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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교육 콘텐츠 활용과 디자인

m 개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개인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감형 기술인 VR/AR 기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실감

  콘텐츠 시장은 향후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분야,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XR기술의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에 대한 활용 사례를 탐색하고 교육콘텐츠 디자인 설계의 역량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실감교육 콘텐츠의 활용에 디자인 융합의

  필요성을 소개함

m 실감교육 시장의 성장과 효과

  코로나-19 이후 세계 교육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6%, 7조 8천억 달러 규모  

  전망으로 특히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에듀테크(Edu Tech) 시장의 성장을 

  예상. 따라서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교육 효과의 경험적 데이터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m 실감교육 콘텐츠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과정에서의 실감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지원,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운영 과정을 통해 수업 내용 만족도 98%, 프로

  그램 추천 및 지속이용 의도 97%, 진로탐색 및 교과수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2%로 2021년 실감체험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함
       

m 실감교육 콘텐츠에서의 디자인 필요성
   

 - 상호작용성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 교육의 효과(재미,흥미,동기)가 낮아지  

   는 것으로 검증된 바, 실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작단계별 

   상호작용적 디자인 적용이 요구됨 

 - 디자인의 정교한 구성은 실감교육의 실재감과 상호요인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어 그래픽디자인과 상호작용적 디자인 설계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m 시사점 및 제언

  실감교육 콘텐츠 활용 시 상호작용성은 교육생들의 즐거움과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디자인  

  설계가 중요하며 실감교육 콘텐츠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주도 실감교육 콘텐츠 융합인력 양성이 필요함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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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실감형 기술의 폭발적 이용 증가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된 전 세계적인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게임과 OTT서비스 등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 실감콘텐츠도 홈 엔터테인먼트 및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으로 

활용되며 성장의 기회가 됨

* 글로벌 XR시장규모는 2018년 270억 달러에서 2025년 3,390억 달러로 성장 전망되며, 2023년 미국 AR사용자

1억 1,010만명, VR사용자 6,590만명 집계1)

□ 특히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분야, 교육 분야에서의 증가세 전망

 ㅇ 2024년 XR HMD 출하량이 7,670만 대에 달할 것이며, 특히 헬스케어 

및 의료 용도의 XR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됨2)

 ㅇ XR기술의 영향이 큰 분야로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38%), 교육(28%), 

업무환경 솔루션(24%), 제조업(21%)으로 전망됨3)

 ㅇ 2021년 이후 XR시장의 성장이 34%가 아태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4)

□ 이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XR기술의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

되어 교육 분야에 대한 활용 사례를 탐색하고 교육콘텐츠 디자인

설계의 역량 개발이 필요한 시점

 ㅇ 실감교육 콘텐츠의 경우 게임콘텐츠와 교육콘텐츠 사이의 균형이 요구

되고 있어 교육요소의 디자인 설계가 매우 중요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감교육 콘텐츠의 활용에 디자인 융합의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함

1) Research and Markets, Market Research Future, Statista, Mordor Intelligence(2021) 재정리

2) Statista,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16 to 2020’, 2021.2

3) Mordor Intelligence, ‘Extended Reality (XR) Market - 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2021~2026), 2021.2

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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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감교육 시장의 성장과 효과

□ 코로나-19 이후 세계 교육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6%, 7조 8천억 달러 

규모 전망됨5)

 ㅇ 코로나19 이전까지 교육 혁신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편이며, 특히 

디지털화에 대한 지출은 관련 분야의 3%에 그치고 있었던 상황임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지출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향후 AR/VR,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교육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미래형 에듀테크(Edu Tech) 시장의 성장 

예상

 ㅇ 경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높은 상황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은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됨6)

 ㅇ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16.3% 상향된 성장세로 2025년까지 4억 4천만 

달러로 전망됨(글로벌 교육시장의 5.2% 차지)7)

    <그림1> 글로벌 교육시장 성장 전망  

       * 출처: Holon IQ, 2020

5) HolonIQ(2020. 8) 10 Charts that explain the Global Education Technology Market

6) https://techtrends.tech/tech-trends/report-immersive-experiences-in-education/

7) 각주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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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교육 효과의 경험적 데이터 조사 및 연구

 ㅇ VR 진로직업 콘텐츠를 활용한 진로체험 수업과 교육효과의 경우, VR

콘텐츠의 실재감과 상호작용성이 교육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8)

<그림2> VR교육과정과 他 교육과정 비교 결과(1)

* 출처: 김기윤, 2021a

 ㅇ VR을 통한 교육과정은 강의실 교육보다 최대 4배 빠르게 교육 가능, 

VR 학습자는 강의실 학습자보다 3.75배 더 감정적인 경험을 하며, 이러닝 

교육학습자보다는 2.3배 감정 연결이 수행되어 더 오래 기억하게 함9)

<그림3> VR교육과정과 他 교육과정 비교 결과(2)

* 출처: PwC, 2020

 ㅇ VR콘텐츠로 우주 천체에 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 VR를 활용한 집단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10)

 ㅇ VR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 2.7배 이상 효과11)

8) 실감형 콘텐츠의 특성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VR콘텐츠의 지각된 특성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22권
3호, 419~440. 김기윤(2021a)

9) PwC(2020), VR Soft Skills Training Efficacy Study.

10) ‘실감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원격 교육은 가능할까?’ 최필식(202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 가상현실 교육, 집중력 2배(2015.09.10), The Science Times. 황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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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랩스터社의 VR과학교육의 경우 76% 학습효과 증진,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병행 시 101%의 학습 증진 효과를 거둠12)

 ㅇ VR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시,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교육과정에 보조재로 사용함13)

Ⅲ  실감교육 콘텐츠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과정에서의 실감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 지원

 ㅇ 2019, 2020, 2021년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83종(진로체험 

66종, 교과연계 17종)의 실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수업 

운영됨

 ㅇ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

학교 10개교 등 총 35개교가 전국에서 지원하여 참여함 

<그림4>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의 참여 학교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12) ‘가상 · 증강현실이 만드는 미래’(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7)

13) 가상현실 콘텐츠의 교윢 과정 운영을 위한 중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 교육품질의 질적 제고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Quality Management, Vol.49 No.3, 405~420. 김기윤(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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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운영 과정

 ㅇ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를 위한 맞춤형 실감교육 콘텐츠로 전년도에 

공모를 통해 전문 제작 기업에 제작됨

<그림5> 실감교육 체험학교 VR콘텐츠 프로그램 유형 및 직업군

학교 주제 체험역할 체험 화면

초등학교

자율주행

자동차

①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가

② 스마트 도로 인프라 전문가

③ 커넥티드카 개발자

위성

&

로켓

① 재사용 로켓 전문가

② 자원탐사 위성 전문가

③ 위성데이터 통신 전문가

재난안전

① 지능형 재난현장 분석가

② 현장 감시 드론 전문가

③ 재난용 로봇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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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제 체험역할 체험 화면

중학교

패션

&

뷰티

① AI 의상 디자인 전문가

② 3D기반 메이크업 전문가

③ 지능형 의상 코디네이터

진단

&

치료

① AI 로봇 수술 전문가

② AI 환자 간병 전문가

③ 유전자 맞춤형 진단시스템 
   전문가

에너지

① 빌딩 에너지관리 전문가

②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③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

고등학교 스마트시티

① AI 기반 자원관리 전문가

② 스마트 물류체계 전문가

③ 스마트시티 인프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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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ㅇ 수업과정 구성(3차시) 

 - 수업은 총 3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중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 40분

(또는 45분) 수업 후 5분의 휴식시간, 총 2시간 15분 동안 운영됨

 - 확장현실(XR)로 경험하는 미래 진로체험은 3개 부분으로 구성

· 1차시는 생각하기(Thinking): 미래직업의 변화

· 2차시는 경험하기(Experiencing): 미래 진로 VR콘텐츠 체험

* 진로체험 VR콘텐츠, VR트럭, 교과 연계 VR콘텐츠

· 3차시는 창작하기 & 테스트하기(Creating & Testing):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역량 기르기 & 만족도 조사 등

학교 주제 체험역할 체험 화면

바이오

① 유전자 분석‧재조합 전문가

② 바이오리엑터 제어 전문가

③ 생체 3D 프린팅 전문가

스마트홈

① 3D 프린팅 건축 전문가

② XR 인테리어 설계 전문가

③ IoT 서비스 설계 전문가

스마트

팩토리

①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전문가

② 가변형 공정 설계 전문가

③ 설비 제어시스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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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실감교육 체험학교 수업 운영

구분 수업 진행 담당 강사/체험매니져 실외 체험

준비시간 2개 교실 기자재 설치 체험매니저 5인 운동장에 VR트럭 설치

1차시 <1차시: 생각하기> 주강사 1인 / 보조강사 3인 대기

휴식시간 안전사고 유의

2차시

<2차시: 경험하기>
1조: 실내 체험

주강사 1인 / 보조강사 2인
/ 체험매니저 3인 

-

2조: 실외 체험(VR트럭) 보조강사 1인 인솔 VR트럭 체험매니져 1인

3조: 실외 체험(VR버스) 보조강사 1인 인솔 VR버스 체험매니져 1인

휴식시간 안전사고 유의

3차시

조별 체험 지속 보조강사 인솔 하에 운영 체험매니져 운영

<3차시: 창작하기>
마무리 수업 및 평가

주강사 1인 / 보조강사 3인 실외체험 종료

마무리 기자재 회수 및 정리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ㅇ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교안 구성14) 

  ① 1차시(이론): Step.1(Thinking) 미래 직업의 변화

<그림6> Step.1 생각하기 – 우리가 만나는 미래에서 예상되는 변화 소개

  ② 2차시(체험): Step.2(Experiencing) 미래 진로 VR콘텐츠 체험

   - 미래 진로체험, 교과 연계, 어트랙션 등 3가지 프로그램 중 각각 1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 3가지 진로 체험 진행   

14) 실감형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권 9호, 883~906. 김기윤·
정은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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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Step.2 경험하기 – 프로그램

 - 미래 진로 체험: 미래를 만나다, 미래를 꿈꾸다, 미래를 상상하다

<그림8> Step.2 경험하기 – 미래 진로 체험 콘텐츠

 - 융합형 교과연계 주제를 대상으로 교과 콘텐츠 체험 

<그림9> Step.2 경험하기 – 교과 연계 콘텐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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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차시(체험 및 이론): Step.3(Creating&Testing)

<그림10> Step.3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현장 사례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운영 결과 

 ㅇ 전국 35개교, 806명 학생의 응답 결과, 수업 내용 만족도 98%, 프로그램 

추천 및 지속이용 의도 97%, 진로탐색 및 교과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2%로 매우 높게 나타남 

 ㅇ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 

<그림11>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 만족도 및 보도자료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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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VR콘텐츠 활용 사례

 ㅇ 포항공대, 케이-디지털 헤리티지(K-Digital Heritage) 신규 개설

 - 활용: 대학 전공 수업 운영 – 물리학 실험 실습, 원자로 시뮬레이션 등

 - 유형: VR 콘텐츠

 - 내용: 실제 실험과정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한 체험 콘텐츠 제공됨(원하는 각도에서 실험 과정 시청 및 반복적

으로 실험 장면 확인 가능함)  

* 포항공대는 2021년 현재 학부생 대상 강의 382개 중 81.2%인 310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

* 2021년 신입생 320명에게 VR 기기를 제공하여 가상현실 수업 운영 환경 조성

 - 첨단원자력공학부: 실제 방사선 피폭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원자의 

모습을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함

<그림12> 포항공대의 원자로 모습 시뮬레이션 구현 및 VR체험 사례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VR Class 개발 

 - 활용: 실험실습 교육의 비대화

 - 유형: VR 콘텐츠

 - 내용: 문서, 동영상 공유, 음성대화, 채팅, 판서 기능 등의 이론 수업 

제공 및 회로도에 따른 부품의 배치/연결에 대한 실습 교육 지도함

* 교수자와 학습자 최대 60명 원격 접속 강의/실습/실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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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VR클래스

      

 ㅇ 선문대 간호학과, 메티컬 VR콘텐츠 교육캠프 운영

  - 활용: 간호학과 학생대상‘심장·대장·눈’조작 실습

*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플라자(Edu-Tech Plaza)를 구축하고 바이오-소프트웨어 등

융합교육 운영(2020.11)

* 안경 형태의 VR 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 국립전파연구원 인증(2020.9)

  - 유형: VR 콘텐츠

  - 내용:‘Sharecare YOU VR’,‘3D Organon VR Anatomy’등의 전문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심장·대장·눈 등의 신체 내부를 살피며 직접 조작함

<그림14> 선문대 간호학과의 VR콘텐츠 활용 신체구조 조작 실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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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대학 활용 사례

ㅇ 대학의 메타버스 적용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2> 대학의 메타버스 적용 사례분석 요약

대학교 플랫폼 운영내용

순천향대 SKT 점프 VR 교양 교과목 운영, 입학식

건국대 플레이파크(자체) 대학 캠퍼스 축제, SNS

숭실대 게더타운(Gather town) 대학 캠퍼스 축제, 취업 상담

전남대
브이스토리(버벨라)

Vstory(Virbela)
대학 캠퍼스 홍보, 강의 , 국제 컨퍼런스

광운대 모임(그리드)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43개 교과목)

성균관대
lfland(SKT)

게더타운(Gather town)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부 교과목 운영, 

취업 박람회

동서대 갤러리플레이 입학식, 경진대회, 채용박람회, 일부 비교과 운영

동명대 게더타운(Gather town) 전공교과목 강의

연세대 게더타운(Gather town) 대학축제, 총동아리연합회 운영

고려대 lfland(SKT)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도입 중, 고연전

한국산업기술대 퓨처VR 랩
20명씩 분반 수업 형태로 운영, 공학교육

(전자기기학 실습)

* 출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보고서 2021-05

ㅇ 그 외 인하공전, 대구한의대, 강릉원주대, 동명대, 선문대, 영산대, 한영대, 

서울대 등 상용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각종 채용 박람회, 입학식, 입시

설명회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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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감교육 콘텐츠에서의 디자인 필요성 

□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안15)

 ㅇ 2030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배경으로 5인 

가족이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미래의 일상 경험하기를 주제로 선정함 

<그림15>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기획안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15) ‘21년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제 공고, 기술개발요구서 첨부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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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초등학교) 실감교육 콘텐츠 주제: 집+요리+IoT

 ㅇ (중학교) 실감교육 콘텐츠 주제: 학교+도서관+Big Data

 ㅇ (고등학교) 실감교육 콘텐츠 주제: 사회+헬스케어+AI 

□ 상호작용적 디자인의 필요성

 ㅇ 실감교육 콘텐츠 제작 시 제작 요소를 6단계로 설정하여 단계별 상황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상호작용적 설계를 명시함  

 ㅇ 특히, 중학교 학생들 대상 연구 결과 상호작용성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 

교육의 효과(재미, 흥미, 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된 바, 제작 단계별 

상호작용적 디자인 적용을 통해 실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ㅇ 나아가 디자인의 정교한 구성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된 실재감과 상호작용성 요인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기제16)가 

되기 때문에 향후 그래픽 디자인과 상호작용적 디자인 설계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16>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개발 요소

16) 기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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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를 위한 기술개발요구서 설명자료, 2021

 ㅇ 또한, 초중고교 교사 대상 조사 결과, 맞춤형 실감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 따라 상호작용적 디자인 설계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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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적 디자인 적용 예시

 ㅇ 기술개발요구서에 제시된 6단계에 대한 주제 설계

<그림17> IoT주방에서 요리체험 콘텐츠의 기술개발 요소 사례(1)

* 출처: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사 ㈜토즈의 자문회의 내부자료, 2021

 ㅇ 공간탐색 및 주제 경험을 위한 상호작용적 디자인 설계 사례 

 - 아바타 혹은 1인칭 시점을 통해 실재감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공간 설계

 - 공간 탐색 과정에서 상호작용성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함

 - 기획안 주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실제 

경험이 가능한 행동으로 디자인, 이를 통해 실재감을 높여줄 수 있음

<그림18> IoT주방에서 요리체험 콘텐츠의 기술개발 요소 사례(2, 3)

    * 출처: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사 ㈜토즈의 자문회의 자료, 2021

공간탐색 디자인 설계 사례(2) 주제 경험 디자인 설계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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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적이고 맥락적인 환경에서의 진로진단 서비스 기획 예시 

 ㅇ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사업 기획 대상과제

  - 초·중 학생들에게 몰입적이고 명확한 진로 적성 진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경험디자인을 적용하여 상황 맥락적(context)이고 실제

적인 환경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여 제시할 수 있음

     <표3>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추가기획 대상과제 공시

       * 출처: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추가기획 대상과제 인터넷 공시(지식서비스 융합 후보0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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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교육 콘텐츠의 디자인융합 정부사업 소개

 ㅇ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17)을 적용하여 실감교육 콘텐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K-스포츠 산업 內 디자인 시장성 확대에 기여함

 - 사 업 명: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양성사업

 - 과 제 명: XR 기반 실감 K-스포츠 콘텐츠 창작자 양성 프로젝트 

 - 사업목표: K-스포츠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자 양성
① 프로그래머 8명, 3D XR콘텐츠 디자이너 8명, 2D UI/UX 디자이너 4명 양성
② K-스포츠 콘텐츠 6종 중 4종 개발(양궁/스피드스케이팅/컬링/탁구/권투/바이애슬론)

 - 사업기간: 2022.04.15. ∼ 2022.11.30.

 - 사업체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관기관) ㈜조이펀, (참여기관1) 한국디자인진흥원, (참여기관2) 한양대학교(디자인)

 - 사업예산: 4.35억원

 - 주요내용: 선수 교육, PBL 교육 및 취업지도 제공함 

 <표4> XR 기반 실감 K-스포츠 콘텐츠 창작자 양성 프로젝트 교육과정

구 분 선수 교육 PBL 교육 및 취업지도

주관
㈜조이펀

(520H)

K-Sports 콘텐츠 제작

과정 개요(20H)

 3D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2D 디자인 제작 

 교육, Unity 콘텐츠 제작 교육 및 K-Sports 

 콘텐츠 프로젝트 실무 등(500H)

참여1
한국디자인진흥원

(80H)

XR콘텐츠 제작 기획,
가상인간(Virtual Human),
디자인씽킹*, 메타버스
활용 BM 개발 등(47H)

 취업 역량강화 및 잡매칭 지원(33H)

 취업상담, 모의면접, 1분 자기소개, 포트폴리오 

 전문가 컨설팅 및 온라인 잡페어 참가지원

참여2
한양대학교

(120H)
XR콘텐츠 이해(27H)

 실감형 K-Sports 제작 그래픽 과정,  

 응용과정 프로젝트 및 취업 역량강화 

 컨설팅(93H)

* 디자인씽킹: designdb.com 플랫폼에서 ‘ESG plus Design Thinking18)’ 19강좌 제공

17) Digital Media/Contents Design: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콘텐츠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하여 디자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산업활동(세부분류(예)_디지털미디어디자인/콘텐츠디자인/게임디자인/영상디자인)

18) 이 교육은 ESG경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의 밸런싱을 유지해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디자인 사고를 공공,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한국디자인진흥원과 SK그룹이 공동으로 제작한 19개 콘텐츠로 www.designdb.com에서 시청 가능)

http://www.designdb.com����


- 21 -

Ⅴ  시사점 및 제언

□ 실감교육 콘텐츠의 활용 증가
  

 ㅇ 실감교육의 효과는 전통적인 교육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ㅇ 기존 교육 라이브러리를 VR 및 AR과 결합해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교육 시장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행도가 높음

 ㅇ 실감교육은 확장현실(XR) 기술의 유망 활용 분야 중 두 번째로 표시될

    만큼 성장세의 기회요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19> 확장현실(XR) 기술의 유망 분야

    

* 출처: Mordor Intelligence19), 2021 재인용

□ 디자인 주도 실감교육 콘텐츠 융합인력 양성 

 ㅇ 먼저 기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디자인 직무에‘12. VR콘텐츠디자인20)’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러한 

능력단위 내용을 제시하는 보고서 및 교육 현장이 많아져야 함

19) Mordor Intelligence는 세계 위성버스 시장, 전기자전거 시장,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핀테크 AI 시장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시장 조사와 컨설팅을 제공함

20) VR콘텐츠디자인은 가상현실 스토리텔링에 의한 세계관에 따라 3D 객체 또는 360도 영상으로 구축된 가상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츠를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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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內 디자인(VR콘텐츠디자인)

소분류 세분류 NCS 능력단위

01. 디자인 12. VR콘텐츠디자인

01. 가상현실 공간파악

02. 가상현실 스토리텔링

03. 가상현실 공간제작

04. 가상현실 UI/UX 디자인

05. 가상현실 캐릭터디자인

06. 가상현실 프로그래밍

07. 씬(공간) 디자인 후반작업

08. 혼합현실 촬영영상 디자인

09.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디자인

10. 가상현실 게임디자인

11. 가상현실 교육/훈련 콘텐츠디자인

 ㅇ 실감교육 콘텐츠 활용 시 상호작용성은 교육생들의 즐거움과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디자인 

설계가 중요함   

 ㅇ 실감교육 콘텐츠의 핵심 체험을 강조하고 주요 상호작용 대상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 UI 구성 및 3인칭 시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체험을 객관적 시각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  

 ㅇ 디자인 전문성을 보유한 재직자 중심의 3D XR콘텐츠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교육21)을 통해 미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자인·XR 전문

인력22) 양성 및 서비스 모델 확대가 필요함

21) XR·UX/UI 디자인 교육: 실감미디어의 UX/UI 디자인의 개념과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과제 중심의 실습으로 실질적인 UX/UI
디자인을 수행. 이를 통해 실감미디어 콘텐츠/서비스의 UX/UI 디자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UX/UI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배양

22) 디자인·XR 전문인력: XR·UX/UI 디자인 역량과 융합형 가상공간 구축, HCI in XR 시스템 등 에 대한 융합적 이해 및 경험이
있는 산업인력



- 23 -

<참고문헌>

·실감형 콘텐츠의 특성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VR콘텐츠의 지각된 특성을

중심으로,『서비스경영학회지』, 22권 3호, 419~440. 김기윤(2021a)

·가상현실 콘텐츠의 교윢 과정 운영을 위한 중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 교육품질의 질적

제고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Quality Management, Vol.49 No.3, 405~420.

김기윤(2021b)

·실감형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심으로,『문화와 융합』,

43권 9호, 883~906. 김기윤·정은실(2021),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추가기획 대상과제 인터넷 공시, 2022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제 공고, 기술개발요구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2021년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제, ㈜토즈 컨소시엄 자문회의 자료, ㈜토즈, 2021

·Mordor Intelligence,‘Extended Reality (XR) Market - 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 (2021~2026)’

·Statista,‘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16

to 2020’, 2021.2

·HolonIQ(2020. 8) 10 Charts that explain the Global Education Technology Market

·https://techtrends.tech/tech-trends/report-immersive-experiences-in-education/

·PwC(2020), VR Soft Skills Training Efficacy Study.

·실감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원격 교육은 가능할까? 최필식(202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상 · 증강현실이 만드는 미래(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7)

·가상현실 교육, 집중력 2배(2015.09.10), The Science Times, 황정은



- 24 -

□ 디자인·문화콘텐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ㅇ 심성보 디자인정책연구실 ISC사무국 사무총장
ㅇ 이성수 디자인정책연구실 ISC사무국 책임연구원
ㅇ 강연숙 디자인정책연구실 ISC사무국 선임연구원
ㅇ 최수경 디자인정책연구실 ISC사무국 선임연구원
ㅇ 이해든 디자인정책연구실 ISC사무국 연구원

□ 원고집필: 성결대학교 김기윤 교수

발행일   2022년 04월 29일 발행
발행인   윤상흠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문화콘텐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kidp.or.kr
전화     (031) 780-2119
이메일   isc@kidp.or.kr

*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였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http://www.kidp.or.kr
mailto:isc@kidp.or.kr

	빈 페이지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