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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 이용한

인터렉티브 문화재 콘텐츠

이병석 정종희 백찬열 손영로 진성아

요약

현 문화재 교육방식은 대부분이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단순 주입식이나 지
식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영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이
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주입식 교육은 지식전달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만 창의력과
사고력이 발달할 시기인 성장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를 이용한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를 제안한다 사용자의 간접 체험과 흥
미를 유발하기위하여 세계의 유명 관광 문화재를 선택하였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선택의 느낌을 부여
하기위해서
인터렉션을 사용하여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퍼즐 게임을 즐기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영상을 제공하여 체험과 더불어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였다 제안된 콘텐츠를 검증
하기 위해 사용자평가를 실시하였다
핵심어
체험형 콘텐츠 문화재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Abstract
Most cultural contents currently we face are not suitable for associating with state of arts and high
technology as simply providing one-sided learning. Pictures and movies of cultural contents also sees to
utilize for efficacy of cultural education.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o draw interest from user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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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one-sided learning for cultural study, which aims to only deliver knowledge itself. In this paper,
we propose interactive HMD VR cultural contents that can support more experience to get rid of
aforementioned limitations. To this end, we first select quite interesting and wellknown cultural contents
from world wide to draw more attention and effect. To increase immersion, presence and interactivity we
have used HMD VR and Leapmotion, which intentionally draws more attention to increase interest. The
cultural contents also facilitate augmented information as well as puzzle gaming components. To verify, we
have carried out a user study as well.
Keywords : Leapmotion, Oculus VR, Experience Content, Cultural contents, Human computer interaction

서론
최근 문화재 교육과정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과 교재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 교육체제는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현장 학습 과 간접적인 교육 교재 이 가능
하지만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온
라인 학습 등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은 지식전달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만 단
순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한 교육적 요소라는 측면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성장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려웠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와
학습자가 프로그램 내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안한다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이
란 학습자가 입체 가상 콘텐츠에 직접 참여해서 학습 콘텐츠와 인터랙션하며 체험하는 학습
서비스 기술이다 체험형 콘텐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초점으로 한다 첫 번째로는
환경을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험형 콘텐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을
기반으로 모델링된 문화재와 실제적인 문화재 환경을 사용하여 보다 사실적인 문화재 콘텐츠를
설계 및 개발할 것이다 실제적인 문화재 환경은 도 비디오 텍스쳐를 환경에 적용하여 직
접 가지 않아도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다 또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퍼즐 시스템을
콘텐츠에 접목시키면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고력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접목시
키는 퍼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로는 단순 마우스 퍼즐이 아닌
을 이용한
이므로 직관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의 특성을 이용하여
터치와 동작에 대해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개발한
동작들에 대해서
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환경들을 융합하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콘텐츠를 개발하
고 성장기 아동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 관심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론
문화재 선정

표 은 문화재 선정 기준은 개 대륙 중 관광객 수 및 인지도가 높은 대륙 개를 뽑아 대륙별
로 개씩 문화재를 선정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화
520

Copyright

2016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1, November (2016)

재나 대륙 및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재를 선정하였다
표 대륙별 문화재
대륙

문화재 사진

대륙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재 사진

선정된 문화재 이미지를 콘텐츠 속 퍼즐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모델링된 문화재를 제작한 맵 환
경에 추가하여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선정된 문화재 환경에 도 비디오 텍스쳐를 추출하여
에 적용하였다
은 손과 손가락을 정확히 추적하여 분석 후 콘텐츠에서 모션 컨트롤을 수행한다
반경 내의 적외선 카메라가 손과 손가락을 캡쳐하여 영상 정보를 얻게 된다 얻은 영상 정보를 통
해
축을 결정하게 되고 프레임 프레임 사이의 특정 점을 비교하여
의 동작을 인
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실시간 움직임 인식을 이용하여
동작과 터치
를 사용하였다
동작은 손과 손가락의 조건을 달아 동작들을 만들었다 동작은 표
와 같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 있다 동작들은 모두 왼손으로
통일하였고 손가락의 개수와 손의 각도에 따라 동작들이 인식된다
앞으로 가다 는 손가락이 개일 경우 인식되고 뒤로 가다 는 손가락이 개일 경우 인식된다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은 손의 각도에 동작들이 인식된다
동작 뿐만 아니라
터치도 사용하였다
터치는
에 있는
의
와 오브젝트의
를 이용하였다 둘의
가 서로 충돌할 경우 터치가 되는 것으로 개발
하였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수행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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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터치와 동작

Leapmotion
Leapmotion

터치

Leapmotion

동작앞으로
가다

Leapmotion

동작오른쪽
방향

Leapmotion

동작왼쪽 방향

Leapmotion

동작뒤로 가다

콘텐츠 화면

원리
에 있는 RigidHand의 Collier와
오브젝트 충돌처리

HandController

의 개수를 판단하여 동작 인식
(왼손 및 손가락 5개 일 경우 인식)

LeftHand-LeftFiger

의 각도를 판단하여 동작 인식
(왼손이 45도 각도이상 일 경우 인식)

LeftHand

의 각도를 판단하여 동작 인식
(왼손이 -45도 각도이하 일 경우 인식)
Hand

의 개수를 판단하여 동작 인식
왼손 및 손가락 0개 일 경우 인식)

LeftHand-Leftfiger
(

기기는 회전과 위치를 추적하여 머리를 돌리면 머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머리
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그 방향으로의 시각을 제공한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눈동자를
움직여도 가상현실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 머리를 트랙킹하는 기술과 양 쪽 눈에 제공되는
각각의 디스플레이는 마치 사용자가 가상현실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은 콘텐츠에 적용된 환경 이다 환경의 배경색은 사용자가 콘텐츠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콘텐츠에서 보이는 화면 밖으로 오
브젝트들을 설치하였다 사용자가 머리를 돌려 오브젝트들을 찾게끔 구성하여 환경에 더 빠져
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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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적용된 콘텐츠의

환경

콘텐츠 시나리오
그림 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이다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은 문화재 체험 및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을 이용하여 실제와 흡사한 환경을 보여준다 모든 에 사
용되는
손 객체는 사람 손으로 렌더링하였다 개의 을 통하여 콘텐츠의 기본
흐름이 진행되고 각각의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콘텐츠 시나리오

시작
그림 과 같이 시작 은 콘텐츠를 실행하였을 때의 화면이다
터치를 이용하
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전환이 이루어진다 시작 의 구조는
오브젝
트를 기반으로 버튼에
기능을 추가하여 클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을 이용하여 배
경화면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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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작

문화재 선택
에서 버튼을 눌러
전환이 되면 문화재 선택
으로 바뀌게 된다 세
계지도를 활용한 문화재 선택 에서는 개 문화재를 각각의 나라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세계지도에 위치한 문화재들을 바탕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림 는
터치를
기반으로 모델링된 문화재 프랑스 에펠탑 를 터치하게 되면 다음 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문화재 선택

문화재 맵
문화재 선택 후 그림 의 좌와 같이 맵 환경이 시작하게 된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
경까지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공간을 실제 문화재가 속한 대륙의
분위기로 모델링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를 사용하여 하늘을 실제
화창한 에펠탑 주변 분위기로 만들었고 나무 오브젝트에 바람효과를 주어 실제와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동작으로 맵을 이동하여 문화재를 찾는다 그림 의 우와 같이 문화재를
찾아서 손으로 터치하면 다음 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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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문화재 맵

우 문화재 모델링 오브젝트

퍼즐
그림 은 슬라이딩 퍼즐이 시작되는
화면이다 퍼즐이 시작되면
으로 나누어져 자
동으로 섞이게 된다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퍼즐이 진행되는데 오른쪽으로 고개를 회전하면 완
성된 문화재 그림을 보여준다 완성본을 참고하여 퍼즐을 진행하여 완성한다 퍼즐이 완성될 경우
자동으로 다음 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퍼즐

문화재 설명
퍼즐을 완성하게 되면 그림 과 같이 완성한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 문화재에 대
한 교육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이다 콘텐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한 후 직접 학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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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화재 설명

문화재 체험

그림 문화재 체험

퍼즐과 문화재 학습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림 과 같이 문화재 체험을 한다 도 비디오 텍스
쳐를 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 실제 사람 및 환경에 문화재까지
보여줌으로써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걸맞은 배경음악으
로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다 실제 환경을 보는 것이 간접적인 교육 교재 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
학습법이다

실험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정의한 Leapmotion 동작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스크 탑은 Window 7 64bit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는 Geforce GTX 770 모
델을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Unity 5.1.5f1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Leapmot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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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 방법은 1개의 동작당 20번씩 테스트하여 인식률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9]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Leapmotion 동작 인식률이다.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는 손가락 개수
로 판단하여 인식한다. 이 두 동작들에 대해 인식률은 95%이다.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은 손의
각도로 판단하여 인식한다. 이 두 동작들에 대해 인식률은 90%이다. 동작 인식률이 전체적으로 높
아 콘텐츠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림

동작 인식률

결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즉 문서적이거나 단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각적 요소만 담긴 학습은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학습보
다 집중력 및 사고력이 떨어지므로 시각적 요소에 역동적 요소를 추가하여 공간지각능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감각적인 형태로 개발한다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는 인
을 사용
하여 실시간 인터페이스로 구축하고 을 이용하여 가상현실공간을 구축한다 가상현실 속에서
문화재를 재현시켜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로 개발한다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에는 교육 체험 퍼즐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상황들을 즐기면서 흥미를 느끼게 한다 체험형 문화재 콘텐츠는 성
장기 아동들의 교육 콘텐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형태의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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