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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터 기반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체험형 서양식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일반 강의식 

교육이 아닌, 테이블에 투영된 프로젝터 영상을 

기반으로 가상의 식사를 진행하며 서양식 테이블 매너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시스템이다. 식사 

순서 및 음식에 따라 사용하는 각각의 식기 및 식기 

사용법과 같은 식사 예절을 교육하기 위해 식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프로젝터 영상을 테이블 위의 실제 

식기에 실시간으로 증강시키는 프로젝터 기반 증강 

현실 기술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관적, 객관적 설문을 

통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제어 

증강현실, 체험형 교육 시스템, 테이블 매너 교육, 

프로젝터기반 증강현실 

1. 서 론 

1.1 테이블 매너 

테이블 매너는 기본적으로 식기 사용법, 음식을 먹는 

방식, 식사 중 지켜야할 매너 등 식사 중 일어나는 

일렬의 예절을 말한다. 문화 및 지역에 따라 음식 식사 

예절도 다르기 때문에 각 문화 및 지역에 맞춰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식기나 식사 방법 등의 식사 예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식기 사용법과 같은 테이블 매너 

교육이 교양 수업 등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2 증강 현실기반 교육 시스템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과 가상 공간이 

결합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동작하며 3 차원 

공간상에서 동작하는 특징을 지닌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현실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현실에서의 

물리적 한계 등의 이유로 불충분한 정보를 보충하는데 

사용된다[2].  

이러한 증강 현실 기술은 교육 분야에도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증강 현실 기술기반 교육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Augmented Reality Simulation 

Education (ARISE) [4], EduPARK [8], Outbreak [9],  

Mad City Mystery [10], education magic toys (EMT) 

[11] 등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효율 높은 미래 교육 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강현실 교육시스템이 

기존에 교육방식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Ibanez 연구팀 [5]은 AR 

기반 교육 시스템의 효과와 Web 기반 강의식 교육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자기학 학습에 관한 교육 

효과를 측정 및 비교하였고, AR 기반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더 깊은 몰입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념과 

현상에 대한 지식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Blum 연구팀 [3]은 ‘Miracle’ 이라는 증강 

현실 기반 해부학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장기의 이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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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개요도 

으며, 시스템에 대해 만족도 높은 사용자 평가 결과를 

보임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R 기술을 사용한 테이블 매너 

교육시스템을 소개하고, AR 기반 체험형 교육의 

우수성 및 사용성 평가 결과를 소개한다. 

2. 시스템 디자인 

본 시스템 구현을 위해 그림 1 및 그림 5와 같이 환경을 

구성하였다. 테이블 옆에 삼각대를 거치하여 웹 캠과 

프로젝터를 설치 하였다. 웹 캠은 테이블 위의 식기 

위치를 입력 받기 위해 사용하였고, 프로젝터는 식기에 

프로젝터 기반 AR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자가 

의자에 앉는 동시에 시스템이 시작되도록 의자에 압력 

센서를 부착하였다. 또한 화면 전환을 위한 입력장치를 

제공하고자 압력에 따라 저항 값이 달라지는 정전 

스펀지를 사용하여 푸시 버튼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웹 캠을 통해 입력된 테이블 사진과 프로젝터로 출력할 

화면의 위치를 1:1 매핑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입력된 

사진에 이동 변환 및 크기 벡터를 조정한 동차 변환 

행렬을 곱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식기 위치 

탐색을 위해 OpenCV 기반 색상 기반 검출 기법[7]을 

사용하였으며, 보다 높은 탐색 효율을 위해 식기에 

빨강, 노랑, 초록, 검정, 총 4 가지 색의 식기를 

사용하였다. 중복된 색상의 식기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림 2 처럼 식기를 사용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3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색 검출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식기를 집고 움직일 때도 위치 탐색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분할된 영역에 

대해서는 pixel by pixel 로 RGB 값을 측정한 뒤, 각 

색상에 해당하는 식기를 매칭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식기의 위치는 각 영역에 대해 각각의 색 집합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추적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식한 

화면에서 각 식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그림 2. 좌: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사진(시스템 상에서 

보이는 식기 및 테이블), 우: 실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 

(식기의 이름을 실제 식기에 증강하여 나타낸 사진) 

색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2 의 (좌)에서 A 

영역의 버터 나이프는 검정색이고, 인식한 화면에서 

A 영역의 전체 pixel 중 RGB 값이 버터 나이프의 

색상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하얀 점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그림 2 의 (우)와 같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식기의 

중심 좌표의 오른쪽에 식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매 프레임 마다 각 식기의 중심 

좌표가 계산되어 중심점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변경되어 발생되는 떨림을 보정하기 위해 가중 이동 

평균 필터[식 1]를 사용하였다. 

식 1. 떨림 보정을 위한 가중 이동 평균 필터 

 

시스템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 시스템을 실행시키면, 웹 캠을 통해 

테이블 사진을 초당 60회의 속도로 입력 받는다. 

입력된 사진을 기반으로 각 프레임 마다 식기 위치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 식기의 중심 위치를 

탐지한다. 탐지된 위치는 시스템 상에 저장되어 있으며, 

각 식기를 사용할 상황에 맞춰 해당하는 식기의 이름을 

프로젝터 기반 AR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용자 평가 

사용자 평가는 AR 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의 효과와 구두 설명을 통한 강의형 테이블 매너 

교육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와 설문을 통한 AR 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시스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 하였다. 

3.1 피실험자 

만18-28세의 31 명의 피실험자에게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그림 3의 각 식기의 이름을 포함하여 테이블 

매너에 대한 14가지 항목을 물어보는 선별 시험[12]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중 5개 이하(36%)의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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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이블 매너 교육에서 사용된 식기 종류 및 시험 항목 

맞춘 테이블 매너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20명의 

피실험자(남성 17명, 여성 3명)들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3.2 실험 방법 및 과정 

20명의 피실험자들을 10명씩 2 집단으로 분할하여, 한 

집단은 체험형 AR기반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였고(AR집단), 다른 한 그룹은 

발표 자료와 구두 설명을 통한 강의형 테이블 매너 

교육을 진행하였다(Verbal 집단).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교육을 진행한 뒤, 

피실험자들에게 선별 시험과 동일한 시험[12] 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동일한 

시험지가 사용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AR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에서는 빵을 먹을 때의 

예절과 같은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가 녹화된 강의를 

보여주고[1], 그림 4과 같이 코스 요리의 음식이 

나오는 순서에 맞게 식기에 AR로 이름을 증강하여 

해당 식기의 이름 및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당 식기를 이용하여 가상의 음식을 

자르거나 떠먹는 등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4. 실험 예시 

 

그림5. AR 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 환경 

구두설명을 기반으로 한 강의식 교육은 AR기반 교육 

실험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며 피실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1:1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AR 체험형 교육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실험자에게 NAU(Nielsen's attributes of usability) 

[6]를 바탕으로 학습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만족도 

총 4가지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의형 

교육을 수행한 피실험자도 테이블 매너 인식 사후 

시험을 본 뒤, AR기반 체험형 교육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여 동일한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 및 결과는 표 1. 과 같다. 각 항목은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토론 

4.1 교육 효과 

먼저 AR집단과 Verbal집단의 사전, 사후 시험에서 

맞은 개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그림 6과 같다.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에서 AR 집단과 

Verbal집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AR기반 체험형 

시스템을 수행한 집단의 시험 평균이 13.44(96%)로 

Verbal기반 교육을 수행한 집단의 시험 평균인 

9.11(65%)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R 

교육 시스템 피실험자들의 점수가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13점이 향상된 반면에 구두를 통한 시스템 

피실험자들은 5점에서 9점 정도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AR 기반 체험형 교육 시스템을 사용한 

피실험자들의 점수 향상이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AR 기반 체험형 교육 시스템에 

참여한 피실험자들과, 구두 기반 교육에 참여한 

피실험자 집단의 교육 전 시험 점수를 대상으로 

Mann–Whitney U test (Wilcoxon rank-sum t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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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 기반 교육을 수행한 집단과 Verbal 기반 교육을 

수행한 집단의 교육 전, 후 맞은 개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AR before: 1.89(1.9), AR after: 13.44(0.73), 

Verbal before: 2.11(1.36), Verbal after: 9.11(2.32) 

(Mean(SD)) 

사용하여 동질성 판별을 수행했고, p=0.59, z-val=-

0.5429, ranksum=79 의 결과를 얻어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검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의 사전, 사후에 대해 교육의 정도(두 

집단의 시험에서 맞춘 개수의 변화량)를 검정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 를 실시하였다. 먼저 

AR 집단의 교육 전, 교육 후를 이용한 검정의 경우 

p=0.0071, z-val=-2.6941 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Verbal 

집단의 교육 전, 교육 후의 맞춘 개수를 이용한 검정의 

경우 p=0.0076, z-val=-2.6703 을 얻어, AR 집단과 

마찬가지로 구두로 진행한 교육 역시 학습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각각의 

교육을 받은 이후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Mann–

Whitney U test 를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는 p=0.0004, z-value=3.5134, 

ranksum=125 를 얻음으로써 

AR 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 시스템이 구두를 이용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4.2 설문조사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는 표 1 과 같다.  학습성의 경우 

평균 4.28 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평균 

3.94 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현재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각 

단계가 시작할 때 동영상으로 현재 단계를 표시해 

주지만 식기 사용으로 전환되었을 때 현재 단계를 

표시해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효율성 평가 

항목에서는 평균 4.24 점의 점수를 보였고, 기억 

용이성 항목의 경우 평균 4.05 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 평가 항목들에서도 평균 4.17 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AR 기반 체험형 교육 시스템이 

4 점 이상의 전반적으로 높은 학습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및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1. 설문 조사 항목 및 결과 

항목 문항 
평균 

(SD) 

학습성 

각 단계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4.28  

(0.46)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들을 통해 전체 

교육 단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어느 교육 단계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3.94  

(1.00) 

화면에서 필요한 기능(정보)을 쉽게 

찾아서 실행할 수 있었다. 

4.22 

(0.88) 

시스템이 쉬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교육을 잘 이행할 수 있었다. 

4.56  

(0.70) 

해당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4.44  

(0.78) 

학습성 항목 평균 4.28 

효율성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교육 Step 의 수가 

적절했다. 

4.28  

(0.67) 

각 교육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쉬웠다. 

4.22  

(0.81)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의 

수가 적절했다. 

4.22  

(0.81) 

효율성 항목 평균 4.24 

기억 

용이성 

프로그램의 흐름이 명확하게 그려져,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기억할 수 있다. 

4.05  

(0.80) 

Layout(화면 배치 및 조화)가 

일관적이어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4.05  

(0.94) 

기억 용이성 항목 평균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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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그림이나 다른 방식이 아닌 글씨를 

통해서 식기구를 구별시킨 것이 

마음에 든다. 

4.05  

(1.06) 

각 단계에 맞는 식기구에 이름을 

알려주어 선택하게 한 것이 마음에 

든다. 

4.28  

(0.46)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마음에 든다. 
4.17  

(0.92) 

만족도 항목 평균 4.38 

5. 결론 

AR 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 및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인 AR 기반 

체험형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을 사용한 후의 시험 

평균 점수가 강의식 구두 교육의 9.11(65%)점보다 

높은 5.33 점 높은 14.44(96%)로 기존의 구두로 

교육하는 방식보다 AR 테이블 매너 교육 시스템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방식이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Wilcoxon rank sum test 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및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 하여 본 

시스템이 유기적이며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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