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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넘어 가상의 세계로:
인공지능 X 혼합현실아트

중등
STEAM

학습 개요
주제 개요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
여 사용자는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 가서 경험하지 않고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혼합현실
세계를 잊지 못한다. 5G 시대가 열리면 혼합현실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 혁명 시대를 맞아 혼합현실 콘텐츠
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을 통해 학생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질문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
른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인간의 상상을 입은 인공지능 혼합현실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를 설계해본다.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아트 분야는 예술을 통해 과학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다. 이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융합인재교육(STEAM)에 적합한 주제라
고 판단된다.

<Depth of Circle>_룸톤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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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내용 목표
(인지적 영역)
경험 목표
(탐구적 영역)

과정 목표
(정의적 영역)

-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혼합현실(MR)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탐구한다.
- 예술 작품 감상과 체험을 통해 가상현실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 인공지능과 혼합현실과 관련된 미래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 인공지능과 혼합현실아트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아트 작품을 창의적으로 설계
및 창작할 수 있다.

관련 교과 성취 기준
[9과 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과학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 기가05-01]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기술·가정

[9 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9 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
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9 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미술

다.
[9 미01-03]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9 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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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 및 평가
STEAM 단계 요소
! 혼합현실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까?
상황 제시

! 예술 분야에서 혼합현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기술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 혼합현실과 우리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표현해 본다.

창의적 설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작품을 설계한다.
! 설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혼합현실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감상한다.

감성적 체험

! 카드보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이용해 혼합현실아트 프로그램
을 체험한다.
! 오픈소스를 이용해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학습의 개요
단계
1. 목표
- 혼합현실 예술 작품(미디어아트)을 감상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HMD에 대해 알아보기
Microsoft HoloLens 2

- 예술과 결합된 혼합현실 예술을 HMD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https://www. youtube.co

- 감상과 체험을 통해 혼합현실과 예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

m/watch?v=e-n90xrVXh
8
Samsung Odyssey+
https://www. youtube.co

2. 수업 내용

(45분)
(1차시)

유의점(※)

- 혼합현실이 활용된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혼합현
실아트
의 이해

학습 자료(★) 및

교수 학습 활동

‣ 제시된 상황을 읽고 혼합현실아트가 무엇인지 적어보기
-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기

m/wa tch?v=O8 oJe_N g
MvA
Magic Leap
https://www. youtube.co

! WONDER + ENGAGE

m/watch?time_continue

‣ 디지털아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 디지털아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 혼합현실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2&v=QNW-79wnop4
- 혼합현실 작품 감상하
기
(1) Hyper-Reality

! INVESTIGATE + CREATE

https://www. youtube.co

‣ 활동 1. 현실 VS 가상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혼합현실을 활용한 작품을
감상해 보자

m/watch?v=YJg02ivYzSs
(2)

In

the

Eyes

of

Animal

‣ 활동 2. HMD를 통한 세상

https://www. youtu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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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atch?v=lvQsFDmavz
w&list=PLO1n0s3Vc7 oX
HPvgoz47 K-oyiNY PcAt
md&index=2
(3) I489Years
https://youtu. be/Qad-h
mC4t7M

- HMD를 통해 더 실감나게 가상현실 예술작품을 감상해 보
자

★ 학생용 활동지

! SHARE + REFLECT
‣ 활동 3.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살게 될 미래의 나
- 현재, 혼합현실아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미래, 나의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기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1. 목표
-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혼합현실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다.
- 혼합현실과 우리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공지능이 접목된 혼합현실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 WONDER + ENGAGE

(45분)
(2차시)

http://nvidia-research-min
gyuliu.com/gaugan

★ 구글
AI Experiments

(1) AutoDraw
https://www.autodraw.com
/

2. 수업 내용
인공지
능을
접목한
혼합현
실 기술

★ 엔비디아
AI Playground

‣ 실생활에 활용되는 혼합현실 기술 알아보기
- 혼합현실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2) Quick, Draw!
https://quickdraw.withgoo
gle.com/

! INVESTIGATE + CREATE

※Chrome browser

‣ 활동 1.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보기!

이용, 스마트폰 활용

- 엔비디아 오픈소스 <AI Playground> 고갱(GauGAN) 으로 인
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 보기!

‣ 참고, 스케치를 인식해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주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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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와주는 어도비 AI
‣ 활동 2.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기술 더 체험
해보기!
- 구글 오픈소스 <AI Experiments> 게임으로 인공지능 이미지/
그래픽 생성, 인식 기술 체험해 보기!
Auto Draw

Quick , Draw!

! SHARE + REFLECT
‣ 활동 3.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외에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생겨날 미
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1. 목표
-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을 창의적
으로 설계할 수 있다.
- 모둠별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감상한다.
친구들
과
만드는
인공지
능
혼합현
실아트
(45분)
(3차시)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 전시 학습 복습하기
-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INVESTIGATE + CREATE (모둠별 활동)
창의적 설계하기

나도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
아트 전문가!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아트 프로젝트를 위한 21세기 직업 전
망 (역할 정하기)
- 반구조화된 수준의 워크시트를 따라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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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
까?
- 가상과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생겨

‣ 활동 1. 나도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전문
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 아
이디어 구상하기
• 디자인 설계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미디어아트에 대한
생각의 날개를 펼쳐보기
• 디자인 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공간 구성하기

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 웹기반 혼합현실
활용 프로그램
CoSpaces
https://co spaces.io/ ed
u/

(CoSapces 활용)
! SHARE + REFLECT
• 디자인 설계를 통해 나타낸 생각을 토대로 아이디어
를 정리하고, 아이디어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 활동 2. 모둠별로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스토리 발표하기
(1)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은?
(2)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나요?
(3)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설계한 시나리오와 공간 구성의 모습은 어떤가요?

동영상 매뉴얼

https://www.you tube.
com/playlist?list=PL tq
Cr0hxR3LeAHrxQLo0_i
whFjKUJ7LSD
★ 활동지 디자인 설
계맵 활용

- 인공지능이 발전한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미래 삶의 모
습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잘함(A)

보통(B)

노력 요함(C)

인공지능
이해하기

혼합현실과 연관 지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
지를 생성하는지 설명할
수 있음

혼합현실과 연관 지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
워함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
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설명하려 노력함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작품
이해하기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인
공지능 및 혼합현실 기술
과 연계하여 발상할 수
있음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
을 찾을 수 있음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에 흥미가 있지
만, 수업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술 작품
감상과
체험을 통한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예
술 분야를 연결하여 탐구
할 수 있으며, 모둠별 활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예술 분야를 연결하여
탐구할 수 있으나, 창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예술 분야의 연결성에
대해 이해를 어려워하

사고력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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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동을 통해 과학적 이해를
즐거워하고 창의적 결과
물을 만들 수 있음

의적 결과물을 만들기
에 어려움을 느낌

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에 노력함

주제와
관련된
실생활 사례
및 미래 직업
탐구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
실의 개념과 특징에 대
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생활 사례와 미래 직
업 분야에 대해서도 깊
이 있게 탐구함

혼합현실의 개념과 특
징에 대해 기본적인 이
해를 하고 있으며 실생
활 사례와 미래 직업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
으로 탐구함

혼합현실의 개념에 대
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실생활 사례와
미래 직업 분야에 대해
탐구하려고 노력함

흥미와
참여도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체험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체
험 등 모든 활동에 대체
로 적극적으로 참여함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체험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려
고 노력함

협업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 설계를 동료 학
생과 의견을 나누며 협력
하여 수행함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 설계를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수행하
기 위해 대체로 노력함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 설계를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수행하
는 데 노력이 필요함

태도

교사 평가 기록지
사고력
평가 영역
이름 or 모둠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작품
이해하기

문제해결력
예술 작품
감상과
체험을
통한
창의적
설계

주제와
관련된
실생활
사례 및
미래 직업
탐구

태도

흥미와
참여도

협업

총평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자기

사고력

평가

평가기준

평가하기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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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력

태도

동료
평가

태도

혼합현실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역할을 나누어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였다.

○○○○○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기획 및 설계 발표를 잘 수행하
였다.

○○○○○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만들기, 기획하기, 발표하기에 흥
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프로젝트
설계를 진행하였다.

○○○○○

친구는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친구는 나와 함께 협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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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학습내용
1차시 혼합현실아트의 이해
주제
관련
교과

혼합현실아트의 이해

차시
대상

과학, 미술, 기술가정
·

1/3

중학교 1~3학년
학년
[9 과 07-01]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 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관련

과학

토의할 수 있다.
[9 과24-01]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교과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9 과24-02]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미술
기술·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미01-03]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기가05-01]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가정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 혼합현실 예술 작품(미디어아트)을 감상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혼합현실이 활용된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예술과 결합된 혼합현실 예술을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 감상과 체험을 통해 혼합현실과 예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준비물
학습
단계

학생용 활동지, 스마트폰,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키트
학습 자료(★)
교수 학습 활동
및 지도사항()
! WONDER + ENGAGE
‣ 다음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기
- 디지털아트는 무엇인가요?
★ 작품 영상 URL
(1)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 AI와
휴머니티
https ://youtu .be/R
egbyyVRlkw
( 탄뎀 , 브레멘 음악
대 포함)

도입
(5분)

Tandem(탄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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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머리 착용 디스플
레이(HMD)에

대

해 알아보기
Mi c ro s of t
HoloLens 2
https://www.yout
ube.com/watch?v

! WONDER + ENGAGE

=e-n90xrVXh8

‣ 디지털아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S a m s u n g

‣ 혼합현실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Odyssey+
https://www.yout
ube.com/watch?v
=O8oJe_NgMvA
Magic Leap
https://www.yout
ube.com/watch?t
ime_continue=2&
v=QNW-79wnop4

전개
(35분)

★ 혼합현실 작품
감상하기
(1) 하이퍼 리얼

! INVESTIGATE + CREATE
‣ 활동 1. 현실 VS 가상
- VR, AR 등 혼합현실을 활용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자
‣ 활동 2. HMD를 통한 세상
- HMD를 통해 더 실감나게 가상현실 예술 작품을 감상해보자

리티
https://www.yout
ube.com/watch?
v=YJg02ivYzSs
(2) In the Eyes of

! SHARE + REFLECT
‣ 활동 3.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살게 될 미래의 나
- 현재, 혼합현실아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토
론해 보자

Animal
https://www.yout
ube.com/watch?v
=lvQsFDmavzw&li

- 미래, 나의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기

st=PLO1n0s3Vc7
oXHPvgoz47K-oy
iNYPcAtmd&index
=2
(3) I489Years
https://youtu.be/
Qad-hmC4t7M
★ 학생용 활동지

‣ 다음 내용 예고
정리

! SHARE + REFLECT

(5분)

‣ 활동 4.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활용 소감 나누어 보기
- 혼합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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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디지털아트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아트는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를 통해 만들어지는 조각·회화·설치미술 등 다
양한 분야의 미술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아트는 예술과 과학, 기술과 디자인이라는 각
분야 간 경계를 무너뜨린 예술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그래픽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다양한 변형과 조합을 통해 제작 가능하며 관객이 찾아와서 보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어 상호작용성의 특성
에 따라 사람에 의해 다르게 이해되고 결과가 달라지는 작품, 공연, 문화 콘텐츠가 이에
해당된다. 미디어아트 예시인 그림 2의 탄뎀은 감상자의 스케치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명
화를 학습한 인공지능 신경망에 의해 새로운 작품으로 전환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1] 미디어 예술가이자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이 애스콧이
정의한 예술의 변화

[그림2] 미디어아트 예: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Tandem(탄뎀)
(참고링크)
http://harshitagrawal.com/ works/tan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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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이란 무엇일까?

[그림 3] 삼성 뉴스레터, ‘ 첨단＇과 ‘상상’ 입은 기술, 혼합현실(MR)을 아세요?, 2017.6.21
혼합현실이란 말 그대로 ‘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만들어낸 현실’이란 뜻이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 한쪽 극에 현실이 있고 다른 쪽 극에 가상현실이 있다고 하며,
혼합현실은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확장된 현실’이란 뜻이다. 현실의 어느 장면을 볼
때, 실제로는 그 장면 속에 존재하지 않으나 거기 관련된 이미지나 정보가 덧붙여 보이
는 것을 말한다. ‘포켓몬고’같은 게임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은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말한다. 증강
현실 화면 속엔 실제 현실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 현실에 없는 부분이 덧붙여진다. 하지
만 가상현실 화면은 실제 현실 상황과 전혀 다른 만들어진 현실만으로 채워진다. 다만
이러한 현실은 실제 현실과 흡사해 몰입감을 주고 가상현실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엔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저널리즘
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증강가상현실(Augmented Virtuality, AV)이란 가상현실 기법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
고, 현실적 요소를 추가해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의자
에서 HMD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 축구장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여 그 상태에서 실제로
칩이 내장된 공을 힘껏 던지면 사무실 앞 벽에 맞아 튕겨 나가게 된다. 하지만 HMD 안
경을 쓴 눈에는 그게 골대 안으로 날아 들어가 그물을 흔드는 공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
드는 것이다.
(참고 링크)
https://bit.ly/32h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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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 이해하기
※ 혼합현실아트의 동영상을 시청하여 혼합현실이 예술 활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인지하
도록 한다.
※ 혼합현실로 어떻게 상상한 것을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1) 케이치 마쓰다 (Keiichi Matsuda, 일본)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 2016
<하이퍼-리얼리티>는 미래 사회 인간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탐험하는
작품이다. 영상 속 주인공 Juliana Restrepo의 직업은 식료품 쇼핑 대행원이다.
그녀가 속한 사회는 '임시직 경제(Gig Economy)' 사회로 증강현실(AR) 환경에서
인간의 직업이 지정되고 삶이 통제된다. 버스를 타고 마트로 향하는 그녀의 시
야에는 모든 사물과 일상이 게임화(gamification)된 하이퍼 리얼리티가 펼쳐진
다. 경제 시스템은 실물 화폐가 아닌 포인트로 대체되고, 포인트에 집착하는
Juliana의 모습은 하이퍼 리얼리티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점점 중독되어가는 인
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미래 기술이 사회 시스템과 인간 삶
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Jg02ivYzSs

(2)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 (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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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위치한 캐노피 숲을 Laser 3D, CT스캔, 360 degree 드론 촬영을 이용해
현실을 가상으로 담아냄으로써 풍부한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
다. ITEOA 는 가상현실을 통해 관객들이 용, 부엉이, 개구리와 같은 야생 동물의
눈으로 자연 숲속의 모습들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작업이다. 관객
들은 실제 숲 안에서 작업을 체험하는 형태로 관람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도
시에서의 ‘ 과잉활동’, ‘과잉자극’ 에서 벗어나 자연적 가상현실 세계로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QsFDmavzw&list=PLO1n0s3Vc7oXHPvgoz4
7K-oyiNYPcAtmd&index=2

(3) 권하윤 (대한민국)

<489년(489Years)>, 2015
[489 년(489Years)]은 DMZ에서 수색대원으로 근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작가는 VR(가상현실) 매체를 활용하여 비무장지대의 이미지를 매우 신비
롭고 아름답게 연출하며, 우리를 작가의 상상을 지나 군인의 이야기로 빨려 들
어가도록 안내한다.
이 작품의 경우 겹겹이 층진 이야기 구조방식도 흥미롭지만, 시각예술로서 표현
방식도 강렬하고 시적이다.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공간에 관객을 초대하여 이
끌며, 화자가 경험한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광경을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 보여
준다. 작가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등의 촬영을 원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것을 일련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작품에 몰
입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고, 불가능한 이미지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 확장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https://youtu.be/Qad-hmC4t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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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현실 VS 가상의 세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의 세계를 탐험하자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본다.

1) 케이치 마쓰다(K eiich i Matsuda, 일본),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 2016
미래사회 증강현실 환경에서 시스템에 의해 모든 사물과 일상이 게임화된다면 어떤 일
이 일어날까?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작품에서와 같이 과몰입 상태에서 현실인지 가상
인지를 구분 못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2015
잠자리, 부엉이, 개구리 외에 어떤 동물의 눈으로 자연을 탐험하면 좋을까?
뱀의 눈을 통해 넓은 화각으로 적외선을 보면서 체온을 가진 동물의 빠른 움직임을 관
찰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뱀의 낮은 움직임으로 무엇을 관찰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
다.

3) 권하윤( 대한민국), <489년>, 2015
역사의 한 무대로 가상체험을 떠난다면 어디가 좋을까?
공룡시대로 떠나 공룡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실제 크기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 15 -

활동 2.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통한 세상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가상현실 작품을 더 실감나게 감상해보자
카드보드를 이용한 VR키트를 활용해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만들기

(카드보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조립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FyxRRLImw6w

카드보드 HMD를 통해 가상현실 작품을 감
상해 보자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 링크를 접속한다.
(Youtube 앱을 통해 접속한다.)
You tube 앱 내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VR로 보기
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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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여 작품

[SHARE + REFLECT]
활동 3.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살게 될 미래의 나
혼합현실로 바뀌게 될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 혼합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토론해 보자
건설, 재난대비, 예술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다. 하나의

혼합현실은 실생활에

예로 일본에서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지진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이 일어날 경우 건물 내부에 일어날 일을 미리 확인해 보는 도구
로 혼합현실을 활용하고 있다.

혼합현실은 우리 생활(직업,
노동, 사회, 문화)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혼합현실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위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시연해 위험을 줄이고, 멀리
있거나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
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이 조화롭게
만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혼합현실을 통해 유명 연예인을 만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을 온라인 공간에서 손쉽게 만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상호작용
을 통해 교감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자
직업명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자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목적에 맞게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한다. 필요한 모델을 정하고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환경과 모델을 모델링하고 화면 구성과 상호작용 기획, 맵
구성 등을 기획/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테스트를 거쳐 오류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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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인공지능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
주제
관련
교과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인공지능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

2/3

대상

과학, 기술·가정
과학

차시

중학교 1~3학년
학년
[9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
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기술·

[9기가05-03]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가정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 혼합현실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다.

목표

- 혼합현실과 우리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준비물

- 인공지능이 접목된 혼합현실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학생용 활동지, 스마트폰
학습 자료(★)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및
유의점(※)

! WONDER + ENGAGE
도입
(5분)

‣ 실생활에 활용되는 혼합현실 기술 알아보기
- 혼합현실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 학생용 활동지

조사해 본다.
! INVESTIGATE + CREATE (모둠별 활동)
‣ 인공지능은 혼합현실 콘텐츠에서 어떻게 쓰일까?
- 인공지능 기술이 혼합현실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알아
본다.
‣ 활동 1.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보기!
- 엔비디아 오픈소스 <AI Playground> 고갱(GauGAN) 으로 인
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 보기!
전개
(35분)

★ 엔비디아
오픈소스 <AI
Playground>
고갱(GauGAN)
http://nvidia-resea
rch-mingyuliu.com
/gaugan
★ 구글 AI
Experiments
(1) AutoDraw
https://www.autodr
aw.com/
(2) Quick, Draw!
https://quickdraw.
withgoogle.com/

‣ 참고, 스케치를 인식해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주고 구성도
※Chrome

도와주는 어도비 AI
‣ 활동 2.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기술 더 체험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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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이용,
스마트폰 활용

- 구글 오픈소스 <AI Experiments> 게임으로 인공지능 이미지/
그래픽 생성, 인식 기술 체험해보기!
AutoDraw

Q uick, D raw!

! SHARE + REFLECT
정리
(5분)

‣ 활동 3.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외에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
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생겨날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WONDER + ENGAGE]
혼합현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까?
혼합현실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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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인공지능은 혼합현실 콘텐츠에서 어떻게 쓰일까?
※ 인공지능 기술이 혼합현실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알아본다.
혼합현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한된 콘텐츠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장면들이 항상 정
해진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지루하고 실제처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합현실 콘텐
츠의 현실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이미지를 만들거나 변환하는 이미지 생성 기술(Image
Generation)의 개념을 알아보며, 이러한 기술이 혼합현실 기술에 어떻게 활용될지 살펴보자.
이미지 생성기술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는 기술의 등장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많
은 관심을 받고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는 특정 사진을 반 고흐나 모네와 같은 특정 작
가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꿔주거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여 만
든 구획된 이미지를 자신만의 풍경 사진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활동 1.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보기!
-엔디비아 오픈소스 <AI Playground> 고갱(GauGAN)으로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
술 체험해보기!
※ QR코드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기술을 직접 체험해 본다.

Gau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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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이름을 딴 GauGAN은 세그먼테이션 맵에서 장
면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스케치로 레이블 된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 아티스트는 페인트 브러쉬 및 페인트 통 도구를
사용하여 강, 바위 및 구름과 같은 레이블로 자
신만의 풍경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스타일 전송
알고리즘을 통해 제작자는 낮 장면을 일몰로 변
경하거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변경하여
필터를 적용 할 수 있다.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uNv7XBngmLY

참고링크

https://www.nvidia.com/en-us/research/ai-playground/

그렇다면 이미지 생성 및 변환 기술은 혼합현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혼합
현실은 가상의 물체와 배경, 이미지, 3D 모델링까지 수많은 이미지/ 그래픽 리소스가 필요합
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만약 AI 기술이 이러한 창작의 과정을 일부 대신하거나 디자이너, 아티스트와 인공지능이 협
업해서 리소스를 만들 수 있다면 혼합현실 콘텐츠 개발의 효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링크)
게임 개발의 효율을 높여주는 이미지 생성기술 https://bit.l y/2KzVb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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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스케치 분석하는 어도비 AI.. 영화 포스터 10분 만에 뚝딱
Adobe Sensei

디자이너가 그린 우주인, 우주선, 우주 공간 등의 스케치를 어도비의 인공지능 센세이가 인식해 그에
상응하는 실제 우주 사진들을 띄워준다. 배경 이미지도 자동으로 제시해주고, 이미지에 맞는 글씨체
도 제안하여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영화 포스터를 만들게 해줬다.
디자이너가 연필로 그린 우주인, 우주선, 우주공간 그림을 ‘어도비 스캔이란
’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한
뒤 어도비시스템즈의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에
) 옮겼다. 이미지 분석에 특화
된 어도비의 인공지능 ‘센세이’가 스케치를 분석해 해당 스케치의 실제 이미지를 띄워줬다. 동시에
포스터와 어울리는 배경 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니 금세 한편의 영화 포스터 초안
이 완성됐다. 10분여 만에 포스터를 뚝딱 만든 셈이다. 아베이 파라스니스 어도비 최고기술책임자
(CTO)는 “센세이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비디오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이해하는 인공지
능”이라며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력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 링크) http://news.donga.com/3/ all/20180328/8935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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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기술 더 체험해보기!

- 구글 오픈소스 <AI Experiments> 게임으로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
기술 체험해보기!
※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인지하도록 한다.
AutoDraw
- AutoDraw는 자동 그리기 도구입니다.
- 사용자가 대략적 형태를 그렸을 때 인공지능이 이를 예측해서 이
미 완성된 도형이나 사물 그림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그
려서 원하는 그림을 편집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멋진 그림을 그
릴 수 있습니다.
Quick, Draw!

- Quick, Draw!는 사용자가 제한 시간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컴퓨터가 정답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 컴퓨터는 도형, 동물 등의 다양한 그림을 이미 학습하였으며, 뿐
만아니라 사용자들의 그림을 통해서도 계속 학습하여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래의 QR코드와 설명서를 읽고 인공지능의 이미지/ 그래픽 생성기술을 체험해보자!
AutoDraw

Quick, Draw!

Mission 2.

Mission 1.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기술이 정확하게

AutoDraw로 이미지를 편집해 보세요.
상상한 대로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 보세요!

인식할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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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6 개를 모두 맞추면 성공!

[SHARE + REFLECT]
활동 3.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 혼합현실 기술에 이용할 인공지능에 대해 상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정리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외에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생겨날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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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친구들과 만드는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주제
관련
교과
관련

친구들과 만드는 인공지능 혼합
현실아트

학습
목표
준비물
학습

(5분)

학년

3/3
중학교 1~3학년

기술·

[9기가05-06]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가정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9미01-02]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

미술

할 수 있다.

[9미01-04]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모둠별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감상한다.
학생용 활동지, 스마트폰,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키트
학습 자료(★)
교수 학습 활동

단계

도입

대상

기술가정
·
, 미술

교과의
성취기준

차시

및
유의점(※ )

! WONDER + ENGAGE
‣ 전시 학습 복습하기
-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NVESTIGATE + CREATE (모둠별 활동)
창의적 설계하기

나도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
아트 전문가!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아트 프로젝트를 위한 21세기 직업 전
망 (역할 정하기)
- 반구조화된 수준의 워크시트를 따라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 더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 예술
작품의 저작권
은 누구의 것일
까?
- 가상과 현실과
의 경계가 모호
해 짐에 따라

전개
(35분)

‣ 활동 1. 나도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전문

생겨나는 문제
점은 무엇이 있

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 아
이디어 구상하기
• 디자인 설계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미디어아트의에 대
한 생각의 날개를 펼쳐보기
• 디자인 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공간 구성하기
(CoSapce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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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 웹기반 혼합
현실 활용 프로
그램
CoSpaces
https:/ /cospace
s.io/edu/

! SHARE + REFLECT
• 디자인 설계를 통해 나타낸 생각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아이디어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 활동 2. 모둠별로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스토리 발표하기
(1)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은?
(2)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나요?
(3)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설계한 시나리오와 공간 구성의 모습은 어떤가요?
- 인공지능이 발전한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미래 삶의 모습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정리
(5분)

동영상 매뉴얼

https:// www.yo
utube.com/play
list?list=PL tqCr
0hx R3LeAHrx Q
Lo0_iwhF jKUJ7L
SD
★ 활동지 디자
인 설계맵 활용

‣ 활동 3. 평가하기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함께 진행하되, 최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

[WONDER + ENGAGE]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1

디지털아트란?

대중매체, 즉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미
디어를 미술에 적용시킨 예술로 관객이 직접 작품을 조작하는 등의 작가와 관객의 직접
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2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기술

향후 혼합현실을 실생활에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혼합현실 기술을 실현하기 위
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지능을 가지고 요소를 생성 혹은 판단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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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창의적 설계하기

나도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전문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작품들.
우리도 한번 제작해 볼까?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아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프로젝트팀을 결성하자!

활동 1. 인공지능 혼합현실 작품을 만들기, 모둠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하자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둠별로 친구
와 자신의 역할을 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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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프로젝트를 설계해보자
디자인 설계를 바탕으로 나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보자

더 나아가기! 설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구성해 보자(CoSpaces 활용)
CoSpaces 는 무엇일까?

독일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웹기반 MR 활용 프로
그램이다. 코스페이시스를 통해 다양한 오브젝트
와 캐릭터를 만들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 수 있
다. 앞서 설계된 시나리오대로 가상공간을 만들어
카드보드 HMD를 통해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시
나리오를 통해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앞으로 혼합
현실 공간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즐거
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CoSpaces 동영상 매뉴얼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qCr0hxR3LeAHrxQLo0_iwhFjKUJ7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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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 REFLECT]
활동 3. 모둠별로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우리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대해 발표해보자.
프로젝트 브리핑 보드
1)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은

2)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나?

3)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

4) 설계한 시나리오와 공간 구성의 모습은 어떤

가?

가?

* 우리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평가해보자.
잘된 점

고쳐야 될 점

새로운 점

우리 모둠

* 다른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평가해보자.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잘 듣고, 평가해보자. 평가 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모둠

잘된 점

고쳐야 될 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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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점

바라보는
대상

예술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아트는 무엇인가요?

경험하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

http://harshitagrawal.com/works/tandem

혼합현실은 무엇일까요?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1) 케이치 마쓰다(Keiichi Matsuda, 일본),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 2016
미래사회 증강현실 환경에서 시스템에 의해 모든
사물과 일상이 게임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https://www.youtube.com/watch?v=YJg02ivYzSs

2)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2015
잠자리, 부엉이, 개구리 외에 어떤 동물의 눈으로
자연을 탐험하면 좋을까?
http://iteota.com/experience/welcome-to-the-forest

3) 권하윤(대한민국), <489년>, 2015
역사의 한 무대로 가상체험을 떠난다면 어디가 좋
을까?
https://youtu.be/Qad-hmC4t7M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가상현실 작품을 더 실감나게
감상해보자

(카드보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조립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FyxRRLImw6w

생각 나누기: 혼합현실 기술로 바뀌게 될 현재와 미래?

혼합현실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미래,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해 봅시다.

가상현실 직무 훈련

증강현실 인테리어

가상현실은 게임을 넘어
의료분야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정신
치료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의 환경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이러한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정신치료

- 실생활에 활용되는 혼합현실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험 부담이 큰 직무 훈련을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
작업 환경으로 재현하고,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는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선박도장훈련, 비행 조정
훈련과 같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큰
특정 전문기술 훈련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덧입히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최근 가구업체들이 방에 가구를
미리 배치해보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가구가
보이면 현재 공간에 가상의 가구를
배치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공간에 페인트 컬러를 입히는
증강현실까지 등장하여 공간을
구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혼합현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본다.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 보기!

사용방법

https://www.nvidia.com/en-us/research/ai-playground/

https://www.youtube.com/watch?v=uNv7XBngmLY

엔디비아 고갱(GauGAN)

참고링크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기술 더 체험해 보기!

생각 나누기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외에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아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기

디자인 설계를 바탕으로 나와 친구들의

5

1

설계 정의

이 단계에서
구성원은 상상한
아이디어를
정의합니다.

4

2

연구

이 단계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2-3가지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스케치

3

이 단계에서
구성원은 각자
역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은 각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아이디어
평가

디자인 설계

아이디어를 펼치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보자 !

6

최종 설계
스케치

이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이핑하기
위해 선택한 최종
설계의 상세한
시나리오를 그려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
선택
이 단계에서는
평가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생각 나누기

우리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대해 발
표해봅시다.

인공지능을 넘어 가상의 세계로: 인공지능 X 혼합현실아트 (교사용 지도서)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STEAM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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