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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증강현실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감각적 몰입을 통

한 흥미 및 동기를 높여준다. 때문에 2D로만 가능하던 학습을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재감 있는 3D 환경에서의 학습을 지원한다.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텍스트와 자료설명으로만은 어려운 학습내용, 가시화하기 까

다로운 내용, 추상적인 학습개념,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드는 경험·실험

등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로 인한 효과

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증강현실이 지닌 장점들을 고등교육 수업

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증강현실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단편적으

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거나, 고등교육에서 워크샵·세미나를 통한 일

회성 혹은 간단한 경험정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습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 보다는 주로 게임·엔터테이먼트 용도로 단순히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증강현실을 수업환경에 도입하고자 할 때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

츠의 선택과 활용은 수업 전-중-후과 같은 전체적인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증강현실 수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정보

가 미흡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자들은 증강현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증강현실의 교육적 효과 여부에 대

한 선행연구 부족, 교수자 스스로 자료를 개발할 시간과 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업에 반영하거나 이를 통해 증강현

실 기반 수업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증강현실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자의 독

특한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맥락에서 증강현실을 효과적으로 설계

하고 실천하기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증강현실 기반 수

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설계원리에 대한 교수

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음의 절차로 수행되었

다. 우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초기 설계 원리의 도출을 위하여 선행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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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고,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타당화 검

토와 사용성 평가, 두 차례의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교수설계 전문

가 5인이 네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해본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 교수자 2인과 수업조교 1인이 사

용성 평가에 참여하였다.

외적타당화는 예비 현장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고, 예비 현장 평

가는 2018년 4월 S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자 1인과 해당수업의 학습자 9명

이 참여하였고, 현장 평가에는 S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자 1인과 해당 수업

의 16명의 학습자가 2018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4주간 참여하였

다.

연구결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로 ①목표 정합성의 원리, ②최적

의 AR선정의 원리, ③AR 활용 숙달의 원리, ④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

리, ⑤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⑥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⑦협동학

습 촉진의 원리, ⑧통합적 성취도 평가의 원리, ⑨지속가능개선을 위한 성

찰의 원리, 총 9개의 수업설계 원리가 개발되었다. 또한 각 수업설계 원리

에는 그 원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상세지침 총 24개가 개발되었다.

현장적용결과, 본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체계

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용한 설계원리임을 확인하였고, 학습

자의 지식습득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WEARER 절차모형을 추가적으

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증강현실

의 교수설계 측면과 실천전략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후속연구로서 수업설

계 원리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실증 연구, 다양한 교과맥락에서의 원리

적용 연구, 증강현실 기반 수업 평가 연구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기술적 구현 방법에 따른 증강현실 유형별 수업설계

원리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증강현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증강현실 교육용 콘텐츠 활용

학 번 : 2014-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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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구성주의적 현상학, 철학, 그리고 IT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 실행

이 다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CT의 등장과 함께 이러닝이 등장

하면서 웹 환경에서의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 컴퓨터 지원 협동 학습, 웹

기반 프로젝트 중심학습 등 ICT와 연합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조작 활동, 흥미, 몰입, 능동적인 지식 습득 등의 만족

감을 이끄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주의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는 어

려웠다(임철일 외, 2011).

최근에는 정보통신삽업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하여 모바일기기와 태블릿

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PC를 통한 이러닝 학습에서 모바일 학습으로 변화

되었다. 모바일 학습은 이동성, 상황성, 개인성 등이 강조되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학습과 실감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Herrington, 2009), 실제 장소 혹은 사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추가로

3차원 입체영상 혹은 디지털 정보는 제공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맥락성과 실

재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증강현실

은 기존의 교육 매체들과 달리 사용자가 현재 있는 공간 혹은 실제 사물의

모습을 보면서 가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디지털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교육적 어포던스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우리의 삶을 바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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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명’을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로 다루며, 이미 진입단계에

있는 4차 산업 혁명이 우리의 경제, 인구, 사회, 의료, 교육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증강현실(AR),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혁신 기술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증

강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

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Gartner, Inc.)는 2016년도 IT시장 주요 기술

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5년∼10년 사이에 가장 혁명을 일으킬 분야로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런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증강

현실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는 가상현실 연구개발(R&D)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 육성사업을 위해 2016

년부터 5년간 40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학술정보원은 2019년까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적용한 3차원 실감형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마치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듯이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이에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가상의 정보와 이미지를

결합시켜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모두 가상

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세계를 바탕

으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보다 더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실재감을 향상시

킨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에 따르면 2009년 중반기에 처음으로 ‘증강현

실’에 대한 키워드 검색 순위가 ‘가상현실’에 대한 검색순위를 앞질렀다. 이

는 증강현실 분야가 기술적·응용적으로 관심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으

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증강현실

기술은 국방, 의료, 엔터테이먼트, 건설설계 및 제조, 마케팅 분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Azuma, 1997;

Kancherla, 1995; Durlach, 1995; Schrier, 2005; Cooperstock, 2001;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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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특히 증강현실을 통한 의료는 의료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의 부족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해부학, 미

세한 시신경을 다루는 신경외과,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현실을 반영한 심

리치료에서 쓰이고 있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많은 양의 정보에서 필수정

보만 한정적으로 선택해야 했던 광고·마케팅도 증강현실의 효과를 보고 있

는 분야이다. 증강현실을 통한 광고는 표현방식 및 정보의 양을 떠나서 소

비자의 흥미를 유발 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어린이

방송, 일반뉴스, 홈쇼핑 등 다양하게 활용중이며, 군사훈련에도 증강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현실감 높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의 잠재성 및 가능성을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Bronack, 2011; Klopfer & Squire, 2008; Shelton &

Hedley, 2002; Billinghurst, 2002; Cooperstock, 2011; Hamilton &

Olenewa, 2010). 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온 증강현실은 기술적 구현방

법에 따라서 GPS기반 증강현실(Squire & Jan, 2007; Squire & Klopfer,

2007; Klopfer & Squire, 2008; Klopfer et al., 2002; Pasman &

Woodward, 2003; Pasman et al., 2004; Rekimoto et al., 1998), 마커기반

증강현실(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 Rohs, 2007; 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Butz et al.,1999; Kato &

Billinghurst, 1999; Piekarski & Thomas, 2002;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로 나뉜다.

1990년대까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주로 모의 군사훈련 및 과학 실험

등을 위한 교육용 도구로써 사용이 되었다(원종서 외, 2017). 하지만 2000

년대 들어서는 모바일의 급속적인 발전과 함께 인식률과 콘텐츠를 접하는

데 있어서 용량 및 화질 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어지면서(Klopfer

& Squire, 2008; Kasapakis et al., 2018), GPS 기반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의 형태로 확대되었고, 2013년도 이후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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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IT기업들이 투과형(See-through)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즉 HMD

개발 및 출시하면서 HMD기반 증강현실이 최근까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적 구현 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증강현실 기반

교육적용 사례는 크게 ①체험형, ②실습형, ③협동형, ④소통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체험형은 현장기반의 증강현실로 주로 박물관이나 역사적 장소에서

HMD와 같은 고가의 기기보다는 PDA 혹은 모바일을 활용한 증강현실이

사용된다(Kondo, 2006; Squire & Jan, 2007; Squire & Klopfer, 2007). 예

컨대,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전시물을 복원시키거나, 전시물 위에 가상의 정

보를 추가하여 실재감, 현장감, 몰입감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실습

형은 주로 고등교육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말하며,

HMD와 같은 고가의 기기가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Piekarski &

Thomas, 2002; Shelton & Stevens, 2004;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 고위험·고비용의 문제로 실습

대상을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트레이닝 및 실습에 주로 사용이

된다. 즉, 반복적인 실습을 필요로 하는 의과대학(예: 해부학, 신경외과, 외

과, 성형외과)과 제조·생산라인 및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

에서 사용이 된다. 협동형은 HMD보다는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혹은 GPS

기반 PDA를 활용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서로 협업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한

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형은 마커기반의 증강현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강현실 콘텐츠와 사용자간의 상호 교류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등교육 보다는 주로 K-12에서

사용되며, 언어,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 위주로 개발 및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Lee & Hollerer, 2007; Chekholv et al., 2007; Hollerer et al., 2007;

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 Rohs, 2007; 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증강현실의 기술적 구현방법에 따른 교육적용 사례 네 가지를 포함한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

자와 교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다(Squire &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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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Squire & Klopfer, 2007; Billinghurst et al., 2005; Azuma, Baillot,

Behringer, Feiner, Julier, & MacIntyre, 2001; Dede, 2009). 특히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학습자에게 현실세계 위에 추가적인 가상의 학습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Al-khhalfah & McCrindle,

2006; Dunser & Homecker, 2007; Fruland, 2002; Kerawalla et al., 2006),

학습자의 다감각을 이용하여 직접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고(Lessiter, Freeman, Keogh, & Davidoff, 2001;

Schubert, Friedmann, & Regenbrecht, 2011; Shelton & Hedley, 2002;

Hamilton & Olenewa, 2010; KERIS, 2006), 테크놀로지와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다(Kerawalla et al., 2006; Billinghurst, 2002;

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 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그

리고 이러한 증강현실의 장점은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능동적인 학습과

환경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직접 조작을 통한 시각적 경험

학습이 가능하며, 이는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교육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행된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실·대학 연구실 상황에 국한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적용사례에 불과하다(Shelton, 2003, 2004). 이마저도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활용 및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증강현실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한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의 경우 K-12 뿐

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의 사례도 찾기 어렵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증강현

실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총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몰입감, 현장감 등을 높여서 현실세계와 가상형태의 정보를 자연스

럽게 블랜디드(Blended)할 수 있는 기술 및 환경에 관한 연구로 증강현실

콘텐츠의 내용구성을 위한 3D차원의 디지털 증강현실 그래픽,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위한 정합(Registration), 트래킹(Tracking)등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정보간의 자연스러운 블랜디드가 가능하고,

몰입감과 현장감을 높일 수 있다 (Kerawalla et al., 2006;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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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ack, 2011; Dunleavy et al., 2009; Novak, Hoffman, & Young, 2000;

Pearce, Ainley, & Howard, 2005; Lessiter, Freeman, Keogh, & Davidoff,

2001; Schubert, Friedmann, & Regenbrecht, 2002; Zhou et al., 2008;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08).

둘째, 증강현실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Hardware)에 관한 기술적

연구이다(Kato et al., 2000; Reimayr et al., 2005; Zhou et al., 2008; White

et al., 2007; Malik et al., 2002). 증강현실 하드웨어 장비로는 3차 그래픽

가속이 가능한 컴퓨터/노트북, GPS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치, 무선 랜, 모

바일, PDA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HMD와 같은 투

과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하드웨어 기기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투과형 디스플레이의 사이버 멀미를 낮추기 위한 시각적 연구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에 대한 역동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위치, 빛, 온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Sensor)연구도 있다.

셋째,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 연구이다. 증강

현실 소프트웨어에는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커기반 연구

(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와 PDA·모바일 기반 증강

현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Squire &

Jan, 2007; Squire & Klopfer, 2007; Klopfer & Squire, 2008; Klopfer et

al., 2002; Pasman et al., 2004). 반면,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프트웨

어는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에 미치고 있으며,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나온

몇 개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앱손과 같은

선진 IT기업들이 일반인을 위한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출시하면서 최근 다

양한 산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증강현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Billinghurst, 2002; Cooperstock, 2001; Billinghurst et al., 2001,

2002; Dede, 2009; Carmigniani et al., 2011). 증강현실 기반 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반 학습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증강현실이 수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령 건강한 증강현실 생태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교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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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항

상 그렇듯 아직까지는 주로 2D와 3D 혹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일회성 비교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학

습 환경 및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편이다(Cuban,

1999; Zhao & Frank, 2003; Liarokapis et al., 2004). 소수의 일부 선행 연

구(Kerawalla et al., 2006; Cuendet et al., 2013)들이 증강현실을 수업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만,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증강현실 보다는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마커 혹은 PDA기반의 증강현실 활용이 대다수이며(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Squire & Klopfer, 2007;

Klopfer & Squire, 2008; Klopfer et al., 2002;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erawalla et al(2006)은 10살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커기반

증강현실 수업과 전통적인 수업을 비교하면서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네 개의 설계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유연한

콘텐츠(Flexible contents) 설계, 둘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 및 체험이 극대

화 될 수 있는 스캐폴딩(Guide) 단계의 중요성, 셋째, 제한된 시간(Limited

time),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육과정 기반의 필요조건(Requirements)이다.

Kerawalla et al(2006)와 비슷하게 Cuendet et al(2013)은 마커기반 증강현

실 수업을 위한 다섯까지의 설계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수업과 증강현실

콘텐츠의 통합(Integration), 둘째, 교수자의 권한(Empowerment), 셋째, 의

식(Awareness), 넷째, 유연성(Flexibility), 마지막으로는 최소성

(Minimalism) 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하

는 매우 부족하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수자

에게 수업 설계에 있어서 충분한 안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교수자에게 상세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마커와 PDA 기반 증강현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

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투과형 디스플레이의 완성도가 점차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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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고등교육에서는 HMD를 통한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Birkfellner, 2002), 정부와 산업체에서 증강

현실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개

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증강현실을 실제 고등교육 수업환경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목적이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 및 학습지원을 가

능하게 하고, 학습자에게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는 접할 수 없

었던 새로운 학습경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강현실이라는 매체를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좀 더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교수·학습 설계 관점에서 어떠한 설계원리

가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증강현실이 수업현장에서 효

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설계 측면을 세부적으로 고려하는

수업설계 원리들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는데 있다. 특히 다양한 증강현실의 기술 중, 가장 우수한

증강현실 구현 능력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는 투과형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반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전통적인 수업과 간단한 마커 혹

은 PDA기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계 전략 외에 투과형 디스플

레이 기반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증강현실과 관련된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증강현실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초기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 한 후, 수업설계 전문가

를 통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후 도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를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 및 실천하였고, 이를 통해 교수자의 반응과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최종 증강현실기반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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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1-1. 증강현실(AR) 기반 수업의 일반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1-2. 증강현실(AR) 기반 수업의 상세설계 지침은 무엇인가?

2. 개발된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의 설계원리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2-1.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의 설계원리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2-2.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의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 하는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 중에 가장 우수한 증강현실 구현

방법이라고 평가받는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맥락에서 교

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증강현실의 도입, 선택, 일련의 증강현실

활용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수업 설계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여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와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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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가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정합하여 보여주

고,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 특히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은 마커기반 혹은 PDA기반 증강현실 뿐만 아니

라 가상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세계 위에서의 직접적인 조작 활동이 가

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경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과형 디스플레이는 초소형 컴퓨터와 각종 센서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외

부 기기의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편리성 부분에서 뛰어나

다. 하지만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수업환경에 도입하고자 할 때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의 선택과 활용은 전체적인 수업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요소, 수업설

계 원리, 전략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세부적인 안내와 정보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Pan et al., 2006; Billinghurst et al., 2002;

Kerawall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증강현실 뿐만 아

니라,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구성요소, 일반설

계원리 및 상세 지침의 탐색 등을 통하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 원리를 확인 및 개발하였고,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성연구를 통하여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실천적

측면에서 유용한 수업 설계전략을 제공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증강현

실의 유의미한 활용에 대한 교육학 고찰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고등교육 맥락에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전략을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 지식 구성과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지적

도구로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증강

현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실 상황에 국한되어 있거나, K-12에서 단

편적인 적용사례에 불과한 일회성 연구가 주를 이룬다. 현재 증강현실은

매체 특성상 재미로 접근하기 쉬운 게임 분야에서 모바일과 PDA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증강현실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투과형 디스플레이

를 고등교육과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

차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추후 고등교육 수업현장에서 증강현실을 적

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기초적인 수업설계 원리로써 교육현장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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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증강현실기반 수업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며, 실제적인 경험

을 제공해주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증강현실은 국방훈련, 마케팅, 의

료,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서 발전 및 사용 해왔다(Bajura et al., 1992;

Samset et al., 2008).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학

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3D이미지를 활용한 비주얼 기술 콘텐츠에 관한 소

프트웨어 연구, PDA 혹은 마커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증강현실 하드웨

어 연구 등이지만(Billinghurst, 2011; Bronack, 2011; Klopfer & Squire,

2008; 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 Rohs, 2007; 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그 시도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증강현실

관련 산업계도 교육현장에 알맞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증강현실의 생태계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학계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개발하는 산업계에게도 교육적 측면에서 실증적이고 유용한 지침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증강현실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계에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증강현실의 활용 가능성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그 효과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이

교육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론적 틀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증강현실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업설계 원리를

분석 및 구안함으로써 교수자가 증강현실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실제적인

정보 및 안내와 지침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

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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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AR)은 현실세계의 정보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가상의 정보

를 이음새 없이(seamless) 실시간으로 결합하고 혼합시켜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Milgram & Keshino, 1994; Zhou, Duh, & Billinghurst, 2008). 즉, 증강현

실은 현실세계의 현실감을 바탕으로 가상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보다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증강현실은 기술적 구현 방

법에 따라 GPS 기반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투과형 증강현실로 나

뉜다. GPS 기반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은 모바일, PDA을 주로 사

용하며, 투과형 디스플레이기반 증강현실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앱손(Epson)의 모베리오(Moverio) 등과 같은

HMD(Head Mounted Display)를 사용한다.

· 증강현실 기반 수업 (AR-based Learning)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

는 독특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GPS 기반 증강현실

수업은 주로 PDA를 활용하여 실내외 학습 환경을 탐구하고 돌아다니는

일종의 탐험가(Klopfer & Squire, 2008)의 역할을 강조하고, 마커기반 증강

현실수업은 QR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에 내장되어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미 설정된 가상의 정보를 얻는다. 한편 최근에는

GPS 기반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과형 디스플레

이 증강현실이 디스플레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

과형 디스플레이(HMD)기반 증강현실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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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설계 (Instructional Design, Lesson Planning)

수업설계(Instructional Design)란, 수업의 효과를 증진·개선시키기 위하

여 교수·학습 과정을 최적의 조건으로 조직하는 교수·학습 계획을 의미하

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 및 계획을 의미한다

(임철일 2012). 즉, 수업설계는 학습자의 요구와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이를

관찰시키고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수업관련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적합한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립하

는 것을 말한다. 수업설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ARCS 모형, ASSURE

모형, Dick & Carey 모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계

획하는 교수자를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한다.

· AR 어포던스 (AR Affordance)

어포던스(Affordance)는 생태심리학자인 Gibson(1997, 1979)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주로 디자인 분야에 보편화된 개념이다. 어포던스란 인간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포되어 행위를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의미 있는

속성, 단서, 또는 정보를 일컫는다(나일주, 2011). 특히 교육적 어포던스는

교육적 환경 안에서 학습의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학습 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능(Educational functionality)의 특징을 말한다. ICT 기반

학습 환경 설계 분야에서는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

용 디자인을 위한 기술적(Technological)어포던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기능 측면을 부각하여 교육적(Educational, Pedagogical,

Teaching, Learning) 요소가 추가된 어포던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orie

et al., 2003; Holson, 2004; Ravaja & Kivikangas, 2008). 본 연구는 증강현

실 기술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고려하야 일반설계 원리와 상세설계 지침을

도출한다.



- 14 -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을 위한 설계원리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

찰하였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때가 많지만, 두

기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증강현실은 상황과 환경에 실시간으로

관계가 있는 텍스트, 상징,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현실은 시각적 세계를 완

전히 대체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기본 토대를 탐

구하며, 특히 증강현실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첫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개

념, 특징,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증강현실을 적용

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특히 교육적 활용 및 적용방안에 대

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특히 증강현실 연구는 고등교육보다는 초·중·

고에서 일회성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교육 사례에 한정하

지 않고, K-12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사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후,

마지막으로 증강현실기반 수업에 관한 이론적 기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탐

색하였다.

1. 증강현실의 특성과 유형

가.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

1) 증강현실의 개념

증강현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가상현

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현실 개념의 시초는

1956년 모턴 하일리그(Morton Heilig)가 센소라마(Sensorama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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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ama Simulator)라는 기계를 고안했던 것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

진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

원격실재(Telepresence), 인공세계(Artificiality World), 사이버스페이스

(Cyber Space) 등의 용어로 불리며,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 또한 개념이나

시스템 또는 기술 중심적 입장, 경험 중심적 입장, 사이버 문화적 입장 등

에 따라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North, North & Coble, 1997; McLellan,

1996).

Sheridan(1992)은 가상현실을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과 다양한 디

스플레이 그리고 자료 입력 테크놀로지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용자에게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느낌을 주며 사용자 역시 컴퓨터 화면상의 자료나 이

미지들에 대한 단순한 외적 관찰자가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Aukstakalnis &

Blatner(1992) 또한 가상현실을 ‘인간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데이터

를 조직하고, 시각화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eim(1993)도

가상현실은 ‘참여자가 수신한 정상적인 감각 입력을 컴퓨터가 산출한 정보

와 대치시킴으로써, 참여자가 실제로 다른 세계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riggs(2002)는 가상현실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마치 실제 세계나 실제상황처럼 서로

공유하거나 느끼게 하는 인간-컴퓨터 간의 3차원적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3차원의 시뮬레이션

으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현실세계와 동일한 현실감과 현

존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외에 투구형(Head-Mounted) 디스플레이, 고글(Goggle), 글러브(Glove)

등의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Coates, 1992; Chou & Tsai,

2001). Coates(1992)는 가상현실을 ‘이용자가 현실과 같은 3차원 상황 속에

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구형(Head-Mounted) 디스플레이와

고글(goggle)과 망으로 연결된 의상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전자적인 환경

시뮬레이션’이라고 정의하였고, Chou와 Tsai(1997)는 가상현실을 ‘첨단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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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의 집단체’로 정의하면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의 요

인까지 포함한 실시간 상호작용 도구로 정의하였다. 즉, 가상현실은 상상으

로만 가능한 것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하여 구현하고, 이후 이러한 기

술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현실세계와 동일한 현존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세계에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가상의 정보를 이음새 없이(Seamless) 실시간으로 결합하고 혼합시

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Azuma, 1997; Zhou, Duh, & Billinghurst, 200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모두 가상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주는 것으로(Chang, Morreale, &

Medicherla, 2010), 모든 환경이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현실과 다르게 현

실 세계가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즉,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공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완전한 가상현

실과는 차이점을 지니며, 이는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며, 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림은 Milgram & Kishino(1994)의 Reality-Virtuality(RV)

Continuum이다[그림 II-1].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환경은 연속되어 있으

며,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증강현실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는 왼쪽 끝에는

현실(Real Environment)을 두고, 오른쪽 끝에는 가상(Virtual

Environment)을 두고, 그 안에 현실과 가상의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며 혼

합된 모든 것을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고 보았다. 혼합현실은 현실

환경과 가상환경 중 어느 것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증강현

실(Augmented Reality)과 증강가상(Augmented Virtuality)으로 나뉜다. 증

강현실은 실제 환경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가상이미지를 합성하여 실제 환

경에 대한 현실감을 향상시킨 것이고, 증강가상은 가상환경이 대부분인 상

태에서 실제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합성하여 가상환경에 대한 현실감을 향상

시킨다. 때문에 증강현실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확

장현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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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증강현실의 정의

(Milgram, & Keshino, 1994, p.3)

가장 널리 쓰이는 증강현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린 Ronald

Azuma(1997)은 증강현실을 구현할 때 필요로 하는 3개의 요소를 정의하였

다. 그에 따르면, 증강현실 시스템은 3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Azuma, 1997). 첫째, 현실세계의 요소와 가상세계 요소의 융합(A

combination of real and virtual worlds), 둘째, 사용자 환경에 맞춘 실시간

상호작용(Real time intera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의 정보는 현실세

계의 정확한 위치에 정합(Accurate 3D registration of virtual and real

object)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trabase(2009) 또한 Azuma(1997)와 비슷하

게 정의 내렸는데, 그는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는 달리 현실세계를 기반으

로 하고, 현실 세계위에 가상 정보(요소)를 덧붙여야 함을 뜻하며, 자연스

러운 상호작용을 위하여 실시간 동작 및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

고, 현실세계위의 정확한 정합을 강조하였다.

Milgram과 그의 동료들(1994)은 증강현실을 넓은 접근법(Broad

Approach)과 제한된 접근법(Restricted Approach)을 통하여 정의 내렸다.

넓은 접근법은 이음새 없는(Seamless)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자연스러

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자유로운 탐색이고, 제한된 접근법은 학습자가

HMD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현실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들은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실(Real Environment)에 근접하

는 정도’ 라고 하며, 가상현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객체만이 존재한다면 증강현실에서는 실제의 환경에서 가상의 객체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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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현실감을 바탕

으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

환경에 대한 실재감과 현실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II-1> 참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역사를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1> 가상현실·증강현실 구분

1) 글로벌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은 가상현실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Oculus)를 2014년 3월 26일에 23억 달라 (2조 5000억원)에 인수했다. http://time.c

om/37842/facebook-oculus-rift/.

구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용자 시야

HMD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

현실세계 확인이 가능

사용자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음

그래픽 방식 100% 컴퓨터 그래픽
현실세계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가상의 정보

사용자

이동 여부

대부분이 고정식이며,

가상현실 전용 쇼룸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있음

대부분이 이동하면서 사용.

즉 사용 장소가 방안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음

필요 장비

(구성패키지)

VR 전용 하드웨어

VR 하드웨어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장비

트래킹(Tracking) 도구

운동 감지 글러브(Glove)

AR 전용 하드웨어(HMD)

AR 하드웨어 컨트롤러

모바일

PDA

이동식 디지털 기기

대표 회사

구글(Google)

페이스북(Oculus)1)

HTC

소니(SONY)

삼성(SAMSUNG)

다크리(Daqri)

메타(Meta)

매직리프(MagicLeap)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인텔(Intel)

대표적인 사례

REC ROOM (오큘러스)

Raw Data(바이브)

The New Revolution

(기어 VR)

Holo Heart(홀로렌즈)

Brain Holograph (홀로렌즈)

Pokemon Go(모바일)

http://ti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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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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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강현실 분류 및 구성요소

1)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분류

증강현실의 분류를 확인하기에 앞서 기술적 구현방법이 비슷한 가상현실

의 분류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가상현실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Jacobson, 1993; Brill, 1994; Thurman & Mattoon 1994;

Johnson et al., 1998), 가상현실의 분류는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 몰입형 가

상현실(Immersive VR)과 비몰입형 가상현실(Non-Immersive VR)로 구분

할 수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고가의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몰입도 높은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에 비몰입형 가상현

실은 저가의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모니터를 통해 구현된 가상현실로 사용

자의 몰입도가 낮은 편이지만 가격이 저렴해 일반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현실 기반 HMD, 디스플레이장비 혹은

데이터글러브(Data glove), 포지션 트래킹 도구(Position-tracking devices)

와 같은 특수 장비를 몸에 부착하여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으로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몰입형 가상현실

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완전한 가상 환경에 몰입된 느낌을 주기 때

문에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몰입형 가상현실

은 HMD(Head Mount Display) 혹은 대형 스트레오 프로젝터를 사용함으

로써 사용자의 시야를 완전히 커버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높은 가상 환경

몰입감을 줄 수 있으며, 데이터 글러브, 공간 추적 장치, 3D Audio, 대형

스테레오 프로젝터를 통해 사용자가 최고의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그림 II-2].

비몰입형 가상현실은 일반사용자도 쉽게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에 탁상형(DeskTop) 가상현실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비몰입형 가상현

실 시스템은 일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간단한 입

체안경, 디스플레이 모니터 혹은 스크린, 조이스틱만으로도 쉽게 그래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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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3차원으로 착각하여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

순한 구현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행 시뮬레이터

(Flight Simulator), 운전 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와 같은 각종 시뮬

레이터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그림 II-3]. 비몰입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들거나 공간을 구현한 후 각 물체들

에 키보드나 조이스틱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누구

나 손쉽게 컴퓨터 기반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

에 비 몰입형 시스템은 웹(Web)기반 가상현실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국제 표준으로서 VRML/X3D2), QuickTime VR3), 사이버스페이스

(Cyberspace)4) 등이 있다.

몰입형 가상현실과 비몰입형 가상현실 외에 비오카(Biocca, 1996)는 가상

현실이 체험되는 경험의 종류에 따라 여섯까지로 나누었다. ①창문형 세계

(Window Worlds)는 특수 안경을 착용한 후, 컴퓨터 스크린을 바라보며 마

치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크린의 영상이 펼쳐지도록 하는 장치이

다. 윈도우형은 ‘데스크탑 가상현실’이라고도 불리며, 특별한 장치 없이 PC

모니터 상의 윈도우를 보면서 마우스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거

울형(반사형)세계(Mirror Worlds)는 비디오카메라가 사용자의 움직이는 이

미지를 잡아서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이 환경에 투사하여 화면에 있는 이용

자가 화면상의 다른 대상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사용자는

2) 가상현실모델링언어(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VRML)는 3차원 인터렉티브

백터 그래픽을 표준하는 표준 파일 형식으로, 월드와이드웹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X3D 기술로 대체되었다(Wikipedia, 2017.04.23.).
3) 애플(Apple)에서 만들어진 ‘QuickTime VR’은 인터렉티브한 파노로마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기술로 현실세계의 실제 사진을 연속 촬영하여 이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배열하여 사

용자들이 값싸게 파노라마를 탐색하도록 한 방식이다. 때문에 파노라마 VR이라고도 불린

다. 사용자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닌 실제 사진을 360° 방향으로 찍고, 가상공간에서 회전하

면서 구경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움직이며 양방향 상호작용

(Interactivity)을 즐길 수 있다. ‘QuickTime VR’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웹을 기반으로 아파트 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

하다(박경배, 2012).
4)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컴퓨터 통신망 안에 존재하는 가상적인 공간을 말하며,

네크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가상적인 공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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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를 관찰하고 조작하는 2인자의 위치에서 가상현

실이 제공하는 경험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아이

스링크 경기장이 있다면 대형화면 앞에서 사용자가 몸을 돌리거나 점프를

하면 화면에는 마치 자신이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어 스케이팅을 하는 것

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며, 허리를 구부리고 무언가를 잡는 행동을 하면 방

청객들이 던지는 꽃이나 인형들을 잡는 형태로 화면에 표시된다. ③탑승형

세계(Vehicle Worlds)는 사용자가 가상현실 장치에 앉아 가상세계를 돌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켓같이 생긴 장치에 앉아서

기기를 조작하면 마치 자신이 로켓을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가

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④동굴형 세계(Cave Worlds)는 사용자의 신체

각 부위에 동작센서를 붙이고, 연속적인 가상환경이 투사되는 거대한 스크

린 안으로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상의 공

룡서식지방에 들어가서 걸어가며 고개를 돌리면 주변의 스크린이 움직이면

서 거대의 공룡서식지를 이곳저곳 탐방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⑤완

전 몰입형 환경(Fully Immersive Environments)은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이 화면표시장치와 헤드폰이 내장된 헬멧을 쓰고 센서가 부

착된 장갑이나 옷을 입으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 세계가 움직이

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의 가상공간이라면, 이용자는 교

실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창문을 열거나 공책을 덮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⑥확장현실(Augmented Reality)은 완전몰입형 환경과 유사하지만

3차원 가상현실의 사물들을 실제 세계에 추가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장면과

가상화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

서 가상현실 경험용 헬멧을 쓰면 자신의 집의 장면과 선택할 수 있는 가구

의 그림이 표시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집에 배치시킴으로써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제품이 집에 배치되었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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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NASA가 공개한 가상현실 기기(좌)5), 오큘러스리프트(우)6)

[그림 II-3] 비행 시뮬레이터(좌)7), 운전시뮬레이터(우)8)

앞장에서 이미 언급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역사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1990년대까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주로 모의 군사훈련 및 과학실험 등

을 위한 교육용 도구로써 사용이 되었다(원종서 외, 2017). 하지만 2000년

대 들어서는 모바일의 발전과 함께 GPS 기반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

실의 형태로 확대되었고, 2013년도 이후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기업들이 투과형(See-through)디스플레이이 기반 증강현실, 즉 HMD 개

발 및 출시하면서 최근에는 HMD기반 증강현실이 최근까지 주도권을 확보

하고 있다.

5) http://www.reddit.com/r/space/commets/3vaemb/nasa_virtual_environment_reality_work

station
6) https://mashable.com/2017/05/10/zuckerberg-oculus-trial-transcript-future-of-vr/
7) https://vrroom.buzz/vr-news/products/simulator-training-enhanced-augmented-reality
8) http://truemind1.blogspot.com/2016/09/05-8-vr-vr-simulat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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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증강현실 기술은 PDA와 모바일에 내재된 GPS를 통해 수집

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증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강현실을 구현한다. 카메라가 증강현실에서는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모

바일 증강현실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Cheok et al., 2004; Cheng &

Tsai, 2012; McCall et al., 2011). GPS 기반 증강현실은 와이파이 혹은 블

루투스와 같은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주변 제공 정보를 통해 길 찾기, 주변

브랜드 마케팅, 모바일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 내장된

카메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3D 애니메이션 혹은 비디오가 카메

라를 통해 촬영되고 있는 화면처럼 접목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보

다는 실재감과 현장감이 있으며, 다수의 학습자가 협동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illinghurst, 2002). 하지만 GPS를 통한 위치정보는 와이파이

신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치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박경배, 2012).

마커(Marker)를 통한 증강현실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를 통하여 콘텐츠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커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QR코드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검정색 바탕에 특이한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마커의 인식에 따라 현실세

계에 이미 설정된 정보를 증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응용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뷰티와 패션업계의 쇼

핑 카탈로그 및 잡지 등에 QR코드를 제작하고 삽입하여 소비자와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마커를 이용한 증강현실은 카메라가 정

확하게 마커를 인식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마커가 손상되었을 경우

증강현실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필요시 마다 마커를 다시 제작하고 프린트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일

반 물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최근에 마커 없이(Markerless) 증강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기술

이 개발, 상용화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니(SONY)사에서 마커 없이 증

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SmartAR’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마커 없는 증강현

실 기법은 뛰어난 카메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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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변의 밝기 및 조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일반화가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

들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커 없는 증강현실의 구현에 다양하

게 연구 중에 있다(Lee & Hollerer, 2007; Chekholv et al., 2007; Hollerer

et al., 2007; Kasapakis et al., 2018; Katiyar & Garg, 2015; Rohs, 2007;

Park & Park, 2006; Reitmayr & Drummond, 2006; Patkar et al., 2013;

Lee & Woo, 2009).

마지막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구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최

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은 안경 또는 착용형 타입의 기기가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이다(Piekarski & Thomas, 2002; Shelton

& Stevens, 2004;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으로

생성한 정보(예, 컴퓨터 그래픽 정보, 소리 정보, 냄새 정보 등)를 실시간으

로 혼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사용성과 효율성

을 극대화 하는 차세대 정보처리 기술이다(Azuma, 1997, 2001, 이상국,

2007 재인용). 즉, 현실세계와 가상 세계 정보를 결합해 두 세계를 융합시

키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다른 증강현실(GPS 기반 증강현실이

나 마커기반 증강현실)에 비해서 기기의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증강현

실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며, 2013년도 이후로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디스플레이는 거의 없

는데, 이는 현재 시장에서 널리 인기를 끌 만큼 탄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플리

케이션 개발하여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과정의 효율성을 높

이는 등의 시도 및 사용하고 있다(Aukstakalnis, 2018).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은 복안식 증강 디스플레이와 단안식

증강 디스플레이로 나뉜다. 복안식 증강 디스플레이는 현재 IT 선진 기업

들이 개발하고 출시하는 디스플레이의 쿤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출시

된 대표적인 복안식 증강 디스플레이는 엡손의 모베리오 BT-300, 마이크

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소니의 스마트아이글래스 SED-E1 등이 있다. 특히

홀로렌즈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3D광학 투과형 디스플레이로 기술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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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작이라고 불린다. 예컨대 사용자는 응시, 제스처, 음성 인식으로 홀로그

램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공간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브

젝트에 다가가거나 멀어질 때 소리가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Aukstakalnis,

2018). 단안식 증강 디스플레이는 주로 정보 기기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장면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시야에 알파벳, 숫자, 이미

지, 아이콘 데이터를 보완해 제시한다. 이런 기기용의 어플리케이션은 의료

전문가 의료 기록과 이미지 등을 원격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것부

터 기술자가 특정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완수 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데

이터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다(Aukstakalnis, 2018). 현재까지 출시된

대표적인 복안식 증강 디스플레이는 뷰직스 M100과 M300 스마트 글래스,

구글 글래스가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는 기술적 구현방법에 따라

서 다양하게 분류가능하며, 기술의 발달로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일반 소비

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GPS 기반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가능함

이 확인되었고,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또한 의학, 건축, 방위

분야에서 사용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증강현실 중에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즉

HMD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표 II-3>는 GPS 기반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의 특징 및 장·단점

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II-4]는 GPS기반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HMD기반 증강현실의 출현 시점 및 간단한 역사 배경을 정리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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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기술적 구현에 따른 증강현실 분류

분류

GPS기반

증강현실

‘Location-Based AR’

마커기반 증강현실

‘Image-Based AR’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HMD-Based AR’

해당

년도
2000년대 ∼ 현재 2010년 ∼ 현재

특징

·PDA 기반

·모바일 내에 내재된

GPS 사용

·와이파이, 블루투스,

인터넷 활용

·K-12에 주로 사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

·QR코드의 형태가

주로 사용

·모바일/아이패드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기 내에 내재된

카메라 사용

·QR코드가 탑재된

플래쉬카드(flash

card)사용

·언어, 태양계 학습

·K-12에 주로 사용

·현재 시장에 진입

중인 신규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을 차지

·고등교육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주로

사용

·복안식/단안식 증강

디스플레이

·증강현실의 장점을

기술적으로 가장 잘

구현

장점

·협동학습 가능

·팀별활동 가능

·사용자간 상호작용

높음

·실재감, 현장감 높음

·증강의 기술로 주변

정보 제공

·콘텐츠와 사용자간

의 상호작용 높음

·사용이 편리함

·재사용 가능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용가능

·공간 매핑이

가능하여 실재감,

현장감이 매우 높음

·직접 조작을 통한

능동적인 경험학습

가능

단점

·와이파이 신호에

따라 오류발생 잦음

·원거리 인식 오류

다수 발생

·마커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때 다시

구매하거나,

프린트해야 하는

번거로움

·높은 가격대

·사이버 멀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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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GPS기반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HMD기반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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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구성요소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어

떠한 특징과 구성요소로 구성되어있는지가 선행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Heim(1993)은 가상현실의 특성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첫째로 가상

현실은 현실세계의 어떤 것을 시각적인 차원과 청각척인 차원 그리고 이를

넘어 인간의 오감까지도 포함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요소이다. 두 번

째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요소로서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조작 혹은 명령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안의 요소,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물체들과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비언어적

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가상현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성(Artificiality)이라는 것이며, 네 번째로 몰입(Immersion)은 가상환경 속

에서의 감각적인 몰입을 뜻한다. 가상공간의 주체인 사용자가 마치 현실세

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현실성 있게 가상공간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상현실 경험용 헬멧과 장갑을 끼고 사

무실을 돌아다니거나, 안경을 쓰고 가상의 물체를 만지는 것과 같이 우리

는 가상세계 속에 깊이 몰입되어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원격현존(Telepresence)이다. 원래 현전(Presence)은

‘어떤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실재감(Sence of being)’을 뜻하는데, 이런 점에

서 원격현전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재하고 있음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Steuer, 1992),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는

어디엔가 가상적으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

크로 구성된 컴퓨터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며, 이미 이를 위한 언어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민준홍(2016)은 가상현실의 구성요소로 가상이미지, 상호작용, 몰입감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가상이미지는 사용자가 가상의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도록 만

드는 수준의 화질로 구성되어야 함을 뜻하며,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가상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및 오감 등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 33 -

발생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이 발달되면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몰입

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하였다.

Zelter는 AIP cube모델을 통해 가상현실의 구현의 요인의 관계를 설명하

고 있다[그림 II-5].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었을 때 유아나 아동

들은 오락기기를 통해 자율성과 인터랙션이 높은(1,1,0)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현실합성이 이루어진다면 현실감(Presence)이 높아져서 (1,1,1)

의 상태인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Azuma(1997)는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 현실을 바탕으로 ‘가상과 현실의

융합’, ‘실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3D 이미지 결합’이라고 하였으며,

Milgram(1994)은 현실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두 차원이 겹치는 위치에 존

재하며,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을 합친 혼합 현실(Mixed Reality)9)로 존재한

다고 하였다. <표 II-4>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따른 가상현실의 구성요소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림 II-5] Zelter의 AIP Cube모델

(Zelter, 1992, p.129)

9) 지금까지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사물에 기반을 두어 증강정보를 제공한 형태였다. 그러

나 반대로 3차원의 가상공간에 실제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혼합현실이라고 부른다. 혼합

현실의 대표적인 예는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이다. CAVE 네 면이

가상의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되었으며 실제 사용자가 그 공간에서 가상의 경험을 하는 가

상현실 기술이다 (박경배, 201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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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ter(1994)는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 현실감(Presence), 상호작용성

(Interactive), 자율성(Automy)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가장 완벽한

증강현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Anderson(2000)은 증강현실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나타내었다. 첫째, 실제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한 순조롭고 매끄러

운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자가 가상현실 환경을 실제로 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현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증강현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에 비해 실제 사물이나 장소 또는 정보를 실시간

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재감과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협업

에서 참여자에게 공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넷째, 메타포를 활용한

실물형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3차원 공간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의미 전달할 때 복잡한 개념이나 원리 등을 메타포 등으로 시각화하여 보

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부드러운 정합을 해주는 것이다. 부드러

운 정합이란, 현실세계에 가상 이미지를 위치시켰을 때 어색함 없이 자연

스럽게 합성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Anderson, 2000).

이와 비슷하게 Billinghurst(2002)도 증강현실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나

누었다. 첫째, 현실 세계와 가상이미지를 통한 상호작용성, 둘째, 공간의 제

약에서 벗어나 어디에서나 현실 세계와 증강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성, 셋째, 현실과 가상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전달성, 넷째,

컴퓨터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들이 디지털 매개체로 변화하는 메타포, 마지

막으로,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 학습정보를 결합하는 실제성이다.

이 외에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강조한 학자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 II-5>는 증강현실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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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가상현실의 구성요소 및 특징

구성요소
Sheridan

(1992)

Heim

(1993)

Steuer

1992)

Jayaram

et al

(1999)

Coates

(1992)

Briggs

(2002)

Chou

et al

(2006)

KERIS

(2005)

민중홍

(2016)

시뮬레이션
(Simulation)

O O O O O O O

상호작용
(Interactivity)

O O O O O O O O O

가상현실 장비
(HMD, Goggle등)

O

몰입
(Immersion)

O O O

원격현전/현존
(Telepresence)

O O O O

커뮤니케이션
(VRML)

O

가상이미지
(Virtual Image)

O O O O O

테크놀로지
(Technology)

O O O O O

인공성
(Artificial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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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증강현실의 구성요소 및 특성

10) 학자들에 따라서 현실감 또는 실재감이라고도 불린다.

구성요소

Milgram

et al

(1994)

Azuma

(1997)

Anderson

(2000)

Zelter

(1992)

Billingh

urst

(2002)

Ludwig

et al

(2005)

Chou

et al

(2006)

KERIS

(2008)

Klopfer

(2008)

Dunleavy

et al

(2009)

현존감10)

(Presence)
O O O O O O O

실시간 상호작용
(Interaction)

O O O O O O O O

3차원 이미지
(3D Image)

O O O O O O

테크놀로지
(Technology)

O O O O O O

자율성
(Automy)

O

자연스러운 경합
(Registration)

O O O O O O O

공간성
(Extensity)

O

전달성
(Transmissibil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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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강현실 개발 및 활용분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최첨단 학습방법으로서 획기적인 학습도구로 불리

기도 하며 학습자의 다감각을 동원하여 상호작용 하는 만큼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

라 미디어, 의료, 군사훈련, 건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그 효과 또한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 가능하고,

학습자가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직접 3D 가상객체(또는 정보)들을 조

작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와 몰입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

이 있다(Mischkowski, Zinser, Kübler, Seifert & Zöller, 2005; Samset et

al., 2008; Piekarski & Thomas, 2002;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

본 절에서는 증강현실의 사례 및 활용분야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의료분야

의과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은 2D 형태인 책을 통해 배운 것을 3D 형태

의 사람 몸에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2D와 3D 연계를 위한 노

력을 인턴, 전공의, 전임의 과정을 거쳐 갭을 좁혀나가지만(Bajura et al,

1992),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증강현실과 같은

핵심기술을 통한 몰입도 높은 교육경험이 각광받고 있고, 이를 통해 반복

적인 실시간 교육경험이 가능하며, 복잡한 수술의 실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수술을 많이 진행하는 외과 전공의에게 특정 수술

절차를 훈련 및 교육을 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해부실습의 경우

기증된 시신으로 모든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

을 사용한 수술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내장기관에 대한 정보를 환자의 실

제 신체와 정합시킴으로서 수술시 의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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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hkowski, Zinser, Kübler, Seifert & Zöller, 2005; Samset et al.,

2008). 때문에 이미 의료분야에서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및 연

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Bajura와 그의 동료들(1992)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의학 관련 인터페이스

를 개발하였고, 실제 환자 몸에 사용을 하면 엑스레이 비전으로 확인가능

하며, 바늘을 이용한 조직검사도 가능하다. 한국인 박사에 의해 개발된 아

나토마지(Anatomage)11)는 ‘가상 해부테이블’을 전 세계 500여개 의과대학

에 비치시켜 기존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해부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그림 II-6]. 그동안 의과대학에서는 관례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사용하여 해부 실습을 진행해 왔지만 시신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화

학약품처리 비용이 높아 실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증강

현실과 IT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가상 해부 테이블’은 실제 인체 해부영

상을 촬영하여 실재감과 현존감을 높였으며, 실제 인체 영상 크기로 해부

테이블을 제작하여 생생함을 전달한다. 또한 총 612개 해부사례를 탑재하

고 있으며, 간단한 터치스크린을 통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피부, 근육,

호흡계, 혈관계를 제거하고, 내부 구성 확인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회적으

로 끝나던 해부 실습수업을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교육 할 수 있다는 장점

과 다양한 3D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현재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과정에

서 시범적으로 활용중이며, 총 14개의 장비가 다양한 대학교 실험실 및 실

습실에 배치되어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대전보건대학

교, 대구카롤릭대학교, 대구한의대, 안산대12) 등에서 교육을 위해 활용중이

며, 대전국립과학관, 성남시에 있는 뇌 과학 박물관(뇌 건강 체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이외에 전 세계 500여개의

11) 아나토마지 테이블에는 총 3개의 종류가 있다. 기능은 모두 같지만, 크기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컨버터블 형태의 가상해부테이블은 약 1억2천만원정도 이며, 세로로 세울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기본형은 약 8천5백만원정도로 측정되어있고,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마지막으로 알파형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약 5천5백만원정도이다. 하지만 사

람의 실제크기를 구현하기에는 사이즈가 작아서, 부분적으로 볼 때 용의하다.
12) 안산대학교는 아나토마지의 가상해부테이블을 활용한 멀티미디어교실을 2017년 5월 14

일에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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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데, 특히 인체해부가 금기시되는 여러 국가 의학기

관 및 대학기관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후 인체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신체구조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이나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추후 중·고등학교의 교

육현장에 활용될 전망이다13).

‘Touch Surgery’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200종이 넘는 수술 절차를 모바

일나 태블릿으로 훈련할 수 있게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손 움직임

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증강현실 오버레이를 더해 몰입도를 높일 수 있

다. 앱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글라스인 다크리(Daqr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증

강현실 기기인 홀로렌즈를 통해 안전한 수술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회사 ‘NetDragon’은 의과대학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인체 해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수술 연습을 현실감 있게 시켜주는 프로

그램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의료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산업현장에

서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의학 분야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케이스웨

스턴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와 미국 내 최고기

관으로 손꼽히는 클리블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는 함께 홀로그래픽

(holographic)영상을 통해 뼈, 심장 등 인체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해부

학 교육 도구를 개발하였다14).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신경해

부학과(Division of Neurology)에서 개발한 MediSim(Medical Simulated

Interactive Manikin)은 홀로렌즈와 마네킹을 연결하여 의사가 환자를 수술

할 때 환자의 환부에 가상의 기술을 표시해준다. 이를 통해 추후 수술시

불필요한 절개를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싱

가포르 대학교(University of Singapore)에서는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한 복

부 검진 교육을 위한 AR 인체 시뮬레이터 도구 메디심(Medisim)을 개발

13) 아나토마지 코리아. http://www.anatomage.co.kr/
14)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WRU takes the stage at Microsoft’s Build

conference to show how HoloLens can transform learning” Retrieved from

http://case.edu/holo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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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II-6]. 이를 통해 신체장기에 관한 세부적인 가상의 정보를 증

강현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심페소생술 모형과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즉, 증강현실을 통한 의료교육은 효과적인 수술 및 의료교육을 위한 연

구를 하게 도와주고, 미세한 시신경을 다루는 신경외과나 수술을 많이 하

는 외과에게는 더욱더 용이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기기관(Organ system)의 연동운동, 호흡과 같은 생

리학적 부분도 직접 확인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안정성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외에, 환자의 얼굴 근육과 음성 그리고 자세 등을 파악하여 심리상태

를 분석해 주는 심세이션(Simsensei), 치의학과 학생을 위한 치과교육용 콘

텐츠인 햅텔(HapTEL), 실제 환자의 정보로 만든 해부학 및 수술 콘텐츠인

이머시브터치(Immersive Touch)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적용한 의료기기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과 인허가 심사방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5).

[그림 II-6] 아나토마지 테이블(좌)16). ‘MediSim’(우)17)

1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7948&thread=22r06
16) https://www.anatomage.com/gallery/
17) http://www.etc.cmu.edu/projects/medi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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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디자인·광고 마케팅 분야

증강현실을 디자인분야와 융합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스웨덴의 대

표적인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18)이다. 이케아는 고객의 14%가 구

입한 가구를 실제 공간에 배치하고 불만(Miss matching)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에 착안하여 가구 제품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쇼핑의 한계를 개선하고

자 2013년부터 증강현실 기술을 카탈로그에 활용하고 있다. 이케아가 제공

하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인 ‘인터렉티브 카달로그(Interactive

Catalogue)’는 구매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강현실을 통하여

제품을 집에 배치하였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의 증강현실

앱은 360도 보기, 제품정보, 동영상 보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물건

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존재해서 고객의 서비스 높은 만

족도를 타나내고 있다. 특히 이케아는 증강현실 기반 카탈로그를 2013년

90개에서 2014년에 400개로 늘리면서 증강현실의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

다[그림 II-7]. 국내에서는 가구업체 한샘이 증강현실 기반 한샘몰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여 2017년 4월에 출시하였다.

세계최대 배송 업체인 DHL (Deutsche Post, DHL)은 네덜란드 물류센터

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3주간 실시하였

다. 적용대상은 시스템 중 선별작업(picking)에 한정되어, 10명의 선별 작업

자에게 증강현실 헤드셋을 나누어 주고, 이를 착용하여 선별작업을 진행하

도록 하였다. 이 증강현실 기반 헤드셋은 작업자들이 특정 해당 화물에 시

선을 두면, 화물이 언제까지 어디로 배송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화물에 대한 최적의 위치 정보도 함께 증강기술

을 통해서 제공하였다. 이들은 9000건의 주문에 대한 2만여 건의 화물을

선별했고, 기존 대비 효율이 25%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II-7] 참

조).

18) 이케아는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이다. 이케아는 전 세계 36개국으로 진출하고, 300여개에

이르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케아는 좋은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손수조립(Do It

Yourself, DIY)을 가장 잘 실천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매출이 34

조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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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술은 최근 광고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가 높지만, 표현방식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단점

이 있어, 증강현실이 인쇄매체의 표현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에 높은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증강현실을 활용한 광고는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업계와 소

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성패션잡지인 에스콰이어(Esquire)는

디지털 서비스회사인 바바리안 그룹(The Barbarian Group)과 애니메이션

디자인회사인 사이옵(Psyop)과 협력하여 미국판 에스콰이어지 잡지 앞부분

에 마커기능을 사용하여 증강현실을 도입하였다. 또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

베네통(Benetton)은 지면광고에 증강현실 코드를 삽입하였으며, 스포츠 브

랜드 MLB도 특수 안경을 끼고 보면 지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3D 광고

를 제작하였다. 이 외에 디올(Dior), 버버리(Burberry) 등 유명 패션브랜드

와 잡지사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여 소비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의 광고회사 덴츠(Dentsu)는 증강현실과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iButterfly’라는 어플을 개발하였다. 소비자가 자신의 모바일로 어

플을 실행한 후 자신이 있는 장소 근처에 나비가 있으면 그 쪽으로 가서

모바일을 흔들어 나비를 채집하는 것이다. 나비를 수집하면 나비에 관한

정보와 주변음식점 및 쇼핑 쿠폰을 선물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BMW에서도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인쇄 잡지 맨 뒤 페이지에 카메라를 가져다 놓으면 3D형태의 차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쇄매체의 제한된 정보를

넘어서 방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원한다면 차 이미지

를 360도의 각도에서 확인 할 수 있어서 상호작용적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GE의 환경캠페인 사이트인 에코메지네이션 캠페인(Ecomagination

Challenge)사이트는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이

끌었는데,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원하는 증강현실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거나 마이크를 통해 바람소리를

내면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폭스바겐 광고 또한 지면

에 그림이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그림 위의 도로에 비추게 되면 가상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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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차량의 모습이 연출되는 증강현실 지면 광고를 활용하였다. 증강현실

을 활용한 마케팅은 지면 광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장소를 활용하여 다양

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폭스바겐 사에서는 실시간 버스 정류장 증강현실 캠

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뷰티와 패션 업계 또한 증강현실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얻고 있

다. 해외유명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SHISEIDO)의 경우 2000년대부터 증

강현실 메이크업 거울(Makeup mirror)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어울

리는 제품과 색상을 추천하여 구매에 도움을 주고, 신세계 강남 리바이스

(levi’s) 피팅룸은 옷을 실제로 입지 않아도 거울 앞에 소비자가 서면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경험적 전시효과가 존재한다.

세계적인 증강현실 회사 ‘토털 이멀전(Total Immersion)’이 개발한 어플

리케이션 ‘트라이브라이브(TryLive)’는 사용자가 모바일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안경이나 시계 등도 구입 전에 가상으

로 입어보고 착용할 수 있다. 이외에 J.C.Penney는 ‘가상 피팅룸’(Virtual

fitting room)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옷을 가상으로 입

어보게 하였다. 증강현실을 통한 광고는 몰입감이 뛰어나 광고효과에 탁월

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증강현실

마케팅(Augmented Reality Marketing)이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로 증강현

실이 마케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II-7] 이케아 ‘인터렉티브 카달로그’(좌)19), DHL(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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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증강현실 기술 덕분에 변화를 맞고 있다. 다양한

방송국에서도 증강현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홈쇼핑 및 어린이방송부터

일반 뉴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국 방송사들은 주로 미식축구에서 터치다운 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데,

실제 경기장에는 노란색 선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청자의 눈에는 경기장에

선이 그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는 바둑판 영상 위에 가상의 바

둑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바다속에 묻혀있던 것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원시켜 스튜디오에 나타나게 하는 것 등도 미디어에서의 증강현실 사용

예시가 된다. 국내에서는 연합뉴스가 증강현실 서비스 업체인 키위플과 함

께 개발한 증강현실 뉴스 어플리케이션 ‘오브제(Ovjet)’를 활용하고 있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오브제는 실시간으로 2km이내의

건물과 유저의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와 소

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앞에서 모바일로 어

플을 실행하면, 연합뉴스의 뉴스기사와 사진이 세종대왕 모습과 겹쳐보이

게 하는 방식이다. 독일 기업인 ‘메타이오’는 레고(LEGO)의 상자를 카메라

에 비추면 모니터에 조립이 완성된 레고가 증강현실로 나타나며, 이와 관

련된 이미지 및 정보를 모바일로 전송가능하다. 또한 조립형 물체는 360도

돌아간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활동은 국방 분야에서

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국방비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약 1조7700

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 3대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Goldman-Sachs)의 1년 치 거래 금액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국방

비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술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군사 훈련은 비용절감 부

분에 주목을 받고 있다(민중홍, 2016). Henderson & Feiner(2009)는 증강현

실 구현 장비(tracked head-worn)를 착용하고 방탄기계(LAV-25A1) 훈련

19) https://www.youtube.com/watch?v=vDNzTasuYEw
20) https://theloadstar.co.uk/dhl-supply-chain-augmented-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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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험했던 훈련을 안전하게 몇 번이

고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2015년 5월 미국 해병대는 버지

니아 주의 골프장에서 탱크, 박격포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 미

국 공군의 조종사들은 하늘이 아닌 땅위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해 실재감 있

는 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행훈련은 불과 40%에 불과했던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72%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4억 8000만달러(약 5377억원)의 계약을 하면서 홀로렌즈의 군용

버전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미 육군의 병사들에게

훈련 및 임무 수행 중에 필요한 각종 정보(환경정보, 작전개요, 핵심목표,

주변 지형 및 건물 구조)를 홀로렌즈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작

전 수행능력과 생존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증강현실 기술은 이외에 재난 안전과 운전교육에서도 활발히 사용 중이

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심페소생술, 시뮬레이터와 AR 항공기 탈출, AR 선

박탈출 및 4D 지진경험 등 재난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전문 강사

를 통해 안전 수칙도 배울 수 있다. ‘Driver’s ed’는 일본에 본사를 둔 세계

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Toyota)와 세계최대의 광고회사인 영국런던 소재

의 사치앤사치(Saatch & Saatchi)와 함께 증강현실과 운전교육을 처음으로

융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하게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부동산, 건설·제조,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림 II-8] 메타이오 ‘LEGO’(좌), HoloLens 군용버전 예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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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가. 증강현실 교육콘텐츠 분류 및 적용사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다른 교육 매체가 줄 수 없는 학습 환경을 경험

하게 해준다.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은 현실 세계위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

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어느 매체보다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그 중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은 정확한 정합 기술이 가능하고

공간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매우 높다 (Piekarski & Thomas,

2002; Shelton & Stevens, 2004;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직접 조작하면서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감각적

몰입 및 흥미, 동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의적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되었다(Yuen et al., 2011; Phan & Choo, 2010; Ludwig & Reimann,

2005; Hamilyon, 2011).

지금까지 연구된 증강현실을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①체험형, ②실습형,

③협동형, ④소통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증강현실의 교육적용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1) 체험형

체험형은 실제 현장에서 PDA 혹은 모바일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장소를 재구현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가상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유

형이다. 체험형은 실제 교육수업에서보다는 박물관이나 역사적 장소 체험

에 활용하기 가장 적절한 유형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특징은 실제 환경

과 유사한 공간개념을 구현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전시물을 복원하거

나, 그 위에 가상의 정보까지 추가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재감, 현장감, 몰입감등을 제공해주

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심층적 이해를 도와주며,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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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고등학교 교사인 제프 머머트(Jeff Mummert)는 ‘The

Civil war Augmented Reality Project’를 통해서 방문객들과 학생들이 기

존의 딱딱한 역사교육에서 벗어나서 남북전쟁 역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21). 사용자가 모바일기반의 증강현실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실마리를 따라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면서 정보를 얻고, 최종적으로는 마

지막 도착지인 병사의 무덤을 방문하는 스토리로 짜여 있다. 이 콘텐츠는

남북전쟁의 설명은 물론이고, 전투장소, 국립묘지 등 역사적인 이미지를

3D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예전모습의 역사적

인 장소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Kondo(2006)는 증강현실이 박물관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박물관에 전시되

어 있는 공룡의 뼈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실제 공룡의 몸통(Body), 피

부색(Skin Color)을 구현하였고, 이는 실제로 공룡을 본 적 없는 학습자에

게 높은 실재감과 능동적인 과학적인 생각(Think scientifically)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대학의 증강현실 그룹

(Augmented Reality Group at Bauhaus-University Weimar)은 ‘Phone

Guide Project’는 모바일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박물관 전시

물의 위치와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함으로써, 필요한 가상 정보를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Dow Day’는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Madison-Wisconsin,

UMW)캠퍼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학생, 교직원, 교수, 방문객들이 캠

퍼스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콘텐츠를 실행하면, 1967년도의

실제 베트남 전쟁(Vietnam War)의 항의운동 시위 모습과 그와 관련된 학

생 시위인 ‘Dow Day Protest’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

안에서 사용자는 학생 운동가, 언론담당자, 기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콘텐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역사학습이 가능

21)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jmummert/the-civil-war-augmented-reality-proj

ect/comments?cursor=5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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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스마트 관광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케이 컬쳐 타임머신’22)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증강 혹은 가상기기에 모

바일을 장착하여, 해당 문화유산 및 연관 관계가 있는 인물, 장소 등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실된 문화유산에 대한 3차원 디지털 복원도

경험은 물론이며, 웨어러블 360도 비디오를 통해 시공간을 넘는 원격 체험

을 제공한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활용 없이도 모바일 모드를 통해 사용자

주변의 유적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현장모습을 3D로

확인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체험형은 비교적 고가인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HMD)를

사용하기 보다는 이미 널리 보급된 모바일 혹은 PDA를 활용하여 증강현

실 구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II-9] The Civil War Augmented Reality Project(좌)23),

Kondo(우)24).

22) ‘케이 컬쳐 타임머신‘은 iOS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없이도 모바

일 모드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 유적지를 확인하고, 인식된 문화유산을 확인가능하다. 현재

는 창덕궁, 돈화문, 인정전, 희정당 등의 내부 및 외부를 360도 이미지나 비디오를 통해 가

항경험이 가능하다(한국경제, 2017). “KAIST, 스마트 관광을 위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5월 23일).
23) http://qactube.org/media/document/1896.pdf
24) https://www.wikitude.com/blog-augmented-reality-star-g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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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형

실습형은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한 분야 혹은 고위험·고비용의 문제로 실

습대상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분야에서 사용되며, 지속적인 연습 혹은 트레

이닝이 필요한 실습환경을 강조한 유형이다. 주로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한

외과대학(해부학, 외과, 성형외과, 직무교육, 제조·생산라인 및 공정 프로세

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 등)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증강현실 콘텐츠를

말하며,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HMD), 모바일 기반의 증강현실

이 사용된다. 주로 K-12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고등교육에서

사용되는 증강현실 유형이다.

Wendler와 그의 동료들(2006)은 안전한 복강경 수술을 위해 방사능 추

적이 가능한 복강경 카메라 기반 증가현실 하드웨어 기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기능성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실제 모습에 환자

개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증강현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Bajura와 그의

동료들(1992) 또한 환자의 실제 모습에 증강형태로 ‘x-ray’ 비전을 보여주

어 수술시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Touch Surgery’는 언제, 어디서든 실제 수술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모

바일과 태블릿을 사용한 증강현실 기반 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술 혹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수

술을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특히 시신 기증자를 찾기 어려

운 해부학의 경우는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가

능하다.

다크리(Daqri)는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였는데, 사용자들은 남

성·여성의 인체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신 현관 순환계

(Circulatory), 근육 시스템(Muscular), 뼈의 구조(Skeletal)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게임업체인 레벨EX(LEVEL EX)는 3D 시각 환경을 구현하여 의

료인에게 시술·수술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 ‘아이라링스(iLarynx)’25)

25) https://www.news-medical.net/news/20121017/iLarynx-app-effective-at-simulating-fib

eroptic-bronchoscopy.aspx



- 50 -

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 콘텐츠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장기관이나

목 안까지 정교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미 의학 협회

의 의학교육 학위취득 시 필수 교과인 외과적 시술훈련 도구로 채택이 될

정도로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그림 II-10] 참조).

Luo와 Peli(2006)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조건이 불편한 시각

장애인(Visually Impaired)을 위한 HMD기반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빛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시야(터널시야, Tunnel vision)를 가진 환자들의 시각적

검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의 건강센터(MUHC)는

증강현실 기반의 수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과의사가 환자의

부비강 내 가상 통로로 장비를 활용하여 시신경 및 경동맥과 같은 섬세한

부위를 손상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수술시간을 최소화할 뿐

만 아니라, 수술의 성공률 또한 높일 수 있다.

또한 스코피스(Scopis)는 홀로렌즈에 기반을 둔 척추수술 플랫폼을 개발

하였다. 이를 통해 외과 수술시 의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부위 확인이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를 조금만 절개해도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다.

Liarokapis와 그의 동료들(2004)은 ‘ARIFLite’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의 구조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특히 그들은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기계안의 구조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경험하고,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효과적 이였으며, 증강현실을 통한 수업은 이해력

부분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Schmalsteig와 그의 동료들(1996)은 증강현실 기기인 HMD를 통하여 실

제세계에 3D모델을 구현하여 실재감과 현장감을 높인 ‘StudierStube

Project’를 실시한 결과, 협동학습(Collaborative Tasks)은 물론이고, 실재감

(Presence)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Kaufmann과 Schmalstieg(2006)은 ‘Construct3D’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협동적으로 모바일 증강현실기반으로 수학과 기하학 학습이 가능한

‘Studierstube’26)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필요한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Design), 그리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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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Initial Experience)등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HMD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정보)를 올리고, 학습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증강현실에서도 협동학습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현재

까지 ‘Construct3D’에는 포인트 기능(Points), 선 기능(Lines), 평평한 면 기

능(Planes), 원 기능(Spheres), 원 뿔 기능(Cones) 등의 기능들이 존재하며,

추후에 다양한 모양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자 기능과 학습자 기

능이 분리되어 있어서 교수자가 먼저 예시를 보여준 후 ‘Independent’ 기능

을 실행하면 학습자들이 각자 예시를 만들어나 경험해볼 수 있다. 현재까

지는 초등학교 맥락에서 실험중이지만, 추후 고등교육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책이나 모니터 등으로 가르치기 어

려웠던 3차원 기하학을 증강기술을 이용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

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으며, 사용자가 HMD를 착용하고 실제 영상과 기

하학 도형을 보고 다양한 트래킹 장치를 통해 도형을 배치시키고 실험하도

록 시스템이 구성되었다(Kaufmann & Schmalstieg, 2006).

Chang과 그의 동료들(2010)은 ‘Construct 3D’ 프로젝트를 총 5년간 진행

하였다. 그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고등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2000년, 2003년, 2005년)에 걸쳐 형성평

가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는 HMD를 쓰고, 특수 제작된 펜과 패널을 사용하

여 가상의 3D 객체를 직접 조작하는 등 공감각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있

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onstruct3D는

기술적인 측면(Robustness)을 제외하고, 조작성(Controllability), 학습가능

성(Learnability), 유용성, 만족감, 피드백,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II-11].

워싱턴 대학교에서도 ‘ARToolKit’을 사용하여 지구-태양의 관계와 이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Geography Project’라는 교육용 프

로젝트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학

습과제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이를 통해 3차

원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쉽게 공간적 이해를 할 수 있

26) ‘Studierstube’은 증강현실 기반 교육을 할 때, 다수의 학습자가 협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교육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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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절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34명의 지리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수

업이 사실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웠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개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습내용을 3차원으로 제시하였기 때

문에 공간적 관련성을 이해하기가 더욱 용이했다고 하였다.

[그림 II-10] ARIFLite(좌)27), LEVEL EX(우)28).

[그림 II-11] Construct3D29) (Kaufmann & Schmalstieg, 2002, p.1)

27) Liarokapis, F., Mourkoussis, N., White, M., Darcy, J., Sifniotis, M., Petridis, P. &

Lister, P. F. (2004). Web 3D and augmented reality to support engineering education.

World Transactions 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Education, 3(1), 11-14.
28) https://www.redbytes.in/level-ex-introduces-virtual-surgery-mobile-app-for-doctors/
29) Kafumann, H. & Schmalstieg, D. (2003). Mathematics and geometry education with

collaborative augmented reality. Computers & Graphics, 27(3), 339-345.



- 53 -

3) 협동형

협동형은 HMD와 같은 고가의 기기보다는, GPS기반 PDA와 모바일 등

을 사용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서로 협업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한다는 특징

이 있으며, 주로 K-12에서 사용된다.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만든 ‘Invisible

Train’은 PDA를 활용하여 두 명의 학습자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최초로 PDA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한 사례이다. 두

대의 PDA는 장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기차의 레일이 놓인 장면을 촬영한

다. 이때 기차가 놓인 레일 위에 있는 마커의 인식을 통하여 각자의 기차

가 PDA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기차는 사용자의 PDA에서만 볼 수

있으며, 서로 자신의 PDA를 조작하여 자신의 기차를 움직여야하고, 서로

부딪치면 게임이 끝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형성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지만 PDA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협동했다는 장점이 있으며, 높은 상호작용을 강조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2].

Dunleavy & Mitchell(2009)은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하버드 교육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IT 교사교육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Program at MIT)

그리고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가 협동하여 증

강현실기술을 구현한 학습 시뮬레이션 ‘Alien Contact’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외계인이 지구에 침입한 다양한 이유(평화 협상, 약탈, 귀환)등

을 다양한 증거로 밝혀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반

드시 협동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세부사항을 리포트

로 제출한다. 학습자들은 화학자(Chemistry), 암호학자(Cryptologist), 컴퓨

터 해커(Computer Hacker), FBI 에이전트(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gent)로 나누어 각자가 맡은 역할에 관한 퀴즈, 퍼즐 등을

풀어야 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학습자와 협동

학습을 하여 그들이 찾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Alien Contact!’과 같은 증강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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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높은 학습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GPS가 장착된 PDA 및 모바일을 활

용한 학습은 학습자의 몰입감과 협동성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II-12].

‘Savannah Project’는 Mobile Bristol, BBC, Futurelab에 의해서 만들어

진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사용자는 GPS기능이 탑

재된 PDA를 이용하여 실외 증강현실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들은 Savannah에서 서식하는 사자의 역할을 맡아 모바일을 가지고 증강

현실 환경을 탐험하면서, 생태학과 동물행동학 분야를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양방향보드(Interactive

whiteboard)30)에서 자신의 이동경로와 활동 자료 및 경험활동을 소개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Savannah Project’는 PDA를 활용하여 협력 및 실시

간 상호작용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T에서 구현한 실내형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게임형식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기반 스토리텔링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

하여 스토리를 구체화하며 게임을 통해 학습 및 탐구학습을 가능하게 한

다. 예를 들어, 사스에 감염된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비행기에 캠퍼

스 학생이 탑승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캠퍼스에 잠재적으로 유

행하는 질병을 조사하는 전문가(보건복지부 직원, 검사, 의사 등)로 활동하

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학생들은 전문가로서 질병을 진단하고, 게임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제 또는 가상의 약을 구하거나 공급하고 마

스크나 장갑 같은 예방 장치를 사용하고, 접촉자들을 격리 시키는 일 등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료와 협동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하는 모든

행동 즉, 실제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오염을 시키거나 아이템을 옮기거나

NPC(Non-Player Character)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은 제한된 물건과

장소와 시간에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준 외, 2012).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Mentira’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스페인어를 학습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다. 증강현실과 언어를 처음으로 융합한 이 프로그램은 살인사건을 소재

30) 양방항보드(interactive board)란, 대형 터치 스크린 같은 것으로 컴퓨터와 접속되어 있

어 디스플레이와 웹 접속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교육도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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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캐릭터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몰입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PDA

기반 증강현실 교육프로그램 ‘Kanji Teaching’도 한자공부를 증강현실 모

바일게임으로 진행한다. 한자가 인쇄된 QR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PDA를 통해서 제시된 아이콘에 해당하는 글자 카드를 찾으면, 카드에 해

당하는 그림이 3차원으로 제시된다.

[그림 II-12] Invisible Train(좌), Alien Contact(우)

4) 소통형

소통형은 증강현실 콘텐츠와 학습자 간의 상호 교류 환경을 조성하며 학

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언어, 수학과 같은 과목

위주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고등교육보다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K-12)에서 주로 사용된다. 학습자 간의 협동 보

다는 개인 경험 위주이고, HMD 혹은 PDA을 사용해서 구현한 증강현실이

라기보다는 마커형태의 증강현실과 팝업북(Pop-up book)형태 혹은 마커가

삽입된 플래쉬카드(Flashcard) 의 증강현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

PBS Kids에서 만든 ‘FETCH! Lunch Rush’는 6살∼8살 정도의 학습자

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수학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콘텐츠이다. 아

이폰이나 아이팟 터치를 활용하여 무료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

아서 사용하면 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숫자패드 외에 추가적인 숫자패드를



- 56 -

원하는 사용자는 따로 오프라인에서 주문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기반 수학공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imal 4D+는 ‘Augmented Studio’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학습자 모바일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2∼$4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따로 동

물카드(Animal Flashcard)를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한 동물 카드위에 어플

을 실행하면 동물에 대한 설명, 울음소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90도, 180

도, 360도로 회전가능하다. 또한 사이즈 바꾸기 기능, 캡처기능, 사진 찍기

가능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기능이 있어서 동물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카드

여러 개를 붙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reitas & Campos(2008)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SMART(System of Augmented Reality for Teaching)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동물의 종류, 교통수단의 종류(차,

트럭, 비행기 등)를 현실세계의 수업 안에서 마커를 활용하여 모바일 안에

서 보여준다. Freitas & Campos(2008)는 포르투갈의 3개의 서로 다른 학

교의 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SMART는 학습자 만족

도 및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워싱턴 HIT Lab에서는 ‘MaqiPlanet’라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태양계의 행성 마커를 가지고 퀘도 위에 각 행성을 배치하는 것으로

(Billinghurst, et al., 2005; Dunser & Hornecker, 2007) 사용자가 HMD를

착용하고 마커가 부착된 카드를 움직이면서 조작 할 수 있다(Shelton,

2002).

Kerawalla와 그의 동료들(2006)은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고가의 HMD가

아닌 간단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상의 거울(Virtual mirror), ARTooklit 소프트웨어, 가상의 3D 콘텐츠, 화

이트보드, 웹카메라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아주 빠르고

(Quick) 간편한 방식(Easy to set up)이라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가 AR

tile을 손에 들고 있으면 화이트보드 위에 있는 웹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스

캔하고, ARToolkit 소프트웨어가 3D 이미지를 완성해서 보여준다.

Billinghurst와 그의 동료들(2001)은 2D에 머물러 있던 일반적인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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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차원으로 바꿔서 입체적으로 이미지 혹은 글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는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든 팝업북(Pop-up

book)형태 책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활용한 책은 학습

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책 속의 주인공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String’은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

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준다. 학습자는 용(Dragon) 혹은 에일리언

(Alien)의 유형과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그

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

다.

Craig와 그의 동료들(2011)은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인 ‘ARToolKit’과

Maya를 활용하여 식물(Plant)을 학습할 수 있는 마커기반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실제로는 보기 어려운 식물의 모습을 증강현

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고, 스티커로 만들어진 마커를 띄워서 본인이 원

하는 곳에 붙이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과대학에서 개발된 ‘Studierstube’ 31), 핀란

드의 ‘Mobile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MARA)32), 뉴질랜드 HIT연

구소의 ‘colAR’, 미국 다크리(Daqri)의 ‘T.rex’ 그리고 일본 SONY의 ‘The

eye of judgment’ 등의 프로젝트 및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내연구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수업태도, 학업성취도,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김정현 외, 2005; 류지헌

외, 2006; 장상현 & 계보경, 2007; 안혜리, 천두만 외, 2005).

교육 분야에서 사용된 증강현실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II-6> 과 같으

며, 증강현실 교육용 콘텐츠를 유형별로 나누면 <표 II-7>과 같다.

31) PDA 기반 박물관 투워 프로그램
32)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프로그램



- 58 -

<표 II-6>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 사례

연구자 혹은

콘텐츠
국가 적용분야 연구형태

콘텐츠

주 사용자

증강현실

형태

교육

효과

증강현실 교육의

어포던스
증강현실 종류

Kondo

(2006)
미국 박물관

프로젝트

연구

방문자

학습자

교수자

체험형 ○
몰입감 향상

실재감 향상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Shelton &

Stevens

(2004)

미국 천문학
프로젝트

연구

교수자

학습자
실습형 ○ 공간능력 향상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Vlahakis et al

(2002)
미국

여행가이드

그리스

프로젝트

연구
방문자 체험형 ○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School in the

Park AR

Experience

미국 현장체험학습
프로젝트

연구

방문자

학습자

교수자

체험형 ○
상호작용 및

경험적 학습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Dow Day 미국 역사 프로젝트
방문자

학습자
체험형 - -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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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hurst

(2001)
미국 팝업북

프로젝트

연구

학습자

(K-12)
소통형 ○

학습이해도 증진

상호작용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HIT 뉴질랜드 매직북 프로젝트
학습자

(K-12)
소통형 - 스토리텔링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Andujar et al.,

(2011)
미국 원격실험 프로젝트

36개의

고등교육

학습자

교수자

소통형 ○ 실재감 향상
마커 기반

증강현실

HARP 미국
수학

독해

프로젝트

연구

학습자

(K-12)
소통형 ○

상호작용 및

학습몰입감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지구과학학습 미국 지리학 연구 실습형 실습형 ○
상호작용에 도움

학습만족감 높음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Mentira 미국
언어

(스페인어)
프로젝트 학습자 소통형 - -

마커 기반

증강현실

Animal 4D+ 미국 동물 프로젝트 학습자 소통형 ○ -
마커 기반

증강현실

SMART 포르투칼
동물

교통수단

프로젝트

연구

학습자

(초등학교 2)
소통형 ○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 높음

마커 기반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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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mann &

Schmalstied

(2006)

미국
수학

기하학
연구 학습자 실습형 ○

협동학습에 도움

자기주도적학습에

도움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Luo & Peli

(2006)
- 시각 프로젝트 시각장애인 실습형 ○ 시각적 검색 향상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Kerawalla

et al (2006)
미국 천문학 연구

학습자

(9∼10살)
소통형 ○

현실감 높음

공간능력 향상

마커기반

증강현실
Google’s

SkyMap
미국

천문학

지리학

프로젝트

연구
고등교육 체험형 ○

이해력 증진

개념이해에 도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Dunleavy &

Mitchell

(2009)

미국 현장체험학습
프로젝트

연구

중학교

고등학교
협동형 ○

학습만족감 높음

흥미도 높음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

GPS기반 PDA

HIT Lab 미국 태양계 프로젝트 고등교육 실습형 - -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Savannah

Project
영국

동물

생태계
프로젝트 초등학생 협동형 - -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Liarokapis 미국 기계학 연구 고등교육 실습형 ○ 이해력 증진 투과형



- 61 -

et al

(2004)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Squire &

Klopfer (2007)
미국 환경과학 연구

고등학교

고등교육

학습자

체험형 ○
질문중심형

(Inquiry-based

learning)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Rosenbaum

et al (2007)
미국 의학 연구

고등학교

학습자
체험형 -

질문중심형

(Inquiry-based

learning)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Squire & Jan

(2007)
미국 환경과학 연구

학습자

(9∼16살)
체험형 -

질문중심형

(Inquiry-based

learning)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Eursch (2007) 미국 핵과학 연구 - 실습형 ○
실제적 기술 능력

향상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Dunleavy et al

(2009)
미국

수학, 언어,

미술, 과학
연구

중·고등학교

학습자
체험형 ○

질문중심형

(Inquiry-based

learning)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Martin-Gutierr

ez et al (2010)
미국 공간능력 연구

고등교육

학습자
소통형 ○ 공간능력 향상

마커 기반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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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증강현실의 교육 콘텐츠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및 장소
디스플레이

형태
적용 사례

①
체험형

실제 현장에서 PDA 혹은 모바일과 같은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여 장소를 재구현하거나 실제 세계에 가상
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실제 환경과 유
사한 공감 개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높은 실재감,
현장감, 몰입감을 주며, 일회성 체험이 대부분이다.

K-12, 박물관,

역사적 장소 등

PDA
모바일

Kondo, 2006

Phone Guide Project

Dow Day

K-Culture TimeMachine

②
실습형

반복적 실습이 필요한 분야 혹은 고위험·고비용의 문
제로 실습대상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분야에서 사용되
는 콘텐츠로, 주로 반복적 실습환경을 통해 교육효과
를 기대하며, 장기성 체험이 대부분이다.

고등교육 및 산업체
외과대학, 직무교육,
제조·생산라인 등

HMD

Wendler et al, 2006
Luo & Peli, 2006

Liarokapis et al, 2004
Kaufmann & Schmalstieg,

2003

③
협동형

다수의 학습자가 서로 협업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로, 주로 고가의 기기보다는 간단한 모바일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형태이다.

K-12

학교 수업 현장

PDA
모바일

Invisible Train
Dunleavy & Mitchell,

2009
Alien Contact

④
소통형

증강현실 콘텐츠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언어, 과학과 같은 과목의 콘텐
츠이다. 주로 마커를 통해 실내에서 사용된다.

K-12

학교 수업 현장
혹은 가정

마커

Freitas & Campos, 2008
Animal 4D+
MaqiPlanet

FETCH! Lunch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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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강현실 연구특성

앞 절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증강현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세계

와 융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분야별 연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 및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지만, 증강현실의 매체 특수성과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막 연

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에

도 불구하고 학습 환경 및 교육적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

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의 등장으로 증강현실이 일반인들도 쉽

게 경험할 수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증강현

실에 관한 현재까지의 교육적 연구를 정리하면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몰입감, 현장감 등을 높여서 현실세계와 가상형태의 정보를 자연스

럽게 블랜디드(Blended)할 수 있는 기술 및 환경에 관한 연구이며, 주로

정합(Registration), 트래킹(Tracking)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zuma,

1999; Novak, Hoffman, & Young, 2000; Pearce, Ainley, &Howard, 2005;

Lessiter, Freeman, Keogh, & Davidoff, 2001; Lombard & Ditton, 1997;

Schubert et al., 2001; Witmer & Singer, 1998; Zhou et al., 2008). 증강현

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그래픽을 겹쳐서 보여주는데 이때 정확한 증강형

태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상의 객체들이 2D화면에서 정확하게 원

하는 자리에 중첩(Registration)되어야 하며,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 학습자

의 몰입감이 높아져서 증강세계에 빠진 듯 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학습자

가 현실세계와 가상의 정보에 대해 몰입감과 현장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면, 학습 효과는 오히려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Craig(2013)는 그의 저서 ‘Understanding Augmented Reality’에

서 효과적인 증강현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중첩기술이 있어야 하

며,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의

과대학과 같은 전문기관의 경우 더 완벽한 정합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언제 어느 환경에서나 증강현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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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봤을 때, 실내에서 사용하는 증강현실

(Indoor AR)의 중첩기술보다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Outdoor AR)의 중첩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Azuma, 1999). 하지만, 실외AR은 밖의 환경(빛의 상태, 바람, 제 3의 장

애물 등)을 컨트롤하기 어렵고, AR과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내AR 콘텐츠에 관한

연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AR 중첩연구는 주로 마커를 이용하여

해결을 하고 있다. 마커가 없는 경우 객체를 여러 방향과 거리감 있는 곳

에서 인식하기 쉽지 않으며, 인식해야할 객체의 수가 늘어나거나, 물체가

가려져 있거나,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때문에 현재

까지는 정확한 중첩을 위해 마커를 이용하여 상대적 좌표를 추출하는 방식

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청각적, 촉각적, 역동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위치, 빛, 온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에 민감한

센서(Sensor)연구도 있다. 또한 트래킹(Tracking)연구는 증강현실 부분 가

장 영향력 있는 학회인 ISMAR(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MAR)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트래킹연구는 센서 기반 트래킹 기술(Sensor-Based Tracking

Techniques), 시야 기반 트래킹 기술(Vision-Based Tracking Techniques),

복합 트래킹 기술(Hybrid Tracking Techniques)로 나누어 연구가 주로 진

행된다(Zhou et al., 2008).

둘째, 증강현실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Hardware)에 관한 기술적

연구이다(Kato et al., 2000; Zhou et al., 2008; White et al., 2007; Malik

et al., 2002). 증강현실 하드웨어 장비로는 3차 그래픽 가속이 가능한 컴퓨

터·노트북, GPS 시스템, 투과형 디스플레이 장치, 무선 랜, 모바일, PDA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시각적 피로감을 줄

이기 위한 사이버 멀미 연구 및 신체적, 심리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연

구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셋째,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적 연구이다. 증

강현실 소프트웨어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Klopfer, 2008; Bilinghurst & Henrysson, 2009), 이를 위해 3D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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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Kerawalla et al., 2006)와 콘텐츠 개발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

다. 증강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감각을 지원하는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인데(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3D는 증강현실을 구현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매체이며 3D와 관련된

기술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성

이 높다. 특히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3D 이미지를 정합해서 현실감을 높

이기 때문에, 3D 이미지, 가상의 정보 이미지, 3D 시뮬레이션, 3D 그래픽,

3D 인터페이스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Billinghurst, et al., 2005; Shelton

& Hedley, 2002). 지금까지의 학습매체에 관한 연구는 학습할 정보를 전달

하는 도구에 맞춰 사진, 동영상 등을 인공적인 형태로 가공시켜 모든 학습

환경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가상현실 이였지만, 증강현실은 모니터나 HMD

를 통해 사물을 관찰함과 동시에 화면상에 관찰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를 덧입혀 제공하게 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특히 증

강현실은 HMD와 함께 3D 차원의 디지털 증강현실 그래픽을 사용하여 학

습자는 학습대상을 360도의 입체적인 다양한 각도로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경험을 강화해주는 1인칭 관점과 전지적 시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3인칭 시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관점을 제공하므로 현

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하지만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며, 대부

분의 콘텐츠는 게임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 전문 기업인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규모를 약 800억달러(약 96조원)로 예상하였고, 그중 헬스

케어가 51억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엔지니어링

(47억달러)이 차지하면서, 다양한 산업계에서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를 효과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적 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이

다(Cooperstock, 2001; Billinghurst, 2002; Liarokapis et al, 2002; Shelton

& Hedley, 2004; Mischkowski, Zinser, Kübler, Seifert & Zöller, 2005). 가

상현실 기술은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고가의 3차

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비와 높은 제작비용의 문제로 인해 교육현장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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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하지만 증강현실은 고가의 증강현실 기기뿐만 아니라, 비교적 접

근이 쉬운 마커기반 혹은 PDA와 모바일로 간단히 이용 가능하므로 접근

성과 활용성이 높아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마커와 PDA를 통

한 일반적인 형태의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잠재력을 활용

하여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Cooperstock, 2001; Billinghurst, 2002; Klopfer & Squire, 2008;

Shelton & Hedley, 2002; Zhou et al., 2008).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통

적인 수업과 마커기반 혹은 PDA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일회성으로 비교

하는 연구(Kerawalla et al., 2006; El Sayed, Zayed, & Sharaway, 2011;

Chang et al., 2010; Lee, 2012; Dalgarno & Lee, 2010; Dunleavy, Dede &

Mitchell, 2009)이다.

하지만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전통적인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넘어서 증강현실을 교

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교수-학습 설계

관점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가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기기가 점차

발전하면서, 이를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계에서 사용하고자 하

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상의 네 가지의 연구 동향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교육의 효과와

활용방안 부분에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교육 환

경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교육 분야

와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의 적용은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증강현실이 교육에 차지하는 비

율이 높을 것이며, 더 이상 증강현실은 수업 내에서 마커기반 혹은 PDA를

통한 단순한 보조수단으로써의 사용보다는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매인

수단의 매체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과형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

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학습자

가 능동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학습자중심 학습 환경을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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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한가지의 이론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아

직까지는 연구 초기 단계인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은 다양한 이론들이 혼

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Dunleavy et al., 2009; Klopfer & Squire, 2008;

Tarng & Ou, 201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자들(Dede, 2008; Shelton,

2003; Kafumann, 2003; Dunleavy & Dede, 2013; Dunleavy, Dede, &

Mitchell, 2009; Kerawalla et al., 2006)이 증강현실 기반 교육의 이론적 기

저로 제시한 구성주의 이론(Constructivism)과 대표적인 구성주의 교수·학

습 모형인 경험학습(Experimental learning),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추가적으

로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각지능(Visual intelligence)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구성주의적 이론적 기저

1) 구성주의 이론(Constructivism)

구성주의와 인지주의는 교육학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지식습득의

관점에서 구성주의 학습 원리와 인지주의 학습 원리는 분명하게 다르다.

인지주의 관점은 지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식은 학습자와 독

립적으로 존재하고, 학습은 지식을 학습자 외부에서 내부로 전이하는 과정

이라고 본다(나일주와 조은순, 2016). 하지만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은 교수

자로부터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

이 들어오는 지식을 나름대로 구성한다고 본다(나일주와 조은순, 2016).

즉,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의 내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며(Bruner, 1966; Vygotsky, 1978), 실제 세계에 대하여 학습자가 경

험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내부에서 지식을 재구성

해 가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본다(Lave & Weng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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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식 구성과정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강조점

에 따라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및 상황적 측면에 따라 인식론적 관점이 달라

진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인지

적 작용을 강조하느냐 혹은 개인이 참여하고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강조하느냐에 달려있는데(박성익 외, 1999), 새로운 지식의 정보습

득은 학습자의 주변 환경과 문화 등과 같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다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학습자의 선행학습과 내부적 심리과정으로 일어난

다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루어진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

고 있다(Fosnot, 1992). 피아제의 주장에 따르면, 학습이란 인지적 혼란이

나 모순을 겪었을 때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며, 효과적인 교수·학습은 적절한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자극이 주어질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박성익 외, 1999). 따라서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인

지적 활동이 지식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동화와 조절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Fosnot, 1992). 또한 인지적 구성주의

는 개개인 학습자의 감각 운동적 개념 활동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구성주

의는 비고스키(Vygotsky)의 심리발달 이론에 기초를 두고, 학습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Fosnot, 1992; 강인애, 1995; 박성익

외, 1999). 학생 개개인의 개념의 재조직에 관심을 두는 인지이론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피아제는 학습자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지만, 비고스키는 학습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회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서 사회·문화·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구성주의의 아이디어는 교수설계의 원리에 있어 많은 변화를 주었다. 또

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학습 환경과 학습자 중심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강력하게 부각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의 설

계와 구성에 대한 연구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나일주, 2007;

Hannafin & Land, 1997; Jonassen & Land, 2012), 구성주의 교수설계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많지 않아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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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교수설계나 교수방법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Driscoll, 2005; Duffy & Cunningham, 1996).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인간학습의 여러 복잡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학자들은 구성주의 학습의

기본원리를 교수설계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임철

일, 2012; 정재삼, 1996; 정현미, 2003; Hannafin &Land, 1997; Jonassen &

Land, 2012; Tennyson, 2010).

임철일 외(2011)와 박성익 외(1999)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교육공학에 가

지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학

습 환경을 강조하였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

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임을 지적

함으로써 학습의 주체로 학습자를 강조한다. 객관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학

습이론들에서는 교사의 활동이 강조되며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돕고

자 교수자는 다양한 자극자료나 인지적 과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등 주로

교수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다. 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주도

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학습에서

능동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때문에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교수

설계는 교수과정을 구조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설계에 관심이 많다. 둘째, 구성주의는 맥락에서 분리된 사실적 정

보 대신에 지식이 사용되는 실제적인 과제와 맥락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지식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되어 가르쳐 질 수 없으며, 유의미

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지식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함께 제공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이 제공되는 맥락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

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학습자들이 다루게 되

는 과제 역시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실제적인 과제

를 통해 학습할 때 지식이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적 학습을 강조하였다. 구

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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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 문

제 해결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감지 능력, 전문가들이 실세계의 문제해결에

서 경험하는 사고력을 촉진하고자 한다(Winn, 1993). 따라서 문제해결중심

의 학습방법은 구성주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구성주의적 접근들이 문제해결중심의 학습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넷째, 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때문에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이 강조

된다. 구성주의 접근은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중요시

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관점 모두 지

식의 구성에서 개인의 내적인 인지활동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의 정서

적 안정감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반성

적 사고를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다른 동료나 선배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사회·문화적인 지

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지적 발

달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박성익 외, 1999). 다섯

째, 교사 역할의 변화이다. 객관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였다.

구성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학습보조자, 촉진자, 코치가 되어야 한다(Duffy & Jonassen, 1991; Winn,

1993).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인 피

드백과 도움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과 맥락중심의 평가방법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오랫동안 평가는

교수 활동과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으며, 개인의 능력과 성취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평가가 학습자의 다

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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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 평가는 과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수-학습 상황에서 실제 문제

를 해결하는 수행 과정에 임하여 지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를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조나센(Jonassen, 1995)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상황적, 사회

적, 구성적, 성찰적, 능동적, 역동적, 발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구성

주의적 학습 환경은 주변 환경이나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른 학습자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지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이 다루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구성

하고, 자신에게 내적 타당성을 갖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결정한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을 수행해야 한

다는 점에서 의도적이고 성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유의미한 학습

을 위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여섯째,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구 및 기타 변화에 부

응할 수 있도록 학습형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이고 발전적

특성을 갖는다(임철일 외, 2011).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학습 환경 설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13] 와 같다. 그는 학습 환경을 문제와 맥락, 표상, 적용공간을 포

함한 프로젝트의 배경을 중심에 두고, 관련사례, 정보자원, 인지 도구, 대화

와 협동을 위한 도구, 사회적·맥락적 지원이 둘러싸는 구조로 표현하였다.

박성익 외(1999) 또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방법은 ‘문제 중심’의 교수학

습 환경의 설계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의 설계라는 두 가지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성주의적 관점이 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

는 이유는, 문제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Schan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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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3]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를 위한 모형

(Jonassen, 1999, p.2)

문제는 학습자의 기존 경험 혹은 인지구조와 상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에, 문제를 통하여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적인 과제(Authentic task)의 성격을 분명

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학교 밖의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Savery & Duffy, 1996). 구성주의적 관점의 학습 환경 설계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주도하여 수업

을 이끌어 갔다면,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을 수행

해 나가고, 교사는 정보의 자원, 사고의 촉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riscoll(2005)은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다음의 다

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복잡하며, 현실적이고, 적절한 환경에서 학

습 활동의 수행 기회가 포함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풍부한

학습내용, 학습도구 및 복잡한 학습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

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둘째, 학습의 통합의 요소로서 사회적 협상을 제공

해야 한다. 학습 환경에 있어서 협동은 문화를 공유하고 전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표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하나의 감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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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

일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학습에 있어서 주인의

식을 제공한다. 여기서 학습 환경의 구성은 학습자에게 보다 실제적인 맥

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교수자는 지원자나 코치의 역할을 한

다. 다섯째, 지식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학습자는 성찰을 통한 메타인지를 통해 제한되어 있는 맥락에서 확

장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구성주의 학습 환경은 문제 중심 학습, 실제적 과제를 활용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 학습 환경을 의미하며,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학습자의 경험 또는 이

전 지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

수설계는 지식구성을 촉진하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둔

다(Jonassem, 1995, 1999; 박성익 외, 2007; 나일주, 2007; Hannafin &

Land, 1997; Jonassen & Land, 2012; 이종연, 2004; Duffy & Jonassen,

1991, Bruner, 1996; Piaget, 1969, Vygotsky, 1978; Gijselaers, 1996;

Cunningham, 1992; Driscoll, 2000).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테크놀로지 매

체는 이전의 다른 교수매체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전

략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강인애, 1997).

이어서 대표적인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경험학습

(Experimental learning),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본다.

2) 경험학습 이론 (Experimental Learning Theory)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사소하고 중요한 경험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학습되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변화들이 지식과 행동으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자기반성적사고를 통해 성찰하고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여야

한다. 때문에 경험학습은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습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인식되었다. 19세

기 중반 미국에서는 일방적이며 형식적인 교사의 지식전달 방법과 같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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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의 경험에 기초한 교육접근으로 전환하려는 시

도가 경험학습의 밑바탕이 되었고, 경험학습(Experimental Learning)이라

는 개념 또한 19세기에 교육적인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형식교육에서 전환하고자 했던 존 듀이(John Dewey)는 ‘모든 진정한 교육

은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경험을 중심에 둔 교

육 논의를 전개했다. 그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험은 능동적 요소(Active element)와 수동적 요소

(Passive element)가 특수한 경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능동적인 면에서는,

경험을 “해보는 것(Trying)”이라고 정의하였고, 수동적인 면에서는, “당하

는 것(Undergoing)”이다.’ 라고 하였다(Dewey, 2007). Dewey외에 다른 학

자들 또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Linderman, 1962; Lewis &

William, 1994; 나일주, 2017).

Linderman(1962)은 ‘경험은 성인학습자의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학습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Lewis &

Williams(1994)는 경험학습을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며, 학습자가 경험을

한 후, 새로운 역량, 새로운 태도 또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성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Lewis & Williams(1994)는 경험학습이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

다.

나일주(2007)는 학습에서의 경험은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경험으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experience)’ 모두를 포괄적

으로 함의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경험에 의한 학습은 학습할 내용을 실

제적으로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양상과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은 지식의 원천으로서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

여 학습과정에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Rogers 및 Kolb, Javis, Lewis & Williams,

Henry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경험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험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는 콜브(Kolb)의

경험학습이론이다. 콜브는 Dewey, Piaget, Lewin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험

학습이론을 최초로 모형화하여 실제와 연결시키고자 하였고, 17년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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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거쳐 1984년 그의 저서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를 통해 경험의 변화를 통해 창출되

는 과정으로서의 경험학습 학습모형을 제안하였다(Kolb, 1984). 그는 학습

의 결과물 보다는 학습의 과정에 치중하면서, 학습은 경험을 원천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다양한 경험의 본질에 따라 경험의 변화는 다양

하게 지식을 구성한다고 하였다(Kolb, 1984). 즉, 학습은 경험의 변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지과정의 변화는 곧 학습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

르면 경험학습이란 경험의 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Kolb, 1984; 김지자 외 번역, 2001. 재사용).

Kolb(1984)는 경험학습의 학습과정을 4단계의 순환과정으로 구분하였다

(Kolb, 1984; Kolb & Plovnick, 1977), (<표 II-8> 참조).

<표 II-8> 경험학습이 요구하는 4가지 능력

※ 김지자 & 정지웅 (2001). pp. 1∼15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첫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단계(Concrete

experience)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주어진 상황 및 과제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전체를 개

방적으로 대하는 능력이 필요하며(김흥국, 2011), 성공적인 구체적 경험단

계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개방적으로 받

아들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을 반추하는 반성적

①
구체적인 경험

(Concrete experience)

새로운 경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개방성과 의지

②

관찰과 성찰

(성찰적 관찰)

(Reflective observation)

다양한 관점 속에서 경험을

관찰하고 성찰

③
추상적 개념화와 일반화

(Abstract conceptualization)

추상적 개념을 통합하여

일반화하거나 원리 도출

④
실험과 검증

(Active experimentation)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들을 실제상황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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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Reflective observation)로써, 학습자는 경험의 과정을 자기 성찰함으

로써 깨달음 또는 학습을 하게 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성찰하고 준비하며,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이다. 이때 개인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가 성찰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

째는 이러한 반성적인 성찰된 이론이나, 관찰 단계에서 도출된 새로운 관

점이나 아이디어 및 사고방식 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통합시킬 수 있도

록 일반화하며 원리를 개념으로 해석하고 통합하는 추상적인 개념화

(Abstract conceptualization) 단계이다. 즉, 상황이나 주변 환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하나의 가설 또는 개념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 단계

에서도 역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가 해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

막 단계는 학습한 것을 다른 구체적인 실험 상황에서 검증하는 행동적/적

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단계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행동적 실험

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예측 및 계획을 수

립한다. 이 단계는 추상적 개념화의 단계에서 형성된 가설이나 개념을 실

제 현실에서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적용 과

정 속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시도해보는 관점이다. Kolb(1984)의 모형은 ‘관찰-반성(성찰)-추상

화-일반화’하는 과정의 네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험을 통한 변화 혹

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를 도식화하야 [그림 II-14]와 같이 표

현하였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하는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며, 경험

에서 자신이 관찰하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고, 이후

자신이 스스로 형성한 추상적 맥락을 일반화시키고 원리를 만들어 새로운

상황에서 성찰 혹은 시험하게 된다.



- 77 -

[그림 II-14] 경험학습이론 모형 (Kolb, 1984, p.21)

Kolb(1984)의 경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둘째, 지식이란 획득되거나 전달되는 독립된

자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변형(Transformation)의 과정이다. 셋

째, 학습은 객관적 경험과 주관적 경험을 모두 변화시킨다. 넷째,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Kolb의 모형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실제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은 Kolb가 제시한 네 가지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는다는 것

이며, 둘째로는 복잡한 학습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며, 학습자의

맥락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Jarvis, 1987).

이후 Jarvis(1987)는 Kolb의 경험학습모형을 자신의 개념으로 재정리하

여 모형을 확대 및 발전 시켰다. 그는 경험학습이란 ‘경험을 지식, 기능, 태

도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라고 진단하며, 이때 경험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

성되므로 학습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경험은 그

자체에 의미가 아니라,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가 사회적 상황

을 정의하고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Jarvis(1987; 1992)는 Kolb의 ‘모든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경

험이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Kolb의 견해를 수용하지만, 단지 지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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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이 맞추어진 Kolb의 이론은 복잡한 학습현상을 설명하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번

학습경험은 학습자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와 같은 경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Kolb의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경험학습의 정의와 이론을 확장시

켰다. 그는 학습의 결과는 ‘보다 경험이 풍부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경험

은 한 개인의 ‘심리적인 역사(Psychological History)’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1987년도에 개발된 Jarvis 학습과정 모형[그림 II-15]에 의하면, 경험은 반

성적 경험(reflective action)을 필요로 하는 학습과정으로 간주하며, 잠재적

학습 환경에 대한 반응을 9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3단계로 재분류하였다

(Jarvis, 1987; 2006). Box 1, 4, 9는 인간을 의미하며, Box 2와 3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Box 5, 6, 7, 8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이 단순히 한번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

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Kolb의 모형과 달리 Jarvis의 경험학습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부족하여,

Jarvis의 모형이 인간의 학습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들이 밝혀내야할 과제이다.

[그림 II-15] 경험학습이론 모형 (Jarvis, 198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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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학습 이론(Situated Learning theory)

상황학습이론은 구성주의적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이론으로써,

듀이(Dewey)의 경험주의 학습이론(Dewey, 1963)에 근거한 이론이다. 구성

주의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지식구성을 보는 관

점으로, 현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상황학습이론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생활에 거

의 쓰이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하였으며, 상황학습 이론가들은 학교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지식이 실제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되어 가르쳐진 결과라고 말한다(Brown, Coliins, Duguid,1989;

Bransford, et al., 1989; Brown & Palincasr, 1989; 박성익 외, 1999).

상황학습 이론을 처음 주장했던 Brown과 그의 동료들(1989)은 지식이라

는 것은 상황적이고 그 지식이 사용될 과제, 맥락, 문화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

루어지는 학습이어야만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상황학습은 지

식이나 기능을 맥락과 함께 제시하고 관련된 맥락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

고, 실제적인 과제를 사용해야 하고 전문가의 수행과 사고 과정을 반영해

야 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사용해야 하고 실제적인 평가를 설계해

야 한다고 하였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08). 이와 비슷하게

Duffy & Jonassen(1991)은 상황학습이론은 학습자가 지식과 기능을 사용

될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학습할 때 학습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

상황학습이론 지지자들은 학습이라는 것은 실생활의 경험과 이론적 지식

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육원리와 실생활의

맥락과 연결된 상황학습 이론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

으로 주목한다. 즉, 상황학습은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복잡

한 문제 및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그 맥락 안에 지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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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재무, 2014).

박성익 외(1999)는 상황학습의 설계 원리를 ‘학습내용 및 과제 설계원리’

와 ‘교수방법 설계원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표 II-9>. ‘학습내

용 및 과제 설계원리’ 측면에서는 지식이 사용된 맥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고안된 문제보다는 실제적인 사례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과제

의 복잡성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이

러한 학습과제의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과제 혹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 및 수행과 사고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

으로 상황학습의 평가는 학습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Collins, 1990). 즉,

실제 과제 및 학습활동 중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지식 자체의 회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고차적 사고능력의 유연성을 강조해야 하며,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학습자들의 차이점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을 반영해야 한다. ‘교

수방법 설계원리’ 측면에서는 학습자에게 물리적 모델링과 사고과정에 대

한 모델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반성·명료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의 역할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자 보다는 스캐폴딩과 코칭의 역

할을 해야 한다.

<표 II-9> 상황학습 설계원리

학습내용 및 과제설계원리

지식이나

기능이

사용되는

맥락제공

· 교수자는 학습자가 연습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닌, 그 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상황학습 이론은 미시적인 것을 넘어 거시적인 맥락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적인

과제 사용

· 실제적인 과제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과제를 말하며,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두는 문제해결상황이 중심이 된다.

· 지식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그 맥락 안에 지식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의

수행과

사고과정

· 실천가들과 전문가들이 실제 문제해결 상황에서 참여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그 지식이 사용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체계적인



- 81 -

※ 박성익 외(1999). pp.241∼249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4)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ning)

문제중심학습은 (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이란 구성주의적

원리를 적용한 학습설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Duffy & Savery,

1994). 1950년 중반에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PBL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교수설계 모형으로

(Barrows, 1985; Savery & Duffy, 1995), 교수자의 촉진자적 역할과 학습

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해결해 가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Barrows, 1985; 박성익 외, 2007; 임철일 외, 2011; 장정아, 2005).

초기 PBL 교수설계모형을 개발한 배로우즈(Barrows)는 의과대학 학생들

이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도, 인턴이 되어서는 실제 환자들을 진

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

다. 특히 의사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환자의 문제나 새로운 진

반영 문제해결방법과 사고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활용

· 상황 학습 환경은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추상적인 기능과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적인

평가 설계

· 평가는 실생활의 과제에 더 근접하고, 보다 복잡하고, 도전

적인 정신과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평가는 실제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며, 문제

해결과정의 표현을 강조해야 한다.
교수방법 설계

시연과

관찰의

기회 제공

· 물리적 모델링과 사고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자

들에게 ‘무엇이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인 생각을 돕는다.
협동·반성·

명료화의

기회 제공

· 상황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를 공유하

는 방법을 배우며 학습에 대한 공유된 책임을 경험한다.
학습

촉진자의

역할

·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어려

움을 겪었을 때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제공

하는 학습 촉진자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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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체제에 적응을 해야 하며,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들을 학습

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PBL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과제를

제시하며,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는 구성주의의

학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Hmelo-Silver, 2004; 강인애, 1998; 최

욱, 2001; Dick, 1991; Jonassen, 1991, 1999; Savery & Duffy, 1995; Torp

& Sage, 2002).

의과대학에서 PBL이 시작되기는 했지만(Duffy & Cunningham, 1995),

PBL은 경제학, 건축한,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강인애, 1998; 최욱, 2001; Stepien & Gallagher, 1993; Torp & Sage,

2002),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PBL의

특징에 대하여도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르다.

Barrows & Tamblyn(1980)은 PBL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문제 상황을 사용하는 학습방법 혹은 교수방법이라고 정의하였

고,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경험을 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lbanses & Mitchell(1993)도 PBL을 학습자에게 문제해

결 능력과 기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활용하는 교수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Barrow & Tamblyn(1980)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복

잡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

은 모둠으로 활동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습득할 때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문제 해결능력의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PBL의 특

징으로 보았다. Torp & Sage(1998)는 문제중심학습은 주어진 학습상황들

속에서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균형을 맞추는 상호관

련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Schmidt(1993)는 문제중심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감독 하에 소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때의 문제는

실제상황에서 접하는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습자들은 소집단학습을 통

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야 사실적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방법

이라고 하였다. 또한 Savery & Duffy(1995)는 문제중심학습을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사의 지시나 강의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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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해 나가도록 처치되는 수업이라고 하였다.

Duffy & Cunningham(1995)은 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PBL을 바탕으로

PBL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PBL의 중심에는 문제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협동학습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

다. 예를 들어 환자의 증상 진단과 같이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말하며, 모든 학습 내용은 학습자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Albanese &

Mitchell(1993)은 PBL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학습하기 전에 문제가

먼저 제시된다는 점, 제시되는 문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

고 있지 않고, 더 많은 탐구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을 획득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의 분석과 소

그룹 활동을 활용하며, 학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관해 결

정을 하도록 하고, 소그룹 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다. Gallagher와 그의 동료들(1995)은 PBL의 특징에 대

해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PBL은 문제를 통해 수업이 시작되며, 제

시된 문제는 실제적이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제시된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한다

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PBL의 핵심요소로 초기에 제공되는 정보는

부족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이

루어지면서 주어진 문제를 학습자 자신의 사전 경험에 비추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철일 외(2011)는 문제중심학습에서 활용되

는 문제의 특성으로 ‘비구조화된 문제’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현실성이 있는 문제 즉, ‘실상을 반영하는 실제적 문제’와 학습자의

능력·흥미·맥락 등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즉,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문

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에 기초한 문제‘를 제시하였다(<표 II-10> 참조). 여러 학자들

(Burch, 2000; Camp, 1996; Vermon & Blake, 1993; Gallagher, Rosenthal

& Stepien, 1992; Barell, 1998)이 언급한 PBL의 공통적 요소 및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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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 PBL의 문제

※ 임철일 외(2011). pp. 221∼230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Ⅱ-11> PBL의 특징

구분 특징

문제

· 수업은 문제 제시로 시작 한다.

· 제시되는 문제는 비구조화문제로 지식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며,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중심 문제이다.

· 또한 문제는 학습의 핵심내용과 맥락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학생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적극 참여한다.

· 실제적 문제해결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한다.

· 문제에 대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다.

·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교사

·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다).

· 학습보조자, 촉진자, 코치 역할을 한다.

· 학습자에게 적당한 피드백 및 도움을 준다.

구분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개념과

정보의 양

완성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적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실제 세계와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과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개입
수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정답 및

해결책

하나의 정답과

하나의 해결책만 있다.

여러 가지의 정답이 있거나

해결책이 없어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내용의

전이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만 전이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복잡한

문제에도 전이될 수 있다.

문제해결의

절차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선형적으로 해결책을

탐색한다.

다양한 개념, 정보 및 원리를

적용하면서 순환적으로

해결책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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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자들이(Burch, 2000; Camp, 1996; Vermon & Blake, 1993;

Gallagher, Rosenthal & Stepien, 1992; Barell, 1998; 임철일 외, 2011) 선행

연구에서 말한 문제중심학습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

징으로 정리가능하다.

첫째,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

이고 학습자의 창의력 발달을 촉진시킨다(Norman & Schmidt, 1992). 문제

중심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협동학습에 참여하게 한

다. 전통적인 수업이 교사 위주의 전달식 수업이었다면 문제중심학습은 학

생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흥미 및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능력(융통

성, 유창성, 독창성 등)을 발휘하게 된다(Treffinger, 1986; Treffinger &

Feldhusen, 1996).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해결방법의 선

택과 적용방법을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며, 이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문제중심학습에서의 문제는 실제

적인 문제들이며, 우리의 생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에 비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문제중

심학습에서 학습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 분야의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

고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습자들의 강한 동기(Intrinsic interest)가 유발된다(MacKinnon,

1999).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으로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탐색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습에 보다 더 열심히 참가하게 된

다. 또한 문제중심학습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교실공동체의식을 조성하고,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 PBL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 학습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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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월하다.

넷째,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조별활동을 통한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문제중

심학습에서는 개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방법이 아

니라, 다양한 학습자가 서로 토론·논쟁·타협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

정이다(임철일 외 2011).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에서는 학생들 상호간의 협동

을 통해 지식구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문제중심학습에서의 평가는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접근법을

따른다. 문제중심학습에서의 평가는 교사에 의한 평가, 학습자 자신에 대한

평가, 집단 구성원간의 평가, 집단 간의 평가 등을 포함하며, 평가는 전통

적인 학습에서의 평가처럼 마지막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회적인 평가가 아

니라, 학습과정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또한 객관식 방법을

통해 지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정리, 학습과정과 수업과정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방법, 수행 평가, 프

로그램 전후의 지식습득·비교 등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활용한다. 마지막

으로 문제중심학습은 기억과 전이를 촉진시킨다. 학습자가 다루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는 정보와 맥락과 연관될 때 기억하기가 쉽다. 때문에 맥락에

부합되는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면, 학습자의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

게 된다(Norman & Schmidt, 199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성주

의의 대표적인 실천모형인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

로 비구조화된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정

의되며, 이때 교수자는 최종답안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닌 조언을 해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양한 연구자(Duncan-Hewitt, 2005; Torp & Sage, 1998; Fogarty,

1997, 임철일 외, 2011)가 제시한 PBL의 절차를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의 특성으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문제 제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제시

되면, 학생들은 소그룹을 형성하여 팀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단어

로 문제를 진술하고, 문제를 검토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은 크게

아이디어, 사실, 학습과제, 향후 계획의 네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역할분담을 하고 개별 학습계획을 세우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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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박성익 외, 1999). 임철일 외(2011)는 문제 제

시단계를 학습자가 제시된 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유발’ 단계, 다양한 기법(예. 동영상, 그림, 책, 역할 연극 등)을 사용하는

‘문제 제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상황이 무엇인

지 규정할 수 있는 ‘문제 파악’의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학습자는 문제 제시단계에서 확

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위

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각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및 문제를 평가하고,

최적의 진단과 해결책을 찾는다.

셋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 선정 및 적용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조사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확인해보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관련 인물들과 인

터뷰를 한다.

넷째, 발표의 단계이다. 발표단계에서는 팀별로 진행된 공동학습 및 최종

결론을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함으로서 다른 팀들의 대안적 아이디어와 자

신들의 것을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최종 해결안을 모색한다(박성익, 1999).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평가 및 발표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논의하기 위

해 집단별 토론을 실시한다. 모든 학생들은 문제해결 팀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고, 이에 통해 동료나 교수자로부터 충분한 피

드백을 받을 수 있다.

5) 시각지능 이론 (Visual Intelligence)

시각지능이란 시각이라는 감각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확장 될 수 있는 지

적인 능력을 말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청각, 후각, 미각, 촉

각) 중 시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

들이 개발되면서, 교수·학습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정보 표현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시각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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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적 사고 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Arnhiem의 시지각(Visual perception)연구와 Paivio의 이중부호화 이론

(Dual-coding theory)등이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접근으로 시각 지능

(Visu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그 이론화가 시도되고 있다

(나일주, 2006).

Arnhiem(1969)은 감각과 지각의 통합적 관점을 ‘시지각(Visual

perception)’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이는 감각을 통해 대상의 느낌까지 인

지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사고(Visual thinking)라고 주장하였는데 ‘인지

적’이라는 말은 정보의 수용, 저장 및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정신적 조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Arnhiem, 1969; 김정오 역, 1982).

Paivio(1986)의 이중부호화 이론은 인간의 인지 안에 두 개의 분리된 하

위 정보처리체계로서 시각적(비언어적)지식을 처리하는 시각체계와 언어적

지식을 처리하는 언어체계가 있다고 보았다. 두 체계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Paivio(1986)는 표상적 처리, 참조적 처리, 연

합적 처리라는 세 유형의 정보 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표상적 처리는 외

부에서 들어온 언어적 자극을 언어 체계에 연결시키고, 시각적 자극을 시

각체계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적 처리는 이 두 체계 간에 연결이

일어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연합적 처리는 한 체계 내에서 시각

적 언어 정보간의 연결이 일어나는 독립적인 처리를 말한다(Paivio, 1986;

Rieber, 1996). 즉 시각정보는 공간적으로 부호화되고 언어정보는 계열적으

로 부호화되므로, 정보가 이중적으로 부호화되면 두 가지 기억체계 모두로

써 생긴 기억 흔적(Memory trace)이 하나의 체계에서 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음으로 정보에 대한 인출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문선모

와 전유진, 1996).

시각지능이론에 대한 이론화의 체계화 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나

타났고(Gardner, 1983; Barry, 1997; Hoffman, 1998; Rha, 2005; 나일주,

2007), 시각지능을 교수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 나일주(2003)는 좀 더

실천적인 개념정의를 내리면서 시각지능, 언어, 문화의 발달 관계를 제안하

는 모형과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우선 Barry(1997)는 그의 저서(Visual

Intelligence)를 통해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관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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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Perception), 이미지(Image), 조작(Manipulation)의 현상들을 설명하였고,

그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이미지(Perceiving Images)’, ‘매

개된 이미지(Mediated Image)’, ‘논쟁적 이미지(Controversial Images)’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Hoffman(1988)은 시각지능(Visual Intelligence)이라

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원리를 시지각의 원리와 뇌과학의 원리, 인

지이론의 원리 등을 감각으로서의 시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

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허균, 2008). 그는 시각지능을

시각적 의사소통과정에서 중요한 지각적인 인식의 시점을 위해 개발된 특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현실세계를 왜곡시키고 추상적 사고 과정에서

시각적인 것을 활용하는 조작의 활동을 통해 이미지 안에 포함된 의미의

요소들을 구성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시각지능으로 보고 있다(나일주와 한

안나, 2006).

나일주(2004, 2007)는 인간의 시각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된

산물 또는 부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각지능(Visual Intelligence)

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각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실천적 방안을 시각

으로서 지각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차원,

시각적 정보를 시각적 사고 능력을 통해 조작(Operation)하는 차원, 그리고

실존 세계에 대한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인식 주체가 만들어낸 창조

(Creation)의 차원으로 나누어 가설적으로 분류하고 있다(Rha, 2005). 해석

차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차원이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

는 정보를 보다 실제적으로 입력시켜줌으로써 해석을 도와주며 이를 통해

시각지능의 해석의 차원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해석차원의 하위요

소로는 물리적 시각, 요소에 대한 판단, 전체적인 해석으로 구성된다. 물리

적 시각차원은 밝기, 색 등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하고, 요소에 대한 판단은

거리, 수직, 수평등과 같은 요소(Elements)에 대한 지각과 판단의 차원이

다. 전체적 해석은 다양한 물리적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조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허균, 2008). 조작 차원은 외부세계에 대한 해석

과는 달리 인간은 뇌를 통해 시각적 자료들을 조작하는 차원을 가진다. 조

작차원의 하위요소로는 물리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개념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전체적 관계에 대한 시각적 조작요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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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이란, 시각정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두뇌 속에서 물리적 실체를 변영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

를 들어 이사를 가기 전에 가구와 물건 등을 머릿속에서 조작해조면서 최

적의 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념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이란, 인간의 사고 과정 중 내외적인 개념적 개체들을 비유하고 변형하여

시각화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전체적 관계에 대한 시각적 조작은 물

리적 조작과 개념적 조작 대상이 되는 개체들 간의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

로 조작하고 이해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창조 차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무엇인가

를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소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 시각적 판

타지, 꿈의 세 단계로 나뉜다. 미래에 대한 비전 요소는 미래에 대한 모습

을 상상하여 시각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5년 후 또는 10년 후

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해보거나, 이를 시각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

은 현재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보는 과정이 필요

한데 이를 창조적인 단계라고 한다. 시각적 판타지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

지만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어 문제를 시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꿈은 머릿속에서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창조과정이다. 즉,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와 논리 위주의

지능을 탈피하고, 결론적으로는 시각적 능력을 강조하는 시각지능이 언어

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 언어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진, 동영상, 가상 세계,

인터넷 등의 미디어 기반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에 시각적 능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로 해석된다(허균, 2008).

특히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증강현실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각

지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나일주(2004, 2007)가 제

안한 시각지능을 이루는 각 차원을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해석적 능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보다 실제적으로 입력시

켜줌으로써 인간의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스스로 깨닫는 차원에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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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각으로 받아드린 정보를 스스로 지각하여 다른

상황에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나일주(2004)는 운전

을 하는 상황과 같이 눈앞에서 펼쳐진 여러 시각적 사상들을 지각하고 전

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거리, 수직, 수평등과 같은 요소에 대

한 지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차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수많은 시각의 다양성을 경험하기에는 공간적, 시간적, 금전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강현실은 인간이 손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시각

적 다양성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부가적인 요소로도

사용가능하다. 예컨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늙은 사

자 혹은 검은 코뿔소를 눈앞에 실재로 가지고 와서 시각적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을만한 해저세계를 탐험 할 수도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시각적 자극을 통하여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시각정보를 지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국면 했을 때 유용한 전체적인 판

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강현실은 머릿속으로 시각적 사상을 조작

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 즉 현실세계에 대한 현실감 향상

으로 인간의 시각적 감각과 해석적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작적 능력은 외부상황이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지능적인 작

용에 의해 현실을 통제하고 현실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예컨대 시각정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이사 갈 집을

떠올리며 가구 등을 재배치하고, 두뇌 속에서 물리적 실재를 변경하고 조

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작적 시각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여 머릿속에서 물리적, 개념적 실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하는 운동에 대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은데, 그들은 이미 비슷한 행위를 오

랜시간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쉽게 구현

및 조작 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조작적 능력을 하는 것에 익숙하

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행위를 구현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증강현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조작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조작적 능력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통한 조작적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 92 -

머릿속으로 상황을 구현하고, 현실을 통제하고, 조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예컨대 의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집도의가 되어서 실제 수

술의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수술 연습 즉,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을 통한 실험 혹은 의학 교육

용 마네킹과 같은 여러 대처 방법을 쓰곤 하였다. 하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인체장기와 똑같은 크기와 구조로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

인 경험이 가능하다. 이는 오래된 경험을 통해 숙련된 의사가 머릿속으로

수술을 실제 구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조작적 능력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각적 능력이 부족한 의

대생들에게는 증강현실을 통한 반복적인 조작 활동이 추후 현실세계에서

자신이 집도하게 될 수술에 관한 이미지트레이닝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증강현실이 인간의 조작적 능력을 도와주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창조적 능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새로운 가능

성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구현해

냄으로서 인간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 발전에 사

용할 수 있는 창의적 시각 활동을 말한다. 인간이 현시점까지 발전하고 만

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상상력 덕분이다. 결국 어느 누구

도 생각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시도하고 만

들어 낸 사람들은 현재 선구자로서 현대 사회를 주도 하고 있다. 특히 증

강현실을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던 판타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창의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허균(2008)은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3차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현실세계를 구현한 세컨라이프(Second life)를 예로 들면서 사람이 날수도

있고, 대륙 간의 순간이동도 가능한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음을 설

명했다. 하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고 해도, 가상현실

을 직접 적용할 경우에 학습자들은 종종 가상으로 제시되는 객체에 대한

실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사실감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사물의 모습과

가상으로 만들어진 부가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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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판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더 감각적 몰

입상태의 창조물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는 현실 속에 존재 하지 않은 만화 속 캐릭터를 현실세

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시키면서, 인간의 판타지와 상상력의 한계를 허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

있다.

증강현실은 시각지능을 자극하고, 시각적 사고를 촉진함으로써 언어적

사고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 수준을 창조적 상상 또

는 추상적 차원의 시각화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시각지능 활성화는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 원리 중 하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증강현실은 이와 같은 시각

지능 활용 및 활성화의 촉매 수단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16] 시각지능과 언어·문화와의 관계 (Rha, 2005,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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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2> 나일주(2007)의 시각지능의 차원과 증강현실

※ 출처: 나일주 (2004) 교육공학연구회 특강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시각지능의

3가지 차원

(나일주. 2007)

각 차원의 하위 영역 증강현실과의 관계

해석

(Interpretation)

· 물리적 시각

(Physical vision)

· 요소에 대한 판단

(Elemental judgement)

· 전체적인 해석

(Holistic interpretation)

증강현실은 머릿속으로 시

각적 사상을 조작하고 판

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

제 상황, 즉 현실세계에 대

한 현실감 향상으로 인간

의 시각적 감각과 해석적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음.

조작

(Operation)

· 물리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physical entities)

· 개념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conceptual entities)

· 전체적 관계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holistic relationship)

외부상황이 인간의 머릿속

에 들어와서 지능적인 작

용에 의해 현실을 통제하

고 현실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두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세계에 가지고 나와서

시각적 지능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능까지 활용 할

수 있음.

창조

(Creation)

· 미래에 대한 비전/미래시각화

(Future vision)

· 시각적 판타지

(Visual fantasy)

· 꿈(Dreaming)

증강현실은 실제 사물의

모습과 가상으로 만들어진

부가적인 정보가 함께 제

공되기 때문에 현실에 가

까운 시각적 판타지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세

계를 기반으로 더 감각적

몰입상태의 창조물을 개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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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의

이론적 기저와 그와 관련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증강현실 학습 환경의 구

성요소들이 교육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실제 설계활동에서

환경요건과 새로이 개발해야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원리에 관련된 이론적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 원리를 확인

해본다.

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 : 구성주의

다양한 연구자들은(Shelton, 2003, 2006; Kafumann, 2003; Dunleavy &

Dede, 2014; Dunleavy et al., 2009;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2010, Squire & Klopfer, 2007; Kerawalla et al., 2006) 구성주의 이론을 증

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Shelton(2003)은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의 내면적 표

상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경험에 근거하여 의미가 개발되는 능동적이며 개

인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구성주의에서 수업의 중심은 교수자가 아닌 학습

자이며, 교수자는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 보조자, 코치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그는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이 능동적 학습, 구성주의 학습, 의

도적 학습, 실제적 학습 및 협동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증강

현실 교육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가 지식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증강현실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다

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능동적 학습 유발(Active learning)이다.

증강현실 학습은 학습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구현된다. 때문에 학습

자의 능동적인 개입이 없이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다. 때문에 증강현실을 사

용하는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보다 더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

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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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적 학습의 촉진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습자는 교

수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지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자기주도적 구성하며 학습을 촉진할 수 있

다. 세 번째는 의도적 학습(Intentional learning)의 구현이다. 증강현실은

학습자의 직접적인 조작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콘텐츠에 이미 구현되어 있

는 학습개입에 대한 의도성이 배제된 일방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학습자는 직접조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주

도적이지만, 교수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학습목표를 벗어날 수는 없다. 때문

에 학습자의 자유로운 경험 안에서 의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실

제적 학습(Authentic learning)의 제공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세계에 보다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고위험 혹은 고비용의 문

제로 학습자가 경험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경험하

게 해준다. 때문에 현실과 관련성 높은 풍부한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와 오렌지 등을 사용해서 학습했던 천문학 수업에서 이제는

태양계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직접 조작할 수 있어 실재감 높은 학습이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의 촉진이다. 현재까지

는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지만, 추후

에 다수의 학습자의 장비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거나, 입체적으로 구현

된 그래픽을 학습장면에 구현가능하다면 더욱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aufmann(2003)은 구성주의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흥

미와 참여도, 상호작용을 높이며,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도

록 한다는 점에서 증강현실이 구성주의 교육의 관점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증강현실기반 수업의 협동학습을 강조하였다. 그는 협업증강현실

의 대표적인 예로 ‘Studierstube’를 사용하며, 3차원 입체영상을 지원하고, 일

반적인 2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팬과 패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가상의 객

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는 ‘Construct3D’와

HMD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정보)를 올리고 학습자들이 같

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화여 학습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류지헌 외(2006)는 증강현실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학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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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부합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제공하였다. 첫째, ‘감각적 몰입(Sensory

immersion)의 유발’ 요소는 증강현실은 학습자가 관찰하고 있는 학습대상

이나 장소가 입체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최고의 감각적 몰입을 제공한다

고 하였다. 둘째, ‘직접 조작(Direct manipulation)에 의한 경험중심학습’ 요

인은 학습자는 마커 등을 직접 조작해봄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셋째, ‘맥락인식(Context awareness)’에 의한 학습 현존감

발생’ 요인은 학습자가 실제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나 장소의 정보를 활용

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는 모바일이나 GPS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학습(Collaborative mobile learning) 환경의 강화’

요소는 증강현실은 협력학습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서는 두 명 이상의 학습자가 증강현실을 매개로 하여 동일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결과적으로, 증강현실 교육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학습 원리의 구현

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앞서 확인한, 증강현실 기반 학습 환경의 특징과 교육적 효과를

구성주의 학습 원리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과제의 구성이 가

능하므로, 학습자에게 실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Resnick, 1991; Wilson & Myers, 2000; Dede, 2009; Dunleavy et al.,

2009; Rasimah et al., 2001).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

과 분리되어 가르쳐질 수 없으며,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맥

락과 함께 제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실적 정보보다는 지식이 사용되

는 실제적 과제와 그 맥락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구조화된 실제의 상황과

유사하며, 학습자가 다루는 과제도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강현실

교육은 현실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환경을

통한 실제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에 대한 반복학습이 무한대로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쉽게 이해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지식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을 유연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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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Billinghurst와 그의 동료들(2005)은 증강현실을 통한 학습은

현실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 집중 수준이 높아져 학습이 더

효과적이며, 학습자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은 시각화가 어려운

복잡한 이론 혹은 구조물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조작활동을 학

습자의 학습경험을 증진시키며, 학습과 학습맥락에 대한 몰입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이해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포함한 오감을 활용해 만지고, 잡고, 느낄 수 있는 경험학

습이 가능하고, 실제와 유사환경의 학습 환경을 통해 경험적 학습을 지원

해준다.

둘째,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면서 상호작용을 경험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

다(Lee, Nelles, Billinghurst, Kim, 2004; Piekarski & Thomas, 2002;

Shelton & Stevens, 2004; Carmigniani et al., 2011; Caruso & Cugini,

2009; Shim et al., 2016). 특히 다양한 증강현실 형태 중 투과형 디스플레

이 기반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음성과 몸짓으로 콘텐츠가 실행되고 기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연결해 주며, 의도적

학습의 구현이 가능하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학습

개입에 대한 의도성이 배제된 일방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학습자

는 직접조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이

지만, 교수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학습목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자유로운 학습경험 안에서 의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실제적 학습과 문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추후 실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이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협력학습이 가능하다. 구성주의는 학습에서

주변 환경이나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협동학습도

강조하였다. 협력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수의 학습자가 상호개입

(Mutual engagement)에 의해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Eijl, Pilot,

& Voogd, 2005). 증강현실은 입체적으로 구현된 그래픽을 활용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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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구현된 그래픽을 학습자

가 서로 공유가능하고, 관찰된 현상에 대해서 학습자가 협동적으로 생각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혹은 PDA같은 위치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맥락에 맞춘 유연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마커

기반 증강현실에서도 협력학습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그라즈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Virtuoso’는 증강현실 기반 교육용 협력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PDA 카메라로 벽면에 붙은 마커기반 카드를 인식하면 미술품

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상호작용 및 적극적인 협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Schrier(2005)는 역사 수업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기반 증강

현실 기반 협동 역할극(Role play)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역

사적 인물에 대해 정보를 얻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학습자와 상호

작용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어

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성취감 및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

하다(Kafumann & Schmalstieg, 2003). 이는 증강현실이 정보나 지식을 일

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각 학습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및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교육의 관점에 부합된다. 특

히 몰입형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 환경은 면대면 상황에서의 정보가 모두

가상의 환경으로 대체되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공간과 과제수행공간이

분리되는 반면에, 증강현실에서는 과제수행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일치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협력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한국교육학술정

보원, 2007). 또한 Kiyokawa와 그의 동료들(2000)은 증강현실은 면대면 협

력학습에 가장 최적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역할의 변화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한다. 때문에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교수자의 역할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보

조자, 촉진자, 코치 역할을 하게 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수자는 교

육과정 설계자로서 문제를 설계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학습자 집단을 조직

하고, 평가를 준비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촉진을 도와줄 수 있는 스

캐폴딩(Scaffolding)이나 코칭(Coaching)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습자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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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자극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체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과제의 구성이 가능하므

로, 학습자에게 실제 경험 및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학습

자의 다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을 경

험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즉,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풍부한 실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자의 지식 구성을 돕기 위하여 실제 경험이 필수적으로 제공되며, 실제 경

험은 풍부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구성주의적 기반의 최적

의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

증강현실기반 수업의 설계원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않

다. 특히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사례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또한 증강현실이 수업현장에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증강현실 생태계가 탄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도

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증강현실과 비슷한 맥락

을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기반 수업을 포함하여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

강현실 뿐만 아니라 GPS기반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의 설계원리에

관해 폭넓게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Pan et al., 2006; Cuendet et al.,

2013; Billinghurst et al., 2002; Kerawalla et al., 2006; Bower et al.,

2014).

Pan과 그의 동료들(2006)은 성공적인 가상학습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①지식 공간(Knowledge space), ②의사소통 공동체(Communication

community), ③적극적인 활동(Active action), ④학습활동 도구(Facility

toolkit)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지식공간은 실제하고 있는 학습대상과

증강된 실물이 통합되어 있는 학습 활동 공간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소통

공동체는 가상공간 혹은 증강현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지원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가상학습 환경에

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사소통이 충분히 잘 일어난다면, 학습자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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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존재하는 학습공간에 대한 현존감을 충분히 지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증강현실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설계요소가 된다. 셋째, 적극적인 활

동은 학습자의 학습활동 개입(Engagement)을 의미한다. 단순한 정보 수용

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조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학습활동 도구는 가상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활동 등을 추적하고 어느 정도의 성

취를 얻고 있는가를 점검해주어야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Cuendet와 그의 동료들(2013)은 증강현실을 효과적으로 수업에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총 다섯 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증강현실 콘텐

츠와 수업간의 통합(Integration)이다. 증강현실이 실제 수업 환경에서 사용

될 때에는 전체 수업시간 내내 사용이 되기보다는, 수업시간에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수업시간 중 짧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증강현실을 사용한 수업은 학습자가 예상한 수업 내용을 잘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권한(Empowerment)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교수자가 주체가 되어 수업자체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

수자는 수업의 중심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학생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있어야한다는 것이다(Awareness). 이를 위해 하나의

이미지를 학습자들과 같이 보거나, 단계별로 중간에 교수자가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넷째, 수업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유연

성(Flexibility)이다. 특히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에

는 교수자가 구성하고 설계한 수업처럼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교수자가 사용하려는 콘텐츠는 4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묶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한 학생이 중간에 수업을 중도포기 했다면 이후 수업을 어떻

게 이끌어갈지에 관한 생각도 해야 한다. 즉,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수업은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환경 내에서 증강현실을 사용할 때

적당한 학습량이 중요하다고 하며, 너무 많은 학습량을 준비하거나 학습하

는 것 보다는 적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성(Minimalism)이다. 그들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학습 내용 량은 평

소 수업량 보다는 작아야 하고, 학습내용 또한 최소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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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Billimghurst와 그의 동료들(2002)은 ‘만질 수 있는 증강현실’(Tangible

AR)을 사용하여 면대면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

들고자 하였다. ‘만질 수 있는 증강현실’은 실제로 가상의 물체를 생성, 선

택, 조작, 변형 등의 행위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상의 펜을 손으로 움직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

는 거나 비행기와 같은 물체를 마우스와 컴퓨터가 아닌 마커기반을 활용하

여 더욱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실재감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만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원리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며, 3D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Kewawalla와 그의 동료들(2006)은 전통적인 2D 수업과 증강현실 기반 수

업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들은 총 133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학습에게 현실감을 더 준 것을 확

인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총 4개의 수업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증강현실 콘텐츠는 유연해야 한다.

교수자가 손쉽게 콘텐츠안의 요소를 필요시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 전통적인 학습에서 필요시 하

는 학습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증강현실 콘텐츠로 수업에

참여할 때에는 그들의 학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캐폴딩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는 반드시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이 갖고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와 잠재성에 주목하여

이를 교수·학습 과정·수업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

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에 근거한 증강현실 기

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내적·외적 타당화를 거쳐 설계

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

반 수업을 실행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와 상

세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업

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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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증강현실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방법론을 적용하

고, 개발연구의 방법 및 절차(Developmental research methodology)에 따

라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Richey와 Klein(2007)은 설계·개발 연구를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정의하였다. 설계·개발 연구 방법

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수설계의 이론적 기반을 실

증적으로 확대하고, 학습의 촉진과 수행의 증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

한 교수적·비교수적 개입을 창출하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

문에, 교수 설계와 기술 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임철일,

2012; Richey & Klein, 2014).

설계·개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산출물 및 도구 연

구(Products and tools research), ②모형 연구(Model research)로 연구가

수행된다(Richey & Klein, 2007). 위 두 가지 유형은 각각 개발연구의 연구

유형 1과 연구유형 2로 불리며 (Richey, Klein & Nelson, 2004), 도출된 결

과가 특수·맥락적이면 유형 1이고, 일반적이면 유형 2에 속한다(Seels &

Richey, 1994). 이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설계·개발 연구의 대표적인 유형 및 특징

설계·개발연구
산출물 및 도구 연구 모형 연구

강조
특정 산출물 및 도구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모형개발, 타당화, 사용연구

결과
특정 산출물 개발과 그것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새로운 설계·개발절차나 모형,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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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ichey & Klein(2007). pp.41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개발이라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개발연구의 두 가지 유형

중 연구유형 2에 해당하는 모형 연구방법론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설계전

략을 개발하는 연구는 설계전략 개발, 설계 전략 타당화, 설계전략 활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Richey & Klein, 2007). 설계전략을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Richey 와 Klein (2007)은 두 가지 핵심 방

법들을 제안 하였다. 일반적인 설계전략 개발을 위한 방법에는 ①문헌연구

를 통한 연구결과의 통합과 ②실제 교수설계를 하거나 가상의 교수설계를

하는 상황에서 개발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개발된 설

계전략을 타당화 하는 방법으로 모형 타당화 연구는 모형 자체와 모형이

적용된 산출물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사

용성 기록, 구성요소 탐색, 외적타당화를 통한 현장평가, 통재된 검증, 사용

자 반응을 통해 모형사용의 영향을 확인한다(Tracey & Richey,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 방법

에 따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 원리와 상세지침 개발은 선행문헌 고

찰을 통해 이루어졌고, 증강현실을 수업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선행연구

가 많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Richey와 Klein(2007)의 모형타당화 연구 방법에 따라 전문가 타당화

검토 및 교수자 사용성 평가를 통한 내적타당화와 현장평가를 통한 외적타

당화의 단계로 진행되었다(<표 III-2> 참조).

<표 III-2> 본 연구의 단계별 주요 연구 방법

분석함으로써 얻은 교훈
맥락-특수적 결론

(Context-Specific Conclusions)

일반화된 결론

(Generalized Conclusions)

단계
Richey & Klein

(2007)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원리 · 문헌검토 · 선행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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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설정하

였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문헌을 검토하고, 활용분야 및 사례를 분석

하여 초기 원리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

원리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널에

실린 논문, 학술 대회 발표 논문, 학술 서적, 학위논문, 기관보고서, 기사,

웹사이트 등의 선행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증강현실에 관련된 문헌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혼합현실’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주의 학습 환경’, ‘경험학습’, ‘상황학습’,

‘교수설계’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와 핵심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수업

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 교수자 2명과 석사수료 1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초기 면담을 진행하여, 초기 설계원리를 탄탄히 하고자 하였다.

셋째,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의 타당성 및 내적타당화를 위

하여 총 세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5명)와 사용성 평가(3명)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증강현실 기반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넷째,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원리를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

용해봄으로써 외적 타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고,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

으로 면담과 구글서베이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 절차를 요약·정리 하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개발
· 가설도출

· 설문조사

· 사례 분석

· 초기 전문가 면담

· 초기 원리 도출

원리

타당화

·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화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전문가 타당화

· 고등교육 현장 교수자의 사용성 평가

· 사용성 평가를

통한 외적타당화

· 예비 평가

· 현장평가

· 교수자를 통한 사용성 평가

· 학습자를 통한 사용성 평가



- 106 -

[그림 Ⅲ-1] 본 연구의 진행절차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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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개발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개발이라는 연구 목

표를 달성하고자 선행문헌 검토와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초기 수업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내적타당화와 두 차

례에 걸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 원리를 타당화 하

고자 하였다. 또한 두 차례를 통한 외적타당화와 수업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최종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였다.

가. 선행문헌 검토와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한 초기 수업설계원리

Richey & Klein(2007)에 따르면 초기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방법은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Reigeluth(1983)가 제안한 이론구성 절차(Theory-construction process)를

따랐다. Reigeluth는 교수설계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원리를 개발한 후

모형을 개발하는 방식인 귀납적 접근과 모형은 먼저 개발한 후 원리를 이

끌어내는 연역적 접근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Reigeluth, 1983).

귀납적 접근의 1단계는 각종 자료와 경험, 직관 등을 통해 ‘형성적 가설’

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교수설계이론이나 개발된 모형에서 중요하거

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조건, 가치, 변인들을 확인하고 기술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3단계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교수설계 원리들을 추측한

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교수설계이론 및 모형을 개발한다(Peterson,

2007). 반면 연역적 접근 방법은 분류체계와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전에 교

수설계이론 및 모형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 세부적인 절차를 추가해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Reigeluth(1983)가 제시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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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기 설계원리는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선행논문 검토와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고 도출한 뒤에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설계원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역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선행문헌 검토와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핵심 변인들

을 구성요소로 도출한 뒤, 이를 설계하기 위한 원리 및 상세지침을 도출하

는 과정을 거쳤다.

선행문헌 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http://library.snu.ac.kr)을 통해 국내 데이터 베이스(DBPIA, KISS Online,

NDSL, RISS, 한국교육원 E-Article, 교보문고 스칼라)와 국외 데이터 베

이스(google scholar, EBSCO, ERIC, JSTOR, PreQuest Central, SAGE

Journals Online, ScienceDirect, Taylor & Francis Journals,

Wiley-Blackwell Online Library)에서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또한 작업

의 지속성을 위해 구글 학술 검색 알림(https://scholar.google.co.kr)을 이용

하여 매일 관련 주제와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관련 최신 문헌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Hart(2001, 2008)가 제시한 권위(Authority), 파급력(Seminal), 관련

성(Relevance)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 문헌을 살펴보고, 이 기준을 만족하

기 위해 수집된 논문을 대상으로 ①교육 분야 논문 ②증강현실·가상현실·

혼합현실 활용분야와 관련된 논문 ③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 수록 논

문의 기준을 만족한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증강현실 기반 수

업을 위한 설계 원리 개발을 분석하기 위해 핵심용어(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수업설계 원리, 구성주의, 경험학습이론, 상황학습이론, 시각지능

등)를 조합하여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였다.

첫째, 증강현실에 대한 의미와 개념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한 증강현실과 비슷한 맥락인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의 역사와 개념을 검토

하였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둘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인 의료

분야, 건축·광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국방 등의 기타 분야에서의 활용방

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과 사례에 대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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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형, 실습형, 협동형, 소통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살

펴보았고 이후 증강현실의 연구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에 대한 이론적 기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증

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나.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고찰 및 기존 자료 검토를 토대로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

였다. 내적 타당화를 검증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함이다(Johnson & Christensen, 2008; Lee, 201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공학 및 증강현실·가상현실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초기 연구 결과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

한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설계원리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개선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의 프로필은 <표 III-3>과

같다. 전문가 선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론적 분야의 전문가 선

정 기준은 전문 분야와 관련된 논문 게재 및 발표 실적, 학위,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Davis, 1992). Streiner 와

Norman(2008)은 전문가 타당화의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우수한 전문가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전문

가의 선정이 적절하기 못할 경우 편향되고 단편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다양

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타

당화에서 전문가 선정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작업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정도가 적절하

다고 하였다(Rubio et al., 2003; Lynn, 1986).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 선정은 다양한 선행연구의 전문가 기준을 참고하

였다(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 김성욱, 2016). 전문가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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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소지자로써 주제 관련 논문 게재 또는 발표 실적

소유자로 한정하였고, 협업전문가의 경우에는 Ericsson과 Charness(1944)

의 전문가 선정 기준에 따라 협업 10년 이상의 경력자로써 주제 관련 프로

젝트 혹은 교육현장 경험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 적용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타당화를 수행하는 교수자는 고등교육

교수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서 수업설계 원리 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설계 전문가와 10년 이상 경

력의 현직 교수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

계원리 타당화 검토를 의뢰한 다음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을 토대

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증강현실이 본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것이 3년이 넘지

않아 해당분야의 연구경력 10년이 넘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수업설계 원리 개발

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설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3> 전문가 프로필 및 타당화 참여 단계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관련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발된 초기 수업설계

원리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타당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고, 검토 과정에서 타당화 검사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파일 타당화 참여 단계

구분 직업
경력

(년)
최종 학력 전문분야 1차 2차 3차 4차

A 연구교수 8년 박사 교육공학 √ √ √
B 교수 17년 박사 교육공학 √ √ √ √
C 연구교수 10년 박사 교육공학 √ √ √
D 교수 18년 박사 과학교육 √ √ √ √
E 교수 18년 박사 교육사회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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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화 도구는 전문가 프로파일,

연구 소개, 타당성 검토 설문 문항, 기타 개선점을 묻는 3개의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부록 1] 참조).

첫째, 전문가 프로파일은 연구참여자의 프로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를 수집하였다. 둘째, 연구 소개는 연구의 기본 사항, 연구 제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용어의 정리, 연구 문제, 연구의 의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원리 도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결과

인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가 도출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

다. 셋째, 타당성 검토 평가 문항은 Lee(2012), 김선희(2014), 박태정(2015),

김성욱(2016)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 원리는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관련 문헌들이 적절하게 탐색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McMillian & Schumacher, 2014; 유미나, 2016). 따라서 1차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서 설계 원리 개발 과정에 대한 평가 문항은 김선희(2014)와

김성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표 III-4>는 1∼3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사용된 설계원리 과정에 대한

평가문항이다. 첫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이 적절한

관련 자료 탐색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선행문헌 및 관련 자료 탐색의 적절

성), 핵심 구성 요소와 설계원리가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요약

되고 조직되었는지(조직화의 논리성),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 시 고려해

야 할 핵심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관

련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성되었다.

<표 III-4>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1차·2차·3차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영역 문항
선행문헌 및

관련자료

탐색의 적절성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자료들은 적절한가?

조직화의 논리성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원리의 구성요소,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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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는 1차, 2차, 3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활용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평가문항이다.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문항은 김선희(2014)와

김성욱(2016)의 개발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

며, 구성요소의 적절성, 수준의 동일성, 하위요소의 적절성, 설명내용의 이

해용이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5>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평가문항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설계 원리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는

여러 선행 연구(김선희, 2014; 김성욱, 2016; 유미나, 2016)에서 사용된 문

항들을 참고하여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으로 구성하여 다

음의 <표 III-6>과 같이 개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문항

은 4점 척도로 수합되었고, 기타 개선점을 묻는 문항은 선행연구(Grand &

Davis, 1997; Lynn, 1986)의 제안에 따라 추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원리의 수

정, 삭제, 추가 부분을 자유롭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및 지침이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조직화되었는가?

관련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 관련자료 고찰 결과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는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평가문항
·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할 핵심요소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도출된 구성요소는 동일한 수준의 요소(또는 용어)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각 구성요소별로 제시된 하위요소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각 구성요소별 설명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는가?



- 113 -

<표 III-6>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3) 연구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선정 기준(연은경, 2013; Ericsson

& Charness, 1994; Grant & David, 1997)을 만족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였

다. 이후 이메일 또는 통화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묻었고, 참여 의

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이후 각각의 전문가와

개별 면담이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심

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전에 개별 전문가에게 전문가 타당화 질문

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함으로써 면담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

일 심층면담은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

에서는 우선 연구자가 수업설계 원리의 개발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안

내와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로부터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

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듣고 답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화 검사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설문 응답 후, 전문가

에게 설문 문항과 관련된 수정 및 보완사항, 수업설계 원리에 대한 개선

영역 문항

타당성
· 본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 본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리 및 지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 본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 본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성
· 본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수업설계를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 연결의 타당성

· 본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의 연결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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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타당도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용의 객관성

을 높이는 것이다(Rubio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집된 선택형 문항 응답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

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

(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VI 값은 전문가

의 응답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각 설문 항목에 대하

여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나타낸다(Grant & Davis,

1997; Rubio et al., 2003). CVI 값은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

하는 전문가의 비율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인원수를

전체 전문가의 인원수로 나누어 도출한다. 긍정적인 평가는 4점 척도(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

된 타당화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점 값이 3∼4점인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

로 간주하여 1점으로 처리된다. 반면 전문가 평점 값이 1∼2점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CVI는 각 항목별 타당도

정도로써 Lynn(1986)의 연구에서 최소 5인의 전문가가 각 타당화 항목에

대해 CVI 값이 1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참여 전문가가 5인 이상

이고 최대 10인 이내일 경우, 3점미만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수가 1명 이하

일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하였다(Lynn, 1986). 한편, Grant 와

Davis(1997)는 CVI 평균이 0.80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특히 5∼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CVI값이 0.80 이상이면 타당

하다고 해석하였다. IRA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

는 지수이며, 평가자 간에 동일하게 평가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Rubio et al., 2003). IRA 측정의 목적은 평가자간의

의견이 일관되어 서로 호환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IRA값이 0이면 평가

자간의 의견이 완전히 불일치 한다는 것이고, IRA값이 1이면 평가자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IRA신뢰도 지수

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0.80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Rubio et al., 2003). 기타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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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기록하거나, 연구자가 정리·분류

하여 원리 개선에 반영하였다. 이후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자가 제대로 이

해하였는지 전문가에게 재확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수업 설계

원리의 개선에 반영하였다.

다. 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발된 초기 설계 원리에 대

한 사용성 평가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과물이 실제 학교 현장 교수자 세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성 평가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때, 실제적인 도움과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모형의 내적 타당화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타

당화는 설계 원리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검토를 하는 반면, 사용성

평가는 설계원리의 최종 사용자인 학교 현장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계 원

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교수자가 실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업설계 원리가 얼마나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봄으로써 수업설계 원리나 상세지침을 개

선시킬 수 있다(Jang, 2011).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는 2∼15년의 교육경력을 지닌 고등교육 교수자 2

인과 증강현실 수업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업조교(석사수료) 1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프로파일은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프로파일

구분 직업 전공분야 최종학력 교육 경력
증강현실

교육 경험
A 교수 교육공학 박사 5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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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사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연구도구는 김선희(2014)와 김성욱(2016)이

제작한 사용자 반응 평가 도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증강현실 기반 수

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이 수업설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제시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설계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설계원리와 상세지

침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

성하였다.

3) 연구진행 및 자료 분석 방법

사용성 평가는 고등교육에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할 의향이 있는 교수자들을 소개받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소개받은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연구의 핵심내용과 참여방식 등에 대

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세 명의 교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연구자와 사용성 평가 참여

자의 일대일 면담은 평균 1∼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세부 내용

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연구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교수설계 방법,

사용성 평가 방법,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이 반영된 교수학

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작성된 결과를 기반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

였고,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개선점에 대한 의

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종합하여 증강

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수정

및 개선에 반영하였다.

B 교수 예술공학 박사 8년 4년
C 조교 해부학 석사수료 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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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기반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조사

외적타당화(external validation study)의 목적은 산출된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의 영향력을 보고하기 위함이며, 교수자에게 수업설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다(Richey & Klein, 2007).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 원리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원리

에 대한 형성적(Formative) 혹은 확인평가(Confirmative Evaluation)의 의

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설

계원리를 토대로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원리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이를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활용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평가 전에 예비현장 평가를 한 차례 진행하였다. 이후 교수자와 학습

자의 면담을 통해 실제 수업설계 과정에서 증강현실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적인

수정·보완을 거쳤다. 이후, 실제 현장 평가에서는 수정된 원리로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설계원

리 및 상세지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표 III-8>.

<표 III-8> 외적타당화 진행 날짜 및 연구참여자

날짜 / 수업 시간 연구참여자

예비 현장 평가

(2018. 4. 30 / 1시간)
교수자 1인, 조교 2인

학습자 9명

(남: 6명/ 여: 3명)

의학과 1학년
현장 평가

(2018. 05. 04 / 4시간)

(2018. 05. 11 / 4시간)

(2018. 05. 18 / 4시간)

(2018. 05. 25 / 4시간)

교수자 1인, 조교 3인

학습자 16명

(남: 10명/ 여: 6명)

의학과 1학년



- 118 -

가. 예비 현장 평가

1) 예비 현장 평가 : 연구참여자

증강현실 수업 기반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한 예비 현장평가에는

서울시 혜화동에 위치한 S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선택교과의 교수자 1

명과 의학과 1학년 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표 III-9>참조).

증강현실을 수업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증

강현실은 학습자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다. 때문에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의 격차(Gap)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비 현장 평

가 전에 구글서베이로 객관식, 주관식,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학습자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표 III-10>.

해당 선택교과 학습자 대부분은 노트북, 모바일, 태블릿 PC등의 기기 사

용에 매우 익숙했다. 과거 의과대학 수업에서 가상 해부 테이블

(Anatomage Table)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9명 중 3명이였으며, HMD 기

반 증강현실을 실제로 경험해본 학습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습자 모두가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수업에 흥미가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개념, 관련 기

기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고, 증강현실 기

기 조작 및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현재 의료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

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증강현실의 개념, 조작법, 경험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사전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단했다.

<표 III-9> 예비 현장 평가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참여 수 경력 / 학년
교수자 1명 10년

학생
학습자 9명

(남: 6명/ 여: 3명)
의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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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학습자 사전지식 확인을 위한 구글서베이 설문내용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23일 최종승인번

호(IRB No. 1804/003-011)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참여 대상자의

익명성과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다. 연구를 통해 수집

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

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잠금 처리한 곳에 보관하

고 암호가 설정된 개인 컴퓨터에서 분석한 후 폐기할 것을 모든 연구참여

자에게 약속하였다.

번호 설문 내용
설문

형태

1
나는 기기(노트북, 모바일, 태블릿 PC 등)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리커트

척도

2 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할 수 있다.
3 나는 시중에 나온 증강현실 기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
4 나는 시중에 나온 가상현실 기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
5 나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이름을 알고 있다.
6 나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이름을 알고 있다.
7 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 게임을 체험해본적이 있다
8 나는 증강현실 기기를 조작해 본적이 있다.
9 나는 증강현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해본적이 있다.

10
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의 의학 교육 콘텐츠를 경험

한 적이 있다.

11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의 의학 교육 콘텐츠 경험이 있다

면, 어떤 종류의 콘텐츠였으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아쉬웠는지 설명하시오.

주관식
12

나는 실무현장에서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환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시오.

13
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현재 의료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시오

14
나는 4/30(월요일)에 진행되는 예비수업에서 이러한 지식습득

과 경험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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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현장평가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는 사전 현장 평가의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자와 세 차례의

사전 회의를 가졌다. 첫 번째 사전 회의에서는 연구자가 참여 교수자에게

본 연구의 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후 설계원리가

제시된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참여 교수자가 이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사전 회의에서는 교수자와 연구자간에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한 문답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가 안내되었다. 세

번째 사전 회의에서는 사전 현장 평가 학습자 모집 방법과 학습내용을 선

정하였고 세부적인 활동과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본 수업에 들어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위해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배

포하였다(<부록-11> 참조). 본 예비 현장평가 수업은 총 1차시로 구성되

었으며,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해당수업을 관찰하였으며,

상시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조교와의 활동 모습을 모니터링 하였

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원리의 효과에 대한 교수

자와 조교, 그리고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교수자와 조교는 각각 일

대일 면담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리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

으며,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구글서베이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후 교수

자와 학습자의 반응으로 확인된 사항은 분석과 검토를 거쳐 현장평가를 위

한 설계원리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반영하였다.

3) 예비 현장 평가 검사도구

1. 교수자 반응

예비 현장 평가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교수자의 반응 평가 질문지는 개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설계 원리와 관련된 이해

와 설계과정 실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원리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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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거나,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

항은 개별 설계 원리와 상세 지침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

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으로 수정이나 추가, 삭제해야할 설계원리나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학습자 반응

본 예비 평가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 학습자

를 모집하여 면담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 평가는 수업 이후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구글서베이를 통하

여 간단히 수집되었다.

[그림 Ⅲ-2] 예비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환경 도면(78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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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평가

1) 현장 평가 : 연구참여자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한 현장평가에는 서울

시 혜화동에 위치한 S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선택교과(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의 교수자 1명

과 1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표 III-11>. 예비 현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을 확인을 위해 구글서베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표 III-12>. 현장평가 수업을 위해 사용된

구글서베이는 사전 현장평가 이후 진행된 교수자 면담과 학습자 구글서베

이에서 확인된 결과물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으며, 정확한 사전지식 확인을

위하여 대부분의 문항을 주관식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1> 현장평가 연구참여자

<표 III-12> 학습자 사전지식 확인을 위한 구글서베이 설문내용

번호 설문 내용
설문

형태

1
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면 설명하시오.
주관식

2 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해본적이 있다 객관식

3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체험 경험이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콘텐츠 이름, 조작법, 장점 및 단점 등).

주관식
4

나는 시중에 나온 증강현실 기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있다면

증강현실 기기 이름을 서술하시오

5
나는 시중에 나온 가상현실 기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있다면

가상현실 기기 이름을 서술하시오.
6 나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있다면 증강현실

연구참여자 참여 수 경력 / 학년
교수자 1명 10년

학생
학습자 16명

(남: 10명/ 여: 6명)
의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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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평가 또한 예비 현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

구 참여 동의서에는 참여 대상자의 익명성과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

음을 안내하였다. 연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에 대한 비밀일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잠금 처리한 곳에 보관하고 암호가 설정된 개인 컴퓨터에서

분석한 후 폐기할 것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약속하였다.

2) 현장 평가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는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두 차례의 사전 회의를 가졌

다. 첫 번째 사전 회의에서는 예비 현장 평가에서의 학습자 의견을 확인하

고, 현장평가를 위한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특히 증강현실 기기 경

험에 있어서 불편한 점으로 제시된 조작법과 그룹 구성에 대해서 협의하

고, 수업지도안을 위한 학습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수정된 수업지도안과 학습자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

업을 거쳤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위해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부록-15> 참조). 본 현장평가 수

콘텐츠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7
나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있다면 가상현실

콘텐츠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8
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반의 의학 콘텐츠를 경험해 본 적

이 있다.
객관식

9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의 의학 교육 콘텐츠 경험이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어떤 종류의 콘텐츠였으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아쉬웠는지 등).
주관식

10

본 선택교과 수업을 통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작성하시오 (선

택교과 선택 이유, 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교수님께 바

라는 점 등)



- 124 -

업은 총 4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차시는 4시간으로 동일하다. 연구자

는 해당수업을 관찰하였으며, 상시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조교와

의 활동 모습을 모니터링 하였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원리의 효과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교수자는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리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으며, 전체 학습자의 반응은 구글서베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 면담의사를 밝힌 학습자 7인을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진

행하였다.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으로 확인된 사항은 분석과 검토를

거쳐 최종원리를 확인하였다.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환경은 [그림 III-3]과

[그림 III-4]와 같다.

[그림 Ⅲ-3]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환경 도면(78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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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환경 도면(7800*12700)

증강현실 기기는 빛의 세기에 민감하다. 즉, 수업 환경의 천장조명 조도가

너무 높으면 가상의 정보가 흐릿하고 뿌옇게(Blurry)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조도가 너무 낮거나 어둡다면 현실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강현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할 때에는 너

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조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준조도에

관한 규정은 국가규격과 각 행정부서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정이 제

정되어 있다33). 의무규정인 학교보건법[교육부령 제 157호, 2018.5.25.,일부

개정]34)에 따르면 교실의 조명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x](룩스)이상이

33) 건축법 제 18조 동시행령 규칙 제15조(건설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 14조(문교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4조(문교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건설부),

한국공업표준화법 KS A 3011(공진청). 이들 규정 중 건축법, 학교 시설설비 기준은 의무규

정이고,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기준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규격인 한국공업표준화법은

권장규정이다.
34)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 제1항 1호 관

련) 3.조도(인공조면).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



- 126 -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키모코리아(KIMOCOREA)의 휴대용 조도계

(LX200)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35), 전체적으로 모든 교실 천장 조명을 켰

을 때는 1287[lx]로 확인되었고,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공간은 129[lx]로 측

정되었다36).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조도는 그림 [III-5]와 그림 [III-6]과 같

다.

[그림 Ⅲ-5]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 천장 조도 도면(7800*12700)

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5) 키모코리아(KIMOCOREA)는 프랑스 KIMO사의 한국파트너로 국내 계측장비 시장에

휴대용 및 설치형 계측기를 공급하는 전문업체이다. 압력계, 풍속계, 풍량계, 온도계, 습도

계, 가스분석기, 실내공기질(CO, CO2)측정기, 소음계, 조도계 등이 있다.
36) 한국공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 개정 연구에 따르면 조도는 총 11개(A-K)로 분류

되며, 증강현실 경험 공간의 조도인 129[lx]는 조도분류E(조도범위: 60-150)에 해당된다. 이

는 병원 병동 복도, 회복실, 숙직실, 탈의실 정도의 조도이다. 전체적으로 수업의 조명을 모

두 켰을 때의 조도인 1287[lx]는 정밀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의 조명의 세기다. 예를 들

어 병원의 검사실, 진찰실, 사무실 혹은 백화점 내의 안내코너, 점포 내 진열 또는 학교 안

에서 정밀실험이 필요한 연구실과 실험실의 조도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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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 천장 조도 도면(7800*12700)

3) 검사도구

1. 교수자 반응

교수자 반응은 예비 현장 평가에서 개발된 질문지를 동일하게 활용하였

다. 질문지는 개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설계 원리와 관련된 이해와 설계과정 및 실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원리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

별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은 개별 설계 원리와

상세 지침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에 대한 것으로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으로 수정이나

추가, 삭제해야할 설계원리나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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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학습자 반응

학습자의 반응 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수

업 이후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포된 구글서베이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두 번째는 반구조화된 면담에 동의한 9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분석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장점과

단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바탕으로 1시간 30분간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고,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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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인 수업설계 원리 외에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활용하

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수업 할 수 있는 수업설계 원리를 안내하고자 한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고등교육 교수자가 증강현실을 수업에 도입하고

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와 지침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증강현실 기반 학습 환경을 안내하고자 한다.

1. 초기 원리 개발

가.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한 구성요소 및 초기

설계 원리 도출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구안하기 위하여 선

행문헌에서 확인된 증강현실의 이론적 기저, 증강현실 학습 환경의 구성요

소, 증강현실의 설계원리 및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증강현실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자 두 명과 수업조교(석사수료) 한명

과의 초기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초반에 수업설계 원리를 개선시키고자 하

였다. 위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중 유사한 내용의 원리

혹은 공통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는 원리들끼리 통합하고, 재진술 하는

과정을 통해 초기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초기 선행문헌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로는 구성주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성주의 대표 학습 이론 중 경험학습, 상황학습, 문제중심학

습(PBL), 시각지능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IV-1]. 또한 증강

현실 학습 환경의 구성요소는 교수자, 학습자, 증강현실 테크놀로지(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교수방법, 정보자원, 교실환경으로 총 여섯 가지 요소로

확인되었다[그림 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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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 영역

[그림 IV-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선행문헌에서 확인된 구성요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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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을 검토하여 도출한 각각의 구성요소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는 의미간의 동질성 및 위계적 수준에 따라 재정리하면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진술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범주화 되었다(<표

IV-1> 참조).

우선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스캐폴딩은 증강현실 기반 구성요소의 학습

자와 일치한다. 즉,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 전에 비슷한 출발점 능력

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성주의에서 의미하는 학습자

스스로의 지식구성에 발판을 마련한다. 유연성과 매체성의 원리는 증강현

실 기반 구성요소인 교수방법과 증강현실 테크놀로지와 연결된다. 증강현

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어포던스 때문에 최소한으로 교수설계를

해야 함을 나타내고, 학문 영역의 특성과 필요성, 해당 수업 단원의 주제,

구성주의 접근법에 대한 지원 정도 등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테크놀로지를

선택해야 함을 뜻한다. 교수자 대비성은 구성요소 중 교수자와 연결되는데,

이는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류 대비성은 정보자원 구성요소와 연결되고.

공간성과 사이버멀미는 교실환경 중 장소와 연결이 되는데 이는 구성주의

에서 말하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통한 능동적인 지식 구성과 연관된다.

구체적인 증강경험과 반성적 관찰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높은 몰입을 통한 경험학습과 연결된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구성주

의에서 강조하는 상호작용 및 협동학습과 연결되고, 증강현실 평가도 구성

주의에서 강조하는 실제 과제를 및 경험 과정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연결

된다. 마지막으로 해석, 조작, 창조는 시각지능과 연결되는데, 학습자의 시

각을 자극하고, 현실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조작하고, 창조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초기 수업설계 원리는 7개의 증강현실 학습

환경의 구성요소, 15개의 일반설계원리, 38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었다

(<표 I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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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한 일반적인 원리 확인 및 구성요소 도출 관계

상세지침
도출
방법

문헌 영역 공통 내용 주요 요소

증강현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자에게 안내해라.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

기 대부분에 걸쳐서 사용할 예정이면 학기 초에 안내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

기 중에 최소한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수업 차시 전에 안내한

다(Shelton, 2003; Overbay, Patterson, Vasu & Grable, 2010;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김○○*).

문헌

면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육적

활용

(교수설계)

증강현실의

필요성을

사전에 안내

스캐폴딩

또는 안내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수업규칙 및 학습목표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

한다(Kamarainen et al., 2013;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et al., 2007;

Kerawalla et al., 2006; 최○○*, 김○○*, 김○○*). 수업규칙 예시: 개인 혹은

그룹 활동 시, 각자의 증강현실 사용 시간, 사용범위, 주의점 등.

문헌

면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규칙을

사전에 안내

증강현실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친숙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증강현실과정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예시(showcase)를 제공한다. 사전경험 예시는 교수자

가 모든 학생 앞에서 시현하고, 복잡하지 않고, 유연한(tangible) 예시로 준비해

야 하며, 편안함 사용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Shelton, 2003; Squire, 2010;

문헌

증강현실

기기에 관한

사용방법 및

사전 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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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mann, 2003; Liarokapis & Anderson, 2010; Shelton & Hedley, 2002;

Kerawalla et al., 2006).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시범은 최소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시현해라(Shelton,

2003; Fyfe et al., 2013; 김○○*, 김○○*).

문헌

면담

증강현실

콘텐츠에 관한

사용방법 및

사전 예시 제공
학습자 특성(가상/증강/혼합에 관한 사전지식, 3D 그래픽 혹은 가상/증강/혼합현

실 게임 등의 사전경험 유무/시각지능 등)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한

다(Antonietti & Cantoia, 2000; Chou et al., 2017).

문헌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파악하여

비슷한 출발점

능력 확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증강현실에 대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

라(최○○*).
면담

학습자가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증강현실 콘텐츠

의 사용시간은 최대 15분으로 제한한다(Shelton & Hedley, 2002; Billinghurst,

Kato & Poupyrev, 2001; Kerawalla et al., 2006).

문헌
학습자의 경험

시간을 규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업과 증

강현실 기기 경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김○○*).
면담

증강현실 활동을 최소한으로 설계해라(Kaufmann, 2003; Kerawalla, Luckin,

Seljeflot & Woolard, 2006;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Kerawalla,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Liarokapis et al., 2004).

문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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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반드시 동일

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추가하지 말아라

(Kerawalla et al., 2006).

문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육적

활용

(테크놀로지)

유연하며

최소화로 설계

증강현실

기반 수업과

테크놀로지

의 융통성

고가의 복합적인 장비(AR HMD, 높은 사양의 컴퓨터, 복안식 AR 스마트글래스,

단안식 AR 스마트글래스 등)를 사용할 것인지, 저가의 단순한 장비(프로젝터, 모

바일, 스크린 등)를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

한 시스템의 사양 및 콘텐츠를 결정해라(최○○*, 김○○*).

면담
학습목적에

따른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

선택

교수자는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종류(모바일/태블릿

AR-> Smartphone AR application, Tablet-based AR application, 웹캠

AR->Webcam-based AR application, HMD AR->Head Mounted Display) 및

콘텐츠를 선택해라 (Liarokapis & Andersonm 2010; Meddenhall et al., 2012;

Juan & Cano, 2008).

문헌

유연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해라. 교수자가 선택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는 교수

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change)할 수 있어야 한다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문헌 증강현실의

어포던스를 잘

나타내는

콘텐츠 선택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학습자 수준과 개인과 관련이 있는 것

을 선택해라. 또한 콘텐츠는 교육적이어야 한다(Kerawalla et al., 2006; 최○○*,

김○○*).

문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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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Overbay, Patternson, Vasu & Grable, 2010; 최○○*, 김○○*).

문헌

면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육적

활용

(학습 환경)

교수자 스스로

전문성과 그에

맞는 역량 확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학습 공간

설계 및

그와 관련된

교수자

전문성 확보

교수자는 스스로 증강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업부분을 최고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증강현실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최○○*, 김○○*).
면담

교수자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작동법/활용법 및 상세 지침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

이전에 숙지해야한다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Billinghurst & Duenser, 2012).

문헌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가 작동하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시

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법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김○○*).
면담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러지(스피

커, 모니터, 인터넷 등)활용법을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Bower, Howe,

McCredie, Robinson & Grover, 2014).

문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설계해야 함
증강현실을 실행하고자 하는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 전에 모든 환경을 갖추도록 하라(김○○*).
면담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부

분 및 활동을 설계해라. 실제와 같은 문제를 생성하라 (Papert & Harel, 1991;

Radu, 2014; Macchiarella & Vincenzi, 2014; Vincenzi et al., 2014; Sin &

Zaman, 2010; Chen, 2006; Tang et al., 2003). 예>의과 대학과 같은 반복적인 연

습(Train)이 필요한 곳,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해부학: 신체해부, 건축학: 빌딩

문헌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이를

통한 경험학습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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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크기 및 3D도면 확인, 태양계, 바다속 등).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

(구성주의)

(경험학습)

(상황학습)

(PBL)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최○○*). 예: 해부학→심장 해부 및 신경계, 건축학→빌딩실제크기
면담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과정(경험 전 - 경험 중 - 경험 후)에 대해서 성

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최○○*, 김○○*). 예: 온라인 토론, socrative

를 활용한 퀴즈 등

면담

반성적 관찰을

통한 능동적인

지식 구성

증강현실 경험 후 학습자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및 문제를 마련해라(최○

○*, 김○○*).
면담

증강현실 경험과정에 대한 개인 및 그룹의 성찰 기회를 제공해라(최○○*). 면담

증강현실 경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라(최○○*) 면담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증강현실 경험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할 수 있는 탬플

릿(Pre, Post)을 제공하라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Shelton & Hedley, 2002; 김○○*)

문헌

면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

(시각지능)

의도적 학습을

위한 해석적

활동 강화 시각지능

촉진
학습자가 제대로 된 증강현실 경험 및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기회를 제공하

라(최○○*, 김○○*).
면담

증강현실 경험 전에 증강현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만한 것은 머릿속으로 상

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해라(허균,
문헌

직접 조작 및

경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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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예: 모세 혈관 증강현실 콘텐츠 ‘앱손: EVENA’를 활용하기 전에, 사람의

팔에 어떠한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혈액은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지에 관해 생각해본다.

시각적 활동

강화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툴(AR Tool)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 및 생각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해라.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시각적 심층 구조 기회를 제공한다(최○○*, 김○○*). 예>Augment, Aurasma,

ARToolkit

면담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

강화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증강현실 경험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여, 추후 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라(허균, 2008).
문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가능하므로 넓

은 공간을 확보한다(Squire, Jan, Matthews, Wagler, Martin, Devane & Holden,

2007; Dunleavy, Dede, & Mitchell, 2009; Klopfer & Squire, 2008; Squire, 2010;

Billinghurst et al., 2001).

문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육적

활용

(안전성)

학습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 설계

안전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공간

및 부작용

대체 방법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며, 수업 환경 조도를 확인

하라(Kaufmann, 2003;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김○○*).

문헌

면담
학습자의 주변을 확인하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김○○*).
면담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사이버멀미, 눈의 피로, 컨디션 저하)에

대해서 설명한다(김○○*).
면담

학습자의

건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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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반 수업 후에는 최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밖에서 공기를 마

시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김○○*)
면담 공간설계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라(최○○*). 면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이론적

기저

(구성주의)

(경험학습)

(상황학습)

(PBL)

수행 과정과

경험과정을

통합한 평가

실제 과제

및 경험

과정에 대한

절대적 평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

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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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선행문헌 고찰과 초기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초기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 (별)표시는 면담에서 발췌한 내용을 나타냄.

구성 요소 일반 설계원리 상세지침

안내성
①

스캐폴딩 원리

1.1. 증강현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자에게 안내해라.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기 대부분에 걸

쳐서 사용할 예정이면 학기 초에 안내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기 중에 최소한으로 선택적으로 사

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수업 차시 전에 안내한다(Shelton, 2003; Overbay, Patterson, Vasu & Grable,

2010;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김○○*).
1.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수업규칙 및 학습목표에 대해서 안내한다(Kamarainen et

al., 2013;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et al., 2007; Kerawalla et al., 2006; 최○○*, 김○○*,

김○○*). 수업규칙 예시: 개인 혹은 그룹 활동 시, 각자의 증강현실 기기 사용 시간 및 콘텐츠 사용

시간, 사용범위, 주의점 등.
1.3. 증강현실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친숙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증강현실과정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예시(showcase)를 제공한다. 사전경험 예시는 교수자가 모든 학생 앞에서 시현하고, 복잡하

지 않고, 유연한(tangible) 예시로 준비해야 하며, 편안함 사용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Shelton,

2003; Squire, 2010; Kaufmann, 2003; Liarokapis & Anderson, 2010; Shelton & Hedley, 2002;

Kerawalla et al., 2006).
1.4.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시범은 최소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시현해라(Shelton, 2003; Fyfe et

al., 2013;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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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자 특성(가상/증강/혼합에 관한 사전지식, 3D 그래픽 혹은 가상/증강/혼합현실 게임 등의 사

전경험 유무/시각지능 등)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한다(Antonietti & Cantoia, 2000;

Chou et al., 2017).
1.6.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증강현실에 대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라(최○○*).

②

사용시간 원리

2.1. 학습자가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증강현실 콘텐츠의 사용시간은

최대 15분으로 제한한다(Shelton & Hedley, 2002; Billinghurst, Kato & Poupyrev, 2001; Kerawalla

et al., 2006).
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업과 증강현실 기기 경

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김○○*).

융통성

③

유연성 원리

3.1. 증강현실 활동을 최소한으로 설계해라(Kaufmann, 2003; Kerawalla, Luckin, Seljeflot &

Woolard, 2006;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Kerawalla,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Liarokapis et al., 2004).
3.2.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증강

현실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추가하지 말아라(Kerawalla et al., 2006).

④

매체성 원리

4.1. 고가의 복합적인 장비(AR HMD, 높은 사양의 컴퓨터, 복안식 AR 스마트글래스, 단안식 AR 스

마트글래스 등)를 사용할 것인지, 저가의 단순한 장비(프로젝터, 모바일, 스크린 등)를 사용 할 것인

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의 사양 및 콘텐츠를 결정해라(최○○*, 김

○○*).
4.2. 유연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해라. 교수자가 선택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는 교수자가 손쉽게 추

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change)할 수 있어야 한다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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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erson, 2010).
4.3.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학습자 수준과 개인과 관련이 있는 것을 선택해라. 또

한 콘텐츠는 교육적이어야 한다(Kerawalla et al., 2006; 최○○*, 김○○*).
4.4. 교수자는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종류(모바일/태블릿 AR-> Smartphone

AR application, Tablet-based AR application, 웹캠AR->Webcam-based AR application, HMD

AR->Head Mounted Display) 및 콘텐츠를 선택해라 (Liarokapis & Andersonm 2010; Meddenhall

et al., 2012; Juan & Cano, 2008).

전문성

⑤

교수자 대비성

원리

5.1.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Overbay, Patternson,

Vasu & Grable, 2010; 최○○*, 김○○*).
5.2. 교수자는 스스로 증강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업부분을 최고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증강현실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최○○*, 김○○*).
5.3. 교수자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작동법·활용법 및 상세 지침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 이전에 숙지해

야한다(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Billinghurst & Duenser, 2012).
5.4.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가 작동하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법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김○○*).

⑥

환경오류

대비성 원리

6.1.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러지(스피커, 모니터, 인터

넷 등)활용법을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Bower, Howe, McCredie, Robinson & Grover, 2014).

6.2. 증강현실을 실행하고자 하는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한다. 또한 수업 전에 모든 환경을 갖추도록 하라(김○○*).

구성주의 학습 ⑦ 7.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부분 및 활동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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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성

구체적인

증강경험 원리

계해라 (Papert & Harel, 1991; Radu, 2014; Macchiarella & Vincenzi, 2014; Vincenzi et al., 2014;

Sin & Zaman, 2010; Chen, 2006; Tang et al., 2003). 예>의과 대학과 같은 반복적인 연습(Train)이

필요한 곳,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해부학→신체해부, 건축학→빌딩실제크기 및 3D도면 확인, 태

양계, 바다속 등).
7.2.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최○○*).

⑧

반성적 관찰

원리

8.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과정(경험 전 - 경험 중- 경험 후)에 대해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최○○*, 김○○*). 예: 온라인 토론, socrative 를 활용한 퀴즈 등

8.2. 증강현실 경험 후 학습자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및 문제를 마련해라(최○○*, 김○○*).

⑨

상호작용

원리

9.1. 증강현실 경험과정에 대한 개인 및 그룹의 성찰 기회를 제공해라(최○○*).

9.2. 증강현실 경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라(최○○*).

시각지능

촉진성

⑩

해석의 원리

10.1.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증강현실 경험을 시각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탬플릿(Pre, Post)을 제

공하라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 Shelton & Hedley, 2002; 김○○*).
10.2. 학습자가 제대로 된 증강현실 경험 및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기회를 제공하라(최○○*).

⑪

조작의 원리

11.1. 증강현실 경험 전에 증강현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만한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해라(허균, 2008). 예: 모세 혈관 증강현실 콘텐

츠 ‘앱손: EVENA’를 활용하기 전에, 사람의 팔에 어떠한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혈액은 어느 방향에

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지에 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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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창조적 차원의

원리

12.1.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툴(AR Tool)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디

어 및 생각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해라.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시각적 심층 구조 기회를 제공한

다(최○○*, 김○○*). 예>Augment, Aurasma, ARToolkit

12.2.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증강현실 경험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여, 추후 학습을 계획할 수 있

도록 해라(허균, 2008).

안전성

⑬

공간성 원리

13.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가능하므로 넓은 공간을 확보

한다(Squire, Jan, Matthews, Wagler, Martin, Devane & Holden, 2007; Dunleavy, Dede, &

Mitchell, 2009; Klopfer & Squire, 2008; Squire, 2010; Billinghurst et al., 2001).
13.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며, 수업 환경 조도를 확인하라

(Kaufmann, 2003;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김○○*).
13.3. 학습자의 주변을 확인하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김○○*).

⑭

사이버 멀미

원리

14.1.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사이버멀미, 눈의 피로, 컨디션 저하)에 대해서 설명

한다(김○○*).
14.2. 증강현실 기반 수업 후에는 최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밖에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김○○*)

평가성

⑮

AR 평가

원리

15.1.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라(최○○*).

15.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수

업에 반영하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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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설계 원리와 상세지침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안내성

① 스캐폴딩 원리 [상세 지침: 1.1, 1.2, 1.3, 1.4, 1.5, 1.6]

증강현실이 고등교육에서 활용된 사례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대부분은 증강현실 및 그와 관련된 또 다른 기술들(가상현실, 혼합현실)에

관한 선행지식 및 경험이 다양하지 않다. 특히 모바일 기반 혹은 PDA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 사례 및 연구는 몇몇 있지만, 고가의 HMD를 활용한

경험은 극히 드물다. 때문에 실제 수업 전에 학습자들이 비슷한 출발점 능

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스캐폴딩 단계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Vygotsky(1978)는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을

근접발달영역(ZPD)이라고 정의하였고,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협력과 조절을

통한 양방향적인 과정으로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개념이다. 즉,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책임감을 넘겨주어서 결과적으로는 학습자의 독립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적절

한 스캐폴딩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공동의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용시간 원리 [상세 지침: 2.1, 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기 때문에 수업시간

및 경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특히 HMD를 활용한 경험은 학

습자에게 사이버멀미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증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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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기 경험은 최대 15분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이버멀미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Shelton & Hedley, 2002; Billinghurst, Kato &

Poupyrev, 2001; Kerawalla et al., 2006).

2) 융통성

③ 유연성 원리 [상세 지침: 3.1, 3.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유연한(Flexibility) 설계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

업과 비교했을 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경험 및 활동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수업 자체를 유

연하게 설계하여 수업 시간 및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강현실 활동 또한 최소한으로 설계하여 학습자에게

경험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습자가 증강현실 경험 활동에 대

해서 너무 벅차게 되면, 적극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④ 매체성 원리 [상세 지침: 4.1, 4.2, 4.3, 4.4]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컴퓨터, 노트북, TV, 교실

내 무선 환경 등)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자원을 위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웨어(콘텐츠)를 추

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목표에 따라서 높은 사양의 고

가의 복합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저가의 단순한 장비를 사

용 할 것인지에 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 활동에 따라서 기기

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전문성

⑤ 교수자 대비성 원리 [상세 지침: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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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수업에 비해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교수자가 수업 전에 익혀

야 할 전문성 영역이 많다. 특히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교수자가 자신의

교과목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학문 영역에 대

한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교

수자의 사전 준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구

성요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사이버 멀미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⑥ 환경 오류 대비성 원리 [상세 지침: 6.1, 6.2]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수업 환경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증강현실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하는 경험

공간에 대한 모든 운영환경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컨대, 증강현실을 경험하

기 위해서 수업 환경이 갖추어야 할 테크놀로지, 책상과 의자의 유무, 위험

한 물건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구성주의 학습 촉진성

⑦ 구체적인 증강경험 원리 [상세 지침: 7.1, 7.2]

증강현실의 사용은 교육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활용해야 한

다. 증강현실은 풍부한 학습 환경을 통한 경험학습이 가능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과 감각적 몰입을 통한 능동적인 지식 구성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문제점을 증강

현실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과대학과 같이 반복적인

연습 및 경험에 관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

한 장소에 대한 경험이 필요로 하다면 증강현실 사용이 적당하지만, 일반

적인 방대한 이론 및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적당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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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반성적 관찰 원리 [상세 지침: 8.1, 8.2]

Dewey(1933)는 반성적 사고를 문제해결, 혹은 문제 상황의 개선을 위한

사고의 변화로 정의하면서 반성적 사고의 핵심은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 활동을 점검하고 탐색하는 고차적 사고를 의미한다

하였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이후 학습자는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

험과정 및 학습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⑨ 상호작용 원리 [상세 지침: 9.1, 9.2]

상호작용의 원리는 증강현실 경험 이후, 경험에 대한 집단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다른 구

성원들과의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성찰 도구를 활용하거나 공

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시각지능 촉진성

⑩ 해석의 원리 [상세 지침: 10.1, 10.2]

증강현실은 우리의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혹은 현실에 없는 새로

운 세계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시각적 사고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해석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조직

화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예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⑪ 조작의 원리 [상세 지침: 11.1]

증강현실 기기는 학습자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기

경험 전에 증강현실을 통해 시각적 조작으로 확인할 만한 것을 머릿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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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⑫ 창조적 차원의 원리 [상세 지침: 12.1, 12.2]

이미 교수자가 선택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

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안전성

⑬ 공간성 원리 [상세 지침: 13.1, 13.2, 13.3]

공간성의 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환경 분석에 관한 원리이다. 증강

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공간은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해 조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조작활동을 위해서 학습자 주변

에 있는 물건을 치운다. 또한 수업의 조도가 너무 밝으면 가상의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⑭ 사이버 멀미 원리 [상세 지침: 14.1, 14.2]

학습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눈의 피로, 컨디션 저하 등)에 대해서 안

내하고, 사이버멀미를 느끼는 학습자에게는 최소 5분정도 밖에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7) 평가성

⑮ AR평가 원리 [상세 지침: 15.1, 15.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평가는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과정에 대한 평가 부

분과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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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내적 타당화의 목적은 설계원리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Richey

& Klein, 2007), 원리들 간의 관계의 정확성을 정립하기 위함이다(Johnson

& Christensen, 2008).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

해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와 두 차례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초

기 설계원리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켰다<표 IV-3>.

가.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선행문헌 고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초기 설계원리를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총 3회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업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와 개별 설계원리

에 대한 타당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표 IV-3> 내적 타당화 과정의 세부 내용 요약

단계 전문 분야 인원 학력 검토내용 결과물

1차

전문가

타당화

교수설계 5 박사 · 선행문헌 탐색, 해석,

결과 반영의 적절성

· 설계원리 전반과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화

· 수정사항 도출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개발(2차)

2차

전문가

타당화

교수설계 5 박사

· 수정사항 도출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개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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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평가문항은 전반적인 설계원리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다섯 가지 항목과 함께 설계원리의 도출

과정에 대한 타당화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 IV-4>와

같으며, 매 차례별 세부 평가 내역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IV-4>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3차

전문가

타당화

교수설계 5 박사
· 개별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화

· 수정사항 도출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개발(4차)

사용성

평가

교수설계 1
박사

· 연구결과물이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강점과

약점 및 개선점

·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 수정사항확인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개발(4차)

예술공학 1

해부학 1 학사

4차

전문가

타당화

교수설계 3 박사

·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화

· 최종 설계 원

리 및 상세 지침

※ 1∼3차 전문가 타당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 전문가 타당화는 외적타당화 완

료 이후, 논문심사단계에서 나온 추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형성적 수정의 차원에서 이루

어졌다.

영역

1차 전문가

(사례수=5)

2차 전문가

(사례수=5)

3차 전문가

(사례수=5)
평균 CVI IRA 평균 CVI IRA 평균 CVI IRA

타당성 3.80 1.00

0.50

3.80 1.00

0.81

4.00 1.00

1.00설명력 3.00 1.00 3.40 1.00 3.80 1.00

유용성 3.00 1.00 3.40 1.00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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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서 타당성과 탐색의 항

목은 평균 3.8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해성(3.60)과 보편성(3.40)

의 항목 또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평균 점수가 1.80점에서 3.00점

사이에 분포했으며 2점 이하의 항목(해석의 적절성, 결과반영의 적절성, 용

어의 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개선 작업이 요구되었다. 특히 용어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다소 애매한 용어들이 많아서 교수자가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용어로 수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해석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반복되거나 비슷한 항목들의 재배치 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증강현실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수성을 수업 환경에 효

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줄만한 모형이 필

요함을 확인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ASSURE 모형의 절차적

단계모형으로 수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는 1차 타당화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한 14개의 일반설계원리와 54개의 상세 지침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조직화의 논리성의

항목은 대체로 1차 타당화 결과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1차

전문가 타당화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석의 적절성 항목과 용어의 적절성

보편성 3.40 1.00 3.60 1.00 4.00 1.00

이해성 3.60 1.00 3.60 1.00 3.60 1.00

선행

문헌

탐색의

적절성
3.80 1.00 4.00 1.00 4.00 1.00

해석의

적절성
2.40 0.40 2.80 0.80 3.60 1.00

결과반영

적절성
2.60 0.60 3.40 1.00 3.60 1.00

용어의 적절성 1.80 0.00 2.60 0.60 3.60 1.00

조직화의 논리성 3.00 0.80 3.20 1.00 3.60 1.00
설계원리-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2.00 0.00 3.20 1.00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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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아 각각의 상세 지침에 대한 예시 및 해설의

추가 진술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항목의 예시 및 해설을

친절하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맥락이 잘 드러나도록

용어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으로, ASSURE의 영

문단어를 따르는 것보다는 국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

들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3차 전문가 타당화는 2차 전문가 타당화 이후 진행된 예비 현장 평가와

사용성 평가의 교수자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수정하였고, 총 14

개의 설계원리와 63개의 상세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설계원리 전

반에 대해 수합된 전문가의 의견은 타당성(평균 4.00점), 설명력(3.80점), 유

용성(4.00점), 보편성(4.00점), 이해성(3.60점),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4.00

점), 해석의 적절성(3.60점), 결과반영의 적절성(3.60점), 용어의 적절성(3.60

점), 조직화의 논리성(3.60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왔다. CVI와

IRA의 경우에는 모두 1.00으로 각 항목에 대해 모든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평정자간의 평정결과의 일관성 또한 매우 인정할만한 수준으

로 나왔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화

에 따른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 사항

전문가 의견 구분 개선 사항

삭제 및 추가

(전문가 A, B, C, D, E)

· 비슷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통합 후 재진술

· 일반 설계원리의 위계가 맞도록 수정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D, E)

·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용어들이 비교적 어려움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 부사(꼭, 반드시 등)를 빼고, 설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동사를 사용하여, 실행 방법이

명확히 들어나도록 수정
모형 수정

(전문가 A, B, C, D, E)

·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이 잘 보여

지며,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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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1)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평가문항은 각각의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

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7개의 구성요소, 15개의 일

반설계원리, 38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된 초기 설계원리의 각 항목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 IV-6>와 같으며, 설계원리별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화 결과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IV-6> 초기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성

요소
설계원리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안내성
1. 스케폴딩 4 3 3 3 2 3.00 0.80

0.58

2. 사용시간 3 4 3 3 2 3.00 0.80

융통성
3. 유연성 2 2 3 3 2 240 0.40

4. 매체성 4 4 4 3 3 3.60 1.00

전문성
5. 교수자 대비성 4 4 3 3 3 3.40 1.00

6. 환경오류 대비성 4 4 3 4 2 3.40 0.80

구성주의

학습

촉진성

7. 구체적인증강경험 2 2 3 3 2 2.40 0.40

8. 반성적 관찰 4 4 4 4 4 4.00 1.00

9. 상호작용 3 4 4 3 4 3.60 1.00

시각지능

10. 해석 4 4 3 3 4 3.60 1.00

11. 조작 4 4 3 3 4 3.60 1.00

12. 창조 3 3 3 3 3 3.00 1.00

모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1차 전문가 타당화 이후 ASSURE 모형으로

수정(2차) 후 국문으로 변경

예시 및 해설 추가

(전문가 A, B, C, D, E)

· 상세지침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시를 추가하거나 관련 링크 혹은 이미지를

추가안내

· 예시의 경우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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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화 평균은 3.00에서 4.00까지

분포되어있다. CVI가 0.8미만인 것은 없었으나, 0.8이 나온 항목들이 있어

서 전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계원리들이 논리적이면 체계적이지만, 위계순서가 맞지 않

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수합된 의견 및 보완사항을 정리하면 다

음 <표 Ⅳ-7>과 같다.

<표 IV-7> 초기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안전성
13. 공간 4 4 4 4 3 3.00 1.00

14. 사이버멀미 2 3 2 3 2 2.40 0.40

평가성 15. AR평가 2 3 3 2 2 2.40 0.40

전문가 의견 구분 개선 사항

통합

(전문가 A, B, C, D E)

·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업

설계원리를 통합 후 재진술

- 지침 1.5와 지침 1.6을 통합

- 지침 4.4와 4.1을 통합

- 지침 9.1과 지침 9.2를 통합

삭제 및 추가

(전문가 A, B, C, D, E)

· 원리를 추가하거나, 상제지침이 많은 원리는

통합하여 재진술

- 지침 8.2, 삭제

- ‘조작의 원리’에 11.2 추가

· 매체성 원리에 4개의 설계원리 추가

- 매체의 효과성의 원리, 직관성의 원리, 비용성의

원리, 접근성의 원리 등

· 원리 자체가 너무 길고 여러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분리 후 재진술

- 지침 1.2, 1.3, 8.2, 15.1, 15.2 내용 재진술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D, E)

· 부사(꼭, 반드시 등)를 빼고, 행위동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재진술

- 지침 1.6, 5.2, 5.3, 6.1, 6.2, 13.3의 부사 삭제

· 용어/문구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맞추고,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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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어로 수정(예: 콘텐츠, 기기, 도구, 기계 등)

- 지침 1.3, 1.4, 4.2, 4.3, 6.1 용어 수정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의 진술을 간결하고 일관

되도록 수정

- 지침 1.1-14.2의 진술 전체적으로 수정

· 포함된 단어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

- ‘사용시간 원리’를 ‘시간통제의 원리’로 수정

- ‘유연성 원리’를 ‘최소화의 원리’로 수정

- ‘융통성’ 매타설계 원리를 ‘사용성’으로 수정

- ‘교수자 대비성 원리’를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로 수

정

- ‘환경오류 대비성원리’를 ‘기술적 무결성의 원리’로

수정

- ‘구성주의 학습촉진성’을 ‘지식 구성촉진성’으로 수정

- ‘공간성의 원리’를 ‘안전성의 원리’로 수정

- ‘사이버멀미 원리’를 ‘사이버 멀미 조절 원리’로 수정

설계원리 위치 조정

(전문가 A, B, C, D, E)

· 일반 설계원리의 위계를 맞출 것

· 절차적 모형의 필요성 (ASSURE)

-ASSURE 모형 순서에 따라 전체적으로 변경

- ‘교수자 대비성 원리’에 있는 지침 5.5를 ‘환경오류

대비성 원리’에 포함되도록 위치 조정

- 비슷한 상세 지침끼리는 통합

-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는 부분에서부터 수업을 끝

나는 기간까지 모두 차례대로 기술하도록 할 것

예시 및 해설 추가

(전문가 A, B, C, D, E)

· 원리에 대한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을 요약하여 진술

· 예시의 적당함을 맞출 것

· 수업환경과 관련된 사진 및 교실 크기

- 지침 1.1-14.2 ‘상세전략’ 칸을 추가하고 예시 추

가(예: 지침 1.5에서 ‘학습자특성 파악’ 방법 제시,

-지침 9.1에서 ‘성찰기회제공’에 대한 방법을 제시

· 전체적으로 원리가 친절하지 않음

· 관련 사진 이미지 혹은 링크 추가

- 추가 내용 혹은 링크가 필요하면 주석으로 안내

- 지침 13.1과 13.1에 관련 사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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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은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삭제 및 추가, 진술 및 용어수정, 설계 원리 추가, 예시 및 해설 추가, 위치

조정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결과 단계구분, 일반설계원리, 상세설계원리, 예

시로 구분하여 총 15개의 설계원리는 14개로 수정되었고, 38개의 설계원리

는 38개의 설계원리는 53개로 변경되었다.

2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개발에 반영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과 이

에 따른 수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

이 있는 경우 삭제하거나 통합하였다. 특히 의미가 중첩되는 유사한 원리

의 경우 통합하거나 삭제하였다. 둘째, 상세지침이 많은 원리는 통합하여

재진술 하였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원리들은 삭제하였다. 셋째, 설계원

리와 상세지침은 전체적으로 진술 및 용어를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

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넷째, 설계원리의 위계를

맞추고, 매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ASSURE 모형을 활용하여 그 순서

에 맞게 전제적으로 원리들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다섯째, 전체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 해설 또는 예시가 필요한 경

우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내용 및 관련 링크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설

계원리와 상세지침 앞부분에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교수자

가 수업을 설계할 때 사용가능한 절차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더욱 학문

적이며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성요소 부분을 삭제하고

ASSURE 모형의 절차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 하였다. ASSURE 모형은 다

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A(학습자분석, Analyze learners), S(목표 진술,

State Objectives), S(교수자료 선택, Select methods, media, & materials),

U(미디어와 교수자료 활용, Utilize media & materials), R(학습자 참여요

구, Require learners participations), E(평가와 수정, Evaluate & revise).

2)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ASSURE의 절차모형에 따라 6개의 단계로 구성된 2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또한 설계원리별 상세지침에 대

한 타당화 결과는 [부록 7]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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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2차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 A(학습자분석, Analyze learners), S(목표 진술, State Objectives), S(교수자료 선택,

Select methods, media, & materials), U(미디어와 교수자료 활용, Utilize media &

materials), R(학습자 참여요구, Require learners participations), E(평가와 수정, Evaluate

& revise).

개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화 결과 평균은 2.60에서 4.00

까지 분포되어 있다. CVI값은 마지막 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으로 동

일하였으나, 평가부분의 원리는 0.60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1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나온 의견

들이 잘 수정되어 반영되었지만, 설명력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

인 예시 및 수업관련 이미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술에서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문적인 용어와는 거리감이 있는 용어를 수

정하였다.

단계

구분
일반 설계원리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A 1. 학습자 분석 3 4 3 3 3 3.20
1.00

1.00

S 2 목표 진술 3 4 4 4 3 3.60

S 3. AR 어포던스 3 3 3 3 3 3.00 1.00

U

4. 자료 사전 검토 4 4 4 3 3 3.60 1.00

5. 교수자 준비성 4 3 3 3 4 3.40 1.00

6. 공간통제 3 3 3 3 3 3.00 1.00

7. 시간 통제 3 3 3 3 3 3.00 1.00

8. 환경 통제 4 4 4 4 4 4.00 1.00

9. 증강 경험 안내성 4 4 4 4 3 3.80 1.00

10. 경험중심의 사전 학습 4 4 4 4 4 4.00 1.00

11. 증강경험 경험 4 4 4 4 4 4.00 1.00

R
12. 반성적 관찰 3 3 4 4 4 3.60 1.00

13. 시각지능 4 4 3 4 4 3.80 1.00

E 14. 만족도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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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 2차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3) 3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총 6개의 단계, 14개의 설계원리, 65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된 3차 설계

원리 각각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 IV-10>과 같으며 개별 설계

원리별 상세 지침에 대한 평가는 [부록 8]에 제시되어있다.

3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개발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은 사용성평가의 결

과와 예비 현장평가 이후 진행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되었다. 특히 1차 전문가 타당화 이후 ASSURE 모형의 절차를 따라서 구

성되었던 2차 설계원리는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

로 반영하거나, 효과적으로 설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교수자의 의견

전문가 의견 구분 개선 사항

통합

(전문가 A, B, E)

·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계원리

를 통합 후 재진술

- 지침 6.1과 지침 6.2를 통합

- 지침 5.1을 1.1과 통합

· ASSURE의 영문단어를 국문으로 수정

삭제 및 추가

(전문가 A, B, C, D, E)

- 원리 1.2. 학습자의 특성, 학습도구, 방법 추가

- 지침과 관련한 이미지 추가

- ‘설계원리’와 ‘추가설명 및 예시’ 부분에서 중복되

는 내용은 삭제(지침 3.1의 추가설명 및 예시 부

분을 삭제 후 수정)

- 지침 4.3 ‘친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제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D, E)
- ‘신체부작용의 원리’를 ‘증강경험의 원리’로 수정

예시 및 해설 추가

(전문가 A, B, C, D, E)

· 구체적인 예시 및 방법 제시

- 지침 1.1 예시 및 해설 추가

- 지침 2.1 VR/AR 예시 추가

- 지침 4.1에서 언급된 시범(showcase)에 관한 예시

방법을 추가

- 지침 9.6, 12.2, 13.2 예시 추가

- 관련 사진 혹은 이미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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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현재 교육학기반 모형이 가지고

있는 설계절차 모형들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문으로 변

경 후,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그에 맞게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수정하였

다. 결과적으로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점수는 평균 3.80점∼4.00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상세 지침의 경우 평균 3.40점∼4.00사이에 분포하였

다. CVI와 IRA는 모든 항목에서 1.00으로 나타나 5명의 전문가는 3차 설

계 원리 및 상세 지침이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

의 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10> 3차 개별 설계 원리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개별설계와 상세지침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종합해보면, 개

별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그리고 예시 및 해설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설계원리별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화 결과는 [부록 8]에 제시

되었다. 이후 4차 설계원리는 예비 현장 평가와 사용성 평가에서 수합된

현장 교사와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표 IV-12> 참

조).

단계

구분
일반 설계원리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준비

1 목표확인 4 4 4 4 4 4.00

1.00 1.00

2. 사전자료 검토 4 4 4 4 4 4.00

3. 교수자 준비성 4 4 4 4 4 4.00

숙달 4. 사전경험 4 4 4 4 4 4.00

환경

5. 공간 통제 4 4 4 4 4 4.00

6. 환경 통제 4 4 4 4 4 4.00

7. 사전 안내성 4 4 4 4 4 4.00

실행
8. AR Learning 4 4 4 4 4 4.00
9. AR Experience 4 4 4 4 4 4.00
10. 시각지능 4 4 3 4 4 3.80

평가
11. AR Learning 평가 4 4 4 4 4 4.00
12. AR Experience 평가 4 4 4 4 4 4.00

성찰
13. 사후학습 4 4 4 4 4 4.00
14. 교수자 성찰 4 4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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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3차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전문가 의견 구분 개선 사항
통합

(전문가 A, B, C, D, E)
· 단계구분에 대한 용어 수정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D, E)

· 설계원리 용어 수정

-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를 교수자 준비의 원리‘로

수정

- ’사전 안내성의 원리‘를 ’사전 안내의 원리‘로 수정

- ’AR Learning의 원리‘를 ’AR학습 특성의 원리‘로

수정

- ’AR Experience‘의 원리를 ’AR체험 특성의 원리

‘로 수정

- ’AR Learning의 원리‘를 ’AR 학습평가의 원리‘로

수정

- ’AR Experience의 원리‘를 ’AR 체험 평가의 원리

‘로 수정

예시 및 해설 추가

(전문가 A, B, C, D, E)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정확한 조도 수치

및 교실 환경 사이즈 기재 필요

· 증강현실 기기와 컴퓨터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예시 추가

· 예비 현장 평가 관련 사진 추가

- 스테이션 이름, 교실 환경 배치도, 조명

- 체크리스트에 추가 설명 혹은 예시 필요

- 각각 설계원리의 상세 지침과 관련된 내용의 자세

함을 맞출 것

- 상세 지침에 관련 링크를 정확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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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예비현장평가, 사용성 평가를 반영한 4차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단계

구분
설계원리 설계원리에 따른 지침 예시 및 해설

준비

①

목표

확인의

원리

1.1. 증강현실 사용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

거나,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라

(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1.2.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확인하라

(Papert & Harel, 1991; Radu, 2014; Macchiarella &

Vincenzi, 2014; Sin & Zaman, 2010; Chen, 2006; Tang

et al., 2003).

· 고비용, 고위험이 수반되는 반복적인 경험 및 직무훈련이

필요한 장소(해부학, 건축학)

- 해부학: 시신기증문제와 화약약품 처리비용 등으로 손쉽

게 하지 못하는 신체해부의 경험

· 현실세계에서 방문 혹은 경험이 불가능한 장소(천문학)

· 고가의 대형장비 도입 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인 장소

· 위험훈련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건축학: 빌딩의 실제 크기를 확인하거나, 건물 안쪽의 골

조물 확인 경험

1.3.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확

인하라(최○○*, 전○○*).

· 카데바실습(시신해부)을 실제로 실습하기 어려울 때, 간

접적으로 증강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비행기의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를 분리할

수 없다면, 증강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러갈 수 없다면, 증강현실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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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확인하라.

②

사전자료

검토의

원리

2.1.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

어)의 준비여부를 확인하라(최○○*, 김○○*, 전○○*)

· HMD 형태의 증강현실 기기의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

다. 주변/해당업체에서 대여/협찬이 가능한지 혹은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해라. 저가 형태의 증강현실 기기로는 모바

일/태블릿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AR Learning을 위한 고가의 복합적인 장비: AR HMD,

높은 사양의 컴퓨터, 복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단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홀로렌즈(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글

래스 BT-300(엡손), 구글글래스(구글), 알로이(인텔) 등

· AR larning을 위한 저가의 단순한 장비: 모바일, 태블릿,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활용한 마커인식 등

2.2.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콘텐츠(소프

트웨어)의 준비여부를 확인하라(최○○*, 김○○*, 전○

○*).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www.microsoft.com/en-us/store/collections/hlgettin

gstarted/hololens

· 증강현실 기기를 위한 콘텐츠는 많이 부족하다. 학습목적

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업체의 기

술을 빌려서 만들거나, 의과대학 이라면 ‘Medical AP’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통해 교수자·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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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자 개인과 관련이 되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

택하라(최○○*, 김○○*, 전○○*).

· 의과: 해부학 수업 예시

- Holo Heart (심장해부)

- Holo Anatomy (인체 장기 및 혈관)

- Eyes-on (정맥주사를 위한 혈관 찾기)

- zSpace (해부학교육)

- Simsensei (심리상담)

- Medisim (인체 복부)

- HapTEL (치과교육)

2.4.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를 선택하라(Liarokapis & Andersonm 2010;

Meddenhall et al., 2012; Juan & Cano, 2008).

· 증강현실 경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에 상응하는 가

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2.5. 유연하고 직관적인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하라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Martín-Gutiérrez, 2015).

· 여러 상황에서 적용이 쉬운 콘텐츠

· AR 어포던스가 높은 콘텐츠

· 실행 및 조작법이 번거롭지 않은 콘텐츠

· 사용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

(change)할 수 있는 콘텐츠

2.6. 안전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하라

(Martín-Gutiérrez, 2015).

2.7.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를 확인 ·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Heinich,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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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김○○*).

①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는가?

②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가?

③ 자료가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④ 자료가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가?

⑤ 자료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하는가?

⑥ 기술적 품질이 좋은가?

⑦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⑧ 의도적인 편견이나 상업광고적인 성격이 없는가?

⑨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③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

3.1. 교수자는 스스로 해당 수업내용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증강현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김○○*, 전○○*).

· 기존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증강현실이 해결해

줄 수 있거나,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라.

3.2.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

히 숙지하라(Overbay, Patternson, Vasu & Grable,

2010).

·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차이점

·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구성요소

· 증강현실, 가상현실 분류

· 증강현실의 활용 분야 및 대표적인 사례

3.3.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의 경험부분과 지

식습득의 연결성을 확인해라(최○○*).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식습득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경험만으로 학습에 대한 효과 및 지식습득

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

수법(강의, 토론, 발표, 팀 활동, 자기성찰 등)을 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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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 수업시간이 부족하다면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부분은 플

립러닝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3.4.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동일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조정하지 마라(Kerawalla et al.,

2006).

· 정규수업이 1시간이라면, 증강현실 기반 수업 또한 1시간

으로 설계한다.

· 경험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면, 강의 및 지식전달 부분은

과감히 플립러닝 형태로 진행하라.
3.5.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

율적으로 분배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학습자에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이 분배되는지 등을 수업계획안으로 제시하라.

3.6. 증강현실의 활동 경험을 최소한으로 설계하라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Kerawalla,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 증강현실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업 차시의 내

용을 생략 및 대체하라.

·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적당한 경험시간을 고려한다.

· 증강현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증

강현실은 사이버멀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기사용 시간을

최대 15분으로 제한한다.
3.7.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착용법·연결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게 숙지하라(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Billinghurst & Duenser,

2012).

· 증강현실 기기 착용법

· 증강현실 콘텐츠 시작법

· PC, 노트북, TV를 통한 미러링 연결법

3.8.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제스처 사용법

및 헤드(Head)사용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게

· 증강현실 대표 기기 제스처 작동법1)

-홀로렌즈(Hololens), 마이크로소프트 (Bloom,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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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라(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Billinghurst & Duenser, 2012).

Airtap, Scroll, Drag, Zoom, Pin, Resize)

-구글글래스(Google Glass), 구글 (Swipe forward, Swipe

back, Head wake up, Head nudge)

-모베리오(Moverio BT-300,) 앱손 (Using Trackpad, Tap,

Drag, Flick, Pinch out, Pinch in)

3.9. 교수자는 학습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라

(Antonietti & Cantoia, 2000; Chou & Tsai, 2001).

· 증강현실 사용 시, 고려해야할 학습자 특성 유형

-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한 사전지식

-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경험 유무

- 시각적 지능 및 3D 프린터 경험 유무

· 학습도구 및 방법

-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 구글서베이, 몽키서베이, 벌소2)

- 소수의 학습자 면담
3.10.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가 작동하지 않

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김○○*, 전○○*).

· 해당기기와 콘텐츠에 관련된 동영상 준비

· 생각해볼 질문 및 팀 활동 준비

3.11.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눈의 피로, 어지러움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파악하라(김○○*).

· 눈 피로 지압법 안내

· 안경보다는 렌즈 착용 권장

숙달
④

사전

4.1. 실제 정규 수업에 전에, 사용할 증강현실 기기를 소

수의 학습자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예

·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법 및 조작법에 미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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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원리

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경험기회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문성을 사전

에 높인다.
4.2. 실제 정규 수업에 앞서, 사용할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전에 소수의 학습자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경험 기회를 통해 콘텐츠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경험 기회를 통해 시간 추측이 가능하다.

환경

⑤

공간통제의

원리

5.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Squire, Jan, Matthews,

Wagler, Martin, Devane & Holden, 2007; Dunleavy,

Dede, & Mitchell, 2009; Klopfer &Squire, 2008;

Squire, 2010; Billinghurst et al., 2001).
5.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야를 확

보하라(Kaufmann, 2003;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5.3.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간격을 확인하여 주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김○○*).

5.4.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장소의 의자 및 책상을

치우고, 경험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라(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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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현장 평가를 위한 교실 배치도.

(2018-1학기)

5.5.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의 조명을 관리하라(최○○*,

김○○*).
· 증강현실 기기는 조명에 매우 예민하다.

· 교실의 환경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추가적인 정

보를 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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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시는 면담에서 발췌한 내용을 나타냄.
1)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12644/hololens-use-gestures (홀로렌즈)

https://support.google.com/glass/answer/3064184?hl=en (구글글래스)

https://tech.moverio.epson.com/en/bt-300/pdf/userguide.pdf (모베리오(Moverio BT-300,) 앱손
2) https://www.google.com/forms/about/ (구글서베이)
https://ko.surveymonkey.com/ (몽키서베이, Survey Monkey)

http://versolearning.com/ (벌소,Verso)
3) http://vrschool.co.kr/bbs/board.php?bo_table=hololens&wr_id=1

· 예비 현장 평가를 위한 조명 배치도

(2018-2학기)

http://versolearning.com/
http://vrschool.co.kr/bbs/board.php?bo_table=hololens&wr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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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가 하나 이상일 경우는 학

습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스테이션의 이름을 부착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예비 현장 평가에서 활용된 증강현실 스테이션 및

기기 이름 부착 (2018-2학기)

⑥

환경통제의

원리

6.1.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운영환경

을 사전에 검토하라(최○○*, 김○○*, 전○○*).

· 교사용 컴퓨터, 노트북, 증강현실 기기를 연결할 모니터

및 TV, 교실 내 AP 무선 환경, 콘센트 여부, 제스처 디텍

터 설치 가능성 유무 등.

6.2. 가능하다면 수업전날 모든 증강현실 기기 연결 및

공간을 세팅하라(전○○*, 김○○*).

· 수업 전날이 가능하지 않다면, 수업 전에 반드시 미리 세

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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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전에는 기기 및 콘텐츠의 상태를 확인하라.
6.3. 증강현실 기기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로지(스피커, 모니터, 인터넷 등)활용법을

수업 전에 확인하라(Bower, Howe, McCredie, Robinson

& Grover, 2014).
6.4. 증강현실 콘텐츠가 PC/노트북 혹은 TV에 연결되

어 학습 자료가 모든 학습자에게 미러링 될 수 있도록

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홀로렌즈는 일반PC에는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노트

북의 미러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3).

· 학습자 자신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학습자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큰 화

면에 공유하라.

·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증강현실 기기 경험 모습을 보

면서, 손동작 및 헤드동작 학습 및 사전 연습이 가능하다.

⑦

사전

안내성의

원리

7.1. 학습자가 증강현실에 관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라(최○○*, 전○○*).

· 증강현실/가상현실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자료

· 관련 영상 링크
7.2.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습자에게

제공하라(Shelton, 2003; Squire, 2010; Kaufmann, 2003;

Liarokapis & Anderson, 2010; Shelton & Hedley,

2002, Kerawalla et al., 2006; Martín-Gutiérrez et al.,

2015).

· 교수자는 사전에 해당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모바일이나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이용하여 촬영하

고, 수업 전에 학습자에게 동영상을 배포한다.

· 수업 전에 미리 학습자에게 해당 증강현실기기에 대한

설명(기기의 스펙 및 손동작/헤드 제스처 사용설명서)을 문

서형태 혹은 동영상(미러링) 형태로 배포한다.7.3.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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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Shelton, 2003; Squire, 2010; Kaufmann, 2003;

Liarokapis & Anderson, 2010; Shelton & Hedley,

2002; Kerawalla et al., 2006).

· 학습 운영 어플리케이션

http://versolearning.com/ (벌소)

http://ko.padlet.com (패들렛)

http://class123.ac (클래스 123)

http://classting.com (클래스팅)

gglearn (지지런)

7.4. 학습자가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증강현실 연습기회를 제공하라

(Shelton, 2003; Squire, 2010; Kaufmann, 2003;

Liarokapis & Anderson, 2010; Shelton & Hedley,

2002; Kerawalla et al., 2006).

· Quivervision (AR 색칠도안)

http://www.quivervision.com/

· 크래용팡 (AR 색칠도안)

http://crayonpang.com/

· ColorMix (AR 색칠도안)

https//itunes.apple.com/pe/app/colormix-ar/id9206249161

=en&mt=8

7.5. 학습자가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환경 또한

경험함으로써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하라(최○○*, 김○○*).

· 가상현실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자료 사전배포

· 가상현실 대표 기기

- 오큘러스,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 소니,플레이스테이션 VR (SONY, Playstation VR)

- 삼성, 기어VR (SAMSUNG, GEAR VR)

- HTC, 바이브 (HTC, VIVE)

-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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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⑧

AR

Learning의

원리

8.1. 사전에 배포된 수업자료 및 동영상 사전 시청유무

에 대해서 확인하라 (*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사전 배포된 PPT 및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수업에 임하

였나요?

· 사전에 배포된 PPT 및 관련 영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원활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사전에 배포됐으면

하는 수업자료가 있나요?

8.2. 증강현실 활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업 시작 전에

다시한번 학습자에게 안내하라(Shelton, 2003; Overbay,

Patterson, Vasu & Grable, 2010;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 증강현실 기기를 학기 중에 대부분에 걸쳐서 사용할 예

정이면 학기 초에 안내하고, 증강현실 기기를 학기 중에 최

소한으로 선택적인 차시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수업

차시 전에 안내한다.

- 해당 수업 차시 전에 미리 안내

-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미리 공지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시간에 안내 및 공지

8.3. 증강현실이 추후 해당 전공 및 학과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라(최○○*).

· 환자의 MRI 및 CT 스캔을 기반으로 3D 이미지를 렌더

링 하여 환자의 수술 부위에 증강현실로 정합하여 수술 성

공률을 높일 수 있다(NOVARAD, Opensight).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해부구조물의 상호작

용 및 피부조직의 레이어(layer)가 학습가능하고, 해당 관

련 명칭 및 부가 설명 등이 가능하다.

· 건축물 구조물 시험을 볼 때, 증강현실 좌표계를 이용하



- 174 -

여, 구조물에 익숙하지 않은 미숙자나 잦은 실수로 인해 발

생하는 탈락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8.4.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안내하라(Kamarainen et al., 2012;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et al., 2007; Kerawalla et al., 2006).

· 개인 혹은 그룹 활동 시, 각자의 증강현실 기기 경험 사

용 시간, 사용범위 등.

·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8.5.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신체 부작

용)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안내하라(김○○*, 전○○*).

· 사이버멀미, 컨디션 저하, 눈의 피로, 목, 어깨 피로

· 고도근시, 고도난시, 노안, 약시

· 안경 착용 보다는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기기 사용에 더

욱 편리하다.
8.6. 개인 및 그룹에게 해당수업의 확실한 학습목표를

제공하라(최○○*, 김○○*, 김○○*).

8.7.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습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최○○*, 김○○*).

· 엡손의 증강현실기기(BT-300)를 사용하여 심장 안팎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확인하라.

· 증강현실 기기의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압력보아라.

·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해서, 심장을 허공에 띄운 후, 이를

360°로 돌려본 후, 확대하여 혈액이 지나가는 위치를 확인

하라.
9.1.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시범(showcase)을

최소 한번 학습자 전체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시연하라

(Shelton, 2003; Fyfe et al., 2013).

· 일련의 증강현실 사전경험이 가능하도록 사용할 증강현

실 기기의 착용방법부터 해당 콘텐츠 실행 및 마무리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시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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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AR

Experience

의 원리

9.2.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최○○*, 전○○*).

·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환부에 증강의 정보를

띄울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

각하라.

· 증강현실 기기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수술 종류는

무엇일지 생각하라.
9.3.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한하

라(Shelton & Hedley, 2002; Billinghurst, Kato &

Poupyrev, 2002; Kerawalla, 2006).

· 사이버 멀미에 대처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기의 사용시간

은 개인별 최대 15분으로 제한하라.

9.4. 증강현실 기기 경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할 시, 남은 사용시간, 남은 수업

시간, 현재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구두로 안내하라.

· 필요시, 알람어플을 사용하여 전체 학습자가 볼 수 있도

록 스크린에 연결한다.

· 콘텐츠가 여러 개라면 스테이션 이동에 관한 시간 안내

9.5.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활동 체크리스트를 학생별로(증강현실 기기 경험학

생/서브학생)제시해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체크리스트는 학생별로 (증강현실 기기 경험학생/서브학

생)체크리스트문항을 나누어서 작성해라.

· 경험 순서 및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해라.

· 콘텐츠는 이름으로 적는 거보다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이 효과적이다.

· 체크리스트 예시

<활동 1>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Holo Heart’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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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 심장을 360도 돌려보기(rotate)
-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소리(beat)를 들어보기
<활동 2> 모베리오 BT-300을 활용하여 “The Brain” 경험
하기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Brain 모델을 돌려보기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을 show/hide 해 보기
-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위치 관계를
확인 해보기

9.6.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과정 중에 대해서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

도록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라(최○○*, 김○○*).

· 증강현실 기기 사용 중에 의견 및 질문을 적을 수 있는

핸드아웃(개인별 혹은 그룹별/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을 마

련해라.

· 기기경험 시,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작성하게

하라.

· 기기경험 시,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메신저 전체 그룹 방을 만들고, 의견을 작성하게 하라.
9.7.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증강현실 경험의 학습효과

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

가됨).
9.8.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 경험 중에 포기하지 않도 · 증강현실 기기 경험의 성공여부는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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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속적인 칭찬·보상·격려를 하라(Kanaki & Katsalis,

2018; Martín-Gutiérrez et al., 2015).
가장 중요하다.

⑩

시각지능의

원리

10.1. 학습자가 자신의 증강현실 경험을 시각적으로 조

직화해 볼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라(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Shelton &

Hedley, 2002).

· 증강현실 기기 경험 전과 경험 후에 2D 형태로 시각적

표현을 하도록 한다.

- ‘심장안의 혈액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답변을 증강

현실 기기 경험 전에 2D형태(연필과 종이)로 표현하도록

하고,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 후에 다시 2D 형태로 표현해

보게 하라.

- 모세 혈관 증강현실 기기 ‘앱손: EVENA’를 활용하기 전

에, 사람의 팔에 어떠한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혈액은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지에 관해 머릿속에서 생

각을 한 후, 2D형태(연필과 종이)로 표현하도록 하고, 증강

현실 기기를 사용 후에 다시 2D 형태로 표현해보게 하라.

10.2.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환상)을 스스로 만

들어 낼 수 있게 하라(최○○*, 김○○*).

· 스스로 증강현실을 만들 수 있는 어플 (AR Tool)

http://www .augment .com/augmented-reality-apps/

(Augment)

https://www.aurasma.com/ (Aurasma)

https://artoolkit.soft112.com/ (ARToolkit)

https://www.microsoft.com/en-us/hololens/apps/holostudio

(Holo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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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학습자가 다른 컴퓨터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시

각화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라(최○○*, 김○○*).

· Min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장을 2D 시각화를 시키

고, 이를 3D형태로 만들어 증강현실 기기에 띄어보아라.

· 2D형태의 심장사진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3D 시각화

시켜라.

https://www.3dflow.net (3DF Zephyr)

http://www.trnio.com/ (Trnio)

http://scann3d.smartmobilevision.com/ (Scann3D)

평가

⑪

AR

Learning

평가의

원리

11.1. 증강현실을 통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라(최○○*,

전○○*).

· Socrative, Kahoot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평가

· 포트폴리오 작성 (자기평가)

· 학업성취도 (절대평가)

· 기기조작법 (팀원평가)
11.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를 확인하

라(최○○*).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강점, 약점, 개선점 등

⑫

AR

Experience

평가의

원리

12.1. 증강현실 기기 사용과정에 대해 평가하라(최형진*,

김○○*, 김○○*, 전○○*).

· 전제적인 증강현실 기기 경험시간 길이는 적당했나요?

·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12.2.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과정에 대해 평가하라(최○

○*, 김○○*, 김○○*, 전○○*).

· 전체적인 증강현실 콘텐츠의 난이도는 적당했나요?

· 증강현실 콘텐츠의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12.3. 증강현실 기반 수업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2D를

이용한 수업, 동영상을 이용한 수업, 3D PDF를 이용한

수업 등)을 비교하게끔 하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

· 2D image(illustration, CT, MRI 영상, plate)를 이용한

방법과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한 학습의 차별점과 장단점

· 3D영상 자료를 이용한 방법과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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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됨).

학습방법의 차별점과 장단점

· 3D Table, Anatomage를 이용한 방법과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한 학습방법의 차별점과 장단점

성찰

⑬

사후학습의

원리

13.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

에 대해 개별 학습 및 그룹별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실시간 평가 및 상호작용 활성화 어플

https://www.plickers.com/ (플리커)

www.socrative.com (소크라티브)

http://www.symflow.com/ (심플로우)

https://www.mentimeter.com/ (멘티미터)

https://kahoot.com/welcomeback/ (카훗)

· LMS를 활용하여 평가의 한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13.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팀별 과제 수행 및 결과

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⑭

교수자

성찰의

원리

14.1.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하여, 학습자의 답변을 수합

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 (*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

가됨).
14.2.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예비 현장 평가 이후 추가됨).

· 교내 안에 있는 수업컨설팅 부서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촬영하고, 이후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http://www.sym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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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세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한 차례의 사용성 평가 및 현장 평가를 토대

로 6차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이 개발되었다. 6차 설계원리는 총 14개의

설계원리와 73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일부 전문가 및 현장

교수자의 면담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형성적 수정 차원에서 일반적

이고 추상화된 형태로 기술을 재정리하고, 비슷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통합 한 후 한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타당화 결과, 일반 설계원리를 추상화된 형태로 기술하면서 굳이 설계원

리에 관련 이미지와 현장평가 사진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

였다. 또한 설계원리에서 사용된 용어가 상세지침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풍부한 학습 환경의 원리’를 ‘능동적인 지식 수성

촉진의 원리’로, ‘통합적 평가의 원리’를 ‘통합적 성취도 평가의 원리’로 수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수자 자기 평가의 원리’를 ‘지속가능개선 평가의

원리’로 수정하였다.

최종 6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은 9개의 설계원리와 24개의 상세지침으

로 개발되었다. 수정된 6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

화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4차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일반 설계원리
전문가

평균 CVI IRA
B C D

1 목표정합성의 원리 4 4 4 4.00

1.00 1.00

2. 최적의 AR 선정의 원리 4 4 4 4.00

3. AR 활용 숙달의 원리 4 4 4 4.00

4.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4 4 4 4.00

5.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3 3 3 3.00

6.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4 4 4 4.00

7.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4 4 4 4.00
8. 통합적 평가의 원리 4 3 4 3.67
9. 지속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 4 3 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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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가 실제 사용자인 고등교육

교수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된 3차 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합된 의견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와 함께 4차 설계원

리에 반영되었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는 고등교육 교수자 2인과

증강현실 수업 설계 경험이 있는 석사과정생 1인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되

었다. 사용성 평가의 참여자는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신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수

업설계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그림 IV-1] 참조). 교수·학

습과정안은 각 교수자들의 전공분야인 교육공학, 예술공학, 해부학에 대하

여 각각 일주일정도의 기간 동안 작성하였다(<표 IV-14> 참조).

<표 IV-14> 사용성 평가에서 제작된 교수·학습과정안 내용

[그림 IV-3] 사용성 평가에서 작성된 교수·학습과정안 일부

참여자 교과목 주제
A 인체해부학 인체 구조와 심장
B 예술공학 모바일 AR 콘텐츠 워크샵
C 신경해부학 뇌 구조물의 3차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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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교과에 대한 수업 설계를 의뢰한 이유는 본 설계원리가 특정

교과맥락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계원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서로 다른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차이점 및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에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섭외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조교

1인을 추가하였다. 우선 설계원리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3차 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모든 교수자는 설계원리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설계원리의 강

점과 약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16> 참조).

<표 IV-16> 사용성 평가에서 제안된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평가 문항
교수자

평균 CVI IRA
A B C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4 4 4 4.00 1.00 1.00

강점 약점 개선점

· 증강현실 수업의 특징

이 잘 나타난 원리임

· 증강현실 수업을 설계

하고자 하는 교수자에

게 매우 효과적임

·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에 대한 예시가 좋음

· 원리에서 사용된 단어

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 원리만 보고 순서를 따

라가기가 어려움

· 일부 원리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기술적

방법에 대한 예시가 추

· 모호한 단어 수정 및

예시 추가

· 추후 절차모형 제시

· 미러링/증강현실

기기 연결법 에 관한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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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을 통해 수합된 원리에 대한 현장 교수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들은 제시된 설계원리들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설계원리의 예시 및 해설 부분이 설계원리를 이해하고 교수·학습지도

안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설명보다는 단어들로 구

성된 절차모형이 있다면 모든 원리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부의 원리들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증강현실 기기와 컴퓨터를 연결

하는 미러링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설계원리와 예시에서 사용된 단어들 중

모호한 단어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단어 선택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설계 원리는 특정 교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교과

의 맥락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증강현실이

아직까지는 지식습득을 위한 수업 환경보다는 경험 혹은 실습 위주의 수업

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증강현실

기기 경험 자체만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전통적인 수업환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도구 및 방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개별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평가 결과는 [부록 10]을 참고하면 된다.

· 첨부된 이미지들은 증

강현실 기반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됨

가되면 도움이 될 듯함

추가

사항

· 증강현실을 구현하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진 증강현실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 현장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기술적인 연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음. 또한 학교마다 구비되어 있는 기술적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주면 좋겠음.

· 원리들을 순서대로 읽는 것 보다는 절차모형이 교수자들 눈에 더 들어

올 것 같음.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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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의 목적은 개발한 원리를 실제로 사용해 봄으로써 원리의 영

향력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원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원리에 따라 교수적 산출물을 만들고, 이 산출물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탐색한다(Richey & Klein, 2007).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교수자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를 토대로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

식으로 외적 타당화를 위한 현장 적용 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장 적용은 총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현장 적용은 예비 현장 적용 평

가로 실제 현장 적용 평가와 비슷하게 교수설계를 구성하여 약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예비 현장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수업

진행 경험이 있으며, 교육경력 15년의 교수자와 학습자 9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실제 현장 적용 평가를 위한 추

가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현장 적용은 4시간동안 진행되

었으며, 예비 현장 적용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자 16명이 참여하였

다(<표 IV-17> 참조). 교수자 반응은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원리의 사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 반

응은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외적타당화 과정에서 수합

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원리를 개발하였다.

<표 IV-17> 외적 타당화 참여자 프로필 및 과정 내용 요약

날짜 / 수업 시간 연구참여자 설문 면담

사전 현장 평가

(2018. 4. 30 / 1시간)

교수자 1인 ○ ○

조교 2인 ○
○

(1명)
학습자 9명

(의학과 1학년)

○

(9명)
X

현장 평가

(2018. 05. 18 / 4시간)
교수자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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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의 설계 및 실행

1) 수업의 설계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현장에 적용하기

보다는 예비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비 현장 평가를 추가적으

로 실행하였다. 교수자는 증강현실 수업을 위한 원리를 참고하여 총 1차시

의 수업을 설계하였고(<표 IV-19>, [부록 12] 참조), 수업의 조교와 연구

자가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안·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업 전에 학습자

분석을 실시하여 (2018.04.27∼2018.04.29)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고

사전에 비슷한 수준의 출발점 능력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였

다(<표 IV-18>, [부록 11] 참조).

<표 IV-18> 학습자를 위한 사전 배포 문서

(2018. 05. 25 / 4시간)
조교 3인 ○

○

(1명)
학습자 16명

(의학과 1학년)

○

(16명)

○

(9명)

문서 제목 문서 내용 문서형태

Hololens 조작 방법
증강현실 기기 Hololens

손동작 조작법
PPT

증강현실 vs. 가상현실

AR, VR, MR 용어설명

증강현실 활용분야

증강현실 교육적용 사례

HWP

기기경험 활동 체크리스트
수업환경 및 경험 순서 안내

기기 경험 활동 안내
HWP

증강현실 vs. 가상현실1)
AR, VR 용어설명

대표적인 사례

링크공유
Hololens 관련 영상2) Hololens 사용 분야 및 효과
Holoheart 관련 영상3) 증강현실 콘텐츠 설명

및 안내Holo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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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9> 본 원리를 적용한 예비 현장 평가 수업설계 개요

1) 증강현실 vs. 가상현실(https://www.youtube.com/channel/UCT2rZIAL-zNqeK1OmLLUa6g)
2) Hololens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wY-6sQDYnk)
3) Holoheart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C-Sq7myCmY)
4) Holo Anatomy 관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PbAdHAgWA8&t=88s)
5) Brain Holograph 관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lRHd5CeZ6fg)

교과목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3D Image Software and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tions
for Human Anatomy

적용 학년 의학과 1학년 학생 / 9명

학습 목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
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
을 이해하고, 의학교육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한다.

성취 수준

상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 체크리스트 문항 15개 중
12개 이상을 조작할 수 있다.

중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 체크리스트 문항 15개 중 6개 이상
을 조작할 수 있다.

하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 할 수 있다. 학습자 체크리스트 문항 15개 중 1개 이
상을 조작할 수 있다.

경험 기기
홀로렌즈
(Hololens)

모베리오 BT-300
스마트 글래스
(Epson)

경험

콘텐츠

Holo Heart
Holo Anatomy

Brain Holograph

The Brain
실제 환자 심장 3차원

CT 영상

관련 영상4)

Brain Holograph

관련 영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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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실행

예비 현장 평가는 <표 IV-20>와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초기 예비 평가

전에 약 60분 정도 증강현실 기기 및 경험 콘텐츠를 세팅하고 확인하는 시

간을 거쳤다. 이후 수업 시작 전에 참여인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

만한 진행을 위해 경험하게 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 참

조). 본 예비 현장 평가의 목적이 콘텐츠 및 기기의 사전 경험이기 때문에

설명 부분을 최소화 하고 경험 시간을 최대한으로 설계하였으며, 학습자에

게 활동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정확한 활동 및 경험 반경을 주었다([부록

13] 참조). 이후 5점 척도로 제작한 설문지를 통하여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도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후 구글서베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심

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IV-20> 예비 현장 평가 수업 설계 타임라인

[그림 IV-4] 예비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환경 및 콘텐츠 확인 모습

시간 주제 참여자(수)
11:00-12:00 60분 기기 세팅 및 경험 콘텐츠 확인 조교(2)
12:00-12:05 5분 참여인원 확인 교수자(1)

조교(1)

학습자(9)

12:05-12:10 5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 소개
12:10-12:50 40분 조별 기기 경험
12:40-12:50 10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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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 소개 모습 및 수업 자료

[그림 IV-6] 조별 기기 경험 모습

나. 교수자 반응

교수자 반응은 본 원리를 토대로 수업설계 후 실제 실행한 교수자와 수

업설계에 참여한 조교를 대상으로 설계원리의 사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을 수렴함으로써, 원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수자는 사

용성 평가 문항에 응답한 후 연구자와 추가적인 면담을 하였다. 수합된 의

견을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실제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 설계안

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

한 설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다섯 문항에 대하여 교수자는 설명력

부분과 보편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4점(매우 그렇다)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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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시된 증강현실 기반 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원리들이 교수자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에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연습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리들

의 예시 부분에 설명이 세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원리를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데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공간의 배치(지침 5.1∼

5.5)와 조도(지침 5.5)의 경우는 예시사진이 없어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지침 2.6, 6.3, 8.6의 경우 설명이 다소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증강현실 기기 자체로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강의를 추가 혹은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학습자가 사전에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교육적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기기인 앱손의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여 의학용 교육 마네킹위에서 가상 수술 역할극을 하거나,

3D 심장 모형을 이용해서 홀로렌즈의 Holo Heart 콘텐츠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주었다. 증강현실 기기를 단순히 경험하여 ‘우와!’의

단계를 넘어서 학습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함께 사용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를 위한 활동 체크리스트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충분히 유도했다고 하였다. 증강현실 기기는 단방향 매체

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이 각 스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또한 미러링이 팀별 활동의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으

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경험시간이 다소 부족한 듯하여, 증강

현실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배포된 사전평가는 학습자

에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하였으며, 증강현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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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험만으로는 어려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다만 학습자가 기기를 파악하고 조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

므로, 각 콘텐츠 사용법에 대한 자료는 파워포인트 형태가 아닌 영상 형태

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수자의 전체적인 강점·약점·개선점

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예비 현장 평가 수업에 대한 교수자 주요반응 결과

범주 세부범주 설명

강점

증강현실 수업

설계원리

제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가 수업을 설

계하는데 도움이 됨. 이를 통해 교수자의 준비도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기 경험을 유도

함.

약점

교육적 효과

증강현실 기기 경험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

기는 쉽지 않음.
증강현실 기기 경험 외에 다른 교육방법이 추가

되어야 함.

기술적 결함
증강현실 기기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증강현실 기기의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

림.

개선점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인이 각

스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체크리스트 외에 창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교육적 효과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가상 수술 시나리오로 만

들기 활동 추가.
학습자가 개발한 증강현실 이미지를 증강현실 기

기를 통해 확인하는 활동을 추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외부전문가 부분 추가.

미러링 화면공유가 가능하도록 설정 할 필요가 있음.



- 191 -

다. 학습자 반응

예비 현장 평가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

문을 실시하였다. 수업 만족도 검사문항은 총 10개이고 5점 척도로 응답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세부 내용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흥미

및 태도 그리고 증강현실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IV-22> 참조).

<표 IV-22> 예비 현장 평가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 (N=9)

반응 평가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흥미롭고 재미있

었다.
4.66 0.50 3 5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참여한 것에 대

해 만족한다.
4.55 0.53 4 5

나는 앞으로도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참여했

으면 좋겠다.
4.55 0.53 4 5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4.33 0.87 3 5

나는 다른 수업에서도 증강현실기기를 이용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4.55 0.88 3 5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55 0.83 3 5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증강현실 기기를 활

용한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4.33 0.71 3 5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다.
4.33 0.71 3 5

나는 증가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서 학습내용

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3.66 0.87 3 5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얻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4.44 0.5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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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평균은 3.66점에서 4.66점까지 분포되었으

며 응답한 점수의 최소 값은 3점, 최대 값은 5점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4점(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후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글서베이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참

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수합하고자 하였다. 구글서베이에서 수업

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증강현실 수업 경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주요 반

응 및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IV-23> 참조).

<표 IV-23> 예비 현장 평가 수업에 대한 학습자 주요반응 결과 (N=9)

범주 세부범주 설명
빈도

(N=9)

강점

높은

흥미도

2D의 신체 구조를 3D로 눈앞에서 확인하고,

인체의 깊숙한 곳까지 손동작 혹은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음.

8

능동적

학습태도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 지식이 아니라, 학습

자 스스로 직접 조작하고, 구조를 관찰하는 것

이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만들어줌.

7

활동

체크리스트

학습자를 안내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활동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경험 과정이 수월하였

음.

6

약점

사전배포

자료

사전에 배포된 영상이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상업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증

강현실 기기 경험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음.

6

팀별 구성

팀원의 구성 수가 기기의 수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데 버거웠

음.

9

팀별 경험

시간

경험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모든 기기와 준비

된 콘텐츠를 경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9

조작법의

어려움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

아서, 조작법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

애됨.

8

미러링

부재

팀원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공유가 안 되어서,

팀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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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학습자 반응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위해 이메일로 사전에 배포된 문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사전에 배

포된 문서가 충분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학습자들(3명)과 배포된 문서가 실

제로는 도움이 덜 되었다는 학습자(6명)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도움

이 되었다는 의견을 준 학습자는 예비 현장 평가 전에 증강현실 혹은 가상

현실의 체험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움이 덜

되었다는 의견을 준 학습자들은 문서가 너무 이론적이고, 상업적인 내용들

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실제 증강현실 기기를 조작하고 콘텐츠를 경험하는

도중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불편했음을 지적하였다.

이 어려웠음.

개선점

사전배포

자료

증강현실 기기 조작법 및 손동작 사용법을 동

영상으로 제작되거나, 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

8

팀별 구성
3명의 구성원이 한 기기를 경험하기는 부담스

러움. 2명으로 수정.
9

팀별 경험

시간
경험시간을 늘리고, 경험 기기의 수를 추가. 9

미러링

부재
화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정. 9

조교 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교의 수를 추가. 6

사전에 배포된 수업자료로도 충분히 조작하고, 증강현실 기기를 경

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

을 영상으로 배포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콘텐

츠의 조작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관찰해야 하는 구조물을 파악하기 위한 기기 조작법

이 담긴 가이드라인 혹은 문서, 동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했을 때 실제로 보이는 모습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한 사전 파악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경

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형태의 자료는 증강현실 기기

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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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진행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해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수

업이 흥미로웠으며, 신체의 구조물을 실제 눈앞에서 3D로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경험을 하는데 불편했던 점은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작법과 관련된 영상을 추가하거나, 기기를

착용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법을

몰라서 경험에 많은 시간을 기기 조작법에 할애하여 아쉬웠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문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과 관련된 분야들

의 응용 가능성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경험 기기에 대한 조작 방

식이 생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을 배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들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심장과 주변 혈관들의

관계와, 첨판들의 입체적 위치관계는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3D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로 눈앞에 있

는 것처럼 바라보니 입체적 위치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확인했던 구조물들의 입체적인 3차원적인 배열

을 확인하여 이해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면에 인쇄된 느낌의 글자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학습을 하

여 흥미를 더욱 유발하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기는 데에 보다 큰 도

움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데 편리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교수자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수업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습니다.

2D 자료에 비해 입체구조를 확인하기 더 용이한 것 같고,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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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진행된 예비 현장 평가에서 학습자들은 총 5개의 콘텐츠를

경험하였다. 특히 Holo Heart는 음성으로 콘텐츠 조작이 가능하고, 거리

조작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심장의 깊숙한 곳까지 확인 가능하여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경험이 오래 기억이 남는 콘텐츠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증강현실 기기 경험과 콘텐츠의 사용의 불편함도 지적되었다. 특히 경험시

간 때문에 팀별 경험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팀별 경험

이 원만하도록 경험시간을 정확히 안내하고, 각 스테이션에서 팀원이 해야

하는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기

기 확보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작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D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하여

입체구조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olo Heart뿐

만 아니라 Holo Anatomy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Holo Heart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작은 view로도

충분히 구조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심장이라는 특정 부분

에 집중한 만큼 모델의 완성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Hole Heart에서 심장을 돌려보면서 구조를 관찰한 것이 기억에 남

습니다. 특히 음성으로 콘텐츠를 컨트롤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

다.

Holo Heart에서 심장의 3D 구조를 손의 움직임과 음성 인식으로

조작한 행동이 가장 좋았습니다. 포인터를 조준하고 엄지와 검지의

터치를 통해 클릭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적

으로 배운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장관찰 시 음성 인식으로

조작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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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시간외에 조작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한 학습자도 있었다.

조작법이 낯설어 이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리고 화면조정 및 선택이 고개를 돌려서 해야하다보니 생각만큼 정

확하게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작 방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지 않은

데다가, 바라보는 것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클릭은 공중에서 제스처

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기기 조작법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서 기기를 원활히 다루는데 까

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고(특히 커서조작), 화면이 원하는 위치

에 뜨지 않았을 경우 구조관찰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을 증강현실 기기와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

화면미러링 공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였다.

세 개의 기기로 여러 콘텐츠를 돌리다보니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기기의 개수가 더 많거나, 콘텐츠

를 수를 적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동안 3개의 기기로 5개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

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기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험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충분한 기기

경험시간 길이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기 수가 충분히 많지 않다보니,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경험을

끝내기까지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팀원과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의 화면을 다른 사람도 함께 볼 수 있으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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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현장 평가 후 진행된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 평가의 의견을 전체적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V-24> 참조). 이를 통해 현장평가에는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를 반영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부록 16] 참조).

<표 IV-24> 예비 현장 평가에 관한 의견 및 현장평가 수정 사항

주제 수정사항 및 상세설명
현장평가

반영 여부

교육효과

※ 외부전문가 강의: 증강현실 경험만으로는 전달하

기 어려운 지식전달 및 학습효과는 외부전문가의 강

의로 대체

서OO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5/18김OO (KIST)

진OO (Epson)
윤OO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5/25김OO (매디아마인드)

○

※ 의학 시나리오 추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의학시나리오

추가

* 스크립트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하버드 대학병원 교수 

○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보는 느낌이 들어서 협동학습이 힘들었습

니다.

교수 혹은 팀원이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 무엇을 보

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교 혹은 교수자가 적절한 피드백을 동시에 줄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화면 공유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한 사람만

화면 확인이 가능해서 팀 활동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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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수술부위: 심장종양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 B는 엡손 BT-350 착용
한 상태이며, 이미 환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하버드에 있는 심장종양 수술 최고의 명의 의사C
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엡손 BT-350의 정면
에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있
는 의사C에게 모든 수술 영상 및 상황 공유가 가능하다. 

A: Dr. C 안녕하세요.
B: 오늘 수술할 부위는 심장입니다. 
C: 안녕하세요. 심장부위를 ZOOM 해주시겠습니까?
A: 네. 방금 이곳과 이곳을 절개하였습니다. 
B: 생각보다 종양이 크네요. 특히나 손도 안 닿는 뒤편에 
   쫙 퍼져있어서... (이하생략...)

※ 팀별 활동 추가: 증강현실 기기와 미러링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진 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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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자재 추가: 의학용 마네킹(애니) 사용

체크리스트

※ 학습자 활동 안내: 원만한 기기 경험을 위해서

모든 스테이션별로 개인의 할 일을 정확하게 분배하

고 안내.

※ 학습자 별 안내: 학습자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을

분배하여 안내 (시간, 활동, 역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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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작성

※ 스테이션 간판 작성

진료/재활AR 또는 AR 재활 환자 경험

교육AR 또는 지식전달 교육

AR 심장 수술 실습 교육

AR을 활용한 심장 기능 실습 교육

AR를 활용한 영상 의학 의·공학 실습

신경해부학 지식전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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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배포

이메일

※ 증강현실 기기 조작법 영상 추가

○

그 외

경험시간: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

기기 수: 3대에서 5대로 변경

조교 수: 2명에서 3명으로 변경

학생 이름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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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의 설계 및 실행

1) 수업의 설계

본 원리의 현장 적용 평가를 위해 연구자는 두 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교수자와 예비 현장 평가에서 나온 반응을 확인하고, 수정된 증강현실 수

업 기반 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예비 현

장 평가의 반응을 반영하여, 교수자는 총 4차시의 수업을 설계하였다(<표

IV-26> 참조). 또한 수업 전(2018.05.01∼2018.05.06)에 구글서베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였다. 이후 예비 현장 평가에서 나온 의견과

구글서베이에서 확인된 사전지식을 반영하여, 전체 학습자에게 관련 자료

를 이메일로 배포하였다(<표 IV-25>, [부록 15] 참조).

<표 IV-25> 현장 평가 학습자를 위한 사전 배포 문서

문서 제목 문서 내용

문서형태
초기

현장

평가

현장

평가

Hololens
증강현실 기기 Hololens

손동작 조작법
PPT

MOV

MP4

Hole Heart Hole Heart 조작방법 -
Brain Holograph Brain Holograph 조작방법 -
Epson BT-350 Brain Holograph 조작방법 -

증강현실 vs.

가상현실

AR, VR, MR 용어설명

증강현실 활용분야

증강현실 교육적용 사례

HWP

기기경험 활동

체크리스트

수업환경 및 경험 순서 안내

기기 경험 활동 안내
HWP

동일함

증강현실 vs.

가상현실1)
AR, VR 용어설명

대표적인 사례 동영상

링크

공유

HoloLens 관련

영상2)
HoloLens 사용 분야 및 효과

Holo Heart 관련

영상3)
증강현실 콘텐츠 설명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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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6> 본 원리를 적용한 현장 평가 수업설계 개요

1) 증강현실 vs. 가상현실(https://www.youtube.com/channel/UCT2rZIAL-zNqeK1OmLLUa6g)
2) Hololens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wY-6sQDYnk)
3) HoloHeart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C-Sq7myCmY)
4) Holo Anatomy 관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PbAdHAgWA8&t=88s)
5) Brain Holograph 관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lRHd5CeZ6fg)

Holo Anatomy

관련 영상4)

Brain Holograph

관련 영상5)

교과목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3D Image Software and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tions for Human Anatomy

수업 주제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해부신체구조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학습 목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을 이해하고, 의학교육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
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한다.

수업 시간 4시간 (240분)

적용 학년 의학과 1학년 학생 / 16명

주제 차시 주요학습내용 교수법 평가법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5/4

Minics & 3matic software를 이용
하여 CT, MRI 영상을 3D
reconstruction 하는 방법 및 의료
기기 디자인 방식을 배운다.

강의
워크샵
실습

실습결과
평가
출석

3D
Printing의
이해

5/11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활용, 세포 프린팅 연구를 이
해하고, 3D 프린터 센터에 방문
실습을 수행한다.

강의
실습
조별조사
발표

발표
평가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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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실행

◎ 1차시: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첫 차시 수업은 ‘Materialise Mimics & 3matic Software’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CT, MRI 영상을 3D로 디자인하고, 이를 복원하고 재건하는 방법

에 대해서 파악하는 수업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은 ‘Mimics’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의료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이후 개인별 노트북을 활용하

여 프로그램을 실행해 실제 CT를 3D 형태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그림 IV-7] 참조). 이후 4명으로 구성된 팀별활동을 통하여 3D 프

린팅을 위한 STL 파일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그림 IV-8].

이를 통해 가상 3D 모델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모델로 구현

하고 제작함으로써 추후 3D 프린팅과 ‘Materialise Mimics & 3matic

Software’ 프로그램이 환부 진단용, 환자 상담, 교육, 수술 협의 및 수술 모

의실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프린

팅을 진행하고, 이를 증강현실 기기에 띄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IV-9]. 1차시에 대한 수업은 <표 IV-27>와 같이 설계되었다.

토론 출석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터
경험

5/1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3
차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기술
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경
험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
용 예들을 견학 및 경험한다.

강의
실습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VR 백내장
경험 및
토론

5/25

가상현실을 활용한 백내장 수술
을 경험하고, 관련 기술들이 새롭
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
하고 토론한다.

조별조사
발표
토론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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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7> 1차시 수업설계 개요

[그림 IV-7] 아기 심장을 3D 프린팅한 모습(좌),

Min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델링 하고 있는 모습 (우)

시간 주제 교수법

1:00-1:30 ‘Materialise Mimics & 3matic Software’ 소개 강의

1:30-3:00
개인별 ‘Materialise Mimics & 3matic Software’ 활용
및 제작

개인
실습

3:00-4:30
팀별 ‘Materialise Mimics & 3matic Software’ 제작 및
STL 변환

팀별
활동

4:30-5:00 토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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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8] 팀별 STL 파일

[그림 IV-9] 팀별 STL 파일을 증강현실 기기에 띄운 모습

◎ 2차시: 3D Printing의 이해

두 번째 차시에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의료현장의 예시 및 연구를

확인하고, 서울대학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에 방문하여 실습을 하였다([그림 IV-10] 참조). 총 4시간의 수

업시간은 외부 전문가 3명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3D 장기 프린팅’

그리고 ‘바이오 세포 프린팅’ 라는 주제로 각각 40분간 진행되었고, 강의

후에 10분 동안 Q&A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습자들은 3D 프린팅 센터에

방문하여 3D printer의 장·단점, 서울대병원의 3D printer 활용 사례·FDM

·DMP·SLA·SLS 3D printer 작동 원리 등에 대해서 경험하고 학습하였다.

2차시에 대한 수업은 <표 IV-28>과 같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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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8> 2차 수업설계 개요

[그림 IV-10] 서울대학교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 3차시: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시뮬레이션 경험

3차시에서는 ‘3차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3차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시를 경험 하였다. 총

4시간의 수업시간은 외부 전문가 1명(진OO)이 10분 그리고 2명의 외부전

문가 (김OO, 서OO)이 각 20분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하드웨어 및

시간 주제 교수법

1:00-1:50 장기 3D 프린팅
강의

1:50-2:40 바이오 세포 프린팅
2:40-2:50 휴식 -
2:50-5:00 3D 프린터실 현장학습 및 사용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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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의하였다[그림 IV-13]. 이후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콘텐츠 4개(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심장 CT 영상)

와 가상현실 의료 콘텐츠 2개(The Lab,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를 6개의 그룹(한 그룹은 2-3명으로 구성됨)으로 1시간 30분 동안 경

험하였다 ([그림 IV-14] 참조). 경험을 위한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를 제

공하여, 학습자들에게 가이드라인 및 활동을 제공하였고, 예비 현장 평가에

서 나온 반응을 고려하여 의학 시나리오 개발, 교육 기자재 활용, 팀별 활

동을 추가하였다. 또한 증강현실 기기와 모니터를 연결하여 미러링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그림 IV-12].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기기 경험 후, 학습자

는 가상현실 수술 기기인 다빈치를 경험하였다(<표 IV-29> 참조).

<표 IV-29> 3차 수업설계 개요

시간 주제 교수법

1:00-1:20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의료 활용

강의1:20-1:40
New Technology for Neurorehabilitation:

Virtual & Augmented Reality,
1:40-1:50 AR/MR/VR and Epson,
1:50-2:00 정리 및 휴식 -
2:00-3:30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기 경험

경험
3:30-5:00 가상현실 로봇수술 시뮬레이터 다빈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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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 환경 모습

[그림 IV-12] 증강현실기기와 모니터가 미러링(화면 공유)된 모습

[그림 IV-13] 외부 전문가 강의 모습



- 210 -

[그림 IV-14] 조별 기기 경험 모습

◎ 4차시: VR 백내장 기기 경험 및 토론

4차시에서는 VR 백내장 기기를 경험하고, 이후 4주 동안 진행된 선택교

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회 및 토론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

었다. 총 4시간의 수업시간은 외부 가상현실 전문가 2명(윤OO, 김OO)이

각 15분씩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에 관한 가상현실 역사와 개발과정 및 향

후 발전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그림 IV-15]. 이후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백내장 수술 기기를 4개의 그룹(한 그룹은 4명으로 구성)으로 오

큘러스 리프트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1시간동안 경험하였고[그림 IV-16],

이후 2시간은 팀별 발표 준비, 팀별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그림

IV-17]. 특히 팀별 발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발표 예시와

안 좋은 발표 예시를 보여주고, 발표한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4차

시에 대한 수업은 <표 IV-30>와 같이 설계되었다.

<표 IV-30> 4차 수업설계 개요

시간 주제 교수법

1:00-1:15 백내장 수술과 트레이닝, VR활용의 역사
강의

1:15-1:30 VR수술 트레이닝,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 과제

1:30-2:30
VR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가상현실 경험
①투명 각막(Clear Corneal Incision),
②점탄 물질(Viscoelastic Material),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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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 외부전문가 강의모습

[그림 IV-16]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경험 모습

③전낭(Capsulorrhexis),
④수력분리술(Hydrodissection),
⑤유화기(Phaco Insertion),
⑥고랑(Phaco Sculpting),

⑦수정체 핵 돌리기(Rotating the Necleus)
2:30-3:10 팀별 발표준비 팀별 활동

3:10-4:50
팀별 발표: 각 팀별 25분으로 동일. 발표 15분 + 토론

10분
발표 및
토론

4:50-5:00 정리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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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7] 조별 발표 자료

마. 교수자 반응

교수자 반응은 본 원리를 토대로 수업설계 후 실제 실행한 교수자를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수자는 사용성 평가 문항에 응답한 후 연구자와 추

가적인 면담을 하였다. 수합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실제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 설계안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수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다섯 문항에 대하여 교수자는 모두 4점(매우 그렇

다)을 부여하였다. 개발된 설계원리는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초기 현장 평가에서 1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자 경험을 미리 경험

을 해본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 다른 교수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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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설계할 때에도 실제 수업 전에 기기 체크 및 수업환경 체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원

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증강현실이 사용되는 현실 공간에

기자재를 등장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의 경우 현장 평가에서 사용

한 것처럼 의학용 마네킹을 준비해 놓거나 또는 증강현실 기기를 들고 실

제 수술방에 가서 수술 시나리오를 만들고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건축학에서 다리를 건설하는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기로 경험 한다고 가정

하면 교실 안에 바다를 그려놓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

견을 주었다. 교육학에서 교생실습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기로 사용한다면,

가상의 교실을 그려놓는 것 보다는 증강현실 기기를 실제 교실에 가서 하

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아울러 학습자의 특성 부분이 원리의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는 사전 배포된 문서만 제대로 숙지

하고 온다면 경험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 부분 보다는

사전 배포 문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습자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오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증강현실만을 사용해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

다는 의견을 주었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기만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토론, 협동학습 등

이 수업방법과 증강현실 경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학습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번 현장 평가에서도 학습자들은 심장에 관

한 의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지만,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완성도가 낮았다. 때문에 증강현실 경험 전에 학습자에게 사전에

심장 수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증강

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심장 시나리오를 경험 한 후, 수정하고, 토론하는 단

계를 거쳤으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실제 증강현실이 수업에 필

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일 것 같다고 하였

다. 즉, 증강현실이 기존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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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 검사 문항 중 일부 문항은 면담

참여의사를 밝힌 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시 다루어졌고, 이를 통해 수

업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구글서베

이(N=16) 질문은 <표 IV-32>과 같으며, 심층면담(N=6)에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증강현실 수업 경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주요 반응 및 빈

도를 제시하면 <표 IV-38>과 같다.

1) 구글서베이를 통한 학습자 주요 반응 결과

<표 IV-32>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구글서베이 설문내용 (N=16)

번호 설문 내용 설문 형태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2

사전 수업

자료

귀하는 사전 배포된 PPT 및 관련 영상

을 충실히 확인하고 수업에 임하였나

요?

리커트척도

3

사전에 배포된 수업관련 영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주관식

4
AR/VR 경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포되

었으면 하는 수업자료가 있나요?

5

외부

전문가 강의

기기 경험 전에 진행된 외부강의가 도

움이 되었나요?
리커트척도

6

기기 경험 전에 진행된 외부강의가 도

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7

AR/VR 경험

가장 좋았던 증강현실 콘텐츠는 무엇이

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가장 불편했던 증강현실 콘텐츠는 무엇

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0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1 전체적인 경험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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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자의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위해 이메일로 사전에 배포된 문서

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예비 현장 평가에서 나온 학습자의 의견을 바

탕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문서형태에서 영상 형태로 바꾸어서 배포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다만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는 방법부터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준 학습자도 있었다(<표 IV-33> 참조).

무엇인가요?

12

전체적인 경험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일까

요?

13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

AR 기기 경험 중, 나의 부족한 점이 무

엇이었는지 적어주세요.

14

팀으로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5
기기 경험에 관한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나요?
리커트척도

16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

분에서 되었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17

의학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경험을 한

부분(앱손+의학용 교육 마네킹)과 자유

롭게 경험한 부분 중 좋았던 부분은 어

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8

마무리

AR 수업이 보다 더 재미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적어주

세요.

19

전체적인 AR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

각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또한 더 발전

하기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

20
기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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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3> 사전 수업 자료에 관한 학습자 의견 (N=16)

수업 전에 이메일로 배포된 사전수업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 반응

은 다음과 같다.

현장 평가에서는 증강현실 기기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폭 넓은 지식

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강의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학습자

의 의견은 <표 IV-34>과 같다.

설문내용 학습자 의견 N

사전 수업

자료

강점

충분한

자료
현재 배포된 자료로 충분했다.

12
적합한

자료 형태

동영상 형태의 수업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약점/

개선점

더 자세한

설명 필요

기기착용 혹은 손동작을 활용하여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부터

제작되면 좋겠다.

2

경험하게 될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가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면 좋겠다.

2

지금 배포해 주신 자료로 충분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예비 경험 수

업에도 참여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작법이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좋

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조작하고 보게 될지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했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알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기 착용과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자세하면 좋겠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는 법부터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증강현실 기기를 처음 써봐서, 머리에 기기를 맞춰

서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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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4> 외부 전문가 강의에 관한 학습자 의견 (N=16)

외부전문가 강의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

설문내용 학습자 의견 N

외부

전문가

강의

강점

해당분야

실제 사례

해당분야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생생한 사례 및 증강현실 사용의

문제점 예시 등이 도움이 되었다.

11

해당분야

미래 예측

막연했던 AR/VR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되고, 의대생으로써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2

약점/

개선점

중복

부분

전문가 분들의 겹치는

부분(증강현실, 가상현실 의미설명

등)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

2

의료분야

초점 필요

의대 학생들로서 수업을 듣는 만큼

기기 자체나 원리 등에 대한

설명보다는 의학이나 관련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사례중심 발표로

진행되면 좋겠다.

1

해당 분야의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라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AR, VR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

고 있었고, 또한 실제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직접 현장에 계신 전문

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지금, 그리

고 앞으로 내가 몸담을 분야에서 AR, VR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AR·VR에 대해 자세한 개념이나 그 기술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의 얘기를 직접 들

어서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직접 설명

해주셔서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기의 활용도에 대한 관점을 배

울 수 있었습니다. 기기경험에서 어떤 목적으로 향후 이 기술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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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에 모든 증강현실 기기 경험은 체크리스트를 통한 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학습자 의견은 <표 IV-35>과

같다.

<표 IV-35> 증강현실 기기 경험에 관한 학습자 의견 (N=16)

설문내용 학습자 의견 N

AR

경험

강점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빠름

인체와 인체 내부의 장기를 모두

실제 크기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해가 빠르다.

6

2D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입체적

구조를 다양한 방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7

능동적인

학습 가능

손 조작 혹은 음성을 통해 모든

콘텐츠와 학습의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9

약점/

개선점

증강현실

기기 작동

오류

증강현실 기기의 잦은 오류가

불편했다. 특히 전원이 꺼져서

불편했다.

11

콘텐츠의

낮은

완성도

콘텐츠를 자세히 보면 의학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음.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2

경험 시간

부족

콘텐츠 수에 비해 경험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14

일 것인지 기대가 되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수술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서 조금은 어색했지만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에 더욱 실감났던 것

같습니다.

의대 학생들로서 수업을 듣는 만큼 기기 자체나 원리 등에 대한 설

명보다는 의학이나 관련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용

사례 관련 발표가 더욱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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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기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

현장평가에서는 총 3개의 콘텐츠를 2개의 다른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서

경험하였다. 증강현실 기기의 경험 부분에 대한 학습자 의견은 <표

IV-36>와 같다.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면 실제 우리가 해부를 하면서도 바로바로

관련된 부분에 어떤 형태가 존재하며, 그 구조물이 어디로 이어지는

지 설명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번 ‘Head and Neck’ 수업에서 ‘Vagus n.’ 와 ‘Phrenic n.,’ 그리고

Sympathetic Trunk의 구분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

로 해부학적 구조를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몸은 3D 형상인데 그걸 2D 종이에 프린트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

게 한다는 점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 및 경험의 가장 큰 장점이며,

손동작과 음성으로 모든 콘텐츠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

엇을 해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아직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동적인 면에서도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각 플랫

폼을 소유한 기업들이 빠르게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향후 5년 정도면 충분히 많은 의학자들이 이런 형태의 수업과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된 상

황에서 경험 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

테이션 돌때 그 시간이 잘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각 콘텐츠별 시

간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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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6>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에 관한 학습자 의견 (N=16)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

설문내용 학습자 의견 N

팀 활동

강점

의견공유

가능

증강현실 기기를 대부분의 학습자가

처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원끼리 서로 의지하며 의견공유가

가능하다.

12

경험에

도움이

많이 됨

팀 단위로 경험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팀원이 도와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13

약점/

개선점

경험시간

부족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2

팀원 혼자

경험

팀원 중 한명이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서, 정작 나는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2

체크리스트

강점
경험 방향

제시

전체적인 경험의 방향을 가이드처럼

제시해주었다.
13

구체적으로 이 기기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순서가 체계적으로 적혀

있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

좋았다.

14

약점/

개선점

경험시간

부족

각자에게 할애된 시간이 짧아서

체크리스트를 둘러볼 여유가 많지

않았다.

1

활동이 정해져있어서, 기기를 더

창의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1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

을 하면서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고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같이 관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명이 경험을 진행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관찰해야 할 항목을 알려주어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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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에서는 폭 넓은 학습을 위해서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할 때 학습

기자재를 활발히 사용하고자 하였다. 의학용 교육 마네킹을 활용한 학습과

가상 의학 시나리오를 통한 학습에 대한 학습자 의견은 <표 IV-37>와 같

다.

<표 IV-37> 학습기자재 활용에 관한 학습자 의견 (N=16)

설문내용 학습자 의견 N

학습

기자재

활용

강점

실제 활용

능력 점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증강현실의 활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1

상상력 발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 적용

사례를 시나리오 형태로 재현해

보는 것이 좋았다.

12

약점/

개선점
창의성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창의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

부담감 의학과 관련한 사전 지식이 많이 3

팀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팀원 모두가 골고루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팀원 혼자서 너무 많은 경험 시간을 할애

에서, 다른 팀원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실제 체크리스트가 없었다면 단순히 관찰만하고 ‘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박물관에 아무런 자

료나 배경지식이 없이 가는 것과 비슷해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경험해야 할 항목을 체계적으로 알려주

고, 팀원별로 다른 순서로 안내되어 있어서 기기를 보다 더 효율적

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강현실 기기 착

용 후에 무엇을 확인하고 학습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어서 많

은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급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도움은 되었지만 조금 많아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의 항목이 너무 많아서 경험 시 마음이 너

무 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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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자재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

2) 면담을 통한 학습자 주요반응 결과

학습자 전원을 통한 구글서베이 이후 문항 중 일부 문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면담 참여의사를 밝힌 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약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면담은 구글서베이 문항에서 나온 강점(사전

배포영상, 교육적 효과, 팀 활동, 체크리스트), 약점(경험시간, 기계적 오

류), 개선점(경험시간, 사전학습) 등을 토대로 반응을 살펴보았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 경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주요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V-38> 참조).

<표 IV-38> 현장 평가 수업에 대한 학습자 주요반응 결과 (N=6)

부족해서, 다양한 의학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

범주 세부범주 설명
빈도

(N=6)

강점

사전배표

영상

사전 자료가 효과적이었음. 특히 영상형태로 배

포된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4

교육적

효과
학습 효과

3D 형태로 인체의 모든 구조와

심장, 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5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느껴볼 수 있어

서 좋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 적용 사례를 의학 시나리오

형태로 재현해 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어

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고, 의료계가 어떤 상황일

지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의학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데, 의학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들

어야 해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정

작 기기에 대한 경험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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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강점은 사전배포영상, 교육적 효과,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위해 이메일로

사전에 배포된 문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부록 15] 참조). 예비 현장

평가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문서에서 영상 형태로 배포된 증강현실 조

작 방법 영상에 대해서 모든 학습자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다만 증강

현실 기기를 착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준 학

습자도 있었다.

효과적이었다.

외부전문가

강의

실제 의학 사례뿐만 아니라 증강

현실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

해서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서 도움이 되었다.

6

의학

시나리오

가상의 의학 시나리오를 만들고

애니를 사용하여 가상 수술을 경

험해본 것이 실제적이며 미래의

학을 예측할 수 있었다.

5

팀 개발

STL

팀별로 만든 STL파일을 실제 증

강현실 기기에 띄어서 확인한 것

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팀원 수
2∼3명으로 구성된 팀원이 팀별로 기기를 경험

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5

활동

체크리스트

각 팀원별로 각 스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을 자

세히 알려주어서 도움이 되었다.
5

약점
경험시간

전반적으로 경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구체적

으로 사용을 해보는 것이 어려웠다.
6

기계적

오류

증강현실 기기가 갑자기 꺼지거나,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했다.
6

개선점

경험시간
경험 시간을 늘리고, 경험 콘텐츠의 수를 줄이

면 좋겠다.
6

사전 학습

가상의 의학시나리오를 만들기에는 의학과 관

련된 사전지식이 부족했음. 플립러닝 형태로 그

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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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효과는 학습효과, 외부전문가 강의, 팀 활동 및 체크리스트로 나

누어서 확인하였다. 학습효과는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2D가 아닌 3D 형태

로 인체의 모든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외부 전문가 강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예

비 현장 평가 때는 시간상의 이유로 강의 없이 바로 증강현실 경험을 진행

하였고,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기기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증강현실 기기 경험이 단순한 경험단

사전에 배포된 자료 중에 증강현실 기기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영상

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

하게 될지, 그리고 손가락은 어떻게 사용해서 조작해야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경험하게 될 콘텐츠와 증강

현실 기기를 미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

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경험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배포된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오지 않았으면 조작법을 학습하느라

경험시간이 더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기기 착용과 처음 프로그램을 켜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조

금 더 자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

분의 친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기 착용부터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 내용에 대한 이

해가 쉽고 빠르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부학의 경우 우

리가 배우는 몸은 3D 형상인데 그걸 2D 형태로 배운다는 것이 매

우 어려웠는데, 증강현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사람의 장기 모

습을 3D로 눈앞에서 확인하고, 다각도로 돌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내가 원하는 분위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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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끝났다는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현장 평가에서는 총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각각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20∼50분 사이의 강의를 진행하였

다. 학습자들은 실제 의학 사례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이 사용되고 있는 다

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가

상현실과 혼합현실, 3D 프린팅까지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평가에서 학습자들은 8개의 스테이션에 참여하면서 해당 콘텐츠에

준비된 활동을 하였다. 홀로렌즈의 콘텐츠인 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은 체크리스트에 있는 활동을 참고하여 자유로

운 형태로 경험을 하는 형태였고, 앱손을 활용한 심장CT영상은 체크리스

트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경험을 하되, 의학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역할극을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 스테이션에서는 ‘애니’라는 전 세계 표준

의학용 교육 마네킹을 사용하여 팀별 의학시나리오를 만들고 촬영하는 부

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만든 STL 파일을 실제 증강현실 기기

에 띄워서 확인해보는 스테이션이 있었다. 많은 학습자들이 팀별로 의학

단순히 게임정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VR 혹은 AR 증

강현실 기기가 의학 교육의 분야까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과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설명해주셔서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기의 활용도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몸담을

분야에서 AR, VR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

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강의를 통

해서 미래의 의학과 의학교육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값진 강의였습니다.

기기 경험만 했으면 단순히 새로운 매체 경험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증강현실 기기가 무엇이고, 증강

현실이 의료계에 또는 다른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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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역할극을 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였고,

자신이 만든 STL파일을 실제 증강현실 기기에 띄어 본 것도 도움이 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학 학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Minics & 3matic software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탑재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보니 신기했고,

내가 만든 STL 파일이 실제 눈앞에 보이니...미래 의학에 대해서 생

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진행된 경험에 대해서 모든 학습자는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특히 증강현실 기기의 조작과 시야의

불편함을 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학습자들의 원만한 경험을

위해서 제공된 활동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

였다.

혼자 경험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팀으로 활동 및 경

험을 하면 옆에서 기기조작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눠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같이 관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시야가 조금

불편해 지는데(기기를 착용하면), 옆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니깐

심장 의학 시나리오 부분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술 등 의료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 있

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러한 첨단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향후에 쓰일

것인지 기대가 되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 가정을 하는 경

우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수술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조금은

어색했지만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에 더욱 실감났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분이 힘

들었습니다. 해부학 지식을 더 쌓고 참여했으면 도움이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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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습니다.

팀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잘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며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경험하는 모습

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이 경험을 진행하

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관찰해야 할 항목을 알려주어 체계적으로 경

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경험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경험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팀원

들마다 해야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

고, 팀 경험이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홀로렌즈를 딱 끼니깐 심장이 보이는데... ‘이후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체크리스트가

딱 있으니깐 ‘아...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했고. 그리도 따라서 하니깐 그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아서 좋았어요. 체크리스트가 없었다면 경험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기기 사용도 처음이고 또 증강현실 기기가 핸드폰

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조작법 익히는데도 어색

한데.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깐 은근 든든하더라고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자유롭게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간

에비해서 경험을 하고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습니

다. 체크리스트가 없었으면, 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애서 경험할

수 이었을 것 같습니다.

3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명이 경험을 하고 있으면, 한명은 도와

준다고 체크리스트 보고 있고., 의도하지 않게 한명이 쉬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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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으로는 부족한 경험시간과 기계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였다(<표

IV-39> 참조).

<표 IV-39> 경험시간과 기계적 오류에 대한 학습자 주요반응 결과 (N=6)

개선점으로는 사전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선택교과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과 1학기 이후 바로 진행을 해서 의학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

였다. 특히 심장과 뇌에 대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상의

의학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애니 위에서 가상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의학 관

련 사전 지식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사전에 플립러닝 형태로 의학지식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수업 시간에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를 통해 사전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면담내용 학습자 의견

경험 시간
약점

경험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경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히 많은 기기들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 또한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이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도

아쉬웠다. 모든 스테이션 마다 조교 분들이 있으면

경험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불편함

이었던 것 같다. 경험 콘텐츠의 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려도 좋을 것 같다.

기계적 오류 약점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미러링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불편했다.

사실 저희는 이제 1학기 지난 의대생이라,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

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를 통해서 가상의 수술시나리오를 만들기

에는 지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미리 가상의 의학 시나리오를 만

든다고 알려주셨으면, 사전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왔을 것 같

아요.

미리 역할극을 한다고 알았으면 더욱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작성 할

수 이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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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확인하였다.

해부 실습할 때 아직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증강현실로 미리

보면 그 부위별로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책

으로 보고, 해부할 때 모르면 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 예

요. 근데 책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인체는 3D인데 2D로 공부하는

것에 갭이 너무 커서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면만 보여주니깐.. 이해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증강현실을 통해서 하면 인체의 계층을 파

악하고, 구조물의 순서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심장 교육하면 자르는 것을 보여주거든

요...교수님들이 주로 2D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전혀

와 닿지 않아요. 나중에 실제 해부해서 심장을 잘라보면.. ‘아 그때

2D로 보여준 게 거기를 나타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증강현실로 심장을 띄어놓고, 심장 여기를 잘라서 까보면 여기

가 보이고, 돌려보고, 빼보고 하니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요. 심장만 꺼내서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또 내가 보

고 싶은 부분만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선택교과를 통해서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면서 밝은 의

료계를 미래를 보았다고 할까... 저는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의사가 되었을 때는 아마 하나씩 증강현실 기기를 쓰고 외부진료도

보고, 응급실 진료도 보고, 입원환자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도 하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마 빠르면 5년 후에는 사용될 것 같아요. 이번 경험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해부학 같은 곳에

서는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해부학 공부할 때 책으로 봤

을 때는 구조물의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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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최종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9개의 설계원리와 24개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표 IV-40>.

<표 IV-40>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최종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단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적합성

판단

1. 목표 정합성의 원리

: AR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최적의 교육목표를 설정하

고, 학습요구와 AR사용의 관계파악 및 증강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1.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을 활용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학습 목표

및 활동에 적용하라.

*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

→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는 반복적인 경험 및 직무훈련이 필요한 장소

: 해부학: 시신기증문제와 화약약품 처리비용 등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는

신체해부 실습, 고소공포증 치료 등.

→ 현실세계에서 방문 혹은 경험이 불가능한 장소

: 태양계 및 바다속 경험

→ 위험훈련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소방화재경험, 재난안전경험, 교통안전경험 등.

→ 고가의 대형장비 도입 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장소

: 비행/운전시뮬레이터,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
1.2. 증강현실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판단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사용이 가르칠 학습 단원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 적용가

능한지 확인하라.

→ 카데바실습(시신해부)을 실제로 실습하기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증강

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비행기의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를 분리할 수 없다면,

증강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러갈 수 없다면, 증강현실로 경험이 가능한지 확

인하라.

→ 건물 안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없다면, 증강현실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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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의 AR선정의 원리

: 풍부한 학습 환경을 위한 적절한 AR 하드웨어 및 AR 소프트웨어를 선택

한다.
2.1. 학습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

웨어(콘텐츠)를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투과형 디스플레이(HMD) 기반 증강현실기기의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다. 주변/해당업체에서 대여/협찬이 가능한지 혹은 구매가 가능한지 확

인해라.

→ 투과형 디스플레이(HMD)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홀로렌즈(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글래스 BT-300(엡손), 구글 글래스

(구글)등과 같은 복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 M100, M300(뷰직스)등과 같은 단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 GPS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PDA, 모바일 내에 내재된 GPS사용,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 마커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QR코드, QR코드가 탑재된 플래쉬카드, 모바일, 아이패드 등과 같은 기

기 내에 내재된 카메라 사용

* 현재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학습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업체의

기술을 빌려서 만들거나, Medical AP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통해 교

수자·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위한 콘텐츠는 해당 앱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2.2.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

츠를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여러 상황에서 적용이 쉬운 콘텐츠

→ PC, TV, 모바일 등에 미러링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 AR 어포던스가 높은 콘텐츠

→ 실제적 문제와 감각적 몰입을 통한 경험학습

→ 직접 조작 및 직접 경험을 통한 시각적학습

→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

→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

* 실행 및 조작법이 번거롭지 않은 콘텐츠

→ 학습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change)할 수

있고, 음성인식이 훌륭한 콘텐츠
2.3.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콘텐츠의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콘텐츠를 준비한다.

→ 학습자에게 다양한 증강현실 경험을 주기 위하여 너무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면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된 경험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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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콘텐츠 당 최소 10분의 경험시간은 필요하다.
2.4. 성취기준의 달성에 있어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인지 점검

하라.

예시

및

해설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Heinich, et al., 2002)

①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는가?

②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가?

③ 자료가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④ 자료가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가?

⑤ 자료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하는가?

⑥ 기술적 품질이 좋은가?

⑦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⑧ 의도적인 편견이나 상업광고적인 성격이 없는가?

⑨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용법

숙달

3. AR 활용 숙달의 원리

: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 특성, 상황에 따라서 증강현실을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3.1. AR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성을 갖추어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의 차이점, 구성요소, 분류, 활용 분야 및

대표적인 사용 사례

*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 착용법·손동작 제스처 및 헤드(Head)사용법
3.2. AR경험부분과 지식습득 연결성을 판단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경험위주이기 때문에 지식습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결을 놓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법

(강의, 토론, 발표, 팀 활동, 자기성찰 등)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수업을 체

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달할 학습내용이 방대하여 수업시간이 부족하

다면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부분은 플립러닝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란, 전통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행해지던

수업과 교실 밖에서 행해지던 수업을 역전시킨다는 뜻으로, 수업 전에 교

수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교실 안에서

는 팀별활동, 토론,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을

뜻한다.

*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화하라.

→ 교육용 인체모형위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수술연습을 할 수 있다.

→ 교육용 심장모형과 증강현실을 통해 보이는 심장을 비교할 수 있다.

→ 교실의 한 벽면을 검정색종이로 어두운 밤을 연출하고, 태양계 콘텐츠

를 실행하라.

* 교육시나리오 및 역할극을 통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화하라.

→ 상황학습
3.3.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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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도록 필요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사용 시, 고려해야할 학습자 특성 유형

→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한 사전지식

→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경험 유무

→ 시각적 지능 및 3D 프린터 경험 유무

* 학습도구 및 방법

→ 구글서베이, 몽키서베이, 벌소(온라인 설문 조사)

→ 소수의 학습자 면담(FGI)

* 필요한 사전 자료

: 문서형태보다는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

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준다.

→ 증강현실 기기(기기의 정보 및 손동작·헤드 제스처 및 음성 사용설명

서) 및 콘텐츠 정보(콘텐츠 구성, 사용방법, 결과물 등)
3.4. 정규수업에서 사용할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소수의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라.

예시

및

해설

*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법 및 조작법에 미숙하다. 사전 경험기회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문성을 사전에 높이며, 콘텐츠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사전 경험기회를 통해 시간 추측이 가능하다.
3.5. 기술적 구현에 따른 다양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

츠(소프트웨어)를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 다양한 증강현실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라.

→ PDA/GPS 기반 증강현실

: Pocketmon (게임), Google’s SkyMap(태양계)

→ 마커기반 증강현실

: Mentira(언어), Animal 4D+(동물카드), MaqiPlanet(천문학)

환경

구축

4.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 증강현실 경험 및 학습이 발생하는 수업 공간 및 환경을 준비한다.
4.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라.

→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장소의 의자 및 책상을 치우고, 경험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라.

→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간격을 확인하여 주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

*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가 하나 이상일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의 이름을 부착하라.
4.2.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가상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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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보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기는 조도에 매우 예민하다. 교실의 조도가 너무 밝거나 어

두우면 추가적인 가상의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증강현실 경험 공간은 120∼130(lx)정도가 적당하다.
4.3.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환경을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라.

→ 최소 정규 수업 일주일 전에는 기기 및 콘텐츠의 상태를 확인하라.

→ 증강현실 기기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켜라.

→ 기술적 테크놀로지(교사용 컴퓨터, 노트북, 증강현실 기기를 연결할 모

니터 및 TV, 교실 내 AP 무선 환경, 콘센트 여부, 제스처디텍터 설치 가

능성 유무 등)상태를 사전에 검토하라.

* 증강현실 콘텐츠가 PC/노트북 혹은 TV에 연결되어 학습 자료가 모든

학습자에게 미러링 될 수 있도록 하라.

실행

5.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구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목표 및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5.1.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목표

→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의학 교육·수술·진료 행위가 갖는 속성을 탐색

하고, 현재의 의학교육의 한계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사용될 수 있는 의료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

다.
5.2.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AR경

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경험

→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우고, 음성으로 심장을

180°돌려보기(Rotate).

→ 모베리오 BT-300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관계를 확인해보기.
6.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 학습자의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시각지능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6.1. 시각적 해석 및 조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조작을 통

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경험을 통한 시각적 활동을 제공하라.

→ 시각적·조작적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증강현실을 통해 반복적인 연

습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 의사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스스로 집도의가 되어서 실제 수술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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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쉽지 않다. 증강현실을 통한 시각적 조작을 통해 숙련된 의사가

할 수 있는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6.2. 시각적 창조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라.

* 학습자가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환상)을 스

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

→ Aurasma, ARToolkit, Augment, HoloStudio (증강현실 제작 도구)
7.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 학습자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7.1. AR활동의 협동학습에 적합한 팀을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서툴기 때

문에 팀별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팀을 구성해야 한다.

→ 스테이션 1개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다.
7.2. AR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체크리스트

를 제시하라.

→ 스테이션 당 학습자 개개인이 해야 할 학습을 모두 표기하라.

*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에 대하여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

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기회(온/오프라인)를 제공해라.

→ GoodleDrive, Classting, Mentimeter 등 (의사소통 및 협업도구)

평가

8. 통합적 성취도 평가의 원리

: 증강현실 기기 경험과정과 지식습득을 통합해서 평가한다.
8.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습득 부분을 개인별 혹

은 팀별로 평가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포트폴리오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자기평가)

* 일반적인 시험 및 퀴즈를 통한 이론 등의 지식습득 평가(상대평가)

* 실시간 평가를 위한 도구를 통한 지식습득 평가(상대평가)

→ Socrative, Pingpong 등 (실시간 반응확인 도구)
8.2. 증강현실 경험부분(기기+콘텐츠)을 개인별 혹은 팀별로 평가

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포트폴리오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자기평가)

→ 자기성찰일지에 관련하여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 제공

* 증강현실 경험 평가 (팀원·동료평가)

* 상호작용 및 협업을 위한 도구를 통한 실시간 평가 (팀별 평가)

→ Kahoot, Socrative, Pingpong 등 (실시간 반응확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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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설계 원리와 상세지침

최종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목표 정합성의 원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서는 증강현실이 수업목표와 의도된 학습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증강현실의 활용이 기

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Papert & Harel, 1991; Radu, 2014; Macchiarella & Vincenzi, 2014; Sin

& Zaman, 2010; Chen, 2006; Tang et al., 2003). 증강현실의 사용은 반드

시 교육적으로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활용을 해야 하며, 만약 다른 매체

혹은 학습도구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면 증강현실의 활용

성찰

9. 지속가능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

: 교수자는 AR기반 수업을 위해 최적으로 교수·설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및 형성적 수정을 한다.
9.1.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

을 수합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장점·단점·개선점

→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의 난이도 및 완성도는 적당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전체적인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간은 적당했는가?

* 전통적인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차별점과 장단점

→ 해부테이블을 활용한 해부실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해부실습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 플립러닝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차별점과 장단점

→ 플립러닝으로 진행된 심장의 구조물 학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심장 콘

텐츠 경험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9.2.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수자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

음 수업에 반영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최적의 교수·설계를 하였는지 교수자 스스

로 성찰.

* 이후 필요하다면 학습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한 후 다음 수업에 반

영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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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첫 출발점은

증강현실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목표정합성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1.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선택하라.

증강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감각적 몰입을 통한 경험학습이 가능하며,

가상의 정보를 현실세계에서 다방면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풍부한 학

습 환경을 통해 능동적인 지식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강현

실의 독특한 장점은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는 반복적인 경험 및 직무훈련

이 필요한 장소 경험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시신기증과 화약약품 처리

비용 등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는 신체해부 실습 혹은 많은 수술 실습이 필

요한 외과전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실

제로 방문하여 경험하기 어려운 장소(예: 태양계·바다속 경험), 고가의 대

형장비 도입 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장소(예: 비행·운전 시뮬레이터, 잠수

함 등)에 활용 가능하다. 증강현실의 활용이 특정한 교수와 의도된 학습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적의 매체인지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1.2.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판단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체제, 학습 요소, 단원의 성취기준 등을 확인하

고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판

단해야 한다. 예컨대, 실제 기증된 시신을 가지고 해부실습이 어렵다고 판

단되면, 증강현실을 통한 간접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비행기의 내부구

조 확인을 위해 실제 비행기를 분리할 수 없거나, 2D 비행모형으로 학습의

한계가 있다면 증강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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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적의 AR 선정의 원리

증강현실은 기술적 구현방법에 따라서 위치기반(GPS) 증강현실, 마커기

반 증강현실, 투과형 디스플레이(HMD)기반 증강현실로 나눌 수 있다. 위

치기반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PDA와 모바일에 내장된 GPS를 통해 수집

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증강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마

커기반은 주로 QR코드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투과형 디

스플레이스는 모바일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구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안

경 또는 착용형 유형의 기기를 활용한 증강현실을 말한다. 교수자는 학습

의 목적과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최적의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를 선택해

서 풍부한 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Liarokapis & Andersonm 2010;

Meddenhall et al., 2012; Juan & Cano, 2008; 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Martín-Gutiérrez, 2015). 최적의 AR 선정

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2.1. 학습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

트웨어)를 선택하라.

증강현실 기기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구현 방법은 위치

기반(GPS)을 활용한 모바일용 증강현실과 QR코드를 활용한 마커기반 증

강현실이 있다. 주로 K-12에서 사용되는 위치기반 증강현실은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 망을 활용하여 손쉽게 활용되며, 학습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모바일에 내

장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이 촬영이 되고, 이를 실제 환경에 접목

시켜서 가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재감과 현장감이 높다. 또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며, 사용자간 상호작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와이파이의

신호가 약하면 오류가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의 위치기반(GPS) 활용한 모

바일용 증강현실은 전문성 높은 콘텐츠 보다는 일회성 차원의 게임 혹은

엔터테이먼트 위주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과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반

복적인 실습을 통해 교육효과를 기대하는 분야는 적절하지 않다. 마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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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주로 검정색 바탕에 특

이한 문양의 QR코드형태로 이용되거나 QR코드가 탑재된 플래쉬카드를 이

용한다. 마커기반 증강현실은 모바일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의 카메라

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학습자와 콘텐츠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및 참여

를 유도하고, 주로 언어, 태양계 경험 등이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다. 위치

기반(GPS) 증강현실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은 현실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현

실세계와 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해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는 곧

진정한 의미의 증강현실이라기 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강현실 구현 방법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등교육에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

다. 하지만 최근에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모바일을 활용한 증강현실의 기술

한계를 해소하고자 투과형 디스플레이 증강현실이 등장하였다. 특히 2013

년 이후로 최근까지 IT선지 기업들이 개발하고 출시하는 디스플레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투과형 디스플레이, 즉 HMD를 활용한 증강현실은 다른

증강현실 기기에 비해 가격대는 높지만 증강현실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손동작 혹은 음성을 이용하여 직접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지식 구성 및 감각적 몰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및 경험학습이

가능하다. 예컨대 투과형 디스플레이의 걸작이라고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의 홀로렌즈는 사용자는 응시, 제스처, 음성 인식으로 홀로그램과 자연스럽

게 상호작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합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정보를 정합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현

재까지 HMD기기를 위한 콘텐츠는 그리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콘텐츠는 찾기 어렵다.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자 한다면 교수자는 외부 전문 업체의 기술을 빌리거나, 현재 나와 있는

증강현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컨

대 의과대학은 ‘MEDICALIP’의 “MEDIP”라는 전문 의료영상 처리 소프트

웨어를 통해서 의료3D 랜더링 모델링을 통해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STL(Stereophotography)도 가능하고, 이를 증강현실 기기에 띄어서 확인

할 수 도 있다. 또는 ‘Minics’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D 형태의 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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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로 만들 수도 있다. 위치기반(GPS)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투과

형 디스플레이(HMD)기반과 관련된 대표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는 <표

IV-41>과 같다.

<표 IV-41> 기술적 구현에 따른 대표 증강현실 콘텐츠

위치기반(GPS) 증강현실
The Civil War Augmented Reality Project (역사교육: 남북전쟁)

Phone Guide Project (박물관)
Dow Day (역사교육: 베트남 전쟁)
케이 컬쳐 타임머신 (문화유산)

Invisible Train (협동학습을 강조한 기차놀이)
Mentira (언어: 스페인)

Kanji Teaching (언어: 한문)
Savannah Project (협동학습을 강조한 생태학·동물행동학)

마커기반 증강현실
FETCH! Lunch Rush (수학)

Animal 4D+ (동물)
SMART (교통수단)
MaqiPlanet (태양계)
Quivervision (색칠)
ColorMix (색칠)

투과형 디스플레이(HMD)
Hole Heart (심장해부)

Holo Anatomy (인체장기 및 혈관)
Eyes-on (정맥주사를 위한 혈관 찾기)

zSpace (해부학교육)
Simsensei (심리상담)
Medisim (인체복부)

2.2.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택하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다양한 수업환경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는 여러 상황에서 적용이 쉽고, 조작이 번거롭지 않은 콘텐츠

를 선택해야 한다(Kerawalla et al.,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Martín-Gutiérrez, 2015). 그리고 이는 시간과 비용, 노력에 상응하는 가치

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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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부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가지

고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가장 잘 드러내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한다.

2.3.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최소한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Kerawalla, 2006; Liarokapis &

Anderson, 2010).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

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학습자에게 다양한 증강현실 경험을 주기 위

하여 너무 많은 콘텐츠를 선택하면 학습자는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없다. 연구결과, 1개의 콘텐츠 당 최소 개인당 10분의 경험시

간을 필요한 것을 판단하였으며,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최소한으

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4. 성취기준의 달성에 있어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인지 점검하라.

증강현실 콘텐츠는 반드시 교육적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증강현실 콘텐

츠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Heinich과 그의 연구자들(2002)이 개발한 아홉 가지 자료 선택 기준을 제

시한다.

<표 IV-42>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Heinich, et al., 2002)

※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Heinich, et al., 2002)
①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는가?
②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가?
③ 자료가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④ 자료가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가?
⑤ 자료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하는가?
⑥ 기술적 품질이 좋은가?
⑦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⑧ 의도적인 편견이나 상업광고적인 성격이 없는가?
⑨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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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R활용 숙달의 원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수자와 학습자는 전통적인 수업의 교수자와 학

습자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수자는 자신

의 교과목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

어야한다(Overbay, Patternson, Vasu & Grable, 2010; Cuendat, Bonnard,

Lenh & Dillenbourg, 2013; Billinghurst & Duenser, 2012). 하지만 대부분

의 교수자들은 두 가지 이상의 학문 영역에 대한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교수자의 추가적인 사전 준비단

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교수자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

달자가 아니라 촉진자, 코칭,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야 하며(Shelton, 2003),

학습자의 학습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해야 한다. 그 중 대

표적인 방법은 스캐폴딩이다.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적

절한 도움과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참

여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스캐폴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 학습 동기 등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

한 준비도를 파악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기는 손쉽게 구하거나 평상시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 대부분은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증강현실 콘텐츠 경험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대

부분이 모바일 혹은 마커를 활용한 간단수준의 증강현실 경험이 대부분이

다. 때문에 학습자의 개별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를 학습의 도구로써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중요한다. 전체 학습자에게 HMD와 같은 고가의 기기 경험이 어렵다면,

모바일을 사용한 간단차원의 증강현실 경험을 사전에 제공하기를 권장한

다. AR 활용 숙달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3.1. AR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성을 갖추어라.

교수자는 자신의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전반에 대

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증강현실의 개념, 특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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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야, 실제 현장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의 개념 및 기술적 차이점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증강현실 하드웨어는 손동작 혹은 음성으로 경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스처 사용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하드웨어 기기가 미러링이

되어있어도 평균 3∼5초의 딜레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손동작 혹

은 음성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경험 단계에 있는지를 추측해야 한다. 이

외에 증강현실 기기 착용법, 시작법, 미러링 연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

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자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이 미

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

3.2. AR경험부분과 지식습득 연결성을 판단하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지식습득 부분과 증강현실 경험에 대한 부분의 연

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까지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콘텐츠는 게임·오

락 위주이고 전문성이 높은 콘텐츠는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증강현실 경

험으로만은 학습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

용하는 교수법(강의, 토론, 발표, 팀 활동, 자기성찰 등)과 융합하여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달할 학습내용이 이론위주의

방대한 내용이라면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부분은 플립러닝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할 수 있다.

예컨대 심장 관련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면, 현실

공간에 심장을 띄워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앞에 있는 사람의 심

장 위치에 띄우거나, 심장모형을 옆에 두고 증강현실을 통해 보이는 심장

과 비교해 가면서 학습할 수도 있다. 혹은 심폐소생술 연습을 위해 의과대

학에서 사용하는 의학용 교육 마네킹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심장을

띄어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다. 또는 증강현실 기기를 들고 실제 수술실

로 가서 수술 연습을 하거나, 카데바(인체의 해부학 교육을 목적으로 기증

된 해부용 시체)위에서도 실습 가능하다.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단순한 경

험 보다는 학습 기자재와 증강현실 기기와의 융합을 통한 교육이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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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수업을 극대화 해준다. 또한 교육시나리오 및 상황극을 통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IV-18] 학습기자재(의학용 인체모형 마네킹) 활용 예시

[그림 IV-19] 학습기자재(간과 췌장 모형)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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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3>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활용된 의학 시나리오 예시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활용된 의학 시나리오 예시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하버드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
수술부위: 심장종양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 B는 엡손 BT-350 착용한 상태이며, 이미 환
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하버드에 있는 심장종양 수술 최
고의 명의 의사C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엡손 BT-350의 정면에
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있는 의사C에게 모든 수
술 상황을 공유가능하다.

A: Dr.C 안녕하세요.
B: 오늘 수술할 부위는 심장입니다.
C: 안녕하세요. 심장부위를 ZOOM 해주시겠습니까?
A: 네. 방금 이곳과 이곳을 절개하였습니다.
B: 생각보다 종양이.. 손도 안 닿는 뒤편에 쫙 퍼져있어서..
A: 그냥 닫죠. Dr.B 교수님 손이 문어 낙지나 되어서 보이지도 않는 심장
뒤편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시이신다면 모를까... 이건 불가능해요.

B: !!!!!!!!!
C: 역시 CT에서 보았던 것 보다는 종양이 심하네요.
A: 그냥 닫는게...
B: !!!!!!!!!!!!!!!!!!!!!!!!!!!!!
C: 심막을 판막륜에 돌릴수 있게 잘라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A: 그래도... 그냥 닫는게....
A & C: !!!!!!!!!!!!!!!!!!!!!!!!!!!!!!!!!!!!!!!!!!!!
B: Dr. A 바이탈이나 꽉 잡고 있어요.
C: 오토플란테이션으로 합시다. 위험이 높은 수술이니, 시범 수술 먼저 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r. A와 Dr. B는 환자의 심장을
증강으로 띄어서, 종양 덩어리를 제거해보는 시범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A & B : 허공에서 수술을 한다>
C: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중격도 새로 만들어 볼까요?
승모판막도 갈아주세요..

<A & B : 허공에서 수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식하는 것처럼 자가 심장을 붙여보세요.

C: 아주 좋네요. 바로 수술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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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활용된 의학 시나리오 예시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존 홉킨스 의과대학 수술실
수술부위: 판막수술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이며, 이미 환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존 홉킨스의 의사B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A: 판막위쪽에 있는 동맥부터 절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네. 절개 진행해 주세요.

A: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컨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B: 음.. 심장의 Orientation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드릴까요?

B: 음.. Left Ventricle이 오른쪽으로 보이게끔 돌려주시고, 다시 절개를 시작해

주세요.

A: (수술을 진행함)

B: 아 네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3.3.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필요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라.

증강현실 수업 전에 파악해야 할 학습자의 특성은 증강현실에 관한 사전

지식, 출발점 기능, 학습동기, 사전 기기 경험 여부,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에

대학 학습 경험 등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준비도를 전체적으로 확인

하고 분석할 수 있다(Antonietti & Cantoia, 2000; Chou & Tsai, 2001). 학

습자의 특성을 활용할 때 사용가능한 학습도구로는 학습자 전체를 통한 구

글서베이 혹은 소수의 학습자 면담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해 사전

에 미리 학습자에게 증강현실에 관한 개념, 특징, 실제 적용 사례 및 해당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설명(콘텐츠 구성, 사용방법, 결과물)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설명(기기 정보, 손동작 작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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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작동법에 관한 설명서)을 제공하라. 문서형태(HWP, Word, PPT)보다

는 동영상 형태(MOV)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준다.

[그림 IV-20] 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사전 배포 동영상

3.4. 정규수업에서 사용할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

어)를 소수의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모든 학습자에게 실제 수업 전에 경험기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학습자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 및

콘텐츠(소프트웨어)의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반응을 통한 형

성적 수정 및 추후 실제 수업에 적당한 경험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IV-21] 사전 경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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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가형태의 단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어)를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전체의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혹은

마커기반 증강현실 콘텐츠를 안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과제를 해결

하는 연습을 시킨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추후 HMD 증강현실을 경험할

때 개념 및 사용방법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표 IV-44> 간단한 모바일·마커기반 예시

※ 손쉽게 경험 해 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마커기반 예시
· Quivervision (AR 색칠도안)

http://www.quivervision.com/
· 크래용팡 (AR 색칠도안)

http://crayonpang.com/
· ColorMix (AR 색칠도안)

https://itunes.apple.com/pe/app/colormix-ar/id920624916?l=en&mt

④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증강현실 기반 수업환경은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 전통적인 수업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증강현실은 모든 조작 활동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작활동이 이루질수 있는 넓은 경험공간이 필요

하다. 이외에 조도, 최적의 운영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Devane

& Holden, 2007; Dunleavy, Dede, & Mitchell, 2009; Billinghurst et al.,

2001).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4.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라.

학습자가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공간은 교수자 눈에 학습자에 들어오는

공간이면서, 최대한 넓은 공간이 좋다(Kaufmann, 2003; Cuendat, Bon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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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h & Dillenbourg, 2013). 또한 의자 및 책상을 모두 옆으로 치우고, 주

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험 증강현실 기기나 콘텐츠가 하나 이상일 때에는 교실 공간 중에 어느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가 경험되는지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그림 IV-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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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3]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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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접 조작을 통한 가상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조도를 확보

하라.

증강현실 경험을 하는 장소의 조도가 너무 높으면 가상의 추가적인 정보

가 현실세계에서 잘 안보이고, 조도가 너무 낮으면 현실세계를 볼 수 있다

는 증강현실의 장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조도는 전문가용 조도 측정계를

사용하거나 모바일로 나온 조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조도는 120∼130(lx)정도가 적당하다.

[그림 IV-24]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조도 수치

4.3.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환경을 확보하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운영환경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Bower, Howe, McCredie, Robinson & Grover, 2014). 여기서 말하는

운영환경이란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 및 소프트웨어(콘텐츠)가 아니라,

증강현실 기기와 관련된 기술적 테크놀로지를 말한다. 예컨대, 교사용 컴퓨

터, 노트북, 증강현실 기기를 연결할 모니터 및 TV, 교실 내 AP무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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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여부, 제스처 디텍터 설치 가능성 유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증강현실 콘텐츠가 PC·노트북 혹은

TV에 연결되어 학습 자료가 모든 학습자에게 미러링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아도 경험중인 학습자의 모습을

모델링하며,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 홀로렌즈는 일반 PC에는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러링은 홀로렌즈 착용 후에 설정버튼에서 가능

하다. 또한 증강현실 기기를 충분히 사전에 충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홀로

렌즈의 충전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4시간이 걸리며, 사용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정도이다.

⑤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다양한 연구자들은(Shelton, 2003, 2006; Kafumann, 2003; Dunleavy &

Dede, 2014; Dunleavy et al., 2009; Klopfer & Sheldon, 2010; Squire,

2010, Squire & Klopfer, 2007; Kerawalla et al., 2006) 구성주의 이론을 증

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실제적 과제를 활용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상호작

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하면서, 지식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되어서

가르쳐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임철일, 2012; 정재삼, 1996; Jonassen

& Land, 2012). 증강현실 기반 교육은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과제의 구

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현실을

기반으로 실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Resnick, 1991;

Wilson & Myers, 2000; Dede, 2009; Dunleavy et al., 2009; Rasimah et

al., 2001),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면서 학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

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Lee, Nelles, Billinghurst, Kim, 2004). 이

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구성주의적 기반의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준다

고 할 수 있다.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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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학습목표를 구체적으

로 설정하라.

학습 목표는 증강현실이 추후 해당 전공 및 학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와 연결하여 안내한다. 예컨대, ‘환자의 MRI 및 CT 스캔을 기반으로

3D 이미지를 렌더링 하여 환자의 수술 부위에 증강현실로 정합하여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해부구조물의

상호작용 및 피부조직의 레이어(Layer)가 학습가능하고, 해당 관련 명칭

및 부가 설명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 구조물 시험을 볼 때, 증강현실 좌표

계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익숙하지 않은 미숙자나 잦은 실수로 인해 발생

하는 탈락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등이 있다.

5.2.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AR경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

증강현실 경험은 학습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보다는 정확한 경험목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다. 예컨대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우고, 음성으로 심장을 180도 돌려보는(Rotate) 활동을 하라’, ‘모베리오

BT-300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활동을 하라’ 등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⑥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교육적인 관점에서 시각지능을 자극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Barry, 1997; Hoffman, 1988; 나일주, 2007). 나일주(2004, 2007)는 인

간의 시각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된 산물 또는 부산물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각지능(Visual Intelligence)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각

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실천적 방안을 시각으로서 지각된 물리적 세계

에 대한 정보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차원, 시각적 정보를 시각적 사고

능력을 통해 조작(Operation)하는 차원, 그리고 실존 세계에 대한 인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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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인식 주체가 만들어낸 창조(Creation)의 차원으로 나누어 가설

적으로 분류하고 있다(Rha, 2005). 증강현실은 우리의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혹은 현실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학습자의 시각적 사고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테

크놀로지의 기술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매체들이 개

발되었으며, 그 중 증강현실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각적 사고를 촉진함으

로써 언어적 사고와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 수준을 창

조적 상상 또는 추상적 차원의 시각화에 이르도록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

과 같다.

6.1. 시각적 해석 및 조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조작을 통한 해

석의 기회를 제공하라.

시각지능에서 말하는 해석적 능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제적으

로 입력시켜줌으로써, 인간의 시각으로 받아드린 정보를 지각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로 인간이 시각의 다양성을 모두 경험하기에는 공간적, 시각적, 금전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은 인간이 손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시각적 다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의 현장에서

부가적인 요소로도 사용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국면 했을 때

전체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조작적 능력

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실제와 같은 공간에서 조작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강현

실은 조작적 능력을 도와주는 하나의 매체 및 교육도구가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시각적 능력과 조작적 능력이 부족한 의대생은 증강현실을 통한

반복적인 조작활동을 통해서 추후 자신이 집도하게 될 현실세계의 수술에

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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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각적 창조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보

는 기회를 제공하라.

창조적 능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

조하는 능력을 말한다(나일주, 2004).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구현하면서 인간의 창의적 시각 활동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증강

현실은 판타지를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현실의 한계를

손쉽게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증강현실은 실제 사물의

모습과 가상으로 만들어진 부가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세

계를 기반으로 더 감각적 몰입상태의 창조물을 개발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증강현실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환상)을

스스로 만들고, 이를 증강현실 기기에 띄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새로운 시각지능을 자극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IV-25] 학습자가 만든 증강현실 콘텐츠



- 257 -

<표 IV-45> 증강현실 제작 도구 예시

※ 스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콘텐츠
Aurasma https://www.aurasma.com/
ARToolkit https://artoolkit.soft112.com/
Augment http://www.augment.com/augmented-reality-apps/
HoloStudio https://www.microsoft.com/en-us/hololens/apps/holostudio

⑦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협동학습은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집단 내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말한다(임철일 외, 2011; Jonnassen &

Land, 2012; Duffy & Jonassen, 1991). 증강현실은 입체적으로 구현된 그

래픽을 활용하여 학습장면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입체적으로 구

현된 그래픽을 학습자가 서로 공유가능하다. GPS기반 증강현실과 마커를

활용한 증강현실은 학습자간의 실시간 정보교환 및 협동학습이 가능하며,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증강현실은 미러링을 통해 협동학습이 가능하

다. 또한 연구결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개인별 경험 보다는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확인하였다.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7.1. AR활동의 협동학습에 적합한 팀을 구성하라.

증강현실 기기 경험은 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기기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실행하

는 단계까지 것도 버거워한다. 하지만 팀으로 경험을 한다면 서로의 경험

모습을 보면서 모델링 할 수 있고, 미러링이 되어있다면 본인 경험 차례가

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경험에 임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팀 활동의

중요성을 안내하거나, 협동적 보상구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다른 학습자의 학업성취 결과(경험 결과)가 곧 자기 자신의 학업성취

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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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6] 팀 활동 모습

7.2. AR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라.

증강현실은 협동학습이 가능하다. GPS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이나 마커

기반의 증강현실은 동일한 객체를 다수의 학습자가 확인하고 협업할 수 있

고, HMD 기반의 증강현실은 미러링을 통해 협동학습이 가능하다. 증강현

실은 개인학습보다는 팀원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대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증강현실 기기 경험학생과 옆에서 지켜보는 서브학생의 정확한 활동을

제시하야 하며,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기회(온/오프라인)를 제공해야 한다. 특

히 증강현실 기기의 어포던스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히 경험 일련의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학습자

Ⓐ는 10:15부터 10:30까지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The Brian 콘텐츠를

실행시키고, Skin & Brain Explode안의 Basel ganlia 와 Ventricle, For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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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해라.’ 혹은 ‘학습자Ⓑ는 10:15부터 10:30까지 학습자Ⓐ의 미러링 연

결 상태 및 콘텐츠 착용을 도와주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을 학습자Ⓐ

에게 차례대로 읽어주어라’ 와 같이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협동학습에

도움을 준다.

[그림 IV-27] 협동학습 체크리스트 예시

⑧ 통합적 평가의 원리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평가는 증강현실 경험·지식습득과 관련된 부

분이 개인별·팀별의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적 평가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8.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습득 부분을 개인별 혹은 팀

별로 평가하라.

개인별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확인해아 한

다. 증강현실 경험 차원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한 자기평

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본 수업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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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확인을 위한 부분은 전통적인 수업에

서 사용하는 상대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의사소통 및 평가를 위한

도구인 Socrative, Pingpong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개인별 학업성취도

파악이 가능하다.

8.2. 증강현실 경험 부분(기기+콘텐츠)을 개인별 혹은 팀별로 평가하라.

팀별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증강현실 경험과 관련된 부분과 팀별활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팀원이 얼마나 증강현실 경험을

잘 했는지는 팀원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

는 것이 적당하다. 혹은 Kahoot, Plickers, Mentimeter와 같은 협업을 위한

도구를 통해서 팀별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⑨ 지속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

지속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는 교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교수자는 수

업의 전개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수 자료나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

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를 통해 교수 자료나 프로그램을 형성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교수자 자기평가는 향후의 수업설계향상(Improvement)과ㅡ의사결정

(Decision-making)을 위한 것이다(Carr-Chellman, 2006). 지속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를 설계하기 위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9.1.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수합하라.

지속 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에 대

한 학습자의 의견 수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이후, 교수

자는 학습자와 조교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를 토대로 수업설계의 미지한 부

분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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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6> 학습자 의견 예시

※ 학습자 의견에 관한 질문 예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장점·단점·개선점

-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의 난이도 및 완성도는 적당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전체적인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간은 적당했는가?

전통적인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차별점과 장단점

- 가상현실 해부테이블 아나토마지를 활용한 해부실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해부실습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 플립러닝으로 진행된 심장의 구조물 학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심장 콘텐츠 경험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 해부학 학습방법 중 2D이미지(Illustration, CT, MRI 영

상, Plate)를 이용한 방식과 Epson smartglass 혹은 Holo

Lens 를 이용한 학습방법의 차별점과 장단점은?

- PDF를 통한 학습방법과 Holo Lens를 활용한 학습 방법

의 장단점은?

[그림 IV-28] 플립러닝 수업을 위한 동영상 수업, 3D이미지 활용 수업

9.2.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수자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음 수

업에 반영하라.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최적의 교수·설계를 하였는지 스스

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와 조교 등의 답변을 참고하여 수

정한 후 다음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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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수업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최종 설계 원리가 지닌 이론적 함의, 실제

고등 교육현장에서의 원리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교수설계

본 논문에서 도출된 최종 수업설계 원리와 교수자의 수업설계를 연관 지

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의 사용은 교육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활용하

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증강현실은 학습자의 능동적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감각적 몰입 및 흥미, 동기를 높여주며, 자연스

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2D로만 가능하던 학습을 맥락 있는 실제적인 3D

환경에서의 경험에 의한 학습, 즉, learning by doing을 지원한다. 따라서

텍스트와 자료설명으로만은 어려운 학습내용, 가시화하기 어려운 내용, 추

상적인 학습개념,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드는 체험·실험 등의 교육 분야

에서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Dunser & Homecker, 2007; Fruland, 2002;

Shelton & Hedley, 2002; Klopfer & Squire, 2008). 때문에 교수자는 이러

한 장점을 가진 증강현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준비를 한 후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문제점을 증강현실이 해결해줄 수 있거나, 증강현실을 수업에

서 사용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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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거나, 학습자의 학습에 번거로움을 느끼게 하거나, 증강현실 외에 다

른 매체가 현재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증강현실을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강현실의 기능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교육목표(Learning objective), 하드웨어

(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한 교수자의 전

문성(Professionalism)을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교육목표 확인이다. 이 절차가 먼저 이

루어진 후에 증강현실의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으

로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목표는 반복 경험을 요하거나, 현실세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3D형태의 학습목표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해부학 전공

수업의 경우 책으로만 인체의 구조물을 학습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며

3D 형태인 사람의 인체를 2D 형태의 텍스트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

다. 실제로 카데바 (기증된 시체) 실습으로 인체의 해부를 더 자세하게 학

습한다고 가정해도, 일회성인 카데바실습으로 모든 장기의 위치 및 해부를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해부학은 3D형태로

인체의 구조물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시선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증강현

실 기술을 활용하여 눈앞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인체해부가 금기시되는

여러 국가 의학기관 및 대학기관에서도 실제 카데바가 없더라도 장소와 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부실습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스코피스(Scopis)는

홀로렌즈에 기반을 둔 척추수술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홀로렌즈 기반의 홀

로하트(Holo Heart) 또는 홀로아나토미(Holo Anatomy)등을 활용하여 학습

가능하다. 의과 대학 뿐만 아니라 항공분야에서도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수

리를 할 때 앱손의 BT-300의 증강현실기술을 사용하여 경험할 수 있다.

이렇듯 증강현실은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가능하기 때문

에 텍스트와 자료설명으로만은 어려운 학습내용, 추상적인 학습개념 등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이 적당하며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드는 실

험과 경험 등에서 효과적이다. 많은 양의 이론 및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

해야 하거나, 국가고시와 같은 시험을 위해서는 증강현실을 사용하기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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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으며,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완성도 여부 및 사용가능성의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반 하드웨어는 일반 사용자 혹은 학습자들이 대중

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직까지는 모

바일 기기처럼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기 및 학생 수 대

비 필요 수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현재 증강현실 기기의 완

성도는 높기 때문에 교수자가 기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아직까

지는 게임·오락 위주의 콘텐츠가 시중에 많이 출시되어있고, 전문적 형태

의 콘텐츠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홀로렌즈에서 의과대학을 위한 무료

콘텐츠가 존재하지만(예: Holo Heart, Holo Anatomy), 다양한 전문 분야를

위한 콘텐츠는 그리 많지 않고, 현재까지 개발된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는

경험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여건

이 된다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소

프트웨어의 준비도 및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교육내용, 활동, 시간(CAT)의 맥락을 고려

해서 설계해야함을 확인하였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

보다 교수자의 준비시간도 길고,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여 학습하는 시간

이 추가적으로 수업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

기에 익숙해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CAT(Contents, Activity, Time)을 반영하여 유연한 설계를 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할 시, 학습자가 경험하

게 될 콘텐츠(Contents)를 자체적으로 설계 혹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 너무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가져오면 학습자들

은 제한된 시간에 모든 콘텐츠를 경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얕은 수

준으로 간단히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콘텐츠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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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활동(Activity)의 경우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사전에 교수자

가 만들어서 학습자에게 배포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체크리스트에

너무 많은 활동을 안내하면 제한된 시간에 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는 부담

감을 느껴 이도저도 아닌 경험이 된다. 또한 난이도는 학생들이 비교적 쉽

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만을 안내하고, 반드시 해야 할 활동만 안내하는

것이 좋다. 즉, 과도한 학습 부담을 가져오는 활동이나 많은 양의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시간(Time) 설계를 해야 한다. 증강현

실 기반 수업에서 가장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 기기

의 경험 시간이다. 증강현실 기기를 학습자 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가 한 기기를 같

이 경험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팀원 모두가 기기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교수자가 생각하는 경험 시간에 2배롤

더 주면 적당하다. 예를 들어,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할 때 10분이

걸렸다면 학습자에게는 20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즉,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최소한의 콘텐츠(Contents)와 활동(Activity)으로 설계하고, 이

를 충분한 시간(Time)안에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를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설계방법과 융합

하여 체제적 관점에서 증강현실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교수자

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할 때 증강현실 기기만 사용하여 수업을 설

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직까지 증강현실 관련 하드웨

어(증강현실 기기) 및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생태계는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성취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은 이른 시점이다. 때문에 교수자는 체제적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생각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증강현

실 기반 수업을 설계할 때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학

습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지식전달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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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강의, 토론, 발표, 협동학습 등의 학습 요소와 융합하여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전달할 학습의 양이 많다면 플립

러닝 형태의 강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전에 정보를 전달하고 수업 중에는

경험만을 강조하는 수업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므로, 교수자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실천전략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수업설계 원리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

제 실행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수자는 증강

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가 수업설계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특히 수업 전부터 후까지 일련의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요소들

과 원리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업설계를 하는데 유용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본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도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수

업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3D 형태로 신체구조를 눈앞에서 원하

는 구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 증

강현실 기반 수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포던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 기자재를 활발히 사용해야 한다. 증강현실은 증강현실 하드웨어를 통

해 현실세계위에 가상의 정보를 정합해서 보여준다. 이는 모든 경험 환경

이 가상이며 정해진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가상현실과 다르게 증강현

실 하드웨어만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 혹은 어떤 물체 위에서 사용이 가능

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수업 환경에서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하고자 할 때

학습 기자재를 활용하면 증강현실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심장 관련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면, 현실 공간에 심장을 띄워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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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는 사람의 심장 위치에 띄우거나, 심장모형을 옆에 두고 증강현실

을 통해 보이는 심장과 비교해 가면서 학습할 수도 있다. 혹은 심폐소생술

연습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마네킹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심장을 띄어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다. 또는 증강현실 기기를 들

고 실제 수술실로 가서 수술 연습을 하거나, 카데바(인체의 해부학 교육을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체)위에서도 실습 가능하다.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단순한 경험 보다는 학습 기자재와 증강현실 기기와의 융합을 통한

교육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극대화 해준다. 의과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

학, 건축학, 천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기기와 학습기자재를

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2016년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연구사업’에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키우고자 했는데, 증강현실의 경우라면, 실제 교실에 가서 증강

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실재감 있는 경험이 가능하다. 또는 천문학에서 태

양계를 증강현실을 통해 경험을 하게 한다면,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실제 하늘에 띄울 수 있고, 수업 교실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교실 벽에 하

늘이나 바다를 그리는 등의 학습 기자재 활용을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은

기기 경험을 통해 텍스트와 자료설명으로만은 어려운 학습내용, 가시화하

기 어려운 내용 혹은 고위험 및 경비가 많이 드는 경험 등의 학습에 효과

적이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 기자재를 활발히 쓰기를 권

장한다.

둘째, 수업 전에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증강현실기기는 손쉽게 구하거나 평상

시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 대부분은 증강현실

기기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증강현실 기기 사용법이나 기기의 기능 활용

이 서투르다면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

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수업 전에 학습자가 증강현실의 의미와 기기에 대

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활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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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1∼2주 전에 전체 학습자에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의미, 활용분야,

교육적용 사례에 대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영상 링크를 배포하였다. 또한

증강현실 기기는 모두 손동작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조작방법과 기기를 착

용했을 때 보이는 화면의 모습을 모두 미러링으로 촬영하여 배포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자료와 영상 배포는 증강현

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험방법 및 조작방법을 아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실제 증강현실 경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학습자가 테크놀로지에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업 전에 실제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활용

기회를 넓혀주거나, 간단한 모바일기반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활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셋째, 팀 구성을 하고, 팀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활동지를 구성한다.

증강현실 기기 경험은 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기기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기기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실행하

는 것도 어려워한다. 팀으로 경험을 하면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학습

자는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손동작 및 경험순서 등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증강현실 기기와 모니터가 미러링이 되어 있다면 더욱 효과

적인데, 착용하고 있지 않는 학습자는 기기를 착용한 학습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하며,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팀 구성은 기기 한 대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이 적당하지만, 본 연구

결과 2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발한 팀 활동을 위하

여 활동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증강현실 기기의 어포던스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세히 일련의 순서로 안

내하는 것이 좋다. 연구결과 학습자별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14:00시부터 14:05까지 학습자Ⓐ는 증강현

실 기기를 착용하고, Holo Heart 콘텐츠를 실행시키고, 동시간대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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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강현실 기기의 미러링 상태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착용을 도와준

다.’ 라고 자세히 상황별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넷째,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가 직접

증강현실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증강현실기기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 경

험으로 학습자는 경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증강현실의 하드웨

어·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고,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

문에 경험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실제로 만들어보

고, 이를 증강현실 기기에 띄워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Mimics’라는 3D 영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CT정보

를 활용하여 3D 형태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를

STL 파일로 변환하여 증강현실 기기에 띄워보고, 3D 프린팅까지 구현하

였다. 연구결과, 학습자는 이를 통해 증강현실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었고, 활용 사례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학습의 깊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Mimics’와 같은 유료프로그램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오

픈소스 의료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Medical IP’와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는 학습활동도 경험학습에 효과적이다.

다섯째,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혼합현실과의 연계가 필요하

다. 현실세계와 가상의 정보를 정합하여 보여주는 증강현실과 가상의 공간

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가상현실은 학술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모두 교육 환

경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매체·테크놀로지라는 점은 동일하다. 때문에

교수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인하고, 학습자에

게 가장 효과적인 테크놀로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테크놀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방면의 경험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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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절차모형

본 연구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특징을 부각시켜 수업설계의 단순

화된 절차모형으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WEARER 모형을 제안하

고자 한다[그림 V-1]. [그림 V-1]은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설계원리를 순서대로 도형화 한 것이며,

수업 전-중-후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모든 증강현실은 사람의 눈을 통해 전달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사람의

눈의 모형으로 교수자가 보기 쉽도록 구현하였으며, 밖에 있는 한 개의 띠

는 모든 순서가 순환 및 반복되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최종 설계원리로

개발된 14개의 일반 설계원리는 WEARER의 순서에 따라 통합적 설계가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 안에는 설계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WEARER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Warm up preparation) 단계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출발점이 된

다. 증강현실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증강현실이 해당 학

습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해당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증강현실 사용이 기존

의 수업방식에 비해서 충분히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증강현실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해당 학습 목표가 증강현실의 장점을

부각하기 힘들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이익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익과 요구되는 노력 및 비용 등

을 확인하고 적절한 증강현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목표정합성의 원리’와 ‘최적의 AR 선정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 (Early experience opportunity) 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 특

성, 상황에 따라서 증강현실을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

계이다. 교수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력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AR 활용 숙달의 원리’가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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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 preparation) 단계는 매체 활용 환경을 최적으로 만드는 단

계이다. 앞선 단계는 학습자과 교수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였다면 이번 단계

는 활용 환경을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환경에는 수

업 공간, 조도, 운영환경들이 포함되어 있다. 증강현실의 수업 공간은 감각

적 몰입의 조작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은 확보하고, 120

∼130(lx)의 조도를 맞추고, 학습자가 경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

영환경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최적의 AR 활용 환경

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 (Relevant experience) 단계는 실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습자에게 증강현실 경험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목표와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는 ‘능동적인 지식 구성 촉진의 원리’,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가 포함되어있다.

Ⓔ (Evaluation) 단계는 평가의 첫 단계로써 증강현실 기기 경험과 지식

습득 부분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인별·팀별 평

가 방법을 안내한다. 지식습득 확인을 위한 평가 부분은 전통적인 수업에

서 사용하는 상대평가를 활용할 수 있고, 팀별 평가는 팀원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 평가를 위해 의사소통 및 평가를 위한 교육 도구(예:

Socrative, Kahoot)를 활용하는 것을 안내하였다. 또 다른 평가 단계인 Ⓡ

(Reflection)은 교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고, 지속가능

성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후 이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단계이며, 결과

를 통해 교수 자료나 프로그램을 형성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판단한다.

본 절차모형은 HMD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나

온 결과물이지만, 특정 교과 맥락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모형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느 교과의

어느 맥락이던 간에 WEARER의 절차를 거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재구

성해야 한다. 다만 매체 선택에 있어서 HMD를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혹

은 마커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한다면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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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HMD를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필요가 없었던 책상과 의자는 모바일과 마커기반 증강현실에서는 필수적일

수도 있다. 또한 HMD에서 가상의 정보를 현실세계에서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 조정한 교실의 조도는 모바일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 기기

에서 설정부분에서 간단히 조정 가능하다. 절차모형의 단계 및 세부 활동

과 교수자의 수업설계를 연관 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습이론 절차모형이 가지고 있는 ‘요구분석 단계’는 포

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고등교육 교수자는 이미 한 학기 전에 혹

은 훨씬 전에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이미 강의계획서 상으로

제시하고, 확인절차를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하는 요구분석을 생략하고 바로 교수목표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

하면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학습과정에 증강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증강현실의 활용이 교수·

학습활동의 질을 높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학습목표와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현

실의 사용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증강현실은 고위험·고비용이 수반되는 반

복적인 경험 및 직무훈련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과대학의 해부

학 혹은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대학에서 사용 시작단계에 있다. 하지만 가

상현실은 현실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콘텐츠 수가 증강현실 보다

많을뿐더러 폭넓은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교수자의 역량과 학습

목표를 확인했을 때, 가상현실이 학습요구에 더 부응한다면 굳이 증강현실

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가상현실 기반 수업 또한 WEARER의 단계를 거

쳐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WEARER 절차모형을 원만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팀 구

성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인 혹은 3인 1조로 팀을 구성

하였는데, 이는 무임승차자의 방지를 위해서이다. 예비 평가 단계에서 4인

1조 혹은 5인 1조로 팀을 구성해보니 각각의 학습자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

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팀이 있었다. 물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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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기의 수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지만,

본 연구 결과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만약 더 많은 수의 학생으로 팀을 구성

해야 한다면 반드시 증강현실 기기와 모니터 혹은 PC에 미러링을 설정하

여,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방지는 물론이고 적극적

인 팀별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WEARER 모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절차모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고등교육 교실

환경에 구비되어 있는 PC, 인터넷, TV, 프로젝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증강현실 기기를 TV혹은 PC등에 미

러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대 이상의 PC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동료

교수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교실에서 빌려오거나, 교내 안의

조교실이나 IT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WEARER 모형은 교수자의 수업설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비교적 동시에 설계가 이루어진다. 즉, 수

업의 목표를 확인하고 매체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자료와 환경을 준

비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사전 경험을 해보고 증강현

실 활용을 숙달 시키는 단계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본 모형은 교수자의 수업 설계과정을 수업 전-중-후로 나누었지만, 이

미 증강현실 수업을 경험해본 교수자라면 전체적인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단계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교수설계모형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를 도와주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 모형은 교수자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교육학

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설계모형은 증강현실의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은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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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 절차 모형(W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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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결과의 이론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는 교수자가 증

강현실을 수업환경에 사용하고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증강현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분야별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적인 측면과 낮은 완성도의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때문에 손쉽게 교수자가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다. 현재까지 진행된 증강현실 관련 선행연구는

증강현실 기기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 관련 연구(Kato et al., 2000;

Reitmayr & Schmalstieg, 2004; Reimayr et al., 2001; Zhou et al., 2008;

Wojciechowskl et al., 2004), 증강현실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

프트웨어 연구(Klopfer, 2008; Bilinghurst & Henrysson, 2009), 완벽한 몰

입감을 위한 정합(Registration)에 관한 기술적 연구(Novak, Hoffman, &

Young, 2000; Pearce, Ainley, & Howard, 2005; Zhou et al., 2008),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분야에 대한 연구이며(Cooperstock, 2001;

Billinghurst, 2002; Liarokapis et al, 2002; Shelton & Hedley, 2004;

Mischkowski, Zinser, Kübler, Seifert & Zöller, 2005), 교육 환경에서의 활

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교수자가

실제로 수업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련의 수업

설계 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은 그 효과성과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를 구현하거나 프로토타입 형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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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구현을 진행한 연구는 몇몇 있지만, 이를 학술적·방법적 연구는 미미

하다. 특히 기존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증강현실

이라는 기술을 교육과 융합하여 교육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형하

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증강현실 수업을 설계할 때 참

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

까지의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교육 맥락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

뤘고(Kerawalla et al, 2006; Billinghurst, 2001),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차세

대 ICT기술의 활용은 거의 전무하다. 여전히 대학교육에서는 칠판과 영상

자료를 통한 교수법이 가장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류지헌, 2017). 증강현

실 기반 연구는 굳건한 이론기반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 연구에서는 단순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였으며, 심도 있게 분석하

여 실제 고등교육 현장에 접목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강현

실 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교육과 융합하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증강현실 기반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관계를 고등교육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 교수자를 위한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에는

기술적 부분이 해결됨에 따라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 기기

(HMD)는 전문가 교육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등교육에서

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의 확산에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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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 연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 원리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본 원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원리의 효과성을 검토하였

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원리는 ①목표정합성의 원리, ②최적의 AR 선정의 원리, ③AR 활용

숙달의 원리, ④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⑤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⑥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⑦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⑧통합적 성취도

평가의 원리, ⑨지속가능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로 총 9개의 원리가 도출

되었으며, 각 원리에 따른 상세지침은 총 24개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원리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

반 수업 설계 시, 어떠한 단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

는지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하였고, 학습자 반응을 통해서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강현실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기술

이 현재 수업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선행으

로 확인한 후에 증강현실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강현실은 고위

험, 고비용이 수반되는 직무에 대한 반복 경험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업에 가장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실재적이며, 흥미도 및 몰입도가 높은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증강현실을 대중적으

로 보편화하여 수업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특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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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증강현실 관련 콘텐츠(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하드웨어)이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마저도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를 위해서는 증강현실이 교수·학습활동

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선행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둘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교육내용(Contents), 활동(Activity), 시간

(Time), 즉 CAT의 맥락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증강현실 콘텐츠의 수

는 최소화해서 경험을 하게 해야 하며, 활동의 경우도 학습자 체크리스트

를 활용하여 모든 활동을 단순화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연한 시간설계

또한 중요하다. 즉,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CAT을 최소화 및 단순화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적당하다.

셋째, 가상현실과 비교했을 때,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현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

성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기자재 및 수업 교실의 공간

을 활발하게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 골격 안의 구조물을 확인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실제 건물 위에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의

과대학은 의학 교육용 마네킹(애니)을 환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또한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수설계방법과 융합하

여 체제적 관점에서 증강현실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이기 때문에 증강현실 경험만 하게 되면 학습자의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증강현실 관련 하드웨어(증강현실 기기) 및 소프트웨

어(콘텐츠)의 생태계는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의 효과

를 기대하거나, 성취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 때문에 교수

자는 체제적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을 설계할 때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지식전달시 사용하는 강의,

토론, 발표, 협동학습 등의 학습 요소와 융합하여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

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전달할 학습의 양이 많다면 플립러닝 형태의

강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전에 정보를 전달하고 수업 중에는 경험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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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업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능

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므로, 교수자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학

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째,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하나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공학적 접근 및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에 e-learning이 도입되었고, 2014년도부터 MOOCs와 플립러닝에 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교육수단으로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2016년에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세계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면서 증강현실이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증강현실이 교육용 매체로

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적 접근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 개발 시 교육공학자들의 이론적·전문

적 지식과 융합한다면 더 교육적인 기기와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의 현

실적인 제도 마련 및 경제적인 지원과 증강현실의 성숙한 생태계를 위한

대기업 및 중·소 스타트업 업체의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 등의 종합적

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 및 기기는 일반 사용자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보편화하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수

자가 스스로 기기를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또한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상 팀 별로 경험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2대에서

많게는 학생 수별로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촉진

하는 학교 측의 든든한 인적·물적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인 증강현실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사업정

책 등이 필요하다. 현재 증강현실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이와 관련

된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증강현

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의 혁신과 개발

문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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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의 연구 진행과정 및 결과 해석 과정을 통한 추후 연구를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고등교육에

한정되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함

으로써 학습자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따라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원리의 어떤 부분이 추가 및 수정되어야

하는지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연구로

써 적용분야를 고등교육 중에서도 의과대학분야에 한정되어 적용하였다.

하지만 증강현실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학, 건축학, 예술 분야 등 다방

면의 학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수업 설계원리를 다양한 교과의 맥락에 활용하여, 증

강현실 기반 수업의 활용 가능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증강현실의 다양한 기술적 구현 방법에 따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앱손의 스마트글

래스 등과 같은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하고 다양한 투과형 디스플레이(루무스 DK-50 개발 킷,

AtheerAIR 글래스, NVIS nVisor ST50 등)가 존재하며, 각각의 투과형 디

스플레이 증강현실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

용방법 및 그와 관련된 콘텐츠도 상이하다. 때문에 다양한 증강현실 하드

웨어를 적용하여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투과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마커기반 증강현실, PDA

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등 기술적 구현 방법에 따라서 다양

하게 나뉘는 증강현실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업목표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고가의 투과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형태의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설계 및 상세지침 등의 연구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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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넷째, 다양한 증강현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Holo Heart, Holo Anatomy 콘텐츠를 활용하였

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직

까지 증강현실 콘텐츠는 다양하지 않고, 게임·엔터테이먼트 위주의 콘텐츠

가 대다수이며, 전문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며, 이를 활용한 수업설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가상의 이미지 혹은 정보를 실제 현실에

서 보느냐 혹은 가상의 공간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사용자에게 추

가적인 정보를 실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한다. 본 연

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지

만, 가상현실 기반 수업 설계원리 또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수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부분은 연구에서 제외되었지만 추측하건대,

지식 확인을 위한 이론에 대한 부분과 증강현실 기기 경험 부분에 대한 평

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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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1차 전문가 타당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개발연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 전문가 프로필

○ 이름 : ___________________ ○ 전공분야 : 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학력 : _______________ ○ 소속/직책 : _____________________

○ 실무 및 연구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질문지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를 위해 도출된 구

성요소와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1. 연구의 소개’ 부분과 ‘2.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소개 부분은 1) 연구의 기본사항 2) 연구 방법으로 구성되

었고, 타당도 검토 부분은 1)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2) 설

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3) 개별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 질문

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은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1∼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 작성해 주시는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

어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내

용 즉, 전공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 부분만 논문에 제시될 것임을 말

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송이 드림

songleehan@snu.ac.kr / 010-3178-1219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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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은 선행문헌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

습니다. 이에 도출된 설계원리가 타당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
기 위해 탐색된 자료들은 적합한가?

□ □ □ □

선행문헌 고찰
결과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관련 자료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핵심 설
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
었는가?

□ □ □ □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관련 자료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핵심 설
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용어의 적절성
사용된 용어가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
원리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 □ □

조직화의
논리성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가 논리적
으로 조직되었는가?

□ □ □ □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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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도

다음 설문 문항들은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할 원리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수업을 설

계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수업을 설

계하는데 필요한 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

되었다.

□ □ □ □

·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에 대한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점 이하

로 응답하신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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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다음 설문 문항들은 증강현실(AR)기반 수업 설계를 위한 개별 설계원리 및 상세지

침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4단계 평정척도에 따

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구성요소 교수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응답

4 3 2 1

안내성

1. 스캐폴딩의 원리 □ □ □ □

1.1. 증강현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

자에게 안내해라.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기 내

대부분에 걸쳐서 사용할 예정이면 학기 초에

안내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기 중에 최소한

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수업

차시 전에 안내한다.

□ □ □ □

1.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수업규

칙 및 학습목표에 대해서 안내한다.
□ □ □ □

1.3. 증강현실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친숙성을 높

이기 위해, 일련의 증강현실과정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게 예시(showcase)를 제공한다. 사전경

험 예시는 교수자가 모든 학생 앞에서 시현하되,

복잡하지 않고, 유연한(tangible) 예시로 준비해야

하며, 편안함 사용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 □ □

1.4.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시범은 최소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시현해라.
□ □ □ □

1.5. 학습자 특성(가상/증강/혼합에 관한 사전지

식, 3D 그래픽 혹은 가상/증강/혼합현실 게임 등

의 사전경험 유무/시각지능)을 파악하여 증강현

실 콘텐츠를 선택한다.

□ □ □ □

1.6.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증강현실에 대

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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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시간 원리 □ □ □ □

2.1. 학습자가 증강현실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

는 시간을 제한하라. 증강현실 콘텐츠의 사용시

간은 최대 15분으로 제한한다.

□ □ □ □

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

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업과 증강현실 기

기 경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

□ □ □ □

융통성

3. 유연성 원리 □ □ □ □

3.1. 증강현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설계해라. □ □ □ □

3.2.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시간과 증

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추가

하지 마라.

□ □ □ □

4. 매체성 원리 □ □ □ □

4.1. 고가의 복합적인 장비(AR HMD, 복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단안식 AR 글래스)를 사용할 것

인지, 저가의 단순한 장비(프로젝터, 모바일, 스크

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의 목

적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의 사양 및 콘텐츠를 결

정해라.

□ □ □ □

4.2. 유연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해라. 교수자

가 선택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는 교수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change)

할 수 있어야 한다.

□ □ □ □

4.3.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학

습자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해라. 또한 콘텐츠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 □ □ □

4.4. 교수자는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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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강현실 종류(모바일/태블릿 AR->

Smartphone-based AR application,

Tablet-based AR application, 웹캠

AR->Webcam-based AR application, HMD

AR->Head Mounted Display) 및 콘텐츠를 선택

해라.

□ □ □ □

전문성

5. 교수자 대비성 원리 □ □ □ □

5.1.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 □ □ □

5.2. 교수자는 스스로 증강현실을 사용하고자 하

는 수업부분을 최고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

체는 증강현실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 □

5.3. 교수자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작동법/활용법

및 상세 지침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 이전에 숙지

해야한다.

□ □ □ □

5.4.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눈의 피로, 어지러움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 □

6. 환경오류 대비성 원리 □ □ □ □

6.1.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

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러지(스피커, 모니터, 인

터넷 등)활용법을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 □ □

6.2. 증강현실을 실행하고자 하는 운영환경이 갖

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한다. 또한 수업 전에 모든 환경을 갖추도록

하라.

□ □ □ □

구성주의

학습

촉진성

7. 구체적인 증강경험 원리 □ □ □ □

7.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부분 및 활동을

설계해라. 예>의과 대학과 같은 반복적인 연습

(Train)이 필요한 곳,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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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신체해부, 건축학: 빌딩실제크기 및 3D

도면 확인, 태양계, 바다속 등)

7.2.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라.
□ □ □ □

8. 반성적 관찰 원리 □ □ □ □

8.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과정(경험 전

– 경험 중 – 경험 후)에 대해서 성찰 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해라.

□ □ □ □

8.2. 증강현실 경험 후 학습자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라.
□ □ □ □

9. 상호작용 원리 □ □ □ □

9.1. 증강현실 경험과정에 대한 개인 및 그룹의

성찰 기회를 제공해라.
□ □ □ □

9.2. 증강현실 경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라.
□ □ □ □

시각지능

촉진성

10. 해석의 원리 □ □ □ □

10.1.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증강현실 경험을 시

각적으로 조직화할 할 수 있는 템플릿(Pre,

Post)을 제공하라.

□ □ □ □

10.2. 학습자가 제대로 된 증강현실 경험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기회를 제공하라.
□ □ □ □

11. 조작의 원리 □ □ □ □

11.1. 증강현실 경험 전에 증강현실에서 시각적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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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할 만한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

게 해라. (예: 모세 혈관 증강현실 콘텐츠 “앱손:

EVENA”를 활용하기 전에, 사람의 팔에 어떠한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혈액은 어느 방향에서 어디

로 지나가고 있는 지에 관해 생각해본다.

12. 창조적 차원의 원리 □ □ □ □

12.1.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툴(AR Tool)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

디어 및 생각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해라. 이

를 통해 학습자에게 시각적 심층 구조 기회를 제

공한다. 예>Augment, Aurasma, ARToolkit

□ □ □ □

12.2.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증강현실 경험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여, 추후 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라.

□ □ □ □

안전성

13. 공간성 원리 □ □ □ □

13.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감각적 몰

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가능하므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 □ □ □

13.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

야를 확보한다.
□ □ □ □

13.3. 학습자의 주변을 확인하고, 뾰족하거나 날카

로운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 □ □

14. 사이버 멀미 원리 □ □ □ □

14.1.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사

이버멀미, 눈의 피로, 컨디션 저하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 □ □

14.2. 증강현실 기반 수업 후에는 최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밖에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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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타당화를 위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생략)

※ 내적 타당화를 위한 3차 전문가 타당화 (생략)

※ 내적 타당화를 위한 4차 전문가 타당화 (생략)

평가성

15. AR 평가의 원리 □ □ □ □

15.1.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과정에 대해

서 평가하라.
□ □ □ □

15.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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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계원리 및 상제지침에 대한 최종 전문가 타당화 결과

1.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은 선행문헌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

습니다. 이에 도출된 설계원리가 타당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
기 위해 탐색된 자료들은 적합한가?

□ □ □ □

선행문헌 고찰
결과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관련 자료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핵심 설
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
었는가?

□ □ □ □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관련 자료는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핵심 설
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용어의 적절성
사용된 용어가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
원리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 □ □

조직화의
논리성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가 논리적
으로 조직되었는가?

□ □ □ □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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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도

다음 설문 문항들은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할 원리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교수자가

증강현실 수업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수업을 설

계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는 수업을 설

계하는데 필요한 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

되었다.

□ □ □ □

· 증강현실 기반 수업 원리에 대한 기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점 이하

로 응답하신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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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다음 설문 문항들은 증강현실(AR)기반 수업 설계를 위한 개별 설계원리 및 상세지

침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4단계 평정척도에 따

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구성요소 교수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응답

4 3 2 1

AR

테크놀로지

1. 목표정합성의 원리 □ □ □ □

1.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확인하라.

□ □ □ □

1.2.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지를 확인하라.
□ □ □ □

2. 최적의 매체성의 원리 □ □ □ □

2.1.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기기

(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어) 준비여부를 확

인하라.

□ □ □ □

2.2.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연

하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택하라.
□ □ □ □

2.3.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 □ □ □

2.4. 성취기준의 달성에 있어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인지 확인하라.
□ □ □ □

3. 촉진자 역할의 원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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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수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 □ □ □

3.2. AR경험부분과 지식습득 연결성을 판단하라. □ □ □ □

4. 학습자 개별성의 원리 □ □ □ □

4.1.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라. □ □ □ □

4.2. 학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파악

하라.
□ □ □ □

5. 친숙성의 원리 □ □ □ □

5.1.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

어)를 정규수업 전에 소수의 학습자가 사전에 경

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 □ □

5.2. 저가형태의 단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어)를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 □ □

AR 환경

및

맥락 인식

6. 풍부한 학습 환경의 원리 □ □ □ □

6.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 □ □ □

6.2. 직접 조작을 통한 가상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조도를 확보하라.
□ □ □ □

6.3.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환경을 확

보하라.
□ □ □ □

7. 적극성의 원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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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전체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라.
□ □ □ □

7.2. 폭 넓은 학습을 위해 증강현실과 비슷한 기술

을 안내하라.
□ □ □ □

AR과제

및

협동학습

8. 구성주의 촉진성의 원리 □ □ □ □

8.1. 직접 조작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확실한 학습목표와 구체적인 AR경험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 □ □

8.2. 의도적인 시각 자극 및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을 구성하라.
□ □ □ □

8.3. AR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을 강조하라.
□ □ □ □

AR 평가

9. 절대평가의 원리 □ □ □ □

9.1. 개인별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

도를 파악하라.
□ □ □ □

9.2. 팀별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

를 파악하라.
□ □ □ □

10. 형성평가의 원리 □ □ □ □

10.1.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

해 학습자의 의견을 수합하라.
□ □ □ □

10.2.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수자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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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용성 평가 질문지

1. 사용성 평가 질문지

다음 설문 문항들은 증강현실(AR)기반 수업을 위한 설계원리의 사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입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

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항
응답

4 3 2 1

설계원리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상세 지침은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원리 중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Ÿ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가 이해가 되는가?

Ÿ 도움이 많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원리들이 있는가?

Ÿ 만약 도움이 안 되는 원리가 있다면, 그 이유는?

Ÿ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설계원리가 반영되었는가?

Ÿ 각각의 설계원리가 수업설계(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시 도움이 되는가?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원리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강점 약점 개선점

어떤 설계원리가 도움이 되었

나?(예: 1.1, 3.3 등), 그 이유

는?

어떤 설계원리가 도움이 되지 않

았나?(예: 1.1, 3.3 등), 그 이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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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상세지침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Ÿ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상세지침이 이해가 되는가?

Ÿ 도움이 많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상세지침들이 있는가?

Ÿ 만약 도움이 안 되는 상세지침이 있다면, 그 이유는?

Ÿ 각각의 상세지침이 수업설계(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시 도움이 되는가?

강점 약점 개선점

Ÿ 어떤 상세지침이 도움이 되

었나?(예: 1.1, 3.3 등), 그

이유는?

Ÿ 어떤 상세지침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예: 1.1, 3.3 등), 그 이

유는?

■ 설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현재의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이 서로 연결되어 수업설계에 도움이 되는가?

2. 개별 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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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구글서베이 검사문항 및 반구조화된 면담 실행 내용

★ 학생 반응 조사를 위한 FGI 반구조화 질문지

§ 대상: 본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학생 6명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 면담 방식: 반구조화된 그룹 면담

§ 면담 시간: 60분소요

[ 면담 질문지 ]

1. 과거 학교수업에서 AR/VR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있나요?

1-1. 만약 경험이 있다면, 당시 수업 상황은 어떠했나요?

1-2. 그 당시의 수업과 지금 수업을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AR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1. AR를 활용하는 수업은 어떤 학습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2-2. 의과대학에서 어떤 학습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2-3. 의과대학 수업 이외의 다른 과목 수업에서도 AR기기를 사용 하고 싶나요?

3. AR을 사용해서 수업에 참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1. 기기를 다루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웠나요?

3-2. 개선하면 좋을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4. AR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4-1. 그 활동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팀으로 AR기기를 경험하는 것은 어땠나요?

5-1. 팀으로 공동으로 경험하고 서로 같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5-2. 몇 명 정도의 팀 구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개인, 2명, 3명)

6. 경험 시간은 적당했나요?

7. 체크리스트는 도움이 되었나요?

7-1.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나요?

7-2. 도움이 안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안 되었나요?

7-3.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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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벽에 붙은 스테이션 안내판과 콘텐츠 그리고 도면그림은 도움이 되었나요?

8-1. 스테이션 안내판과 도면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1 스테이션 안내판과 도면이 도움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AR경험 수업이 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더 학습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9-1. 교수님 혹은 조교는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면 좋을까요?

10. AR경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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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차, 2차, 3차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3 3.80 1.00

0.50

설명력 3 3 3 3 3 3.00 1.00
유용성 3 3 3 3 3 3.00 1.00
보편성 4 4 3 3 3 3.40 1.00
이해도 4 3 4 4 3 3.60 1.00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4 4 4 4 3 3.80 1.00

해석의

적절성
3 3 2 2 2 2.40 0.40

결과반영

적절성
3 3 3 2 2 2.60 0.60

용어의 적절성 2 2 2 2 1 1.80 0.00
조직화의 논리성 3 4 3 3 2 3.00 0.80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2 2 2 2 2 2.00 0.00

2차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3 3.80 1.00

0.81

설명력 4 3 3 4 3 3.40 1.00
유용성 3 3 4 4 3 3.40 1.00
보편성 4 4 3 3 4 3.60 1.00
이해도 4 3 4 4 3 3.60 1.00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4 4 4 4 4 4.00 1.00

해석의

적절성
3 3 2 3 3 2.80 0.80

결과반영

적절성
4 4 3 3 3 3.40 1.00

용어의 적절성 3 2 3 2 3 2.60 0.60
조직화의 논리성 3 4 3 3 3 3.20 1.00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4 3 3 3 3 3.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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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4 4.00 1.00

1.00

설명력 4 4 4 4 3 3.80 1.00
유용성 4 4 4 4 4 4.00 1.00
보편성 4 4 4 4 4 4.00 1.00
이해도 4 3 4 4 3 3.60 1.00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4 4 4 4 4 4.00 1.00

해석의

적절성
4 4 3 4 4 3.60 1.00

결과반영

적절성
4 4 3 4 4 3.60 1.00

용어의 적절성 4 3 4 4 4 3.60 1.00
조직화의 논리성 4 4 4 3 4 3.60 1.00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4 3 4 4 4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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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성

요소
초기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CVI IRA

A B C D E

안내성

1. 스캐폴딩의 원리 4 3 3 3 2 3.00 0.80

0.30

1.1. 증강현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

에 학습자에게 안내해라. 증강현실 콘

텐츠를 학기 내 대부분에 걸쳐서 사

용할 예정이면 학기 초에 안내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학기 중에 최소한

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당 수업 차시 전에 안내한다.

4 3 3 3 2 3.00 0.80

1.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수업규칙에 대해서 안내한다.
4 3 3 3 3 3.20 1.00

1.3. 증강현실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친

숙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증강현실과

정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예시

(showcase)를 제공한다. 사전경험 예시

는 교수자가 모든 학생 앞에서 시현하

되, 복잡하지 않고, 유연한(tangible) 예

시로 준비해야 하며, 편안함 사용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 3 3 4 3 3.40 1.00

0.75
1.4.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시범은 최

소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시현해라.
4 4 4 3 3 3.60 1.00

1.5. 학습자 특성(가상/증강/혼합에 관한

사전지식, 3D 그래픽 혹은 가상/증강/혼

합현실 게임 등의 사전경험 유무/시각

지능)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한다.

4 4 4 4 3 3.80 1.00

1.6.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증강

현실에 대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

도록 하라.

1 2 3 4 3 2.6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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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시간 원리 3 4 3 3 2 3.00 0.80

0.00

2.1. 학습자가 증강현실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증강현

실 콘텐츠의 사용시간은 최대 15분으

로 제한한다.

4 4 3 4 3 3.60 0.80

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업과 증강현실 기기 경험이 진행되

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

2 4 3 2 1 2.40 0.40

융통성

3. 유연성 원리 2 2 3 3 2 2.40 0.40

0.00

3.1. 증강현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설

계해라.
2 2 3 3 1 2.20 0.40

3.2.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

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반드

시 동일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추가하지 말아

라.

2 2 3 3 2 2.40 0.40

4. 매체성 원리 4 4 4 3 3 3.60 1.00

1.00

4.1. 고가의 복합적인 장비(AR HMD,

복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단안식 AR

글래스)를 사용할 것인지, 저가의 단순

한 장비(프로젝터, 모바일, 스크린)를 사

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의 사양 및

콘텐츠를 결정해라.

4 4 4 3 4 3.80 1.00

4.2. 유연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해

라. 교수자가 선택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는 교수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

제(remove)하고, 변경(change)할 수 있

어야 한다.

3 3 3 3 3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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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법이 직관

적이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

해라.

4 4 4 4 3 3.00 1.00

4.4. 교수자는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

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종류(모바일/태블

릿 및 콘텐츠를 선택해라.

4 4 4 4 4 4.00 1.00

전문성

5. 교수자 대비성 원리 4 4 3 3 3 3.40 1.00

0.80

5.1.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

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3 4 4 4 4 3.80 1.00

5.2. 교수자는 스스로 증강현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수업부분을 최고로 잘 설

명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증강현실이라

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4 4 3 4 3.80 1.00

5.3. 교수자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작동

법/활용법 및 상세 지침에 대해서 반드

시 수업 이전에 숙지해야한다.

4 4 3 4 4 3.80 1.00

5.4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

가 작동하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법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1 4 4 4 4 3.40 0.80

6. 환경오류 대비성 원리 4 4 3 4 2 3.40 0.80

0.60

6.1. 증강현실 콘텐츠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러지

(스피커, 모니터, 인터넷 등)활용법을 수

업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4 4 3 4 3 3.60 1.00

6.2. 증강현실을 실행하고자 하는 운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

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수

업 전에 모든 환경을 갖추도록 하라.

4 4 4 4 4 4.00 1.00

구성

주의

학습

7. 구체적인 증강경험 원리 2 2 3 3 2 2.40 0.4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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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성

7.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부분 및 활동을 설계해라. 예>의과

대학과 같은 반복적인 연습(Train)이 필

요한 곳,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해부

학: 신체해부, 건축학: 빌딩실제크기 및

3D도면 확인, 태양계, 바다속 등).

2 2 3 3 2 2.40 0.40

7.2.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2 2 3 3 2 2.40 0.40

8. 반성적 관찰 원리 4 4 4 4 4 4.00 1.00

1.00

8.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과정

(경험 전 – 경험 중 – 경험 후)에 대

해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라.

4 4 4 4 4 4.00 1.00

8.2. 증강현실 경험 후 학습자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라.
4 4 4 4 4 4.00 1.00

9. 상호작용 원리 3 4 4 3 4 3.60 1.00

1.00
9.1. 증강현실 경험과정에 대한 개인 및

그룹의 성찰 기회를 제공해라.
4 4 4 3 4 3.80 1.00

9.2. 증강현실 경험에 관한 활발한 의사

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라.
4 4 3 3 4 3.60 1.00

시각

지능

촉진성

10. 해석의 원리 4 4 3 3 4 3.60 1.00

1.00

10.1.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증강현실

경험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할 수 있

는 탬플릿(Pre, Post)을 제공하라.

4 4 3 4 3 3.60 1.00

10.2. 학습자가 제대로 된 증강현실 경

험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기회를 제

공하라.

4 4 3 3 2 3.2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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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작의 원리 4 4 3 3 4 3.60 1.00

1.00

11.1. 증강현실 경험 전에 증강현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만한 것을 머릿속으

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

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해라

(예: 모세 혈관 증강현실 콘텐츠

EVENA)를 활용하기 전에, 사람의 팔에

어떤 모세혈관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라).

4 4 3 3 4 3.60 1.00

12. 창조적 차원의 원리 3 3 3 3 3 3.00 1.00

0.30

12.1.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툴(AR Tool)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 및 생각을 만들

고 조작할 수 있게 해라. 이를 통해 학

습자에게 시각적 심층 구조 기회를 제

공한다.

3 2 2 3 2 2.40 0.40

12.2.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증강현실

경험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여, 추후

학습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라.

2 3 3 3 3 2.80 0.80

안전성

13. 공간성 원리 4 4 4 4 3 3.00 1.00

0.50

13.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가능하

므로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

4 4 4 4 3 3.00 1.00

13.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

어오는 시야를 확보한다.
4 4 4 4 2 3.60 0.80

13.3. 학습자의 주변을 확인하고, 뾰족하

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4 4 4 4 2 3.6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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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이버 멀미 원리 2 3 2 3 2 2.40 0.40

0.00

14.1.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

는 위험(사이버멀미, 눈의 피로, 컨디션

저하 등 )에 대해서 설명한다.

2 3 3 3 3 3.20 0.80

14.2. 증강현실 기반 수업 후에는 최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밖에서 공

기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3 2 3 2 2.40 0.40

평가성

15. AR평가의 원리 2 3 2 3 2 2.40 0.40

0.00
15.1.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의 사용과

정에 대해서 평가하라.
2 3 2 3 2 2.40 0.40

15.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피드

백을 반영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

2 2 2 3 3 2.4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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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2차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구분
2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CVI IRA

A B C D E

A

1. 학습자 분석의 원리 3 4 3 3 3 3.20 1.00

1.00

1.1. 교수자는 학습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라.
3 4 3 3 3 3.20 1.00

1.2.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라
3 3 3 3 3 3.00 1.00

1.3.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증강

현실에 대한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

도록 하라.

4 4 4 4 4 4.00 1.00

S

2. 목표 진술의 원리 3 4 4 4 3 3.60 1.00

1.00

2.1. 개인 및 그룹에게 해당수업의 확

실한 학습목표를 제공하라.
3 3 4 3 3 3.20 1.00

2.2.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3 3 3 3 3 3.00 1.00

2.3.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

시하라.

3 3 3 3 3 3.00 1.00

S

3. AR 어포던스의 원리 3 3 3 3 3 3.00 1.00

0.57

3.1.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

현실 기기와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결

정하라.

3 4 4 4 4 3.80 1.00

3.2. 학습자 개인과 관련이 되는 증강

현실 콘텐츠를 선택하라.
4 4 4 4 4 4.00 1.00

3.3.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를 선택하라.
3 4 4 4 3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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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연하고 직관적인 증강현실 콘텐

츠를 선택하라.
2 3 3 2 2 2.80 0.40

3.5. 안전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하

라.
3 3 3 3 2 2.80 0.80

3.6.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효

과적인지를 확인하라.
3 2 3 3 2 2.60 0.40

U

4. 자료 사전 검토의 원리 4 4 4 3 3 3.60 1.00

1.00
4.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부분 및 활동을 설계하라.

4 4 4 4 4 4.00 1.00

4.2..교수자는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사전검토를 최소 1번 수업 전에 하라.
4 4 4 3 3 3.60 1.00

5.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 4 3 3 3 4 3.40 1.00

1.00

5.1. 교수자는 스스로 해당 수업내용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체는 증

강현실기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4 3 3 4 4 3.60 1.00

5.2.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

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4 4 4 4 4 4.00 1.00

5.3.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

츠가 작동하지 않을 시, 어떠한 방법으

로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방법을 준비하라.

4 4 4 3 3 3.60 1.00

5.4. 증강현실의 활동 경험을 최소한으

로 설계하라.
4 2 2 3 3 2.80 0.60

5.5.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업

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동

일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조정하지 마라.

3 3 3 3 3 3.00 1.00

5.6.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연결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게 숙지하라.
3 3 3 3 3 3.00 1.00

5.7.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제스처 사용법 및 헤드(Head)사용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게 숙지하라.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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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증강현실 기기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로지

(스피커, 모니터, 인터넷 등)활용법을

수업 전에 확인하라.

4 4 4 4 4 4.00 1.00

6. 공간 통제의 원리 3 3 3 3 3 3.00 1.00

1.00

6.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

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라.

3 3 3 3 4 3.20 1.00

6.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

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라.
3 3 3 3 3 3.00 1.00

6.3.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장소의

의자 및 책상을 치우고, 경험공간을 최

대한 넓게 만들어라.

4 4 4 4 4 4.00 1.00

6.4.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의 조명을

관리하라.
2 3 3 2 2 2.80 0.40

6.5.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간격을

확인하여 주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

4 4 4 4 4 4.00 1.00

7. 시간 통제의 원리 3 3 3 3 3 3.00 1.00

0.66
7.1.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라.
3 3 3 3 2 2.80 0.80

7.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수업과 증강현실 기기 경험이 진행되

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라.

3 3 4 4 3 3.40 1.00

8. 환경통제의 원리 4 4 4 4 4 4.00 1.00

1.00
8.1.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라.

3 3 4 4 4 3.60 1.00

8.2. 가능하다면 수업전날 모든 증강현

실 기기 연결 및 공간을 세팅하라.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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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강경험 안내성의 원리 4 4 4 4 3 3.80 1.00

9.1. 증강현실 활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자에게 안내하라
3 3 3 3 3 3.00 1.00

9.2. 증강현실이 추후 해당 전공 및 학

과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안

내하라.

4 4 3 4 3 3.60 1.00

9.3.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안내하라.
3 3 3 3 3 3.00 1.00

9.4.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신체 부작용)에 대해서 학습

자에게 안내하라.

4 4 4 4 4 4.00 1.00

9.5.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4 4 4 4 4 4.00 1.00

9.6.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

전에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3 3 3 3 3 3.00 1.00

10. 경험중심의 사전학습 원리 4 4 4 4 4 4.00 1.00

1.00

10.1. 학습자가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증강현실 연습기회를 제공하라.

4 4 4 4 4 4.00 100

10.2. 학습자가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환경 또한 경험함으로써 넓

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

내하라.

4 4 4 4 4 4.00 1.00

11. 증강경험 경험의 원리 4 4 4 4 4 4.00 1.00

1.00

11.1.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시범(showcase)을 최소 한번 학습자

전체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시연하라.

3 3 3 4 3 3.20 1.00

11.2.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다른 학습자의 증강현실 사용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도록 하라.

4 4 4 4 4 4.00 1.00

11.3. 증강현실 기기 경험 후에는 최소

5분 정도 휴식을 갖게 하라.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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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증강현실 기반 수업 후에는 밖에

서 5분정도 공기를 마시는 시간을 갖

도록 하라.

4 4 4 4 4 4.00 1.00

R

12. 반성적 관찰의 원리 3 3 4 4 4 3.60 1.00

1.00

12.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경험 중)에 대해서 개인 및 그룹

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

능하도록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라.

3 4 4 3 3 3.40 1.00

12.2.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경험 후)에 대해서 개인 및 그룹

의 성찰 기회를 제공하라.

4 4 4 4 4 4.00 1.00

12.3.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 경험 중

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칭찬·보

상·격려를 하라.

3 3 3 4 3 3.20 1.00

13. 시각지능의 원리 4 4 3 4 4 3.80 1.00

1.00

13.1. 학습자가 자신의 증강현실 경험

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해 볼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라.

4 4 3 4 4 3.80 1.00

13.2.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 것(환상)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라.

3 3 3 3 3 3.00 1.00

13.3. 학습자가 다른 컴퓨터 기술을 통

해 현실적으로 시각화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라.

3 3 3 3 3 3.00 1.00

E

14. 만족도의 원리 4 4 4 4 4 4.00 1.00

1.0014.1. 증강현실 기기 사용과정에 대해

평가하라.
4 4 4 4 4 4.00 1.00

14.2.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과정에 대

해 평가하라.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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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

만족도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1.00

14.4.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라.
4 3 4 3 3 3.40 1.00

14.5.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하여 학습

자의 모든 피드백 답변을 수합하고, 다

음 수업에 반영하라.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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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3차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구분
3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CVI IRA

A B C D E

준비

1. 목표 확인의 원리 4 4 4 4 4 4.00

1.00 1.00

1.1. 증강현실 사용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나, 교수·학습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

하라.

4 4 4 4 4 4.00

1.2.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

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확인

하라.

4 4 4 4 4 4.00

1.3.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

구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2. 사전 자료 검토의 원리 4 4 4 4 4 4.00

2.1.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

강현실 기기(하드웨어)의 준비여부

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2.2.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

강현실 콘텐츠(소프트웨어)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2.3. 학습자 개인과 관련이 되는 증

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하라.
4 4 4 4 4 4.00

2.4.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
려하여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를
선택하라.

4 4 4 4 4 4.00

2.5. 유연하고 직관적인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택하라.

4 3 4 4 3 3.40

2.6. 안전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선

택하라.
4 4 4 4 4 4.00

2.7.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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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 4 4 4 4 4 4.00

3.1. 교수자는 스스로 해당 수업내용

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체

는 증강현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

다.

4 4 4 4 4 4.00

3.2. 교수자는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

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4 4 4 4 4 4.00

3.3.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서의 경험부분과 지식습득의 연결성

을 확인해라.

4 4 4 4 4 4.00

3.4.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수

업시간과 증강현실 기반 수업시간은

동일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수업

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조정하지 마

라.

4 4 4 4 4 4.00

3.5.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라.
4 4 4 4 4 4.00

3.6. 증강현실의 활동 경험을 최소한

으로 설계하라.
4 3 3 4 3 3.40

3.7.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착용법·

연결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

게 숙지하라.

4 4 4 4 4 4.00

3.8.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

작 제스처 사용법 및 헤드(Head)사용

법에 대해서 수업 이전에 완벽하게

숙지하라.

4 4 4 4 4 4.00

3.9. 교수자는 학습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라.
4 4 4 4 4 4.00

3.10.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 및 콘

텐츠가 작동하지 않을 시, 어떠한 방

법으로 수업시간을 이끌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대책 방법을 준비하라.

4 4 4 4 4 4.00

3.11.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눈의 피

로, 어지러움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파악하라.

4 4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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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

4. 사전 경험의 원리 4 4 4 4 4 4.00

4.1. 실제 정규 수업에 전에, 사용할

증강현실 기기를 사전에 소수의 학습

자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라.

4 4 4 4 4 4.00

4.2. 실제 정규 수업에 앞서, 사용할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전에 소수의 학

습자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라.

4 4 4 4 4 4.00

환경

5. 공간 통제의 원리 4 4 4 4 4 4.00

5.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

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4 4 4 4 4 4.00

5.2.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

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라.
4 4 4 4 4 4.00

5.3.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간격을

확인하여 주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

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

4 4 4 4 4 4.00

5.4.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장소

의 의자 및 책상을 치우고, 경험공간

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라.

4 4 4 4 4 4.00

5.5.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의 조명을

관리하라.
4 4 4 3 3 3.60

5.6.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가 하나

이상일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스테이션의 이름을 부착하라.

4 4 4 4 4 4.00

6. 환경 통제의 원리 4 4 4 4 4 4.00

6.1.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

는 장소에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라.

4 4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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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능하다면 수업전날 모든 증강

현실 기기 연결 및 공간을 세팅하라.
4 4 4 4 4 4.00

6.3. 증강현실 기기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키며, 이외의 기술적 테크놀로

지(스피커, 모니터, 인터넷 등)활용법

을 수업 전에 확인하라.

4 4 4 4 4 4.00

6.4. 증강현실 콘텐츠가 PC/노트북

혹은 TV에 연결되어 학습 자료가 모

든 학습자에게 미러링 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 4 4.00

7. 사전 안내성의 원리 4 4 4 4 4 4.00

7.1. 학습자가 증강현실에 관한 비슷

한 출발점 능력을 갖도록 하라.
4 4 4 4 4 4.00

7.2.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4 4 4 4 4 4.00

7.3.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

전에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4 4 4 4 4 4.00

7.4. 학습자가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증강현실 연습기회를 제공하라.

4 4 4 4 4 4.00

7.5. 학습자가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환경 또한 경험함으로써 넓

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

내하라

4 4 4 4 4 4.00

실행

8. AR Learning의 원리 4 4 4 4 4 4.00

8.1. 사전에 배포된 수업자료 및 동

영상 사전 시청유무에 대해서 확인

하라.

4 4 4 4 4 4.00

8.2. 증강현실 활용의 필요성에 대

하여 수업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학습자에게 안내하라.

4 4 4 4 4 4.00

8.3. 증강현실이 추후 해당 전공 및

학과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를 안내하라.

4 4 4 4 4 4.00



- 346 -

8.4.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

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안내하라.
4 4 4 4 4 4.00

8.5. 증강현실이 학습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신체 부작용)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안내하라.

4 4 4 4 4 4.00

8.6. 개인 및 그룹에게 해당수업의

확실한 학습목표를 제공하라.
4 4 4 4 4 4.00

8.7.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

습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4 4 4 4 4 4.00

9. AR Experience의 원리 4 4 4 4 4 4.00

9.1.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에 대

한 시범(showcase)을 최소 한번 학

습자 전체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시

연하라.

4 4 4 4 4 4.00

9.2.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학습자

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

제를 제시하라.

4 4 4 4 4 4.00

9.3.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를 경

험하는 시간을 제한하라.
4 4 4 4 4 4.00

9.4. 증강현실 기기 경험이 진행되

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안내하

라.

4 4 4 4 4 4.00

9.5.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지속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체크

리스트를 학생별로(증강현실 기기

경험학생/서브학생)제시해라.

4 4 4 4 4 4.00

9.6.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

험과정 중에 대해서 개인 및 그룹

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

라.

4 4 4 4 4 4.00

9.7.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증강현

실 경험의 학습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

4 4 3 4 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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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학습자가 증강현실 기기 경험

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칭

찬·보상·격려를 하라.

4 3 4 4 4 3.80

10. 시각지능의 원리 4 4 3 4 4 3.80

10.1. 학습자가 자신의 증강현실 경

험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해 볼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라.

4 4 3 4 4 3.80

10.2. 학습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

에 존재하지 않는 것(환상)을 스스

로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라.

4 4 4 4 4 4.00

10.3. 학습자가 다른 컴퓨터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시각화하여 움직

일 수 있게 하라.

4 4 3 4 4 3.80

10.4. 학습자가 개발한 증강현실 작업

물 및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기에 실

제로 띄어서, 자신의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라.

4 4 4 4 4 4.00

평가

11. AR Learning 평가의 원리 4 4 4 4 4 4.00

11.1. 증강현실을 통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11.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

습만족도를 확인하라.
4 4 4 4 4 4.00

12. AR Experience 평가의 원리 4 4 4 4 4 4.00

12.1. 증강현실 기기 사용과정에 대해

평가하라.
4 4 4 4 4 4.00

12.2.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과정에 대

해 평가하라.
4 4 4 4 4 4.00

12.3. 증강현실 기반 수업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2D를 이용한 수업, 동영

상을 이용한 수업, 3D PDF를 이용한

수업 등)을 비교하게끔 하라.

4 4 3 3 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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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13. 사후학습의 원리 4 4 4 4 4 4.00

13.1.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해 개별 학습

및 그룹별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4 4 4 4 4 4.00

13.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팀별

과제 수행 및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라.

4 4 4 4 4 4.00

14. 교수자 성찰의 원리 4 4 4 4 4 4.00

14.1.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하여, 학

습자의 답변을 수합하고, 다음 수업

에 반영하라.

4 4 4 4 4 4.00

14.2.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라.

4 4 4 4 4 4.00



- 349 -

[부록 9] 4차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구분
4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CVI IRA

B C D

적합성

판단

1. 목표 정합성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

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선택하라.

4 4 4 4.00

1.2.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학습요

구에 부응하는지를 판단하라.
4 4 4 4.00

2. 최적의 AR 선정의 원리 4 4 4 4.00

2.1. 학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

츠(소프트웨어)를 선택하라.

4 4 4 4.00

2.2.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

려하여,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

츠를 선택하라.

4 4 4 4.00

2.3.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4 4 4 4.00

2.4. 성취기준의 달성에 있어 증강

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인지 점검하

라.

4 4 4 4.00

사용법

숙달

3. AR 활용 숙달의 원리 4 4 4 4.00

3.1. AR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

성을 갖추어라.
4 4 4 4.00

3.2. AR경험부분과 지식습득 연결

성을 판단하라.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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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

체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력

을 갖도록 필요한 사전학습을 제

공하라.

4 4 4 4.00

3.4. 정규수업에서 사용한 증강현

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

트웨어)를 소수의 학습자가 사전

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라.

4 4 4 4.00

3.5. 저가형태의 단순 증강현실 기

기(하드웨어)와 콘텐츠(소프트웨

어)를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4 4 4 4.00

환경

구축

4.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4 4 4 4.00

4.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라.

4 4 4 4.00

4.2. 직접 조작을 통한 가상의 정
보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조도를
확보하라.

4 4 4 4.00

4.3.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

의 운영환경을 확보하라.

실행

5.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3 3 3 3.00

5.1.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
능하도록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4 4 4 4.00

5.2.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
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AR경
험경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

4 4 4 4.00

6.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4 4 4 4.00

6.1. 시각적 해석 및 조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조작을 통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라.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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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시각적 창조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보

는 기회를 체공하라.

4 4 4 4.00

7.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4 4 4 4.00
7.1. AR활동의 협동학습에 적합한

팀을 구성하라.
4 4 4 4.00

7.2. AR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라.

4 4 4 4.00

평가

8. 통합적 평가의 원리 4 3 4 3.70

8.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습득 부분을 개인별 혹

은 팀별로 평가하라.

4 4 4 4.00

8.2. 증강현실 경험부분(기기+콘텐

츠)을 개인별 혹은 팀별로 평가하

라.

4 4 4 4.00

성찰

9. 지속가능 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
4 3 3 3.30

9.1.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수합하라.

4 4 4 4.00

9.2.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

수자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라.

4 4 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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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사용성 평가 결과

단계

구분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부록6과 같음으로 번호만 제시함)

고등교육

교수자

평가 평균 CVI IRA

A B C

A

1. 학습자 분석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1. 4 4 4 4.00 1.00

1.2. 4 4 4 4.00 1.00

1.3. 4 4 4 4.00 1.00

S

2. 목표 진술의 원리 4 4 4 4.00 1.00

1.00
2.1. 4 4 4 4.00 1.00

2.2. 3 4 4 3.67 1.00

2.3. 4 4 4 4.00 1.00

S

3. AR 어포던스의 원리 4 3 4 3.67 1.00

1.00

3.1. 3 3 3 3.00 1.00

3.2. 3 3 3 3.00 1.00

3.3. 4 3 4 3.67 1.00

3.4. 3 3 3 3.00 1.00

3.5. 3 3 3 3.00 1.00

3.6. 4 4 4 4.00 1.00

U

4. 자료 사전 검토의 원리 4 4 4 4.00 1.00

1.004.1. 4 4 4 4.00 1.00

4.2. 4 4 4 4.00 1.00

5. 교수자 준비성의 원리 4 4 4 4.00 1.00

1.00

5.1. 4 4 4 4.00 1.00

5.2. 4 4 4 4.00 1.00

5.3. 4 3 4 3.67 1.00

5.4. 4 4 4 4.00 1.00

5.5. 4 4 4 4.00 1.00

5.6. 4 4 4 4.00 1.00

5.7. 4 4 4 4.00 1.00

5.8. 4 4 4 4.00 1.00

6. 공간통제의 원리 4 4 4 4.00 1.00

1.00

6.1. 4 4 4 4.00 1.00

6.2. 4 4 4 4.00 1.00

6.3. 4 4 4 4.00 1.00

6.4. 4 4 4 4.00 1.00

6.5. 4 4 4 4.00 1.00

7. 시간통제의 원리 4 4 4 4.00 1.00

1.007.1. 4 4 4 4.00 1.00

7.2. 4 4 4 4.00 1.00

8. 환경통제의 원리 4 4 4 4.00 1.00
1.00

8.1.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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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 4 4 4.00 1.00

9. 증강경험 안내성의 원리 4 4 4 4.00 1.00

1.00

9.1. 4 4 4 4.00 1.00

9.2. 4 4 4 4.00 1.00

9.3. 3 4 4 3.67 1.00

9.4. 4 4 4 4.00 1.00

9.5. 4 4 4 4.00 1.00

9.6. 4 4 4 4.00 1.00

10. 경험중심의 사전학습 원리 4 4 4 4.00 1.00

1.0010.1. 4 4 4 4.00 1.00

10.2. 4 4 4 4.00 1.00

11. 증강경험 경험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1.1. 4 4 4 4.00 1.00

11.2. 4 4 4 4.00 1.00

11.3. 4 4 4 4.00 1.00

11.4. 4 4 4 4.00 1.00

R

12. 반성적 관찰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2.1. 4 4 3 3.67 1.00

12.2 4 4 4 4.00 1.00

12.3. 4 4 4 4.00 1.00

13. 시각지능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3.1 4 4 4 4.00 1.00

13.2 4 4 4 4.00 1.00

13.3. 4 4 4 4.00 1.00

E

14. 만족도의 원리 4 4 4 4.00 1.00

1.00

14.1. 4 4 4 4.00 1.00

14.2. 4 4 4 4.00 1.00

14.3. 4 4 3 3.67 1.00

14.4. 4 4 3 3.67 1.00

14.5.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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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예비평가를 위한 사전 배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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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예비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

Ⅰ  수업의 개요

학년, 학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선택교과, 2018-01학기 

과목, 
교과목명

해부학교실,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3D Image Software and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tions for Human Anatomy)

교과목 
주제(개요)

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활용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여 향후 
진료, 연구, 교육에서 관련 기술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배양한다. 

담당교수 최OO 담당조교 김OO

수업 구성

수업명: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해부신체구조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수업시간: 1시간(60분)으로 구성
수업내용: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원리를 사용하여 사전 사용성 평가의 수업
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5월 18일에 진행 예정인 외적타당
화에 앞서, 예비 차원의 사전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증강현실 수업설
계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
자의 설문 및 면담을 통해서 형성적 수정을 위한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학습목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을 이해하고, 
   의학교육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한다.

성취기준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의료분야의 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
자 체크리스트 문항 15개 중 12개 이상을 조작할 수 있다. 

중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 체크리
스트 문항 15개 중 6개 이상을 조작할 수 있다. 

하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 할 수 있다. 학습자 체크
리스트 문항 15개 중 1개 이상을 조작할 수 있다. 

Ⅱ  외적타당화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3차시. 5/18)

기존 
교육과정

본 수업(3주차)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3차원 의료정보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홀로렌즈, 스마트 글
래스)를 직접 경험하고,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터인 다빈치를 견학한다. 

수업자의 본 수업은(3차시)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1시간은 3명의 외부강사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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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사용성평가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4/30)

기존 
교육과정

본 수업은 실제 외적타당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설계 원리 및 학
습자 경험에 관한 사전 사용성평가 단계이다. 

수업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실제 외적타당화와 같은 수업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지식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
로 사전에 배포하여 학습자들이 비슷한 출발점 시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수업에서 사
용 예정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멘티미터)을 안내하고, 사전에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참여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학생 총 9명이며, 교수자와 조
교가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자는 수업초반에 증강현실이 무엇이고, 의료계에서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와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조작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정확한 학습목표와 
학습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경험이 풍부해지도록 한다. 이후 학습자는 
3명으로 구성된 팀별(총 3팀)로 증강현실 기기와 의료 관련 콘텐츠를 경험하며, 증강
현실 기기 경험 중에 성취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또한 포스트잇(전통적인 
방식)과 멘티미터(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해당 콘텐츠의 장점과 단점을 작성한다.  

경험 수업이 끝난 후, 현장에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기기 사용과
정에 대해서 설문지로 1차 만족도 조사한다. 이후 경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2차로 조사한다.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홀로렌즈(Holo Lens): 홀로하트(Holo Heart), 
                    홀로아나토미(Holo Anatomy),
                    브레인 홀로그래프(Brain Holograph).
모베리오 BT-350: The Brain hemisection
                실제 환자 심장 3차원 CT 영상 
사용성 평가 이후, 교수자와 조교의 면담 및 설문을 통해서 증강현실 기반 수업 수업
설계 원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형성적 수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후 실제 수
업(2018.05.18. 예정)에 더욱 효과적인 외적 타당화 및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종류 세부사양 수량  

교사용 컴퓨터 
교실 내 설치되어있음

1
스크린 1

교사용 노트북 삼성 노트북 2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 (Hololens, Microsoft) 2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VR/AR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각 20분간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1시간동안 학습자는 준
비된 의료 콘텐츠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해본다. 마지막 
2시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빈치 기계(로봇수술)를 경험해본다. 본 수
업(3차시)을 통해서, 학습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관련된 최신 의료기기의 활용하
고 경험하며, 의료계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총 4시간의 수업 중, 기기 경험부분에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반영될 수 있는 수업
설계 원리를 반영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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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 환경 분석 

                                                    

증강현실 수업 환경

Ⅴ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및 경험 콘텐츠 

구분  기기 기기 세부사양 및 설명 경험 콘텐츠 

증강현실
(AR)

홀로렌즈
(Hololens)

마이클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홀로렌즈는 HMD로서 머리를 
감싸는 헤드밴드(headband)로 만들어졌다. 홀로렌즈 앞부
분에는 카메라, 다양한 센서 장치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양쪽 귀 근처에는 빨간색 3D 오디오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다. USB 2.0단자와 3.5mm 오디오 잭이 위치해있다. 홀
로렌즈의 인터페이스는 응시(gaze), 몸짓(Gesture), 음성
(Voice)로 이루어져있다. 

Holo Heart

Holo Anatomy

Brain 
Holograph

모베리오 
BT-300
스마트
글래스 
(Epson)

엡손이 개발한 BT-300은 69g의 헤드셋(Headset)과 129g
의 컨트롤러(Controller)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증강현실 
기기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양안식(영상을 렌즈 
양쪽에서 보는 방식) 시스루(See-Through) 타입의 스마트 
글라스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출시한 3세대 모델이다. 

The Brain

실제 환자 
심장 3차원 
CT 영상 

Ⅵ   협업 도구 

스마트 글래스 (Smartglass, Epson) 1
무선 환경 교실 내 AP 1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설명 

맨티미터
(Mentimeter)

학습자와 교수자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습자의 여러 의
견을 한 번에 띄워서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시간 퀴즈도 가
능하며, 시간제한도 만들 수 있다(https://www.mentimeter.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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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습자분석 

2018년 4월 30일 경험 수업 전, 2018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학습자 사전 조사를 구글서베이를 통해 
실시하였다. 

순 학습자 분석 

1
참여 학습자는 남성 6명(66.7%), 여성 3명(3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모바
일 기기와 같은 테크놀로지 사용에 익숙하다.  

2
학습자 모두가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수업에 흥미가 높으며, 과거 수업에서 가상 해부 테이블
(Anatomage)의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3명이다. 

3
학습자들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개념 차이를 구별 할 수 있으나, 이번 경험학습에 사용될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때문에 증강현실 경험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도가 필요하다. 

4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기기 조작 및 증강현실 의학교육 콘텐츠 또한 접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때문에 증강현실 경험기기 사용에 대한 조작법과 다양한 의학교육 콘텐츠에 대한 
사전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잇
(Post-it) 

액션러닝(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상황에서 실존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학습자 전원의 의견
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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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도상 유의점 

순 유의점 

1

증강현실이라는 미래혁신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습자에게 증강현실에 관
한 자료 및 관련 링크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관한 기본적인정보와 기기 조작법을 
사전에 학습하고 연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기회를 제공한다. 

2
해당 수업의 확실한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습경험을 구체적으
로 사전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 학습자를 대비시킨다. 

3
수업 전-중-후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4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이 수업 안에서의 이해 및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및 의료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Ⅸ  사전평가 수업계획

◎ 외적 타당화를 위한 사전평가: 증강현실(AR) 경험

교 과 해부학교실 대상 학부생
9명

교 과 목 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날짜 18.05.30

학 습 주 제  증강현실 기기 사전 경험 수업시간  60분

학 습 목 표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증강현실 기기가 의료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교 수 · 학 습
자 료

교 사 교사용 컴퓨터 및 증강현실 디바이스 3개 (홀로렌즈 2개, BT-300 1개)
학 생 개인( ✔ ), 모둠( ✔ ):  개인 스마트 폰 

사전 학습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증강현실이 의학교육에서 사용 현황 
▪해당 증강현실 기기정보 및 조작법을 사전에 연습하기 

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ㆍ학습 활동 시간

(분) 원리

사전
준비 

학습자 
사전 
분석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학습자 사전 지식 확인을 위한 사전 설문실시
• 구글 서베이(https://goo.gl/forms/14wD2XNOB5qrdh8D3) - 1.1

콘텐츠 
설정 

• 학습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콘텐츠 선택 
• 학습자와 관련이 많은 콘텐츠로 선택 
•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선택 
•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 선택 

-

3.1
3.2
3.3
3.4
3.5
3.6
3.7
4.1

수업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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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 사전 검토 실시  
• 증강현실 연결법 확인 및 조작 확인  
• 수업 전 모든 기기 및 콘텐츠 세팅 및 환경 확인 

 

5.7
5.9
6.1
6.2
6.3
6.4
6.5
8.1
8.2

사전 
안내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증강현실 기기 사용법을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이 가능하도록 사전경험 이메일로 안내 
• 사전 Showcase 실시 

-
1.3
9.5
9.6
10.1

학습
목표 
제시 

안내 

• 학습목표 확인 및 그룹별 경험순서 안내 

• 학습경험 구체적으로 제시  

• 증강현실 경험 시, 지켜야할 규칙 안내 

• 교수자 시범(showcase)실시 

  

 
• 증강현실 콘텐츠 안내 

 

• 수업환경 및 경험 방법 안내 

10 2.1
2.2
9.3
9.4
11.1

2.3

12.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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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및  그룹 활동 안내

경험  증강
현실 
기기 
경험 

<활동 1>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Holo Heart“ 경험하기 
 -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 심장을 360도 돌려보기(rotate)  
 -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소리(beat)를 들어보기
 -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크기를 키워보고(bigger), 줄여보기(smaller) 
 

 

<활동 2>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Brain Holograph” 경험하기
 - 첫 화면에 있는 다섯 가지 메뉴를 확인하기(Skin-muscle-OO-OO-OO)   
 - 커서를 움직여서 다섯 단계 중 두 개의 단계를 경험해보기 

15

15

2.2
2.3
12.3

2.2
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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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증강현실 기기 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포스트잇으로 작성 
 -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 및 질문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판에 
   붙이기 
- Holo Heart 
- Brain Holograph

<활동 4>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Holo Anatomy” 경험하기  
 - 풀사이즈(Full Size) 인체를 허공에 띄어보기
 - 혈관 및 근육의 위치 확인하기
 - 장기의 명칭을 증강의 정보로 확인하기
 - 심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먹크기와 비교해보기 

 

 

<활동 5> 증강현실 기기 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 (*멘티미터 사용)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 및 질문을 
  작성하고, 업로드하기. 
- “Holo Anatomy”

<활동 6> 모베리오 BT-300을 활용하여 “The Brain” 경험하기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Brain 모델을 돌려보기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을 show/hide 해 보기
 -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보기

15

15

12.1
13.1

2.2
2.3

12.2
1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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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모베리오 BT-350을 활용하여 “실제 환자 3차원 심장 CT영상”     
           경험하기 
  - 심장에 연결된 각 혈관의 구조 확인 
  - ‘Holo Heart’와 ‘실제 환자 3차원 심장 CT영상’ 비교하기 

 

<활동 8> 증강현실 기기 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포스트잇으로 작성 
 -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 및 질문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판에 
   붙이기 
- The Brain hemisection
- 실제 환자 3차원 심장 CT영상 

<활동 9> 포스트잇 스티커 투표하기 
 - 학습자 개인에게 4개의 스티커를 부여하고, 좋은 의견 혹은 좋은 
   질문에 스티커를 붙이기 

<활동 10> 멘티미터에서 투표하기 
- 다른 학습자들의 좋은 의견 및 좋은 질문에 답글 및 하트 4개 날리기  

정리 • 정리 – 구글서베이를 의견 조사 안내 
       - 자기성찰일지 작성 (*패들렛 사용) 안내 5

12.1
14.1
14.2
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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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예비평가를 위한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

Ⅰ  수업계획서 

교과 해부학교실 대상 학부생
9명

교과목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날짜 18.05.30

학습주제  증강현실 기기 사전 경험 수업시간  60분

학습목표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증강현실 기기가 의료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증강현실 
경험기기 

홀로렌즈
Holo Heart 

Brain Holography
Holo Anatomy

BT-300
The Brain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 

사전 학습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증강현실이 의학교육에서 사용 현황 
▪해당 증강현실 기기정보 및 조작법을 사전에 연습하기 

II  증강현실 기기 경험 팀 및 수업환경 구성 

팀 팀구성 팀별 경험콘텐츠 순서

1
한지윤
박세용
이기언

1. 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lens)
2. The Brain (BT-350), 실제 환자 심장 3D CT 영상 (BT-350)

3. Holo Anatomy (Hololens)

2
임한별
황희범
이응철

1. Holo Anatomy (Hololens)
2.  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lens)

3. The Brain (BT-350), 실제 환자 심장 3D CT 영상 (BT-350)

3
채무성
송영근
송화윤

1. The Brain (BT-350), 실제 환자 심장 3D CT 영상 (BT-350)
2. Holo Anatomy (Hololens)

3. 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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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Holo Heart (2) Holo Anatomy (3) 실제 환자 심장 3D

(4) Brain Holograph (5) Th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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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강현실 기기 경험 체크리스트 

▶ Hole Heart + Brain Holograph 

▷ Hole Heart 와 Brain Holograph에 대한 장/단점을 포스트잇으로 작성 

 
-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각 어플의 장/단점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붙이기 □

 -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붙이기 □

▶ Hole Anatomy

▷ Hole Anatomy에 대한 장/단점을 맨티미터로 작성 

 - 맨티미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각 어플의 장/단점을 작성하기 □

 -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면, 맨티미터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하기 □

경험콘텐츠  체크리스트 문항 체크

Holo Heart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심장을 360도 돌려보기(rotate)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소리(beat)를 들어보기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크기를 키워보고(bigger), 줄여보기(smaller) 

□
□
□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Brain Holograph

 
첫 화면에 있는 다섯 가지 메뉴를 확인하기(Skin-muscle-OO-OO-OO)   
커서를 움직여서 다섯 단계 중 두 개의 단계를 경험해보기 

□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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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rain 

▶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 

▷ The Brain과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에 대한 장/단점을 맨티미터로 작성 

 - 맨티미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각 어플의 장/단점을 작성하기 □

 -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면, 맨티미터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하기 □

경험콘텐츠 체크리스트 문항 체크

Holo Anatomy

 
  풀사이즈(Full Size) 인체를 허공에 띄어보기
  혈관 및 근육의 위치 확인하기
  장기의 명칭을 증강의 정보로 확인하기
  심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먹크기와 비교해보기 

□
□
□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경험콘텐츠 체크리스트 문항 체크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

 심장에 연결된 각 혈관의 구조 확인 
 ‘Holo Heart“와 ’실제 환자 3차원 심장 CT영상‘ 비교 해 보기 

□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경험콘텐츠 체크리스트 문항 체크

The Brain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Brain 모델을 돌려보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을 show/hide 해 보기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보기

□
□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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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예비평가를 위한 학습자 만족도 문항

▶ 만족도 조사 설문

▶ 전반적인 증강현실 기기 경험에 대한 의견조사는 구글서베이로 추후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흥미롭
고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도 증강현실 기반 수업
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다른 친
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수업에서도 증강현실기기
를 이용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증강현실 기
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증강실 기반 수업을 통해서 학
습내용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얻은 증강현
실 기반 수업의 경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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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현장평가를 위한 사전 배포 문서



- 370 -

[부록 16] 현장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 (5/18)

Ⅰ  수업의 개요

학년, 학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선택교과, 2018-01학기 

과목, 
교과목명

해부학교실,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3D Image Software and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tions for Human Anatomy)

교과목 
주제(개요)

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활용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여 향후 
진료, 연구, 교육에서 관련 기술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배양한다. 

담당교수 최OO 담당조교 김OO

참여교수
(소속)

이OO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유OO (분당서울대학교 외과)
서OO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심OO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OO (KIST)
진OO (Epson)
김OO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OO (Materialise Mimics) 

수업 구성

선택교과의 전체적인 수업구성은 다음과 같다. 

1차시(5/4):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2차시(5/11): 3D Printing의 이해 
3차시(5/18):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션 경험 
4차시(5/25): VR 백내장 기기 경험 및 토론 

*수업시간은 모두 4시간(240분)으로 모든 차시가 동일함. 

재구성 
수업 차시 

3차시에서는 ⟪3차원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3차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
의를 듣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를 경험⟫한다. 총 4시간의 수업시간은 외
부 전문가 1명(진OO)이 10분 그리고 2명의 외부전문가 (김OO, 서OO)이 각 20분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이후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콘텐츠 4개(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심
장 CT 영상)와 가상현실 의료 콘텐츠 2개(The Lab,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를 6개의 그룹(한 그룹은 2-3명으로 구성됨)으로 1시간동안 경험한다. 증강현실
과 가상현실의 기기 경험 후, 학습자는 의과대학병원으로 옮겨 가상현실 수술 기기
인 다빈치를 2시간가량 경험하게 된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경험 시, 증강현실 수
업설계 원리를 반영하여 수업계획을 하고, 학습자가 경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수업자료 및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한다. 수업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0 – 1:20 (가상·증강현실의 의료 활용, 김OO) 
1:20 – 1:40 
(New Technology for Neurorehabilitation: Virtual & Augmented Reality, 서OO) 
1:40 – 1:50 (AR/MR/VR and Epson, 진OO) 
1:50 – 1:55 정리 및 휴식
1:55 – 3:10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기 경험 ▶Holo Lens, BT-350, VIVE 
3:00 – 5:00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방문, 가상현실 로봇수술 시뮬레이터 다빈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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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차시별 지도 계획 (4차시 중 2차시, 총 8시간)

수업 목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
  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을 이해하고, 의학교육
   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 
   하고 토론한다. 

성취기준
증강현실 기기와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의료분야의 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
는 체크리스트 문항 15개의 대부분을 조작할 수 있다. 

중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는 체크리
스트 문항 15개의 절반이상을 무리 없이 조작할 수 있다. 

하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콘텐츠(Holo Heart, Brain Holograph, 
Holo Anatomy, The Brain, The Heart)를 경험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체크리
스트 문항 15개 중 절반이하를 조작할 수 있다. 

주제 차시 주요학습내용 교수법 평가법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5/4
Minics & 3matic software를 이용하여 CT, 
MRI 영상을 3D reconstruction 하는 방법 및 
의료기기 디자인 방식을 배운다. 

강의
워크샵 
실습 

실습결과물
평가
출석

3D Printing의 
이해 

5/11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활용, 
세포 프린팅 연구를 이해하고, 3D 프린터 센
터에 방문 실습을 수행한다. 

강의 
실습 

조별조사 
발표
토론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터 

경험 

5/1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3차원 의료정
보를 활용하는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경험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들을 견학 경험한다. 

강의 
실습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VR 백내장 
경험 및  토론 

5/25
가상현실을 활용한 백내장 수술을 경험하고,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
을 제안하고 토론한다. 

조별조사  
발표
토론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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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1차시-4차시)

Ⅳ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3차시. 5/18)

기존 
교육과정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학 관련 활용 분야의 특징을 
파악하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 의료관련 콘텐츠를 경험하도
록 구성되어있다. 

수업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본 수업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들에게 최신 의료 기술 및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이해시키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있다. 학습자들은 3D 영상 소프트웨
어와 3D 프린팅의 의과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최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와 의료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므로 써, 향후 진료, 연구, 교육에서 관련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
고, 이와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본 수업은 교수자를 통한 일반적인 지식습득보다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체 인체 구조를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최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의 경험 및 조작을 통해 직접
적인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룹별로 경험을 하면
서, 협업능력을 키우며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일련의 증강현실 기기 경험 중에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찰의 기회를 갖
도록 설계하였다. 
본 수업(1차시-4차시)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3D 영상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증강/가
상의 최신 의료기기의 활용이 의과대학 학습자에게 깊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인지
시키고, 이를 통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또 다른 새
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방향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교육과정

본 수업(3주차)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3차원 의료정보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홀로렌즈, 모베리오 
BT-350 )를 직접 경험하고,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터인 다빈치를 견학한다. 

수업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본 수업은(3차시)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1시간은 3명의 외부강사가 3D 
VR/AR과 관련된 내용으로 10-20분간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1시간동안 학습자는 준비
된 의료 콘텐츠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해본다. 마지막 2
시간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빈치 기계(로봇수술)를 경험해본다. 또한 
효과적인 그룹별 경험이 가능하도록 DISC를 통해 팀을 구성하였고, 그룹 체크리스트
를 통해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학습경험을 제시하였다.

본 수업(3차시)을 통해서, 학습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관련된 최신 의료기기의 
활용하고 경험하며, 의료계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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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
홀로렌즈(Hololens): 홀로하트(Holo Heart), 
                   홀로아나토미(Holo Anatomy),
                   브레인 홀로그래프(Brain Holograph).
모베리오 BT-350: 실제 환자 심장 3차원 CT 영상 

▶ 가상현실 
바이브(VIVE): The Lab
             The Body VR journey inside the cell  

사전평가
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본 수업(5/18)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수업과 동일한 경험시간으로 구성된 수업을 의
과대학 본과 1학년 9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30일 월요일에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사전 경험 수업 설계 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파악
하였고 (https://goo.gl/forms/pcTEkLiQq5vlTGtU2), 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학습 자료
와 동영상 링크들을 공유하여, 원만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구글 설문지를 
통해 (https://goo.gl/forms/VrvnIhh7ZHfoCU982)경험수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학습자
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1. 사전자료 배포에 대한 확인 

비슷한 출발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습
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조작법에 대한 부분이 글
로 되어있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적절히 참고하였습니다. 조작법을 사전에 연습할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조작법에 대한 내용이 글로 되어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기를 조작해보는 동영상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기기의 목적과 조작법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보이는 영상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빠르고 더 정확히 사전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수업에서 관찰해야 하는 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해 기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 전에는 제작사측에서 만든 것 같은 홍보자료 개념의 자료들이 많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과 관련된 분야들에의 응용 가능성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경험 기기의 UI와 조작 방식이 생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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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대한 어려웠던 부분 

증강현실 기반 수업 경험학습자들은 모두 새로운 기기에 대한 조작법을 이해하는데 
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경험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많지 않고 학습자마다 기
기 사용법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다림이 길었다고 하였다. 

“기기 조작 적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작법이 낯설어 이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면을 고개를 돌려서 조작해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렸고, 생각만큼 정확하게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작 방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클릭은 공중에 제스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기 자체의 뷰(VIEW)가 작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기기 사용법 숙지가 미숙하고 한 번에 한명의 학생으로 경험자의 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업 때 넓은 범위로의 활용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기 대수가 충분히 많지 않다보니,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경험을 끝내기까지 대기하고 
기다리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조작법을 익히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학생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힘들었습니다.”

“기기 조작법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서 기기를 원활히 다루는데 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고(특히 커서조작), 화면이 원하는 위치에 뜨지 않았을 경우 구조관찰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증강 현실 기기 조작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처음이라 그런지 사용법을 익히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경험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3.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장점 및 기억에 남는 부분(콘텐츠)  

증강현실 기반 수업 경험한 학습자들은 2D 형태로 보던 것들을 3D 형태로 볼 수 있
었던 것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해부학의 특성상 여러 구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2D형태나 해부학 실습 때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체 눈
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였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Holo Heart
가 가장 인상적 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장점

”텍스트북과 달리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들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심장과 주변 혈관들의 관계와, 첨판들의 입체적 위치관계는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는데, 3D 증강현실을 통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니 입체적 위치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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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확인했던 구조물들의 3차원적인 배열을 확인하여 이해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면에 인쇄되어 사문화된 느낌의 text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학습을 하여 흥미를 더욱 
유발하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기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3D적인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데 편리하다. 학생 입장에서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교수자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억에 더 잘 남을 수 

있다.“

▶ 콘텐츠 

“Holo Heart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작은 view로도 충분히 구조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심장이라는 특정 부분에 집중한 만큼 모델의 완성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Holo Heart에서 심장의 pulmonary vein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Holo Heart에서 심장을 돌려보면서 구조를 관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Holo Heart로 심장을 관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가까이 가서 더 크고 자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심장을 처음 배울 때에 입체구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olo Heart에서 심장관찰 시 음성명령을 내렸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4. 경험 시간

증강현실 기반 수업 경험한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경험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경험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같은 조 다른 친구가 거의 독점하는 바람에 저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 개의 기기로 여러 콘텐츠를 돌리다보니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동안 3개의 기기로 5개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기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험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충분한 기기 경험시간 길이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기보다, 가장 잘 된 프로그램 하나로 최대한 많은 기능을 한번이라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자체를 많이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플을 하나 내지 두 개로 줄이고, 
관찰해야 하는 구조물과 그 구조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조작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험 과정의 시간을 늘리고, 기기 조작을 도와줄 수 있는 조교 분들이 더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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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3조로 나눠서 돌아가는 점은 매우 좋았지만 처음 접하는 기기에 대한 신기함으로 인해 다소 
시간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한 기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적 관리 (ex. 15분 후 교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전체적인 의견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장점

“새로운 기술인 증강현실에 대해 미리 경험해보고 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기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증강현실 기기들을 의료현장에서 마주하더라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해야할지와 무엇을 관찰해야하는지의 사용방법과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험이었기에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방법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개선점

 “학생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는 교수자가 그 상황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동시에 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기기 당 경험 시간이 짧아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기의 정밀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콘텐츠가 실제 수업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밀도로 더욱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다른 사람도 함께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전 평가 후 수정사항 

√ 조작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사전 배포 
√ 미러링 기능 추가 
√ 경험기기 개수 추가 (3대-> 5대)
√ 경험을 도와줄 조교 추가 (2명-> 3명)
√ 콘텐츠 수정 및 업데이트
√ 경험시간 수정 (각 콘텐츠별 10분으로 동일) 
√ 경험방법 수정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조를 2-3명으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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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습환경 분석

√ 의학적 시나리오 추가 
√ 경험 콘텐츠와 기기의 이름 부착  
√ 경험시간 체크리스트에 안내
√ 학생이름 이름표 부착

종류 세부사양 수량  

교사용 
컴퓨터 

프로세서 IntelTMCoreTM i5-4590 또는 AMD FXTM8350, 이상버전

1

그래픽
NVIDIA GeForceTM  GTX 1060 또는 AMD RadeonTM RX 480, 이
상 버전.

메모리 4GB RAM 이상

비디오출력 1xHDMI 1.4 포트 또는 DisplayPort 1.2이상 최신 버전

USB 1xUSB 2.0 포트 또는 최신버전

운영체제 WindowTM 7 SPI, WondowTM 8.1 이상 버전 또는  WindowTM 10 
교사용 
모니터

빔 프로젝터 1

홀로렌즈
용 미러링 

노트북

프로세서 IntelTMCoreTM i5-4590 또는 AMD FXTM8350, 이상버전

2

그래픽
NVIDIA GeForceTM  GTX 1060 또는 AMD RadeonTM RX 480, 이
상 버전.    

메모리 4GB RAM 이상

비디오출력 1xHDMI 1.4 포트 또는 DisplayPort 1.2이상 최신 버전

USB 1xUSB 2.0 포트 또는 최신버전

운영체제 WindowTM 7 SPI, WondowTM 8.1 이상 버전 또는  WindowTM 10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 (Hololens, Microsoft) 2
스마트 글래스 (Smartglass, Epson) 3

가상현실 
기기 

바이브 (VIVE, HTC) 2

가상현실 
딕테터

바이브 (VIVE, HTC) 4

앱손용 
미러링 TV  

노트북 2

무선 환경 교실 내 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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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환경_GDR 1

                                                                        

수업환경_GDR 2

교실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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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및 경험 콘텐츠 

구분  기기 기기

증강현실
(AR)

홀로렌즈
(Hololens)

                  

모베리오 
BT-300
스마트
글래스 
(Epson)                     

가상현실
(VR) 

바이브
(VIVE)

                    

    

구분  기기 기기 세부사양 및 설명 경험 콘텐츠 

증강현실
(AR)

홀로렌즈
(Hololen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홀로렌즈는 HMD로서 머리를 
감싸는 헤드밴드(headband)로 만들어졌다. 홀로렌즈 앞부
분에는 카메라, 다양한 센서 장치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양쪽 귀 근처에는 빨간색 3D 오디오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다. USB 2.0단자와 3.5mm 오디오 잭이 위치해있다. 홀
로렌즈의 인터페이스는 응시(gaze), 몸짓(Gesture), 음성
(Voice)로 이루어져있다. 

Holo Heart

Holo Anatomy

Brain 
Holograph

모베리오 
BT-300
스마트
글래스 
(Epson)

엡손이 개발한 BT-300은 69g의 헤드셋(Headset)과 129g
의 컨트롤러(Controller)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증강현실 
기기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양안식(영상을 렌즈 
양쪽에서 보는 방식) 시스루(See-Through) 타입의 스마트 
글라스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출시한 3세대 모델이다. 

실제 환자의 
CT 이미지 

가상현실
(VR) 

바이브
(VIVE)

HTC가 개발한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룸 스케일 기술을 활
용하여 센서를 통해 방을 3차원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도
록 설계되어 있다. 2개의 핸드핼드 컨트롤러(Handheld)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물체를 조작하고, 정확도 있게 상호작
용하며 통신할 수 있다. 

The Lab
The Body VR 
journey inside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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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설명 

패들렛
(Padlet)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 중 실시간 상호작용 및 수업 후에도 사용가능한 교육용 어
플리케이션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손쉽게 글 작성, 문, 사진 및 동영상 공유
가 가능하다. 또한 알림, 토론, 브레인스토밍, 퀴즈,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
(https://padlet.com/dashboard). 

     

지지런
(ggleran)

SPAT(Still Picture + Audio + Text)포맷을 적용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바일 
러닝 시스템으로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웹의 관련 
자료의 연결 또한 가능하다.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고, 장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손쉽게 제작 및 편집이 가능
하다 (http://www.kimhg.com/gglearn/gglearnuse.php).

     

소크라티브
(Socrative)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퀴즈 생성 프로그램으로, 빠른 질문과 빠
른 답변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퀴즈의 유형은 객관식(MC), 참/거짓(T/F), 단답형
(SA)로 만들 수 있으며, 퀴즈에 대한 팀 대결 또한 가능하다. 
(https://help.socrative.com/hc/ko)

     

맨티미터 학습자와 교수자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습자의 여러 의

http://www.kimhg.com/gglearn/gglearnus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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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학습자분석

2018년 5월 4일 선택교과 정규 수업 전, 2018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학습자 사전 조사를 구글서베이를 
통해 실시하였다. 

Ⅸ 지도상 유의점 

순 학습자 분석 

1
참여 학습자는 총 16명으로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이며, 남성 10명
(62.5%), 여성 6명(37.5%)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습자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테크놀로지 사
용에 매우 익숙하다. 

2

학습자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뉴스 혹은 책에서 접한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시중에 나온 기기의 이름이나 콘텐츠의 
이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경험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배포 및 지도가 필요하다. 

3

학습자 16명 중 7명(43.8%)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 경험 경험이 있으나, 포켓몬 고나 
롤러코스터 같은 오락용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경험한 것이며, 기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 콘텐츠 경험을 실제로 해본 학습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사전
에 사용법(제스처) 및 기기에 대한 정보 배포가 필요하다. 

4
학습자 16명 중 14명(87.5%)은 의학 관련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거나, 경험 한 적
이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학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5
학습자 모두가 본 선택교과 수업에 흥미가 높으며,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이 의료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대비 및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순 유의점 

1

증강현실이라는 미래혁신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습자에게 증강현실에 관
한 자료 및 관련 링크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관한 기본적인정보와 기기 조작법을 
사전에 학습하고 연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기회를 제공한다. 

(Mentimeter)

견을 한 번에 띄워서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시간 퀴즈도 가
능하며, 시간제한도 만들 수 있다(https://www.mentimeter.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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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차시별 수업계획

2
해당 수업의 확실한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습경험을 구체적으
로 사전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 학습자를 대비시킨다. 

3
본 수업을 통해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이 의
학 관련 활용 분야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생각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 전-중-후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이 수업 안에서의 이해 및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및 의료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 과 해부학교실 대상 학부생
(16명)

교 과 목 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날짜 18.05.18

학 습 주 제  3D VR/AR, 로봇 수술 가상 시뮬레이터 경험 수업시간  4시간 
(240분)

학 습 목 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을 이해하고, 의학교육
   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한다. 

교 수 · 학 습
자 료

교 사
교사용 컴퓨터 1대
증강현실 디바이스 5대 (홀로렌즈 2대, BT-350 3대)
가상현실 디바이스 2대 (바이브 2대)

학 생 개인( ✔ ), 모둠( ✔ ):  개인 스마트 폰 

사전 학습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의학교육에서 증강현실의 사용 현황 
▪해당 증강현실 기기정보 및 조작법에 관련된 링크 및 영상  

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ㆍ학습 활동 시간

(분) 원리

사전
준비 

학습자 
사전 
분석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학습자 사전 지식 확인을 위한 사전 설문실시
• 구글서베이 https://goo.gl/forms/FiayWQ9tQFmmF9Xl1
• 팀 구성을 위한 DISC 실시

- 1.1

콘텐츠 
설정 

• 학습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콘텐츠 선택 
• 학습자와 관련이 많은 콘텐츠로 선택 
•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선택 
•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 선택 

-

3.1
3.2
3.3
3.4
3.5
3.6
3.7
4.1

수업
환경  • 증강현실 기기 및 콘텐츠 사전 검토 실시  -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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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 연결법 확인 및 조작 확인  
• 수업 전 모든 기기 및 콘텐츠 세팅 및 환경 확인 

 

 

4.4
4.5
4.6
4.7
4.8
4.9
5.1
5.2
5.3
5.4
5.5
5.6
6.1
6.2
7.1
7.2
7.3

사전 
안내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증강현실 기기 사용법(동영상 튜토리얼)을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이 가능하도록 사전경험 어플리케이션 이메일로 안내 

-

8.1
8.2
8.3
8.6
8.7
9.1
9.2

학습
목표
제시

안내 

• 학습목표 확인 및 학습경험 구체적으로 제시  

 

5

2.1

콘텐츠 
안내 안내 

• 증강현실 콘텐츠 안내 
2.2



- 384 -

 

어포
던스
안내 

안내 • 수업환경 및 그룹별 경험 방법(순서, 경험 시간) 안내 6.1
6.2

안내 • 증강현실 경험 시, 지켜야할 수업규칙 안내 8.4
8.5

체크리
스트 안내 

• 체크리스트 및 그룹 활동 안내

2.3
2.4
10.1

AR
경험

홀로
렌즈

★ 스테이션.1★ 

<활동 1>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Holo Heart“ 경험하기 

 -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 심장을 360도 돌려보기(rotate)  
 -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소리(beat)를 들어보기
 -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크기를 키워보고(bigger), 줄여보기(smaller) 

 

<팀별활동> 홀로하트와 창의적인 기념사진 2-3장 찍기 
- 홀로하트의 심장을 팀원의 심장위치에 올려놓고, 미러링된 TV를 찍기  

10

2.3
11.1
11.3

홀로
렌즈

<활동 2>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Brain Holograph” 경험하기

- 첫 화면에 있는 다섯 가지 메뉴를 확인하기(Skin-muscle-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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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를 움직여서 다섯 단계 중 두 개의 단계를 경험해보기 
- Skull Explode 단계를 열고, 두개골의 각 부위별 모양과 뇌의 모양을 
  확인하기
- Brain Explode 단계를 열고,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확인하기 (ex: basal ganlia, ventricle, fornix 등).  

 

VR
경험 바이브

★ 스테이션.2 ★ 바이브를 활용하여 “의학재활 콘텐츠” 경험하기. 

- 체크리스트 없음 
- 가상현실 기기 자유롭게 경험

 

10
2.3
9.2
11.3

AR
경험

홀로
렌즈

★ 스테이션.3 ★

<활동 3>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Holo Anatomy” 경험하기  
 - 풀사이즈(Full Size) 인체를 허공에 띄어보기
 - 혈관 및 근육의 위치 확인하기
 - 장기의 명칭을 증강의 정보로 확인하기
 - 심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먹크기와 비교해보기 

 

 

10
2.3
1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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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경험 바이브

★ 스테이션.4 ★

<활동 4>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 경험하기
- 체크리스트 없음 
- 가상현실 기기 자유롭게 경험

 

10
2.3
9.2
11.3

AR
경험

BT-
350

★ 스테이션.5 ★

<활동 5> 모베리오 BT-350을 활용하여 “실제 환자 3차원 심장 CT영상”     
           경험하기
 -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 보기
 - 심장에 연결된 각 혈관의 구조 확인하기  

 

<팀별활동> 역할극 하기 
- 스크립트 예시를 보고, 역할극 하기
- 새로운 의학시나리오 만들고, 역할극 하는 것을 모바일 영상으로 찍기 

* 스크립트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하버드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 
수술부위: 심장종양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 B는 엡손 BT-350 착용한 상태이며, 이
미 환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하버드에 있는 심장종
양 수술 최고의 명의 의사C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엡손 
BT-350의 정면에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있
는 의사C에게 모든 수술 영상 및 상황 공유가 가능하다. 

15
2.3
11.1
1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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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C 안녕하세요.
B: 오늘 수술할 부위는 심장입니다. 
C: 안녕하세요. 심장부위를 ZOOM 해주시겠습니까?
A: 네. 방금 이곳과 이곳을 절개하였습니다. 
B: 생각보다 종양이.. 손도 안 닿는 뒤편에 쫙 퍼져있어서.. 
A: 그냥 닫죠. Dr.B 교수님 손이 문어 낙지나 되어서 보이지도 않는     
    심장 뒤편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시이신다면 모를까...이건 불가능해요. 
B: !!!!!!!!!
C: 역시 CT에서 보았던 것 보다는 종양이 심하네요.
A: 그냥 닫는게...
B: !!!!!!!!!!!!!!!!!!!!!!!!!!!!!
C: 심막을 판막륜에 돌릴수 있게 잘라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A: 그래. 그냥 닫는게....
A & C: !!!!!!!!!!!!!!!!!!!!!!!!!!!!!!!!!!!!!!!!!!!!
B: Dr. A 바이탈이나 꽉 잡고 있어요. 
C: 오토플란테이션으로 합시다. 위험이 높은 수술이니, 시범 수술 먼저 
   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r, A와 Dr.B는 환자의 
   CT에서 심장을 빼고, 증강으로 띄워보세요
   네.. 좋아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해보세요.
A & B : (증강의 형태로 허공에서 수술실습을 한다.) 
C: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중격도 새로 만들어 볼까요? 
   승모판막도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식하는 것처럼 자가 심장을 붙여보세요.
A & B : 허공에서 수술을 한다. 
C: 아주 좋네요. 바로 수술 시작하시죠. 

* 스크립트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존 홉킨스 의과대학 수술실 
수술부위: 판막수술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이며, 이미 환
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존 홉킨스의 의사B에게 수
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A: 판막위쪽에 있는 동맥부터 절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네. 절개 진행해 주세요.
A: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컨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B: 음.. 심장의 Orientation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드릴까요? 
B: 음.. Left Ventricle이 오른쪽으로 보이게끔 돌려주시고, 
   다시 절개를 시작해주세요. 
A: (수술을 진행함)
B: 아 네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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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경험 

BT-
350

★ 스테이션.6 ★

<활동 6> The Brain (BT-350)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Brain 모델을 돌려보기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을 show/hide 해 보기
-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보기

 

10 11.1
11.3

BT-
350

★ 스테이션.7 ★

<활동 7> 자신이 만든 STL 파일 띄어보기 (BT-350)
 - 자신의 조가 만든 STL파일을 3차원 공간에서 확인하기 
 - 다른 조의 STL파일을 3차원 공간에서 확인하기 

 

10

12.2
12.3
11.1
11.3

휴식 • 5분 휴식하기 5 10.2

정리
• 정리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듣기 
       - 학습자 반응 구글서베이 안내 
• 차시예고 – VR 백내장 기기 경험 및 발표회/토론 안내 

5

12.1
14.1
14.2
14.3
14.4

수업 이후 구글서베이를 통한 학습자 AR 어포던스 평가 진행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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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현장평가를 위한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5/18)

Ⅰ  수업계획서 

II  증강현실, 가상현실 경험 수업환경 구성 

▶ GDR.1

교과 해부학교실 대상  1학년
 16명

교과목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날짜 18.05.18

학습주제 3D VR/AR, 로봇 수술 가상 시뮬레이터 경험  수업시간  60분

학습목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여, 해당 콘텐츠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가 의료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증강현실 
경험기기 

Hololens
Holo Heart 

Brain Holography
Holo Anatomy

BT-300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 

The Brain 
가상현실
경험기기 VIVE 

의학 재활 콘텐츠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 

사전 학습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의학교육 사용 현황 
▪해당 증강현실 기기정보 및 조작법 동영상을 사전에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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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2

III  증강현실, 가상현실 경험 수업환경 구성 

★ 경험 시간은 팀별 각 10분입니다. 
★ 모든 학생들의 원활한 경험을 위하여, 시간확인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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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경험 체크리스트 

★ 경험 공간: GDR.2 
▶ 스테이션 1: Hole Heart + Brain Holograph (Hololens)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③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Holo 
Heart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심장을 360도 돌려보기(rotate)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소리(beat)를 들어보기
음성을 사용하여 심장의 크기를 키워보고(bigger), 줄여보기(smaller) 

□
□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

3 팀별과제 

홀로하트와 창의적인 기념사진 2-3장 찍기 
예시. 홀로하트의 심장을 팀맴버의 심장위치에 올려놓고, 미러링된 TV를 
찍기 
추후 제출 예정  

□

Brain 
Holograph 1 경험 학생

첫 화면에 있는 다섯 가지 메뉴를 확인하기(Skin-muscle-OO-OO-OO)   
커서를 움직여서 다섯 단계 중 두 개의 단계를 경험해보기 
Skull Explode 단계를 열고, 두개골의 각 부위별 모양과 뇌의 모양을 
확인하기
Brain Explode 단계를 열고,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을 확인하기 (ex: basal ganlia, ventricle, fornix 등).  

□
□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3 팀별과제 없음. 

기타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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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2: 의학재활 콘텐츠 (VIVE)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②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②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③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의학 재활 
콘텐츠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자유롭게 콘텐츠 경험하기 □

2 서브 학생 
경험학생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면, 콘트롤러 및 필요 도구 건네주기
경험학생의 안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
□

3 팀별과제 없음. 

▶ 스테이션 3: Hole Anatomy (Hololens)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②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③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Holo 

Anatomy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풀사이즈(Full Size) 인체를 허공에 띄어보기
혈관 및 근육의 위치 확인하기
장기의 명칭을 증강의 정보로 확인하기

□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
3 팀별과제 없음 

기타 
* 체크리스트 문항 외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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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4: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 (VIVE)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③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The Body 
VR 

Journey 
inside a 

cell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자유롭게 콘텐츠 경험하기 □

2 서브 학생
경험학생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면, 콘트롤러 및 필요 도구 건네주기
경험학생의 안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
□

3 팀별과제 없음. 

★ 경험 공간: GDR.1 
▶ 스테이션 5-1: 실제 환자 심장 3D CT 영상 (BT-350) + 주어진 의학 시나리오로 역할극 
▷ 경험 시간 10분 (기기 경험 및 주어진 시나리오로 역할극) 

▶ 스테이션 5-2: 시나리오 팀별 설정 및 역할극 하기 + 동영상 녹화 
▷ 경험 시간 10분 (팀별로 의학시나리오 만들어서 역할극)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 다른 팀과 조인하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③ 학생 C 경험 (학생 D 서브) 
④ 학생 D 경험 (학생 C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5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③ 학생 C 경험 (학생 D 서브)
④ 학생 D 경험 (학생 E 서브) 
⑤ 학생 E 경험 (학생 A 서브) 

실제 환자 
심장 CT 
3차원 
영상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워보기
심장에 연결된 각 혈관의 구조 확인하기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

3 팀별과제 
스크립트 예시를 보고, 역할극 하기
새로운 의학시나리오 만들고, 역할극 하는 것을 모바일 영상으로 찍기 
추후 제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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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하버드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 
수술부위: 심장종양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 B는 엡손 BT-350 착용한 상태이며, 이미 환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하버드에 있는 심장종양 수술 최고의 명의 의사C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엡손 BT-350의 정면에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서,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있는 의사C에게 모든 수술 
상황을 공유가능하다. 

A: Dr.C 안녕하세요.
B: 오늘 수술할 부위는 심장입니다. 
C: 안녕하세요. 심장부위를 ZOOM 해주시겠습니까?
A: 네. 방금 이곳과 이곳을 절개하였습니다. 
B: 생각보다 종양이.. 손도 안 닿는 뒤편에 쫙 퍼져있어서.. 
A: 그냥 닫죠. Dr.B 교수님 손이 문어 낙지나 되어서 보이지도 않는 심장 뒤편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시
이신다면 모를까... 이건 불가능해요. 
B: !!!!!!!!!
C: 역시 CT에서 보았던 것 보다는 종양이 심하네요.
A: 그냥 닫는게...
B: !!!!!!!!!!!!!!!!!!!!!!!!!!!!!
C: 심막을 판막륜에 돌릴수 있게 잘라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A: 그래. 그냥 닫는게....
A & C: !!!!!!!!!!!!!!!!!!!!!!!!!!!!!!!!!!!!!!!!!!!!
B: Dr. A 바이탈이나 꽉 잡고 있어요. 
C: 오토플란테이션으로 합시다. 위험이 높은 수술이니, 시범 수술 먼저 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r, A와 Dr.B는 환장의 심장을 증강으로 띄어서, 종양 덩어리를 제거해보세요.
A & B : 허공에서 수술을 한다. 
C: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중격도 새로 만들어 볼까요? 승모판막도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식하는 것처럼 자가 심장을 붙여보세요.
C: 아주 좋네요. 바로 수술 시작하시죠. 

* 스크립트 예시Ⓑ
장소: 서울대 대학병원 수술장 + 존 홉킨스 의과대학 수술실 
수술부위: 판막수술 
참여인원: 의사 3-5명 (팀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상황: 서울대 대학병원의 의사A는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이며, 이미 환자는 심장이 개복되어있는 상태
이다. 그들은 존 홉킨스의 의사B에게 수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A: 판막위쪽에 있는 동맥부터 절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네. 절개 진행해 주세요.
A: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컨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B: 음.. 심장의 Orientation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알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드릴까요? 
B: 음.. Left Ventricle이 오른쪽으로 보이게끔 돌려주시고, 다시 절개를 시작해주세요. 
A: (수술을 진행함)
B: 아 네 거기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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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6: The Brain (BT-350)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②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③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The Brain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Brain 모델을 돌려보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을 show/hide 해 보기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보기

□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
3 팀별과제 없음. 

▶ 스테이션 7: 자신이 만든 STL 파일 띄어보기 (BT-350)
▷ 경험 시간 10분

경험콘텐츠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2명일 경우> 

① 학생 B 경험 (학생 A 서브)
②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

 

<경험 순서: 팀 구성원이 3명일 경우> 

① 학생 B 경험 (학생 C 서브)
② 학생 C 경험 (학생 A 서브)
③ 학생 A 경험 (학생 B 서브)STL 

순번 학생별 역할 체크리스트 문항  

1 경험 학생
자신의 조가 만든 STL파일을 3차원 공간에서 확인하기 
다른 조의 STL파일을 3차원 공간에서 확인하기 

□
□

2 서브 학생 경험 학생 경험 시, 옆에서 보조 (기기 연결 상태 및 안전 확인)  
□
□

3 팀별과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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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현장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 (5/25)

Ⅰ  수업의 개요

학년, 학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선택교과, 2018-01학기 

과목, 
교과목명

해부학교실,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3D Image Software and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tions for Human Anatomy)

교과목 
주제(개요)

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활용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여 향후 
진료, 연구, 교육에서 관련 기술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배양한다. 

담당교수 최OO 담당조교 김OO

참여교수
(소속)

이OO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유OO (분당서울대학교 외과)
서OO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심OO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OO (KIST)
김OO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OO (Materialise Mimics) 
윤OO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OO (매디아마인드)

수업 구성

1차시(5/4):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2차시(5/11): 3D Printing의 이해 
3차시(5/18):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션 경험 
4차시(5/25):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솔루션 경험 및 발표, 토론  
*수업시간은 모두 4시간(240분)으로 모든 차시가 동일함 

재구성 
수업 차시 

4차시에서는 ⟪VR 백내장 기기를 경험하고, 이후 전반적인 4주 동안 진행된 선택교
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회 및 토론⟫을 한다. 총 4시간의 수업시간
은 외부 가상현실 전문가 2명(윤OO, 김OO)이 각 15분씩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에 
관한 가상현실 역사와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학습자들은 가상현실 백내장 수술 기기를 4개의 그룹(한 그룹은 4명으로 구성)으로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1시간동안 경험 한다. 이후 2시간은 팀별 
발표 준비, 팀별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수업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0 – 1:15 (백내장 수술과 트레이닝, VR활용의 역사, 윤OO) ▶ZOOM활용 
1:15 – 1:30 (VR수술 트레이닝,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 과제, 김O) 
1:30 – 2:30 (VR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가상현실 경험)▶오큘러스 리프트 2대  
2:30 – 3:10 팀별 발표준비
3:10 – 4:50 팀별 발표(각 팀별 25분으로 동일. 발표 15분 + 토론 10분) 
4:50 – 5:00 정리 및 마무리

수업 목표

①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한 의료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한다. 
②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체 구조 프린팅과 세포 프린팅을 이해하고, 의학교육
   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인체 구조프린팅을 수행한다. 
③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 관련 활용 분야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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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1차시-4차시)

기존 
교육과정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학 관련 활용 분야의 특징을 
파악하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 의료관련 콘텐츠를 경험하도
록 구성되어있다. 

수업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본 수업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최신 의료 기술 및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이해시키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다. 학습자들은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의 의과활용 분야
를 이해하고, 최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와 의료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므로 써, 향
후 진료, 연구, 교육에서 관련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와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본 수업은 교수자를 통한 일반적인 지식습득보다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체 인체 구조를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최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의 경험 및 조작을 통해 직접
적인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룹별로 경험을 하면
서, 협업능력을 키우며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일련의 증강현실 기기 경험 중에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찰의 기회를 갖
도록 설계하였다. 
본 수업(1차시-4차시)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3D 영상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증강/가
상의 최신 의료기기의 활용이 의과대학 학습자에게 깊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인지
시키고, 이를 통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또 다른 새
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방향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수업설계를 위한 분석 (4차시. 5/25)

성취기준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의료분야의 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그와 관
련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가상현실(오큘러스 리프트)기기를 착용하여,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콘텐
츠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는 체크리스트 문항 7개의 대부분
을 조작할 수 있다. 

중
가상현실(오큘러스 리프트)기기를 착용하여,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콘텐
츠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는 체크리스트 문항 7개의 절반이
상을 무리 없이 조작할 수 있다.

하
가상현실(오큘러스 리프트)기기를 착용하여,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콘텐
츠를 문제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는 체크리스트 문항 7개 중 절반이
하를 조작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

4주 동안 수업에서 배운 수업 내용과 경험경험을 토대로 발표회 및 토론 시간을 갖
는다.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토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4시간의 수업 중 2시간은 팀별로 창의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2시간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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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시별 지도 계획 (4차시 중 2차시, 총 8시간)

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자의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 및 

방향

본 수업 차시(4차시)는 총 2개의 파트로 진행된다. 첫째, 가상현실을 활용한 백내장 수
술에 대한 강의를 2명의 전문가에게 각각 15분씩 총 30분 동안 강의를 듣고, 이후 1시
간 동안 학습자는 준비된 가상현실 의료 콘텐츠를 4명씩 한조가 되어 20분간 경험을 
한다. 효과적인 그룹별 경험과 발표가 가능하도록 DISC를 통해 팀을 통계적으로 구성
하였고, 그룹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학습경험을 제시하였다.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 2대 

▶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현실 기반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솔루션 

가상현실 경험 이후, 4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팀별로 발표회를 갖는다. 이를 통
해 학습자는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자기주도적
인 학습이 가능하며, 팀별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전체적인 학습내용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의료는 어려
운 것이 아니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미래의 핵심 의료기술이며 이는 우리 일상
생활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차시 주요학습내용 교수법 평가법 

3D 영상 
소프트웨어 

활용, 
조형물 기획, 

제작 

5/4
Minics & 3matic software를 이용하여 CT, 
MRI 영상을 3D reconstruction 하는 방법 및 
의료기기 디자인 방식을 배운다. 

강의
워크샵 
실습 

실습결과물
평가
출석

3D Printing의 
이해 

5/11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활용, 
세포 프린팅 연구를 이해하고, 3D 프린터 센
터에 방문 실습을 수행한다. 

강의 
실습 

조별조사 
발표
토론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3D VR/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수술 가상 
시뮬레이터 

경험 

5/18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3차원 의료정
보를 활용하는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경험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예들을 견학 경험한다. 

강의 
실습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경험, 발표회
5/25

가상현실을 활용한 백내장 수술을 경험하고,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
을 제안하고 토론한다. 

조별조사  
발표
토론 

발표 평가 
토론 참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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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습 환경 분석 

종류 세부사양 수량  

교사용 
컴퓨터 

프로세서 IntelTMCoreTM i5-4590 또는 AMD FXTM8350, 이상버전

1

그래픽
NVIDIA GeForceTM  GTX 1060 또는 AMD RadeonTM RX 480, 이
상 버전.

메모리 4GB RAM 이상

비디오출력 1xHDMI 1.4 포트 또는 DisplayPort 1.2이상 최신 버전

USB 1xUSB 2.0 포트 또는 최신버전

운영체제 WindowTM 7 SPI, WondowTM 8.1 이상 버전 또는  WindowTM 10 
교사용 
모니터

빔 프로젝터 1

교사용 
노트북

프로세서 IntelTMCoreTM i5-4590 또는 AMD FXTM8350, 이상버전

1

그래픽
NVIDIA GeForceTM  GTX 1060 또는 AMD RadeonTM RX 480, 이
상 버전.    

메모리 4GB RAM 이상

비디오출력 1xHDMI 1.4 포트 또는 DisplayPort 1.2이상 최신 버전

USB 1xUSB 2.0 포트 또는 최신버전

운영체제 WindowTM 7 SPI, WondowTM 8.1 이상 버전 또는  WindowTM 10 

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 Oculus) 2

가상현실 
연결 TV

프로세서 IntelTMCoreTM i5-4590 또는 AMD FXTM8350, 이상버전

2

그래픽
NVIDIA GeForceTM  GTX 1060 또는 AMD RadeonTM RX 480, 이
상 버전.       

메모리 4GB RAM 이상
비디오출력 1xHDMI 1.4 포트 또는 DisplayPort 1.2이상 최신 버전

USB 1xUSB 2.0 포트 또는 최신버전

운영체제
WindowTM 7 SPI, WondowTM 8.1 이상 버전 또는  WindowTM 10  
    

가상현실 
디텍터

바이브 관련 디텍터 (Detector System) 4

무선 환경 교실 내 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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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환경 

Ⅴ 가상현실 기기 및 경험 콘텐츠 

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분  기기 기기 세부사양 및 설명 경험 콘텐츠 

가상현실
(VR)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

‘오큘러스 VR’이 개발한 가상현실 기기로 OLED 디스플레
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2160 x 12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시야를 위해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두 눈에 따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
여 콘텐츠 속에서도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시점이 움직
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오큘러스 리프트의 핵심 기능
이기도 하다. 

백내장 수술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설명 

맨티미터
(Mentimeter)

학습자와 교수자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습자의 여러 의
견을 한 번에 띄워서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시간 퀴즈도 가
능하며, 시간제한도 만들 수 있다(https://www.mentimeter.com/app). 

구분  기기 기기

가상현실
(VR)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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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학습자분석 

2018년 5월 4일 선택교과 정규 수업 전, 2018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학습자 사전 조사를 구글서베이를 
통해 실시하였다. 

     

줌
(ZOOM) 

구글 행아웃(Google Hangout)과 비슷한 형태의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채팅방을 만
들어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무료 음성통화도 가능하며, 화면
공유도 쉬운 것이 장점이다. 또한 화상 회의 중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줌이 되면서 
화면에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화상회의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https://zoom.us/). 

     

순 학습자 분석 

1
참여 학습자는 총 16명으로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이며, 남성 10명
(62.5%), 여성 6명(37.5%)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습자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테크놀로지 사
용에 매우 익숙하다. 

2

학습자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뉴스 혹은 책에서 접한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시중에 나온 기기의 이름이나 콘텐츠의 
이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경험기기 및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배포 및 지도가 필요하다. 

3

학습자 16명 중 7명(43.8%)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 경험 경험이 있으나, 포켓몬 고나 
롤러코스터 같은 오락용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경험한 것이며, 기기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 콘텐츠 경험을 실제로 해본 학습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사전
에 사용법(제스처) 및 기기에 대한 정보 배포가 필요하다. 

4
학습자 16명 중 14명(87.5%)은 의학 관련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거나, 경험 한 적
이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학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5
학습자 모두가 본 선택교과 수업에 흥미가 높으며,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이 의료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대비 및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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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도상 유의점 

Ⅹ 차시별 수업계획

◎ 4차시: VR기반 백내장 트레이닝 경험 및 발표회, 토론 

순 유의점 

1

증강현실이라는 미래혁신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습자에게 증강현실에 관
한 자료 및 관련 링크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증강현실에 관한 기본적인정보와 기기 조작법을 
사전에 학습하고 연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기회를 제공한다. 

2
해당 수업의 확실한 학습 목표를 제공하고, 증강현실 기기 경험을 통한 학습경험을 구체적으
로 사전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 학습자를 대비시킨다. 

3
본 수업을 통해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이 의학 
관련 활용 분야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생각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업 전-중-후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5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경험이 수업 안에서의 이해 및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및 의료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 과 해부학교실 대상  학부생
 (16명)

교 과 목 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재구성차시 4/4 

학 습 주 제  VR 기반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기기 경험 및 발표회, 토론 수업시간  240분

학 습 목 표

▪ 가상현실이 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 가상현실 기기를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경험 할 수 있다.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팀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할 수 있다. 

교 수 · 학 습
자 료

교 사
교사용 컴퓨터 및 가상현실 디바이스 2개
(오큘러스 리프트 2대)

학 생 개인( ✔ ), 모둠( ✔ ): 개인 스마트 폰 
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ㆍ학습 활동 시간

(분) 원리

사전 학습 

• VR 백내장 콘텐츠에 관련된 영상 및 발표자료  
• 의학교육에서의 가상현실 사용 현황 
• ZOOM 회원가입 안내 
• 창의적 프레젠테이션 자료 
- 발표 잘하는 사람들의 기획과 구조 
- 경쟁력 있는 디자인 전략: 전문가 수준의 시각자료 디자인 
- 청중과 교감하는 스피치 훈련 

-

8.1
8.2
8.3
8.6
8.7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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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콘텐츠 
설정

• 학습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콘텐츠 선택 
• 학습자와 관련이 많은 콘텐츠로 선택 
•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선택 
•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 선택 

3.1
3.2
3.3
3.4
3.5
3.6
3.7
4.1

수업
환경

• 가상현실 기기 및 콘텐츠 사전 검토 실시  
• 가상현실 연결법 확인 및 조작 확인  
• 미러링 확인 
• 수업 전 모든 기기 및 콘텐츠 세팅 및 환경 확인 
• 수업환경 및 팀별 자리배치도 안내 

 

4.2
4.3
4.4
4.5
4.6
4.7
4.8
4.9
5.1
5.2
5.3
5.4
5.5
5.6
6.1
6.2
7.1
7.2
7.3

• ZOOM 연결 및 사전테스트 진행 (윤OO,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습
목표
제시

안내

• 학습목표 및 학습목차 안내 
<학습목표> 

▪ 가상현실이 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 가상현실 기기를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경험
   할 수 있다.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기술들이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팀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할 수 
   있다. 

2.1

학습
목차 
안내

<학습목차>
1:00 – 1:15 (백내장 수술과 트레이닝, VR활용의 역사, 윤OO) 
1:15 – 1:30 (VR수술 트레이닝,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 과제, 김O) 
1:30 – 2:30 백내장 가상현실 경험 ▶오큘러스 2대 활용 
2:30 – 3:10 팀별 발표준비
3:10 – 4:50 팀별 발표(각 팀별 25분으로 동일. 발표 15분 + 토론 10분) 
4:50 – 5:00 정리 및 마무리 

강의 강의.1 • 강의.1 (윤OO) ▶ZOOM 활용
  - 백내장 수술과 트레이닝, VR활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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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2

• 강의.2 (김OO)  
  - VR수술 트레이닝,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 과제

 

체크리
스트 안내 

• 체크리스트 및 그룹 활동 안내 

2.3
2.4
10.1

VR
경험

오큘
러스

리프트

<활동 1> 오큘러스 리프트를 활용하여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경험하기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투명 각막(Clear Corneal Incision)을 절개하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점탄 물질(Viscoelastic Material))을 주입하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전낭(Capsulorrhexis)을 절개하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수력분리술(Hydrodissection)을 하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유화기(Phaco Insertion)를 삽입하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고랑(Phaco Sculpting)을 만들어라.
 -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수정체 핵 돌리기(Rotating the Necleus)를 하라.

 

2.3
9.2
11.1
11.3
12.3

발표
안내

예시
안내 • 팀별 발표 안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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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안내>
- 주제: 3D, AR, VR 의료영상을 활용한 의료 활용 아이디어 발표회 
- 발표 장소: 창업 설명회, 센터 개소식, 국가 개발 사업 제안 연구 공청회 
- 작년 수업 발표 자료 공유 (못한 팀, 잘한 팀 구별하여 안내)
- 5개의 평가 관점:  
① 현실성 : 아이디어가 현실적인가? 
           실제로 몇 십 년 후에 일어날법한 아이디어인가? 
           (ex. 유니콘을 3D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꺼다- 현실성 0%) 
② 창의성 : 아이디어가 창의적인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인가? 
           (ex. 백내장 가상현실 기기를 아프리카에 배포하여, 
          아프리카 의사들이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이후에는 수술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이미 하고 있음) 
③ 연결성 : 4주 동안 배운 학습 내용과 연결이 되어있나? 
         (ex. AI를 활용하여 로봇의사를 만들 것이다 – 학습내용과 상관없음)
④ 도전성 : 높은 파급력을 가진 아이디어인가? 
⑤ 응용성 : 4주 동안 배운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잘 응용하였는가?

                                                ★ 5개 평가 관점  

                                      

- 잘한 팀 (SNU SPACE MEDICINE RESEARCH CENTER)
   : 기존의 강의된 범위가 아리나, 배운 기술을 다른 상황에 응용해서 창의
     적인 아이디어 발산 -> (응용성 + 창의성)
   : 실제로 20년 후, 의학계에 있을법한 아이디어 -> 
     (현실성 + 도전성 + 연결성) )
   : 모든 팀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파트별로 발표 (협력성)
- 못한 팀 (3D Printing of limbic System)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갇힌 아이디어
: 4주 동안 배운 내용을 그냥 정리하고 해석하는 느낌의 발표 
: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 혹은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
: 프리라이더 발생 

발표 발표 
준비 • 팀별로 발표 준비 (▶ 파워포인트 활용) 11.2

발표 발표 • 팀 발표 
- 팀별 발표 시간: 총 20분 (발표 15분 + Q&A 5분) 11.2

정리 정리 
• 정리 
– 선택교과 내용 정리
-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 1팀, 연기상(1팀), 총 7-8명. 

13.1
13.2
13.3
13.4
13.5
13.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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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현장평가를 위한 학습자 활동 체크리스트 (5/25)

Ⅰ  수업계획서 

II   학습목차 및 팀 구성 안내 
 

▶ 학습목차

1:00 – 1:15 (백내장 수술과 트레이닝, VR활용의 역사, 윤상철 교수님) 
1:15 – 1:30 (VR수술 트레이닝, 개발과정 및 향후 발전 과제, 김일 대표님) 
1:30 – 2:30 백내장 가상현실 경험 ▷오큘러스리프트 2대 활용 

시간/조 VR. 1 VR. 2
1:30-1:45 변수민, 정동재 이수건, 이태민
1:45-2:00 이기언, 라혜지 김민경, 이호현
2:00-2:15 김성우, 심가영 김수민, 박재훈
2:15-2:30 주형준, 임한별 박지윤, 송영근

2:30 – 3:10 팀별 발표준비
3:10 – 4:50 팀별 발표(각 팀별 25분으로 동일. 발표 15분 + 토론 10분) 
4:50 – 5:00 정리 및 마무리 

Ⅲ  가상현실 기기 경험 체크리스트 

★ 경험 공간: GDR.2 
▷ 경험 시간: 팀별 30분

교과 해부학교실 대상  1학년
 16명

교과목명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날짜 18.05.25

학습주제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솔루션 경험 수업시간  240분

학습목표
▪가상현실 기기를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여, 해당 콘텐츠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가상현실 기기가 의료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상현실 
경험기기 

Oculus 
Rift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사전 학습 •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에 관련된 영상 및 발표자료  
• 의학교육에서의 가상현실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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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워포인트 뒷장에 첨부되어있습니다.

Ⅴ  팀별 발표 체크리스트 

▶ 발표안내

- 주제: 3D, AR, VR 의료영상을 활용한 의료 활용 아이디어 발표회 

- 발표 장소: 창업 설명회, 센터 개소식, 국가 개발 사업 제안 연구 공청회 
                                                                  
- 5개의 평가 관점
 
① 현실성 : 아이디어가 현실적인가? 
           실제로 몇 십 년 후에 일어날법한 아이디어인가? 
           (ex. 유니콘을 3D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꺼다- 현실성 0%) 

② 창의성 : 아이디어가 창의적인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인가? 
           (ex. 백내장 가상현실 기기를 아프리카에 배포하여, 
          아프리카 의사들이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고 이후에는 수술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이미 하고 있음) 

③ 연결성 : 4주 동안 배운 학습 내용과 연결이 되어있나? 
         (ex. AI를 활용하여 로봇의사를 만들 것이다 – 학습내용과 상관없음)

④ 도전성 : 높은 파급력을 가진 아이디어인가? 

⑤ 응용성 : 4주 동안 배운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잘 응용하였는가?

- 이 외에 발표를 듣는 팀들은 얼마나 공격을 잘 하는지 (질문 및 의견), 
  발표 팀은 해당 질문에 대한 방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 또한 동료평가(Peer Evaluation)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해당 파워포인트 뒷장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동료평가 3개 첨부) 

▶ J Good 팀 예시 (SNU SPACE MEDICINE RESEARCH CENTER)

VR 백내장 
수술 

트레이닝 

순번 체크리스트 문항  
1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투명 각막(Clear Corneal Incision)을 절개하라. □
2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점탄 물질(Viscoelastic Material))을 주입하라. □
3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전낭(Capsulorrhexis)을 절개하라. □
4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수력분리술(Hydrodissection)을 하라. □
5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유화기(Phaco Insertion)를 삽입하라. □
6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고랑(Phaco Sculpting)을 만들어라. □
7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수정체 핵 돌리기(Rotating the Necleus)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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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강의된 범위가 아리나, 배운 기술을 다른 상황에 응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 (응용
성 + 창의성) : 실제로 20년 후, 의학계에 있을법한 아이디어 (현실성 + 도전성 + 연결성) )
: 모든 팀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파트별로 발표 (협력성)

 √ 해당 파워포인트 뒷장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샘플 예시 1개 첨부) 

▶ L Bad 팀 예시 (3D Printing of limbic System)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갇힌 아이디어
: 4주 동안 배운 내용을 그냥 정리하고 해석하는 느낌의 발표 
: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 혹은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
: 프리라이더 발생 

 √ 해당 파워포인트 뒷장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샘플 예시 1개 첨부)

√ 동료평가 검사 문항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룹 (  )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그룹 (  )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창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그룹 (  )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수업내용과 연결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그룹 (  )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높은 파급력을 가진 
도전적인 아이디어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그룹 (  )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응용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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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최종 수업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단계 설계 원리 및 상세 지침

적합성

판단

1. 목표 정합성의 원리

: AR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최적의 교육목표를 설정하

고, 학습요구와 AR사용의 관계파악 및 증강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1.1. 증강현실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수업목표 및 활동을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을 활용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학습 목표

및 활동에 적용하라.

*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

→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는 반복적인 경험 및 직무훈련이 필요한 장소

: 해부학: 시신기증문제와 화약약품 처리비용 등으로 손쉽게 하지 못하는

신체해부 실습, 고소공포증 치료 등.

→ 현실세계에서 방문 혹은 경험이 불가능한 장소

: 태양계 및 바다속 경험

→ 위험훈련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소방화재경험, 재난안전경험, 교통안전경험 등.

→ 고가의 대형장비 도입 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장소

: 비행/운전시뮬레이터,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
1.2. 증강현실 사용이 학습요구에 부응하는지를 판단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사용이 가르칠 학습 단원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 적용가

능한지 확인하라.

→ 카데바실습(시신해부)을 실제로 실습하기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증강

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비행기의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를 분리할 수 없다면,

증강현실을 통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러갈 수 없다면, 증강현실로 경험이 가능한지 확

인하라.

→ 건물 안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없다면, 증강현실로 경험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2. 최적의 AR선정의 원리

: 풍부한 학습 환경을 위한 적절한 AR 하드웨어 및 AR 소프트웨어를 선택

한다.
2.1. 학습 목적에 따라 적절한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

웨어(콘텐츠)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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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 투과형 디스플레이(HMD) 기반 증강현실기기의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다. 주변/해당업체에서 대여/협찬이 가능한지 혹은 구매가 가능한지 확

인해라.

→ 투과형 디스플레이(HMD)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홀로렌즈(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글래스 BT-300(엡손), 구글 글래스

(구글)등과 같은 복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 M100, M300(뷰직스)등과 같은 단안식 AR 스마트 글래스

→ GPS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PDA, 모바일 내에 내재된 GPS사용,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 마커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장비

: QR코드, QR코드가 탑재된 플래쉬카드, 모바일, 아이패드 등과 같은 기

기 내에 내재된 카메라 사용

* 현재 투과형 디스플레이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학습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업체의

기술을 빌려서 만들거나, Medical AP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를 통해 교

수자·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위한 콘텐츠는 해당 앱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2.2.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직관적인 콘텐

츠를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여러 상황에서 적용이 쉬운 콘텐츠

→ PC, TV, 모바일 등에 미러링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 AR 어포던스가 높은 콘텐츠

→ 실제적 문제와 감각적 몰입을 통한 경험학습

→ 직접 조작 및 직접 경험을 통한 시각적학습

→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

→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

* 실행 및 조작법이 번거롭지 않은 콘텐츠

→ 학습자가 손쉽게 추가(add)하고, 삭제(remove)하고, 변경(change)할

수 있고, 음성인식이 훌륭한 콘텐츠
2.3.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예시

및

해설

* 콘텐츠의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콘텐츠를 선택하라.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콘텐츠를 준비한다.

→ 학습자에게 다양한 증강현실 경험을 주기 위하여 너무 많은 콘텐츠를

준비하면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된 경험을 못한다.

: 1개의 콘텐츠 당 최소 10분의 경험시간은 필요하다.
2.4. 성취기준의 달성에 있어 증강현실 콘텐츠가 교육적인지 점검

하라.
예시

및

해설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Heinich, et al., 2002)

①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는가?

②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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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가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④ 자료가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가?

⑤ 자료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하는가?

⑥ 기술적 품질이 좋은가?

⑦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⑧ 의도적인 편견이나 상업광고적인 성격이 없는가?

⑨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용법

숙달

3. AR 활용 숙달의 원리

: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 특성, 상황에 따라서 증강현실을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3.1. AR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성을 갖추어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의 차이점, 구성요소, 분류, 활용 분야 및

대표적인 사용 사례

* 교수자는 증강현실 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라.

→ 착용법·손동작 제스처 및 헤드(Head)사용법
3.2. AR경험부분과 지식습득 연결성을 판단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은 경험위주이기 때문에 지식습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결을 놓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법

(강의, 토론, 발표, 팀 활동, 자기성찰 등)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수업을 체

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달할 학습내용이 방대하여 수업시간이 부족

하다면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부분은 플립러닝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란, 전통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행해지던

수업과 교실 밖에서 행해지던 수업을 역전시킨다는 뜻으로, 수업 전에 교

수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교실 안에서

는 팀별활동, 토론,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을

뜻한다.

*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화하라.

→ 교육용 인체모형위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수술연습을 할 수 있다.

→ 교육용 심장모형과 증강현실을 통해 보이는 심장을 비교할 수 있다.

→ 교실의 한 벽면을 검정색종이로 어두운 밤을 연출하고, 태양계 콘텐츠

를 실행하라.

* 교육시나리오 및 역할극을 통하여 지식 습득부분을 극대화하라.

→ 상황학습
3.3.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학습자가 비슷한 출발점 능

력을 갖도록 필요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사용 시, 고려해야할 학습자 특성 유형

→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관한 사전지식

→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경험 유무

→ 시각적 지능 및 3D 프린터 경험 유무

* 학습도구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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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서베이, 몽키서베이, 벌소(온라인 설문 조사)

→ 소수의 학습자 면담(FGI)

* 필요한 사전 자료

: 문서형태보다는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

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준다.

→ 증강현실 기기(기기의 정보 및 손동작·헤드 제스처 및 음성 사용설명

서) 및 콘텐츠 정보(콘텐츠 구성, 사용방법, 결과물 등)
3.4. 정규수업에서 사용할 증강현실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소수의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라.

예시

및

해설

*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법 및 조작법에 미숙하다. 사전 경험기회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문성을 사전에 높이며, 콘텐츠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사전 경험기회를 통해 시간 추측이 가능하다.
3.5. 기술적 구현에 따른 다양한 증강현실 기기(하드웨어)와 콘텐

츠(소프트웨어)를 학습자가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라.

예시

및

해설

* 다양한 증강현실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라.

→ PDA/GPS 기반 증강현실

: Pocketmon (게임), Google’s SkyMap(태양계)

→ 마커기반 증강현실

: Mentira(언어), Animal 4D+(동물카드), MaqiPlanet(천문학)

환경

구축

4. 최적의 AR 활용 환경의 원리

: 증강현실 경험 및 학습이 발생하는 수업 공간 및 환경을 준비한다.
4.1. 학습자의 감각적 몰입을 통한 조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교수자의 눈에 학습자가 모두 들어오는 시야를 확보하라.

→ 증강현실 기기를 경험하는 장소의 의자 및 책상을 치우고, 경험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라.

→ 증강현실 기기의 손동작 간격을 확인하여 주변에 뾰족하거나 날카로

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라.

* 증강현실 기기와 콘텐츠가 하나 이상일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의 이름을 부착하라.
4.2. 증강현실 기기를 통한 가상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조

도를 확보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기는 조도에 매우 예민하다. 교실의 조도가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추가적인 가상의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증강현실 경험 공간은 120∼130(lx)정도가 적당하다.
4.3.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환경을 설계하라.
예시 * 증강현실기반 수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운영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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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

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라.

→ 최소 정규 수업 일주일 전에는 기기 및 콘텐츠의 상태를 확인하라.

→ 증강현실 기기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시켜라.

→ 기술적 테크놀로지(교사용 컴퓨터, 노트북, 증강현실 기기를 연결할

모니터 및 TV, 교실 내 AP 무선 환경, 콘센트 여부, 제스처디텍터 설치

가능성 유무 등)상태를 사전에 검토하라.

* 증강현실 콘텐츠가 PC/노트북 혹은 TV에 연결되어 학습 자료가 모든

학습자에게 미러링 될 수 있도록 하라.

실행

5. 능동적인 지식구성 촉진의 원리

: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구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목표 및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5.1.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목표

→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의학 교육·수술·진료 행위가 갖는 속성을 탐

색하고, 현재의 의학교육의 한계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사용될 수 있는 의료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

다.
5.2. 실제적인 문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AR경

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경험

→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심장을 현실 세계에 띄우고, 음성으로 심장을

180°돌려보기(Rotate).

→ 모베리오 BT-300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Ventricle과

Thalamus, Lymbic System의 관계를 확인해보기.
6. 시각지능 촉진의 원리

: 학습자의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시각지능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6.1. 시각적 해석 및 조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조작을

통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경험을 통한 시각적 활동을 제공하라.

→ 시각적·조작적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증강현실을 통해 반복적인 연

습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 의사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스스로 집도의가 되어서 실제 수술경험

을 하기는 쉽지 않다. 증강현실을 통한 시각적 조작을 통해 숙련된 의사

가 할 수 있는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6.2. 시각적 창조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시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라.

* 학습자가 증강현실 툴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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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

→ Aurasma, ARToolkit, Augment, HoloStudio (증강현실 제작 도구)
7. 협동학습 촉진의 원리

: 학습자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7.1. AR활동의 협동학습에 적합한 팀을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대부분의 학습자는 증강현실 기기 사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서툴기 때

문에 팀별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팀을 구성해야 한다.

→ 스테이션 1개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다.
7.2. AR 테크놀로지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체크리스트

를 제시하라.

→ 스테이션 당 학습자 개개인이 해야 할 학습을 모두 표기하라.

*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 전체적인 일련의 증강현실 경험에 대하여 개인 및 그룹의 활발한 의사

소통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기회(온/오프라인)를 제공해라.

→ GoodleDrive, Classting, Mentimeter 등 (의사소통 및 협업도구)

평가

8. 통합적 성취도 평가의 원리

: 증강현실 기기 경험과정과 지식습득을 통합해서 평가한다.
8.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습득 부분을 개인별 혹

은 팀별로 평가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포트폴리오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자기평가)

* 일반적인 시험 및 퀴즈를 통한 이론 등의 지식습득 평가(상대평가)

* 실시간 평가를 위한 도구를 통한 지식습득 평가(상대평가)

→ Socrative, Pingpong 등 (실시간 반응확인 도구)
8.2. 증강현실 경험부분(기기+콘텐츠)을 개인별 혹은 팀별로 평가

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 포트폴리오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자기평가)

→ 자기성찰일지에 관련하여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 제공

* 증강현실 경험 평가 (팀원·동료평가)

* 상호작용 및 협업을 위한 도구를 통한 실시간 평가 (팀별 평가)

→ Kahoot, Socrative, Pingpong 등 (실시간 반응확인 도구)

성찰

9. 지속가능개선을 위한 성찰의 원리

: 교수자는 AR기반 수업을 위해 최적으로 교수·설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및 형성적 수정을 한다.
9.1. 일련의 증강현실 기반 수업의 경험과정에 대해 학습자의 의

견을 수합하라.
예시 * 증강현실 기반 수업에 관한 장점·단점·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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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

→ 증강현실 기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의 난이도 및 완성도는 적당했는가?

→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 전체적인 증강현실 기기 경험 시간은 적당했는가?

* 전통적인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차별점과 장단점

→ 해부테이블을 활용한 해부실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해부실습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 플립러닝 수업과 증강현실 수업의 차별점과 장단점

→ 플립러닝으로 진행된 심장의 구조물 학습과 증강현실을 통한 심장 콘

텐츠 경험의 장단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9.2. 형성적 교수설계를 위해서 교수자는 성찰의 기회를 갖고, 다

음 수업에 반영하라.

예시

및

해설

*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해 최적의 교수·설계를 하였는지 교수자 스스

로 성찰.

* 이후 필요하다면 학습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한 후 다음 수업에 반

영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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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WEARER 모형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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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증강현실 기반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 WEARER 모형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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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mented reality enables learners to learn actively, enhances sensory 

immersion, interest and motivation, and supports learning by experiencing in a 

real 3D environment, which was only available in 2D through natural 

interface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apply to learning content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difficult to visualize, abstract learning concepts, high risk, and 

costly experiences and experiments. In recent year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pply the advantages of augmented reality to higher education classes 

as a tool to support effective learning due to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However, augmented reality in the education field, it is mainly used in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s one-time guidance or simple experience 

through workshops and seminars, and is mainly used for simple games and 

entertainment rather than professional content that can be effective in learning. 

In addition, although the selection and use of augmented reality devices and 

content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overall class when applying augmented 

reality to the classroom environment, there is still a lack of guid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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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how to design classes for augmented reality-based classes,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utilize and reflect the advantages of 

augmented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use the characteristics of 

augmented reality, a design principle for augmented reality classes is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structional 

principle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ugmented reality effectively in the 

context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unique learning experiences of 

learners generated through augmented reality. In particular, professors were 

allowed to understand the introduction and selection of augmented reality in 

classes and the utilization method of supporting a series of learning activities 

through the entire class design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1) to develop instructional principles for 

AR and (2)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eveloped instructional principles for 

the professor and the learner.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was adopted in this study and performed 

by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for initial instructional principles of 

augmented reality-based classes, literature review and initial expert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experts usability test, validation process and on-site 

validation were carried out for validation. 5 instructional design experts 

conducted four expert validation and 3 highly educated professors with 

experienc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ugmented reality classes participated 

in usability evaluation. On-site validation carried out pilot on-site validation 

and on-site evaluation, and on April 30, 2018, a pilot validation was 

conducted by 1 professor at S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9 learners at the 

class. In addition to 1 professor at S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16 

learners from the class participated in the on-site validation for four weeks 

from May 4th to May 25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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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of the study, ①Principle of Objective Consistency, ②Principle of 

Optimal AR Selection, ③Principle of AR Utilization Mastery,  ④Principle of 

Optimal AR Utilization Environment ⑤Principle of Active Knowledge 

Construction, ⑥Principle of Visual Intelligence Enhancement, ⑦Principle of 

Collaborative Learning Enhancement, ⑧Principle of Integrated Evaluation, ⑨
Principle of Sustainable Reflection, a total of 9 instructional principles were 

developed as instructional principles for AR class. In addition, a total of 24 

detailed guidelines were developed for each instructional principles to 

implement the principle. 

  As a result of site application, the classes applied with this instructional 

principles were helpful for learners' learning and were found to be useful 

instructional principles that guide professors to systematically design augmented 

reality-based classes. The WEARER conceptual model for augmented 

reality-based classes was also presented in addi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theoretical·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instructional design and practical strategy of 

augmented reality. As a follow-up study, various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principles, application study of principles in terms of 

diverse curriculum,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evaluation of AR  

Class were discussed, and suggested for the need for research on Instructional 

principles of augmented reality·mixed reality.  

Keyword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based learning, HMD AR 

Student ID: 2014-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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