험학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상의 공간에서는 과

거에도 갈 수 있고 우주에도 가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비

교 대상에 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전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

적인 가상현실과 현전감이 향상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의 실감가

상현실로 경험학습 콘텐츠를 구현한 후 비교 실험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에 비해 실감가상현실에서 경험을 더 실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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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인식하는 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감가상현실에서 경험을 

더 실제 현실과 같이 인식한다면 현전감이 증강될수록 경험학습의 

효과가 향상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가상의 환경

을 통한 경험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직접 경

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윤경희, 

2012; Jentsch, Riedel & Mueller, 2012)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

학습적인 측면이 향상되면 학습 효과도 향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실감가상현실 학습 콘텐츠와 가상현실 학습 콘텐츠를 구현하고 경

험 인식에 대한 측정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

전감, 재미, 몰입이라는 변인이 도출되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

전감이라는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콘텐츠 적인 측면에서 재미라는 특

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몰입이 도출되었다. 현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으

로는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을 도출하

였으며, 현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으로는 시뮬레

이션 멀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적인 요

인으로는 도전적 요소, 환상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실험을 위해 구현된 실감가상현실 콘텐츠와 가상현실 콘텐츠는 4

학년 2학기 과학영영의 지구와 달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적 분

석 결과를 반영하여 스토리와 역할, 퀘스트가 있는 어드벤쳐게임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실험은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하여 경기도 소재 

3개의 학교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실험대상은 4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상의 경험을 얼마나 직접 경험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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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특성인 현전감, 현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뮬레

이션 멀미), 재미,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도전적 요소, 환

상적 요소), 그리고 현전감과 재미에 의해 향상되는 몰입이라는 변인

으로 측정하였다. 학습 경험의 측면에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의 경험이 각각 시뮬레이션 단계, 방관자 단계, 탐험적 단계 중 어디

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험성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 대부분의 변인에 대해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실감가상현실의 현전감과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가상현실의 경험에 비

해 훨씬 강하게 직접 경험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험성

의 측면에서도 실감가상현실이 가상현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감가상현실의 경험이 탐험적 경험에 

해당된다면 가상현실은 방관자 단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HMD에 연결된 케이블로 인해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과 몰입의 

측정이 정확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

선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멀미의 

경우 실감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멀미가 가상현실에 비해 감소하였

는데, 이는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이 시뮬레이션 멀미를 완화한다는 

선행 연구(Chance et al., 1998)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향상되지 못했음에도 

시뮬레이션 멀미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시뮬레이션 멀미는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향상과는 상관이 없으며, 시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입

력과 전정기관으로 들어오는 입력사이의 감각정보의 일치가 가장 중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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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효과는 정의적 영역인 만족도와 인지적 영역인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측정 하였으며 학업 성취도의 문항은 사고 과정의 복잡성

의 정도에 따라 문항을 분류하여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만족도는 실감가상현실

과 가상현실에서 모두 높게 나와 변별력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가상현실기술 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생

생함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콘텐츠가 게임이 형태를 띠고 있어 전

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설문 문항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만족도 측면에서는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 성취도의 경우 지식, 이해, 적용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의 평가 방식인 지식, 이해, 

적용과 관련된 문제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앞

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청각적 생생함의 조건이 동일하며 도전과제

와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 몰입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복잡

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에서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감가상현실이 고차

원적인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실감가상현실

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학업 

성취도를 일반 학습의 학업 성취도와 비교하여 본 결과 실감가상현

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현실학습게임을 활용한 학습의 학

업 성취도가 일반 학습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결과에는 

상호작용의 영향이 컸다.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배우게 되

는 학습내용은 크게 시청각적 생생함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과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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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체를 만지고 조작하거나 가상의 공간을 이동하는 등 가상의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실험참가자와 가상현실학습게임

을 진행한 실험참가자 모두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과 관련

된 문제에서 일반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였

다. 또한 생생함을 통해 학습한 문항 중에 달에 도착해서 학습한 내

용들에 대한 문항에서도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실험참가자

와 가상현실학습게임을 진행한 실험참가자 모두 일반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 결과로 

보아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생함의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가볼 수 없는 낮

선 환경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가상의 주변 환경과 학습 내용에 집

중하게 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문 결과와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감가상현실

학습과 가상현실학습 모두 일반학습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

임으로써 가상환경 기술이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감가상현실에서의 경험이 가상현실에서의 경험보다 

더 실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험성의 차

이가 학업 성취도에도 반영되어 고차원적인 학습 문항에서 실감가상

현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생함과 상호

작용 이 향상될수록 현전감과 경험성도 향상되고 경험학습의 효과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상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험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부응

하여 실감가상현실의 생생함과 상호작용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데,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생생함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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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와 똑같은 경험을 통한 경험학습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경험학습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

게 됨으로써 피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사

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시간

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경험학습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 생생함과 상호작용을 중심으

로 발전 및 대중화 되고 있는 가상환경 기술들은 경험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학습현장에서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경험학습을 구현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

는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상환경기술들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재정립하였으며, 실감가상현

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가상환경의 기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바는 실제 현실과 같은 경험의 구현이며, 이를 위해 현전감이 향

상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전감을 중심으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관

계를 정리함으로써 가상환경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전

감의 향상을 통해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환경 기

술로서 실감가상현실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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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가상환경 기술을 활용한 경험학습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검

증하였다. 경험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의 경험이 

실제 현실의 경험과 같이 느껴져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생함과 

상호작용의 향상을 통해 가상의 공간 안에서의 경험이 실제 현실의 

경험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결과 가상의 공간 안에서 

경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둘째, 경험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실제 학교 현

장에서 경험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지만, 가상환경

을 통해 실제와 같은 경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험학

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체험학습을 탈피하

여, 교과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정한 경험학습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을 구현하여 학습효과가 부분적으로 향

상됨을 증명함으로써 가상환경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의 구현 방

향을 제시하였다. 가상환경 기술은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

본적으로 게임에 최적화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론

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콘텐츠의 구현에 반영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

서는 실제 현실에 가장 가까운 실감가상현실의 기술을 그리고 콘텐

츠의 측면에서는 게임이라는 특성을 결합하여 실감가상현실학습게임

을 구현하였으며, 실감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게임이 고차원적인 학

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가상의 공간 안에서 직접적인 이동을 통해 시뮬레이션 멀미

가 완화됨을 검증하였다. 그동안 직접적인 걸음걸이를 통한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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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멀미를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실

험을 통해 실제 완화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연구 과정과 결론,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감가상현실 및 가상현실 

시스템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HMD와 컴퓨터 본체가 케이블로 연

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디자인상의 문제가 실감가상현실에서 이동

에 의한 상호작용과 몰입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자유로운 움직임과 이동을 제약하는 케이블을 제거한 

후 다시 이동에 의한 상호작용 및 몰입에 대해 측정 및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학습내용과 도전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고학년의 학습교과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구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정규 교과과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실감가상현실의 관점에서 

너무 쉬운 학습 내용과 도전과제로 콘텐츠가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몰입의 측면에서는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얻었으며, 학업 성취도의 

측면에서는 학습 효과가 부분적으로 향상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

라서 실감가상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과 도전과제에 적합하다

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내용과 도전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고

학년의 학습교과에 대한 콘텐츠를 구현하여 실험함으로써 평가 결과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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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급속도로 발전하는 실감가상현실 기술에 적합한 만족도의 척

도를 개발하여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사이의 만족도에 대해 재검

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효과의 정의적 측면인 만족도

의 측정을 위해 타당도가 확보된 기존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가상현실 기술도 이미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높은 생생함과 상

호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한 만족감을 물어보는 문

항으로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만족도의 차이를 가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상환경기술의 만족도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여 좀 더 세부적인 만족감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경험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가상의 환경을 활용한 경험학습이 가능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경험학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스템 한 대에 한명이 학습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당장 수업시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명

의 학습자가 동시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설정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감가상현실의 특성인 현전감, 재미, 몰입과 현전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인 생생함,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동에 의한 상호

작용, 시뮬레이션 멀미,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도전적 요소, 

상상적 요소, 그리고 학습 효과의 측면인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는 전

체적으로 [그림 17]과 같은 영향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17]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이 복잡한 관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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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성, 학습효과 사이의 영향관계 

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분석을 실시

하여 이론적 구조모형에 기반을 둔 잠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

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표본 수는 추정되는 모수 개수의 

5∼10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한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김주환 외, 

2009).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시스템은 HMD를 머리에 착용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시스템의 특성

상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수

업 일정에 맞추어서 실험을 진행해야하고 실험 전후의 학생들을 통

제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

석이 가능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설정과 검증은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수

를 확보한 후 연구 모형의 검증을 통해 실감가상현실과 가상현실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학습효과 사이에 영향관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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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tial learning stands for learning through direct 

experience in situations and places related to learning context. 

Therefore, it can be a true education embodied through 

experience, not superficial knowledge.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impossible to learn through direct experience. Much 

educational content in the school curriculum is related to places 

that can not be reached physically, or from different time zones. 

Due to such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it was difficult to 

implement experiential learning in actual school settings.  

Nevertheless,  the rapid evolution of vir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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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presents new possibilities for experiential learning. 

Hardware devices and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that can 

display virtual objects in real time enable to realize a vivid 

virtual environment, and techniques that can move directly 

through a real gait within a virtual space and hold a virtual object 

directly by hand enable people to explore the virtual space 

freely. These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ies, which are 

developed and popularized mainly on the vividness and 

interactivity, allows people to feel virtual experience as real 

world experience, and as a result, presents a new possibility of 

experiential learning using virtual sp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experiential learning using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y in the 

educational field.

For finding out whether the experiential learning is possible in 

a virtual environment, there is a method of comparing the degree 

of experience recognition and the learning effect by comparing 

the simulated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virtual space with the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real spac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there exists a practical difficulty in implementing 

experiential learning in real space for the school curriculum. 

Therefor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if the 

experience in the virtual environment is closer to the actual 

experience as the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y evolves and as 

a result, the learning effect improves.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classification of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y, contents production, the setting 

of research questions, experiment, and analysis of resul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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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of the virtual environment was reclassified based on 

presence. As a result of studying the previous research, it 

becomes possible to experience the reality more gradually as 

presence improves from the virtual reality to the actual reality, 

and if the presence is infinitely improved, the virtual experience 

is felt to be the same as the real experience ultimately. Based on 

this analysis, we distinguished between virtual reality and actual 

reality and proposed ‘authentic virtual reality': a fluid concept 

that improves presence compared to existing virtual reality 

between virtual reality and actual reality. It is assumed that 

authentic virtual reality will provide improved direct experience 

compared to virtual reality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strengthening presence. After realiz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learning contents and virtual reality learning contents, we 

verified through comparison experiment that recognition of real 

experience and learning effect on authentic virtual reality is 

improved compared to virtual reality.

 For compar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regarding experience recognition, characteristics are derived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 presence, fun, and flow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echnical aspects such as vividness, tactile interaction, traveling 

interaction, simulation sickness are derived as the sub-factors 

influencing the presence.  Also, challenging factors and fantastic 

factors, which are content aspects,  are derived as sub-factors 

influencing fun. Moreover, from the viewpoint of experiential 

learning, the stage of learning experience can be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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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for evalua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so 

experientiality is theoretically examined to measure the learning 

experience stag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uthentic virtual reality contents and virtual reality contents to 

be used in experiments wer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dventure learning games reflecting all thes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devi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if the experience in learning us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is 

recognized as actual reality more than the experience in learning 

using virtual reality and the learning effect would be  improved,  

the stronger the presence, the better the effect of experiential 

learning can be and ultimately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a 

virtual environment would be possible.

In the experimental stage, we compared learning effect and 

the recognition of direct experienc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the virtual reality. To measure the recognition of direct 

experienc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the virtual reality, 

scales of presence, fun, flow, vividness, tactile interaction, 

traveling interaction, simulation sickness, challenging factor, and 

fantasy factor were used.  For measuring learning experience 

stag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the virtual reality, the scale 

of experientiality was used. To find out whether the learning 

effect is improved, th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measured. For investigating whether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ing us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improve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the traditional 

learning participants' academic achievement was measure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wice in total. In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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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distraction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authentic 

virtual reality such as system instability, system design problem, 

system button malfunction, and open environment were found.  

It was found that these distraction factors reduce the recognition 

of direct experienc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The second 

experiment was carried out after removing the distraction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econd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experience using authentic virtual 

reality is perceived as a stronger direct experience than the 

experience using virtual reality. If the experience of virtual 

reality centering on visual and auditory vividness was the same 

level of experience as seeing real objects, the experience of 

authentic virtual reality which is vividness and interactivity 

improved was closer to a higher level of experience, such as 

walking around the real space and touching things. Therefore, 

from the experience point of view, the more the presence of 

virtual reality improves, the more experiential learning becomes 

possible. From the viewpoint of learning effect, it can be stated 

that academic achievement is improved rather than traditional 

learning because authentic vir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have 

aspects of experiential learning, and authentic virtual reality is 

more suitable for higher level learning than virtual reality. 

Therefore, if the vividness and interactivity of the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y continue to develop and presence and 

experientiality are steadily improved, it is possible to learn 

through the same experience as real experience in the virtual 

space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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