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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치의학 교육을 위한 부정교합 진찰용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교합 진단을 위해서는 치아모형을 사실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치아모형을 손으로 
쥐고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치의학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4단계 모델
링 절차를 적용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학습자의 숙달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지각되
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HMD를 착용하고 진단을 하도록 했다. 이 연구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학년
(29명), 4학년(29명), 치의학 전공의(28명)이 참여했으며, 두 가지 증례에 대한 진단활동을 통해서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을 측정했다. 과제부하에 대한 검증에서 3학년이 전공의보다 더 많은 정신적 요구량과 당혹감을 
지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때 숙달수준에 따라서 지각하는 과제부하가 달라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사용용이성(구강모형의 조작, 오류수정, 오류인식)에서 4학년이 전공의보다 더 높
은 용이성 지각을 보여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전문 훈련용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한 함의점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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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virtual reality simulation for malocclusion 
examination for dental education. A 4-step modeling procedure was applied to develop a tooth model 
with a realistic level in order to be held and observed in detail. Eighty-six participants used HMDs to 
examine the developed virtual dental simulation to identify their perception according to expertise 
levels. The independent variable, expertise group, included three levels: 29 juniors, 29 seniors, and 28 
dentists, respectively. The 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task-load and usability, were measured 
through two cases. Results showed that the junior group perceived a higher level of mental demands 
and embarrassment than the dentist group. It indicated that the perceived task load varies according 
to the expertise levels in the simulation task. However, the senior group perceived a higher level of 
ease of use than the dentist group. This study presented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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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전문 훈련용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 그래픽 등

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상호작용 기반의 조작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적용환경에 와 있는 것 같은 실재감
을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이다[1]. 이와 같은 고도의 실
감성 때문에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능
동적인 학습개입을 유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2]. 또한 
사실적인 적용환경을 가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가상현실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효과적인 
훈련도구로 활용된다. 그래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의료분야와 같이 복합적인 수행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자는 입체적인 지각이 
가능한 적용환경에서 객체를 직접 움직이는 등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객체를 직접 조작하
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햅틱 시뮬레이
션(haptic simulation)이라고 한다. 햅틱 시뮬레이션
은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런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는 동작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
다[3]. 사용자의 동작을 통해서 가상환경과 상호작용을 
제어하기 때문에 숙달훈련이 필요한 치의학 분야에서
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4][5].

특히 치의학 분야에서 임플란트, 발치 등의 술기를 
학습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
려는 연구[6-10]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은 전공의들의 손과 눈의 협응력, 촉각이나 미
세운동능력 등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되
고 있다[8]. Simodont®, Dentsim™, Voxel Man과 
같은 햅틱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상용화된 훈련 도구가 
활용되고 있고, 여러 연구[13][14]에서 치의학 분야의 
훈련용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활용효과를 검증했다. 

2. 치과 진단용 시뮬레이션의 개발
치의학 분야 중에서도 부정교합의 진단영역은 훈련

용 시뮬레이션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분야이다. 부정
교합은 치아의 배열에 이상이 있는 모든 증상을 의미한

다[11].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가 부정교합을 진단을 위
해서 교합선을 맞춰보거나 치아모형을 손에 쥐고 돌리
거나 뒤집는 동작을 통해 진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러한 진료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작
경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임상진단을 위한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을 구현할 때는 필수적으로 햅틱 상호작용 기
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부정교합 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교정 수술이나 교정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다[12][13]. 부정교합 진단이나 치료계획을 
세우는 햅틱 기능을 적용한 임상적인 훈련 목적의 시뮬
레이션의 사례는 드물다. 

부정교합을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 증
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 개인마다 부정교합의 정도
가 매우 다르므로, 훈련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증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치의학교육에서는 증례
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석고모형을 주로 사용하지만
[14][15], 석고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증
례를 구현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석고모형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변형과 파손이 쉽게 발생하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1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교합 석고모
형을 디지털 3D 모형으로 변환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적용하고자 한다[14]. 더 나아가 3D 모형으로 만
든 석고모형을 디지털 장치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15]. 그렇지만 석고모형을 가상현실 기반
으로 구현해서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효과적인 가
상현실 기반의 부정교합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부정교합 증례가 구현된 3D 객체를 사실
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6].

3. 사용자의 숙련수준에 따른 과제 수행
사용자의 숙련수준이나 전문성은 훈련용 시뮬레이션

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7][18].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숙련도는 해당 영
역에 대한 스키마의 형성(schema construction)과 자
동화(schema automation)로 설명할 수 있다[19]. 스
키마는 서로 연관이 있는 지식의 연결망으로, 관련된 
지식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처리의 효율성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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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역에 대한 수행에 대한 자동화 수준이 높고, 효
율적으로 인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성
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적은 정신적 노력을 투입해
도 동일한 수행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20].

그런데 의학 영역에서 진단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요
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임상 상황과 
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인지부하를 경
험하기 쉽다[21]. 이러한 상황에서 초보자는 전문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지부하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수행 및 학습 효과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22][23]. 학
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훈련방식의 효과도 달라
질 수 있다. 초보자에게는 효과적인 방법도 전문가에게
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성 역전 효
과(expertise reversal effect)라고 한다. 이것은 학습
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교수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전문성 역전 효과는 학습 프로
그램이 제공하는 과제가 학습자의 숙련도 수준과 맞지 
않거나, 학습자의 인지적 도식과 충돌하여 발생한다
[24]. 이러한 경우 초보자를 위한 학습 설계는 전문가에
게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25]. 따라서 
인지부하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서
로 다른 교수설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26][27]. 전
문성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사용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인지부하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
지를 살펴야 한다.

4.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치의학 같은 전문 분야를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을 개발할 때는 부정교합 증례구현의 사실성과 더불어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교합 진단 훈련 시뮬레이션의 실제 수행과정
에서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이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정교
합 진단훈련을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숙련 수준에 따른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에 사용될 부정교합 구강구조의 3D 오브젝트를 모델
링하여 개발하였다. 그 후 개발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학습자의 숙련 수준에 따른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부정교합 진단훈련을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에 사용될 부정교합 구강구조의 3D 오브젝트 개발의 
수행 절차는 어떠할 것인가?

둘째, 개발된 3D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가상현실 기
반의 부정교합 진단 시뮬레이션에서 과제부하와 사용
용이성의 차이는 학습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인가?

Ⅱ. 3D 모형의 개발

부정교합 케이스 구현은 3D 모델링의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그림 1]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28]. 
첫째, 형태 모델링 단계는 부정교합 케이스에 해당하는 
3D 모델링의 형태를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단계이다[29-31]. 둘째, 표면 매핑 단계는 3D 모델링
의 표면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색상과 무늬 등의 
이미지를 입히는 단계이다.

그림 1. 모델링 단계

셋째, 쉐이더 설정 단계는 표면 매핑 단계에서 설정
한 표면의 색상이 빛을 받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
는지를 설정하는 단계로 표면의 질감을 보다 사실적으
로 구현하는 단계이다[32]. 마지막으로, 케이스 적용 단
계는 구현된 3D 모델링에 부정교합의 세부 특징을 적
용하여 각 증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1. 형태 모델링
치의학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및 3D 프린팅을 통한 

증례 제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강모형의 3D 모델
링을 제작하기 위해 실제와 유사한 구강모형인 덴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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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D 스캔하거나, 실제 환자의 CT 사진을 사용한다
[29-31]. 본 연구의 형태 모델링 단계에서는 덴티폼을 
치과용 3D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
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덴티폼에 빛반사를 차
단하는 스프레이 용액을 균일하게 입혀 스캔의 정확도
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이후 덴티폼의 완전한 형태를 
스캔하고, 치아와 구강을 분리한 후 다시 스프레이 용
액을 입힌 후 스캔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강
구조를 변경하고 증례를 구현하기 위해 그 구조를 자유
롭게 분해 및 조립할 수 있는 모델링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출력된 3D 모델링은 치과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exocad)를 통해 .stl 확장자로 추출되었다. 출력된 3D 
모델링 파일은 3ds Max를 통해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
는 전처리 작업을 통해 [그림 2]과 같은 형태의 모델링
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2. 모델링된 구강모형의 형태

2. 표면 매핑
표면 매핑 단계에서는 구강모형의 표면에 입혀질 이

미지를 제작하였다. 구강 표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치아의 색깔과 잇몸의 시각적 특징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Blend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용하였
다. 특히 반투명한 잇몸을 구현하기 위해 핏줄과 잇몸 
아래의 치아 뿌리를 색깔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이미지
는 형태 모델링 단계에서 제작된 구강모형의 표면과 대
응되는 2D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쉐이더 설정 단
계에서 실제로 모델링에 적용되었다.

3. 쉐이더 설정
쉐이더 설정 단계는 구강모형의 빛 반사나 질감과 같

은 시각효과를 설정하는 단계로 Unity3D 소프트웨어
에서 진행되었다[37]. 실제 사람의 구강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여 약간의 광택을 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쉐이더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Unity의 HDRP/Lit 쉐이더 설정을 이용하였고, 표면 
타입은 불투명(Opaque)하게 하였다. 표면 매핑 단계
에서 구현된 표면 이미지를 적용하고, 빛 반사를 조정
했다(구강: Matallic 0.0, Smoothness 0.8, UV0; 치
아: Matallic 0.0, Smoothness 0.9, UV0). 표면 매핑 
단계와 쉐이더 설정 단계를 통해 구현된 3D 모델링은 
[그림 3]와 같다.

그림 3. 구강모형의 질감 구현

4. 케이스 특성화
케이스 특성화 단계는 부정교합 증례 별 특징을 3D 

모델링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구현할 부정교합 증례 유
형에 따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Unity3D 내
에 반영하였다. 구강모형을 이루는 윗턱과 아래턱, 치아
의 각도와 위치를 조정하였다. 조정 과정에서 소아치과 
전공의 3명의 피드백을 받아 사실성을 확인하였다. 케
이스 적용 단계를 통해 구현된 부정교합 증례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부정교합의 증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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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광역시 소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과 전공의 총 86명(여성=51명, 남성=35명)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모집되었다. 집단별 구분으로는, 치전
원 재학생 3학년 29명(여성=17명, 남성=12명), 4학년 
29명(여성=16명, 남성=13명), 전공의 28명(여성=18
명, 남성=10명)이었다. 전공의 집단은 레지던트 1년차 
15명, 2년차 5명, 3년차 8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
은 집단별로 3학년 집단 27.79세(표준편차=2.86), 4학
년 집단 27.55세(표준편차=2.92), 전공의 집단 31.21
세(표준편차=2.56)이었다.

2. 실험자료 개발
2.1 개발과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료는 [그림 5]와 같은 과

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개발은 설계-개발-평가의 과정
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에 걸쳐 치과대학 전공
의 3명의 검토를 받았다. 실험자료는 Unity 3D 
2019.3.0 버전의 Universal Render Pipeline 환경에
서 개발되었으며, Oculus Rift S를 사용하였다. 
Oculus Rift S의 Head-Mounted Display(HMD)의 
해상도는 1280*1440px이며, 시야각은 110도 이상이
다.

그림 5. 부정교합 시뮬레이션 개발 과정

2.2 설계 단계
시뮬레이션의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의 

전체 구성과 각 장면에 포함될 구성 요소를 결정하였
다.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2개의 부정교합 증례를 포함
하며, 각 증례 별로 확인문제를 제공하여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현 케이스 선정 및 분석 단
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 포함될 부정교합 증례를 선정
하고, 구현할 세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현 케이스는 
소아 부정교합 증례 중 대표적인 사례 2건을 부정교합 
분류에 따라 선정하였다.

2.3 개발 단계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가상현

실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할 가상 진료실 환경을 구현하
였다. 가상 진료실 환경은 7x9m의 방과 원형의 테이
블, 그리고 확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판으로 구
성되었다[그림 6]. 부정교합 증례가 구현된 3D 모델링 
오브젝트는 원형의 테이블 위에 배치하였다.

그림 6. 가상 진단실습실

시뮬레이션 상호작용 구현 단계에서는 가상 진료실 
환경 내에서 환경 구성요소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기
능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양 손에 잡고 
조작하여 가상현실 환경 내에서 손을 사용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부정교합 증례를 손으로 잡고 관찰할 수 
있었고, 부정교합 증례의 윗턱과 아래턱 부분을 양 손
으로 각각 잡고 분리하기도 하였다[그림 7]. 사용자는 
확인문제에 응답할 때 선택지를 손으로 직접 눌러 선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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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치아모형(좌: 교합 상태, 우: 상악-하악 분리)

3. 실험 변수
독립변수는 숙련수준의 차이이다. 3학년, 4학년, 전

공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위의 세 집단은 실
험과제인 부정교합진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서 뚜렷
하게 구분된다고 가정하였다. 3학년은 부정교합 모형으
로만 학습하여 실제 현장 경험은 거의 없는 집단이다. 
4학년은 실제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직접 
진료 경험이 없다. 전공의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통과
한 인원으로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다.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서 각각 과제부하(task load)와 
사용용이성(easy-to-use)이다. 먼저, 과제부하는 주어
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참가자가 지각한 신체적, 정
신적 부하를 의미하는 구인이다. 과제부하는 과제수행 
중에 발생하는 정신적 노력 등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4. 측정도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의 과제부하를 측정하기 위

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타당화된 측정도구인, 시뮬레
이션 과제부하지표(simulation task load index) 
SIM-TLX[33]를 참조하였다. SIM-TLX는 총 10개 문
항(정신적 요구량, 육체적 요구량, 시간적 요구량, 당혹
감, 과제복잡성, 스트레스, 주의분산, 지각적 요인, 조
작, 실재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10가지 문항 중 4가
지(정신적 요구량, 육체적 요구량, 시간적 요구량, 당혹
감) 문항을 추출하고, NASA-TLX[34]의 2문항(노력, 
직무성취도)을 추출하여 총 6가지의 문항으로 본 실험
의 과제부하를 측정하였다. 

사용용이성(easy-to-use) 측정도구는 기존의 장치 
조작의 사용성에 대한 측정 문항을 조작화한 김종덕의 
연구[35]에서 개발된 설문 문항 중 사용편의성에 대한 

문항 5개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된 사용
용이성 측정도구의 문항내적일관성 지수는 0.75인 것
으로 나타났다. 문항 5개는 각각 ①컨트롤러 사용(콘트
롤러를 사용하기 쉬웠다) ②구강모형 조작(덴티폼을 쉽
게 다룰 수 있었다), ③오류 수정(조작을 잘못했을 경우 
쉽게 수정할 수 있었다), ④오류 인식(조작을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⑤조작 난이도
(조작방법을 신경쓰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다)에 대한 
것이었다. 

5. 실험절차 및 분석방법
5.1 실험 절차
실험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훈련 단계에서는 시뮬레

이션의 사용방법을 숙달하도록 하였다. 구강모형을 제
시하여 시뮬레이션 내에서 증례를 손으로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제시된 2개의 증례를 차례대
로 수행하였다. 참가자는 주어진 확인문제에 응답하도
록 지시받았으며, 문제에 응답하는 중 자유롭게 증례를 
손으로 잡고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8]. 문제 응답이 끝
나면 참가자는 과제부하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림 8. 실험 진행 장면

5.2 분석방법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 각 종속변수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이 적용되었다. 또한 크루스칼-왈
리스 검정(사후검정: 본페로니)을 실시했으며,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도 수준은 .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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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집단별 과제부화 및 사용용이성 수준 
종속변수인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과제부하 중 가
장 높은 값을 보인 것은 3학년 집단의 정신적 요구량
(평균=80.00, 표준편차=10.00)이었다. 반면에 육체적 
요구량과 시간적 요구량은 대체로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사용용이성 지각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를 보면 컨
트롤러의 사용이나 조작 난이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숙달수준
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전공의 집단의 사용용이성 인식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범주 항목 3학년
(n=29)

4학년
(n=29)

전공의
(n=28)

과
제
부
하

정신적 요구량 80.00(10.00) 77.93(13.73) 68.21(20.38)

육체적 요구량 54.83(24.73) 60.00(23.45) 51.79(29.82)

시간적 요구량 49.31(19.99) 54.83(23.39) 52.86(21.41)

노력 75.17(13.53) 66.90(19.29) 63.57(18.30)

직무성취도 61.72(22.21) 64.14(21.13) 66.07(18.12)

당혹감 72.07(22.89) 64.83(24.87) 55.00(26.87)

사
용
용
이
성

컨트롤러 사용 5.52(1.35) 5.52(1.18) 4.93(1.61)

구강모형 조작 5.21(1.52) 5.52(1.21) 4.54(1.43)

오류 수정 5.48(1.11) 5.83(0.97) 4.86(1.41)

원인 인식 5.28(1.33) 5.97(1.05) 4.75(1.18)

조작 난이도 4.48(1.83) 5.03(1.52) 4.32(1.79)

표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2. 과제부하의 차이
과제부하는 6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었

다. 항목 간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일성 검정 결과, 공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ox’s M=76.865, 
F=1.639, p=.006). 따라서 비모수검정인 크루스칼-왈
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종속변수 문항구성 카이제곱 df p

과제
부하

①정신적 요구량 6.166 2 .046

②육체적 요구량 1.193 2 .551

③시간적 요구량 .990 2 .610

④노력 5.946 2 .051

⑤직무성취도 .327 2 .849

⑥당혹감 6.808 2 .033

표 2. 과제부하의 집단 간 차이 비모수 검정 결과

비모수 검정결과, 과제부하의 하위문항 중, ①정신적 
요구량(p=.046)과 ⑥당혹감(p=.033)에서 집단간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노력 문항은 유의확률 
.051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1 정신적 요구량
과제부하 문항 중, ①정신적 요구량에서 집단 간의 차

이는 유의미했다(χ²=6.166, p=.046).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후 사후검정은 본페로니(Bonferroni) 보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3학년 집단과 전공의 집단 간의 차
이만 유의하였다(p=.014). 정신적 요구량은 3학년이 전
공의보다 유의하게 높게 발생했다[그림 9].

그림 9. 정신적 요구량의 집단 간 차이

2.2 당혹감
과제부하 문항 중, ⑥당혹감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미했다(χ²=6.808, p=.033). 사후검정은 본페로니 보
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3학년 집단과 전공의 집단 
간의 차이만 유의하였다(p=.034). 즉, 당혹감은 3학년
이 전공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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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당혹감의 집단 간 차이

3. 사용용이성의 차이
사용용이성은 5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되

었다. 항목 간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일성 검정 결과, 
위배하지 않았다(Box’s M=42.977, F=1.308, p=.121). 
사용용이성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종속변수 문항구성 Wilk의 
람다 단변량F df p η²

사
용
용
이
성

①컨트롤러 사용

.761
(p=.015)

1.694 2/86 .190 .039
②구강모형 조작 3.685 2/86 .029 .082

③오류 수정 5.058 2/86 .008 .109
④오류 인식 7.460 2/86 .001 .152

⑤조작 난이도 1.363 2/86 .262 .032

표 3. 사용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다변량분산분석결과, Wilks의 람다는 .761, 부분에
타제곱 .127, 유의확률은 .015로 숙련도에 따라 사용용
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숙련도에 따른 
차이를 개별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단변량 F검정에서 
②, ③, ④번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에타제곱에 의하면 ②구강모형 
조작은 총 변화량의 8.2%, ③오류 수정은 10.9%, ④오
류 인식은 15.2% 정도가 실험참가자의 숙련도에 의해
서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
는 사용용이성은 ④오류 인식으로, 사용용이성 문항들 
중 4번 문항이 숙련도 차이에 따른 사용용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 구강모형 조작
사용용이성 문항 중, ②구강모형 조작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했다(F=3.685, p=.029).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4학년 집단과 전공의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34). 즉, 4학년 집단이 전공의 
집단보다 사용용이성 2번 문항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그림 11].

그림 11. 구강모형 조작의 집단 간 차이

3.2 오류 수정
사용용이성 문항 중, ③오류 수정에서 집단 간의 차이

는 유의미했다(F=5.058, p=.008).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4학년 집단과 전공의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p=.009). 즉, 4학년 집단이 전공의 집단
보다 사용용이성 3번 문항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
다[그림 12].

그림 12. 오류 수정의 집단 간 차이

3.3 오류 인식
사용용이성 문항 중, ④오류 인식에서 집단 간의 차이

는 유의미했다(F=7.460, p=.001).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4학년 집단과 전공의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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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견되었다(p=.001). 즉, 4학년 집단이 전공의 집단
보다 사용용이성 4번 문항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
다[그림 13].

그림 13. 오류 인식의 집단 간 차이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1.1 부정교합 3D 모델링의 개발
이 연구를 통해서 부정교합용 3D 모형개발 단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부정교합 3D 모델링의 개발 과정에
서 주안점이 되었던 부분은 자연스러운 구강 구조의 개
발, 구강 내 재질의 구현, 실제 부정교합 증례의 적용이
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구강구조를 구현한 덴티
폼을 3D 스캐너를 통해 스캔하여 자연스러운 형태의 
구강 모형을 구현하였다. 이후 모델링의 시각적 특성을 
표면의 색상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빛을 반사하는 성질
인 쉐이더를 설정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설정
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부정교합 증례가 가지는 특
성을 분석한 뒤 모델링의 치아와 턱의 위치 및 각도를 
수정함으로서 부정교합 증례를 적용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양한 부정교합 증례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과제부하 및 사용용이성
가. 과제부하
과제부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신적 요구량과 당혹

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두 문항 모두 숙련 수준이 낮은 3학년보다 숙련 

수준이 가장 높은 전공의에서 정신적 요구량과 당혹감
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즉, 숙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정교합 시뮬레이션 과제에서 과제부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중 해당 영역에 낮은 숙련 수준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정신적 요구량과 당혹감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41]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력 문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숙련수준이 올라갈수록 인지효율성이 높아진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숙련도가 높
은 학습자는 과제 수행에서 지각하는 인지적 부하가 비
교적 적고[42],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상황에 쉽
게 적응하여[43], 과제 수행에서 보다 낮은 정신적 부하
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이 연구의 치의학 
시뮬레이션에서도 부정교합 실제 진료 경험이 많은 전
공의 집단이 더 효율적으로 정신적인 수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사용용이성
사용용이성의 결과를 보면 ②배치된 구강모형 조작의 

용이성, ③조작 오류의 수정 용이성, ④조작 오류의 원
인 인식 용이성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학년과 전공의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 4학년보다 숙련도가 가장 높은 집단인 
전공의에서 낮은 사용용이성이 나타났다. 4학년과 전문
의는 실제 진료 경험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
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
뮬레이션 조작에 의한 불편감을 보다 크게 지각했을 것
이다.

이 결과는 높은 숙련도를 지닌 전문의 집단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의 진료 경험과 시뮬레이션에서의 조작 
경험이 충돌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의 숙련도에 따른 사용용이성의 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45]에서는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다양한 문제를 정
확히 찾아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전문가는 인
지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초보자보다 더 
많은 문제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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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부정교합 진단 훈련을 위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부정교합 증례의 3D 모
델링의 개발 절차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숙련도 수준에 
따른 학습자 지각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교합 진단 시뮬레이션과 그 부정교합 증례를 개발
하여 그 절차를 기술하고, 학습자의 숙련도 수준에 따
른 지각한 과제부하와 사용용이성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
째, 가상현실에서 구강모형을 실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는 표면구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의학 교육용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실제적인 
증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치의학 증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 절차는 부정교합 이외의 치의학 증례를 개
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숙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요구량과 당혹
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부하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숙련도에 따라 학습자
의 정신적 수행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모되는 인지적 자원의 양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하여 훈련 시뮬레
이션의 과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용이성은 중간정도 숙련수준을 갖고 있을 
때 숙련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숙련도 수준과 지각한 사용용이성의 수준이 반드시 선
형으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41][45]에서는 숙련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용성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다양한 숙련 
수준을 가진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훈련용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는 데 있어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시
뮬레이션의 사용용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용자의 

숙달수준을 조밀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 학년 및 전공
의 수준으로 구분했으나, 구체적인 지식이나 숙련수준 
자체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사용용이성과 관련해
서 시뮬레이션 조작 수준 등을 구분하지 못했다. 인터
페이스 차원에서의 사용자 숙련도는 다양한 척도로 구
분될 수 있다[46]. 따라서 사용용이성에 대한 전문성 수
준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
한 시뮬레이션은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가
상현실 기기의 사용 경험 등으로 인해 기기 조작에 대
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가 경험한 사용성 수준만을 확인하고, 어
떤 사용성 문제를 경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사용
자 경험은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고, 어떻게 사
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용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41][45]. 또한 사용성 문제를 정의하
여 개발된 시뮬레이션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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