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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가상 실의 시 가 다시 각  받고 있는 시 에서 콘텐츠 확산을 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   1차 면역 반응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VR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 다. VR 게임으로 구 하여 학습자가 직  몸속에 들어가 1차 면역 반응을 체험

하도록 개발하 다.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해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게임을 하며 학

습할 수 있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한 최근 디지털 교과서에서 VR/AR 콘텐츠가 제공되기 시작

하여 가상 실 기술의 교육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다.

1. 서 론

가상 실(Virtual Reality: VR)이란 컴퓨터 등을 사

용한 인공 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

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1]. VR 기술은 1980년  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 고 2014년 소니, HTC 등이 PC와 

게임기에 제품을 발표하고 구 과 삼성 자가 모바일 

기반의 제품을 선보이며  보 이 시작되었다[2]. 

재 멀티미디어나 게임 등 엔터테이먼트 분야에서 다

양한 VR/AR(Augmented Reality) 컨텐츠가 개발 진행

이며 [그림 1]과 같이 교육 산업에서의 활용도 상

된다[2].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2018년

도부터 등학교 3, 4학년과 학교 1학년에서 VR/AR

을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시작되었다[3]. 

생명과학 과목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배운다. 과 그림을 이용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은 학습자 스스로가 그 개념을 추상

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오개념을 형

성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상이 에 보이지 

않아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최근 활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교과서에서 VR 콘텐츠로 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

와 다면 자기 주도 학습을 돕고 학습자의 흥미와 학

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 2025년 VR/AR 시장 측[2]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  

 1차 면역 반응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VR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 다. 1차 면역 반응이란 비

특이  면역반응으로 우리의 몸이 밖에서 들어온 바이

러스를 백 구가 죽이는 반응을 이야기한다[4][5]. 본 

연구에서는 염증 반응 히스타민 분비   팽창 

식균 작용의 과정을 VR 게임으로 구 하여 학습자

가 직  몸속에 들어가 1차 면역 반응을 체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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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4][5].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해 게임이

라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게임을 하며 재미있

게 1차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순서와 이 때 어떤 일이 

우리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지 알 수 있다. 게임 단계

는 히스타민을 모으는 단계와 백 구가 세균을 죽이는 

단계로 총 2 단계로 이루어진다. 게임의 단계가 하나 

끝날 때 마다 간단한 문제를 풀어 문제를 맞힐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과학 분야의 VR 기술 기반 어 리 이

션에 해 분석하 다. 첫째, CoSpaces edu(https:// 

edu.cospaces.io/)는 다양한 장소를 VR로 구 하여 체

험할 수 있다. 학습자가 만든 조형물을 학생들끼리 공

유하여 확인가능 하며 교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으

로 학생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 과학과 같

이 구체 인 3D이미지가 필요한 과목에 이 어 을 이

용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VR Human Brain(http:// 

www.edulusvr.com/)은 실제 뇌와 유사하게 생긴 3D

이미지의 뇌가 검은 화면에 떠있다. 손가락을 이용하

여 화면을 움직이면 그에 따라 뇌를 바라보는 시 이 

옮겨진다. 시 에 따라 뇌의 겉모습을 볼 수 있다. 셋

째, 꿀 꿀  뱃속 탐험(http://www.circusar. com/)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을 우리 몸 안으로 직

 들어간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이다. 

소화 과정의 각 부분에는 2명의 해설자가 나와 서로 

화하며 학습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다. 넷째, 깨비키

즈 리과정(http://www.kebikids.com/)은 바다 속 풍

경, 탈 것, 그리고 태양계 VR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을 

하기 에 학습 동기나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 일 

것이다. 하지만 깊은 내용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부족

하다. 학습자가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람

하는데 그쳐 아쉽다.

기존의 VR 학습 어 리 이션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기 어렵다. 부분의 어 리 이션들은 학습자

가 원하는 곳을 둘러 볼 수 있어 학습자의 몰입도가 

증가하는 반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자기 주도  학

습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에 련 

연구에 한 장단 을 기술하 다.

3. VR 앱의 요구 분석과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앱 개발을 해 요구분석 후 설계하

다. [그림 2]는 개발한 앱의 DFD(data flow 

diagram)이다. 1차 방어 작용에 한 개념 학습을 진

행한 후, 게임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인지 

오답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 에 맞게 다른 문제를 해

결한다. 

어 리 이션 

이름
장 단

국

외

CoSpaces 

edu

직  만든 조형물 

공유 가능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공간 제공

별도의 장비 없이 

수업에 용 가능

조형물이 단순함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있지 않음

VR 

Human 

Brain 

3D 이미지가 

구체 임

다양한 각도에서 

뇌를 볼 수 있음

각각으로 쪼개서 

상을 확인 할 수 

있음

확인한 것을 직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음

유료

선택한 상이 

사라지고 가려진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선택한 

상만 볼 수 없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있지 않음

학습 내용이 

구체 이지 않음

국

내

꿀 꿀  

뱃속탐험

(VR)

 재 진행 치를 

알 수 있음

해설자가 화하며 

설명을 해

학습 내용이 

구체 이지 않음

보는 것의 

반복으로 지루함

학습 연령 가 

낮음

깨비키즈 

리과정 VR

바다 속, 탈 것, 

태양계로 구분됨

VR환경에 맞는 

BGM이 나와 

몰입감을 높임

360○ 화면을 

둘러보는 것이 

부여서 지루함

학습 내용이 

구체 이지 않음

학습 연령 가 

낮음

<표 1> 국내․외 어 리 이션의 장단  

그 후에 다른 슈  게임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

하고 수는 장하고 결과를 출력하며 학습을 종료한

다.

[그림 2] 1차 방어 작용 앱의 DFD 

앱의 체 인 구조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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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앱의 이름과 함께 조작 

방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문구와 화살표를 

이용해 사용자가 어느 

쪽을 야 하는지 

알려 다.

컨트롤을 연습할 수 있다.

<똘똘이를 만나러 출발!> 

버튼을 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개념 설명>

고정 문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장 먼  보는 

화면이 무엇인지 

암시한다.

<똘똘이와 화하기> 를 

르면 화창이 뜨고 

화를 하면서 1차 방어 

작용에 해 학습한다. 

다음 학습해야 하는 

방향을 알려 다. 

<히스타민 모으기 게임>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게임 방법을 알려 다.

<게임방법>

히스타민을 받으면 +10

병원체를 받으면 –10 

폭탄을 받으면 생명 –1

시간이 다 되었는데 50

미만이거나 생명이 0이면 

실패.

게임 실행 화면으로 

상단의 목숨, 시간, 

수와 하단의 그릇은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360도 돌면서 게임이 

진행되며 각각의 오  

젝트는 원 모양으로 

랜덤하게 떨어진다. 

<병원체 죽이기 게임>

이 게임을 통해 학습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인지 확인한다.

게임 방법을 배운다.

<게임 방법>

병원체를 죽이면 +10

백 구를 죽이면 –10

폭탄을 쏘면 생명 –1

시간이 끝났을 때 수가 

100이만 이거나 생명이 

부 소진되면 실패

앞에서 배운 내용을 요  

정리를 통해 복습한다.

<게임 2단계 하러가기!> 

를 터치하면 게임2가 

시작된다. 

360도 돌면서 총알을 

쏘아 오 젝트를 맞추는 

게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 젝트의 

양이 늘어난다. 

게임이 끝나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보여주며 

백 구의 식균작용을 

만화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그림 3] 1차 방어 작용 앱의 구조도

4. 앱의 구현

본 연구에서는 VR 콘텐츠를 제작하기 한 개발 엔

진으로 유니티(Unity)를 사용하 다[6][7][8]. 유니티 개

발 환경에서 로그래  언어로 C#을 사용하 다. 앱

의 든 장면에 VR Main 요소가 필요하다. VR Main은 

Google Cardboard SDK에서 필요한 컴포 트를 추출

하고, 유니티의 Main Camera 컴포 트와 결합한 요소

이다. VR Main은 앱 실행 시 가상 실에서 이어

의 시 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요한 요소이다. VR 

Main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으로 빌드

하기 하여 JAVA의 JDK와 Android 각 버 의 SDK

도 필요하다. 안드로이드의 SDK는 Android Studio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발한 앱의 주요 화면  기능은 다음 <표 2>와 

같다. 메인 화면, 개념 설명, 

5. 결론 및 논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어, 수

학, 과학 과목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디지털교과

서는 온라인으로 배부되며 VR/AR 콘텐츠가 포함된다. 

그동안 교과서 그림 는 동 상, 웹에서의 멀티미디

어 자료와 같은 교육 매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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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VR/AR 교

육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는 자기 

주도 으로 스스로 개념을 학습하고 구조화할 때 오개

념을 가지게 될 기회를 일 수 있게 된다[9].  

에드거 데일(Edgar Dale)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모형에 따르면, 학습자는 학습 방법에 따라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가 다르다. 배우고 난 후 2

주 뒤에 기억하는 정도는, 텍스트를 읽기만 한 경우 

10%, 내용을 들은 경우 20%, 이미지를 본 경우 30%, 

내용을 보고 들은 경우 50%, 말하고 은 경우 70%, 

직  경험해보는 경우 90%이다. 이와 같이 개념을 배

우는 데 있어서 경험의 요성은 매우 높다[10]. 본 연

구의 결과물인 가상 실 1차 방어 작용 학습 앱을 통

해 학습이 이루어지면, 가상 실을 통해 직  학습하

려는 상과 상호작용하므로 기억에 더욱 오래 남게 

되고 학습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최종 으로 학습자

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11].

바야흐로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가상 실 

기술에 이목이 집 되고 있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2016년에 가상 실(VR)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

를 발표하고 정부에서도 가상 실 콘텐츠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이와 같이 가상

실의 시 가 다시 각  받고 있는 시 에서 콘텐츠 확

산을 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며 가상 실 기

술을 교육 콘텐츠에 용함으로써 가상 실 기술의 교

육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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