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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공학 분야 직업훈련에서 체험, 실습 중심의 학습을 위한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훈련은 실제 

장비, 작업 환경과 유사한 학습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교육이 가능하고, 이는 학습자들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장비를 구

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이론 학습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습이 가

능한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들은 본 

콘텐츠에 높은 흥미와 몰입감,  인지된 학습 효과성, 만족도를 보였다. 

[Abstrac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irtual training contents has been increasing along with the emphasis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in engineering education. Virtual training makes repeatable sessions possible within safe learning environment which is very 
similar with real work place. This feature is very helpful to learners when they manipulate real machines back at work after studying with 
the virtual training con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otal Station and GPSS surveying」virtual training content 
focusing on both theory and surveying practice within various circumstances and  to explore learners experience. Results show high 
interest, immersion,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to th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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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CES(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의 주요 테마

는 가상현실, 자동주행자동차, 드론이었다[1]. 작년 CES에서 

가상현실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

은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가상현실 관련 기술, 플랫폼 등

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박물관, 군사, 재활, 교육 분야 등에서 다양

하게 가상현실을 접목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항공기 조립 및 도색 공정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비용 절감 등의 효

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조종사 훈련, 전투

기 시뮬레이션 증에서 가상현실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 영

역은  아직 제한적이다 [2-4]. 
가상현실의 장점은 사용자에게 높은 몰입감과 실재감을 경

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현실을 교육 

및 훈련에 접목하였을 경우 높은 몰입감과 개별화된 상호작용

을 통한 학습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텍스트와 2D 자료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거나 부족한 학습 내용, 고위험·고가 장비 

교육 등의 영역에 매우 효과적이다 [5, 6]. 
기술공학 분야 직업훈련에서 체험, 실습 중심의 학습을 위한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훈련은 실

제 장비, 작업 환경과 유사한 학습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안전하

게 교육이 가능하고, 이는 학습자들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장비

를 구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가상현

실 기반 철강 공정 조업 교육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7] 에서

는 철강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 설비를 모사한 가상설

비, 운전자 HMI (Human Machine Interface)를 모사한 가상 

HMI, 운전자 Control Panel을 모사한 가상 조작반으로  구성된 

철강 공정 가상현실 조업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실제 관련 교

육기관에서 활용한 바 있다. PC, 스마트 패드에서 동작하는 가

상현실 기반 단계별 학습을 통한 자동차 정비 훈련 시스템이 개

발된 사례도 있다[8]. 증강현실 기반 자동차 매뉴얼 콘텐츠가 

사용자 학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9]에서는 증강현실 기

반 콘텐츠가  일반 책 형태의 매뉴얼보다 사용자들의 몰입, 물
리적 실재감, 능동적 참여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이론 학습과 다양

한 상황에서의 실습이 가능한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

한 측량」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Ⅱ.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

츠 개발

2-1 콘텐츠 개요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콘텐츠는 측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범용화된 측량 장비인 토탈스테이션 운

용법을 익힌 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측량 실습을 가능하게 하

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본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토탈스테이션과 GNSS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교육, 둘째, 시나리오 기반 토탈스테이션과

GNSS의 작동 원리 교육, 셋째, 공사장, 임야, 도로, 농지 등으로 

구축된 가상공간을 선택하여 기본 측량, 거리/각도 측량, 면적 

측량 등 9가지 측량을 학습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반복 실습

이 있다. 
고가의 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가상의 환경에서 직접 실습

해보는 것에 초점을 둔 본 콘텐츠에서는 실습에 자유도를 부여

하여 학습자가 실습 환경, 실습 항목 등을 직접 정하고 결과 화

면에서 목표 수행 결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습은 각도측량, 원격고저측량, 
거리측량, 후방교회법, 좌표측설, 정지측량, 대변측량, 면적측

량, 좌표측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실습 항목

을 선택하면 실습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기기의 각 부분과 버튼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

는 특성을 반영하여 각 버튼 당 수치 증가와 감소를 +, -로 눈에 

띄게 구분하고, 회전 방향 표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부분

이 작동되면 스크립트에서 각 버튼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였

다. 실제 기기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버튼의 디자인

에 기기의 작동 부분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2-2 개발 기술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 데스크톱, 콘솔등 다양한 플랫폼

에서 동작이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 측량콘텐츠를 구축하기 위

해 Unity 3D를 이용하였다.  측량콘텐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객체들은 3D max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후 사실감을 증가시키

기 위해  포토샵 등을 이용한 텍스쳐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대상

물체에 Unwrap UVW 로 텍스쳐 매핑하였다.  그림 1은 3D max 
를 통해 모델링한 객체에 Biped를 스킨작업한 후 Unwrap UVW
로 매핑한 후의 교육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현실감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텍스쳐 매핑 뿐 아니라, 지형데이터

의 전처리, 도로 및 지형지물의 제작, 모델의 단순화,  LOD 
(Level of Detail)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형데이터

는 3 차원 좌표계를 기반으로한 메쉬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

성된 메쉬들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메쉬 

수를 줄이는 간략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상현실 내에 있는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상 객체들을 아바타, 동적객채, 정적객체로 나누어 개발하였

다.  강의자의 터치 위치 및 마우스 포인터 등을 아바타로 정의

하였고, 사용하는 장비들 및 결과 이미지들을 동적객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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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배경등과 같이 고정된 객체를 정적객체로 설정

하였다. 강의자는 터치스크린 내에 존재하는 동적객체를 누름

으로 원하는 객체를 활성화, 이동 또는 조작한다. 

그림 1. 텍스쳐 매핑 후 구축한 교육환경

Fig. 1. Educational environment after Texture 
Mapping

2-3 콘텐츠 화면 구성 

1) PC/WEB 버전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콘텐츠는 

PC/WEB버전과 Smart Pad 2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습 

및 실습 내용은 동일하나 UI상에 차이가 있다. PC/WEB버전의 

화면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PC/WEB버전의 메인 

화면으로 토탈스테이션 이론, GNSS 이론, 통합 지형에서 두 가

지 기기를 사용하는 실습 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PC/WEB버전 

메인 화면 

Fig. 2. Total Station and GNSS PC/WEB Main Screen

그림 3은 토탈스테이션 이론 화면이며 각부 명칭, 설치법, 측
정 기능별 작동원리를 알기 쉽게 3D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림 3. 토탈스테이션 이론 화면

Fig. 3. Total Station and GNSS Theory Screen

    그림 4는 GNSS 이론 화면이며 측량 방식, 위성 신호를 이

용한 측량 원리, GNSS 의 역사에 대해 도식화된 이미지와 애니

메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GNSS 이론 화면

Fig. 4. GNSS Theory Screen

-+

   그림 5는  측량 실습 선택 화면으로 토탈스테이션과 GNSS
를 이용한 9가지 주요 측량기법을 실습하기 적합한 요소들을 

통합한 하나의 지형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 측량 실습 선택 화면

Fig. 5. Surveying Practice Choice Screen 

  그림 6은  9가지 측량 실습 중 하나인 거리 측량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으로 실습에 필요한 기기의 특정 부분들의 정확한 조

작을 위해 별도의 2D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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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 측량 예시 화면

Fig. 6. Distance Surveying Screen 

  그림 7과 같이  해당 실습마다 튜토리얼 ON/OFF 모드가 제

공되며,  튜토리얼 모드 ON 시 측량 단계별로 스크립트와 팝업

으로 측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7. 실습 튜토리얼 ON 모드 화면

Fig. 7. Practice Tutorial ON mode Screen

  그림 8은  튜토리얼 OFF 선택 시 화면으로, 주어진 기기 작

동 인터페이스 상에서 자유롭게 기기를 동작해 볼 수 있고 주어

진 측량과제 수행 후 실습 종료 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

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그림 8. 실습 튜토리얼 OFF 모드 화면

Fig. 8. Practice Tutorial OFF mode Screen
 

2) Smart Pad 버전 

Smart Pad 버전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림 9와 

같이 기본적으로 PC/WEB 버전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콘텐

츠가 PC버전과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멀티터치를 이용

한 카메라 조작과 장비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9. Smart Pad 버전 UI 
Fig. 9. Smart Pad version UI

\

Ⅲ. 사용자 평가

3-1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

량」  훈련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21
명의 공학 전공 대학생들이 사용자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자들의 평균 연령은 23.4세였다.  16명이 남학생이었고, 5명은 

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사용성 평가, 
게임 평가, 시뮬레이션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2
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vt.ekoreatech.ac.kr에서 

WEB버전 콘텐츠 사용 방법, 사용자 평가를 위한 미션 리스트

를 설명하고, 일주일 간의 평가 기간을 주었다. 평가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집, 학교 등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가

상훈련 콘텐츠를 학습하고 실습하며 느낀 바와 장,단점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자는 가상훈련 콘텐츠

사용 경험에 관한 Google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평가 참

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3-2 설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

량」  훈련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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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결과 요약표 

Table. 1. Summary of Survey Results

No.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1 Interest 3.95 .86

2 Interest for other VT content 4.14 1.06

3 Easiness of Operation 3.76 1.14

4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4.09 .70

5 Frustration 2.61 1.07

6 Mental Stress 2.14 1.15

7 Immersion 3.76 .83

8 Recommendation to others 3.86 .79

9 Eager to learn more 3.76 1.09

10 Naturalness of Interaction 3.62 1.02

11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compared to E-learning Content 4.23 .49

12 Satisfaction 3.62 .98

3.2.1 흥미

81%의 참여자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가 흥미롭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95(표준편차 .86) 로 나

타났다. 

그림 10. 흥미 설문 결과 

Fig. 10. Interest Survey Result

3.2.2 다른 가상훈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

81%의 참여자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을 학습한 후에 다른 가상훈련 콘텐츠도 체험해보고 싶은 관심

이 생겼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14(표준편차 1.06)로 나타

났다. 

그림 11. 다른 가상훈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 설문 결과

Fig. 11. Interest for other VT content Survey 
Result  

3.2.3 조작의 편의성

62%의 참여자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는 조작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76(표준

편차 1.14) 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조작의 편의성 설문 결과

Fig. 12. Easiness of Operation Survey Result

3.2.4 인지된 학습 효과성

90%의 참여자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는 토탈스테이션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

으며, 평균은 4.09(표준편차 .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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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지된 학습 효과성 설문 결과

Fig. 13.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Survey 
Result 

3.2.5 혼란스러움

참여자의 28%만이「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

량」콘텐츠를 사용하는 동안 혼란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2.61(표준편차 1.07)로 나타났다. 

그림 14. 혼란스러움 설문 결과

Fig. 14. Frustration Survey Result 

3.2.6 스트레스

참여자의 14%만이「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

량」콘텐츠를 사용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하였으

며, 평균은 2.14(1.15) 로 나타났다. 

그림 15. 정신적인 스트레스 설문 결과

Fig. 15. Mental Stress Survey Result 

3.2.7 몰입감

참여자의 62%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를 사용하는 동안 몰입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
균은 3.76(표준편차 .83)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몰입감 설문 결과

Fig. 16. Immersion Survey Result

3.2.8 타인에게 추천

참여자의 81%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평
균은 3.86(표준편차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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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타인에게 추천 여부 설문 결과

Fig. 17. Recommendation to others Survey Result 

3.2.9 더 배우고픈 흥미 유발

참여자의 72%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를 학습한 후 토탈스테이션에 대해 더 배우고픈 흥미를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76(표준편차 1.09)로 나타났

다. 

그림 18. 더 배우고 싶은 흥미 유발 여부 설문 결과

Fig. 18. Eager to learn more Survey Result 

3.2.10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참여자의 62%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 내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은 3.62(표준편차 1.02)로 나타났다. 

그림 19.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 설문 결과

Fig. 19. Naturalness of Interaction Survey Result 

3.2.11 이러닝 콘텐츠 대비 학습 효과성

참여자의 85.7%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

량」콘텐츠가 이러닝 콘텐츠에 비해 학습 효과성이 높다고 생

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23(표준편차 .49)로 나타났

다. 

그림 20. 이러닝 콘텐츠 대비 학습 효과성 설문 결과

Fig. 20.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compared to E-learning Content Survey Result

3.2.12 만족도

참여자의 75%가「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이용한 측량」

콘텐츠가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62(표준편

차 .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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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만족도 설문 결과

Fig. 21. Satisfaction Survey Result 

3-3 사용자 의견 분석

3.3.1 조작의 편의성

많은 참여자들이 콘텐츠 조작의 편의성을  본 콘텐츠의 장점

으로 꼽았다. 
 
“보다 쉽게 차근차근 조작 방법과 측량방법을 익힐 수 있었

다. 또한 육체적 부담감이 없어 학습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

었다.”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3.3.2 실제 장비와의 유사성

본 콘텐츠와 실제 장비 간의 유사성이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참여자들이 많았다. 

“실제 기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실습에 흥미가 

있었다.”

3.3.3 반복 학습 

학습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참여자들

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게 좋

았다.”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가상현실기술을 통해 반복학습을 하다 보니 빠르게 배울 수 있

었다.”

3.3.4 활용 가능성

“3D 화면에서 부분부분 자세하게 확대가 되고 설명을 볼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실제로 구동하는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가 있는점도 좋았다.”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직접 실습할 때 도움

이 될 것 같다.”

3.3.5 자기주도성

본 콘텐츠의 경우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학습과 실습을 이끌어간다는 

점을 많은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마우스대로 콘텐츠가 작동한 것이 좋았다.”
“콘텐츠의 시점을 마우스로 자신이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튜토리얼 모드를 직접 설정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3.3.5 실험, 실습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비

를 가상의 환경에서 스스로 조작하는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참여자들이 장점으로 꼽았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실험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실제로 안보고 각 부위랑 다 설명보면서 알 수 있어서 좋았

습니다. 튜토리얼을 통해 한번 따라해보고 할수있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구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접하기 힘든 기기를 쉽게 접하고 조작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3.3.6. 언제, 어디서나

실습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

다는 점도 본 콘텐츠의 장점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집이나 도서관 등 장소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

았습니다.

Ⅳ. 결론 및 제언

공학분야 교육·훈련에도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현업적용도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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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고가 장비인 토탈스테이션과 GNSS를 활용한 측량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다양한 측량 실습이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본 콘텐츠는 PC/WEB 버전과 

SmartPad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토탈스테이션과 GNSS 장
비 및 구성품에 대한 교육, 시나리오 기반 토탈스테이션과 

GNSS의 작동 원리 교육,  공사장, 임야, 도로 등 다양한 가상 공

간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9가지 측량에 대한 반복 실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고가의 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가상의 환

경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것에 초점을 둔 본 콘텐츠에서는 실습

에 자유도를 부여하여 학습자가 실습 환경, 실습 항목 등을 직

접 정하고 결과 화면에서 목표 수행 결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실제 기

기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버튼의 디자인에 기기의 작

동 부분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평가에서 사용자들은 높은 흥미, 

몰입, 인지된 학습 효과성,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사용

자들은 조작의 편의성, 실제 장비와의 유사성, 반복 학습, 실제 

장비에의 활용성, 자기주도성, 실험&실습 위주, 언제 어디서나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본 콘텐츠는 건축 분야 재직자, 구직자, 전공 학생들의 교육

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장비 실습 전 사전 교육이나 장

비 실습 후의 복습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본 콘텐츠

의 활용을 통해 실습 장비 투자 비용 감소, 학습자 흥미 유발, 교
육 효과성 증대, 만족도 향상, 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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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KAIST (Ph.D-기계공학)

2004년～2006년: 삼성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

2006년～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가상현실, 햅틱스, 센서/액츄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