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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실감형 교육훈련의 증가 추세에 주목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훈련 관련 연구를 검

토한다. 실감형 교육훈련이 메타버스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2021년~2022년 

사이의 관련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최신 메타버스 기반 교육훈련 연구 동향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훈련 

분야의 메타버스 기술 적용 현황을 키워드 중심으로 검토하여 메타버스 기반 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메

타버스 기반 교육훈련 관련 연구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장점 및 교육 효과, 적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교

육훈련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

은 앞으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색과 교육훈련에서 메타

버스 기술을 적용한 학습환경을 위한 활발한 교육적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키워드: 실감형 교육훈련, 메타버스, 메타버스 기반학습, 학습설계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review of studies related to metavers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paying 

attention to the recent increase in immersiv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immersive education and training can expand into a metaverse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atest metavers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trends, focusing on related domestic 
literature between 2021 and 2022.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status of metaverse technology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reviewed based on keyword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etaverse-based 
learning. As a result, It was mainly about the advantages of metaverse education, educational effects, and 
potential use of metaverse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impact of 
metaverse-based educational environments on learners’ learning outcomes and percep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Immersive education and training, Metaverse, Metaverse-based learning, Learn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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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사회적, 경제적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였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여 시의성에 맞

는 교육훈련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실의 물리적 교육 환경

이 아닌 가상 환경을 활용한 교육훈련의 수요 증가

와 공급의 증가가 그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은 

최근 첨단융합 기술 혹은 에듀테크 중 가장 큰 관심

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세계 최대 IT · 가전 전시

회 ‘CES 2022’에서 주요 트렌드인 로봇, 헬스케어,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올해 CES의 화

두로 떠올랐다[1-2]. 메타버스에 관한 폭발적 관심

은 가상의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적 활

동 및 경제와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메

타버스 기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

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사회활동이 보편

화되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가상환경에서 대체 가

능한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

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까지 가능한 3차원 가

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

는 1992년에 출간된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

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으

로 등장하였다. 닐 스티븐슨은 소설 속에서 가상현

실 기반 인터넷 대체재(replacement)를 묘사하기 위

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는 컴퓨터가 만들어내고 고글과 이어폰이 

공급해 주는 3차원적 가상세계를, ‘아바타’는 메타버

스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말한다[3-4]. 이러

한 특성은 현재 메타버스의 특성과 의미로 이어져 비

대면 사회활동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

다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메타버스는 사람과 일,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사회적 교류의 플랫폼을 

실현하는, 현재 가장 각광받는 기술 트렌드로 손꼽

히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 교육 플

랫폼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교육

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흥미와 재미, 몰입도 

향상, 학습자 중심 및 주도 활동이 가능한 높은 자

유도, 상호작용 확장 등의 요소로 인해 전통적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역할을 넘

어서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의 실감 기술로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학습공간 속에

서 학습자는 아바타를 통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가상세계에서의 체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기

반의 교육훈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분

야의 메타버스 기술 적용과 메타버스 기반 교육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모색하여 실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까지 최근 기간을 기

준으로 구글 학술 검색과 EBSCO와 RISS 데이터베

이스의 전자 검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검색 키워

드는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직업훈련

(vocation training), 메타버스(metaverse) 등이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총 57편이 선정되었고 교육과 훈

련에 관한 문헌과 본 과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추가 검토하여 최종 42편을 선정하였다. 문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분석자 1인이 함께 분석을 00수행하여 연구자와 분석

자는 각기 독립적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분석 기준별

로 분석한 뒤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했다. 분석자 간 

신뢰도 산출은 분석 항목에 대해 ‘일치된 수/전체(일치

된 수+불일치된 수) × 100’ 수식을 적용하여[5], 분석

자 간 신뢰도 산출 결과 92%의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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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문헌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으며,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도

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 환경을 활용한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은 2017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

다가 2021년에는 급증하였다.

3-1.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총 42편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표1. 메타버스와 교육 및 훈련 관련 국내 문헌(2021-2022)

No. 저자(연도) 연구명 키워드

1
박선희, 최태준, 

유현배(2022)

“메타버스 기반 야전

치료소 개소훈련 시

스템“ 운용효과 분석

메타버스, 확장현실, 

훈련시스템, 아바타, 

야전치료소　

2

정민섭, 송재중, 

박상혁, 문장권

(2022)

새로운 전장환경 메

타버스의 군사적 활

용방안 연구

메타버스, 군사적 활

용, 합성훈련환경, 전

장환경

3
김준호, 이병성, 

최성진(2022). 

비대면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

용 사례에 대한 연구 

메타버스, 비대면 교

육, 가상현실

4 조현기(2022) 

지리교육에서 메타버

스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 

메타버스, 가상세계, 

미래교육, 지리교육

No. 저자(연도) 연구명 키워드

5 정연재(2022)

메타버시티의 도래

와 교양교육의 책무 

: COVID-19의 지속

과 메타버스의 부상

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메타버시티, 

교육경험, 교육과정, 

교양교육

6 황요한(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교육 인식 및 만

족도 사전조사: 이프

랜드(ifland) 앱 사용

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이프렌드, 

가상현실, 원격교육, 

게이미피케이션　

7
조연직, 신소영, 

박현진(2022)

메타버스를 경험한 

교육 분야 종사자들

의 인식 및 교육 분야

에서의 활용 방안 탐

색

메타버스, 경험, 교육

적 활용방안, 실재감, 

교육 분야 종사자

8
윤진영, 김연형, 

이채원(2021)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작 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

랫폼, 미디어 아트, 융

합인재교육, 과학예술

융합

9

이상호, 하규태, 

김홍석, 김시호

(2021)

재난 탈출 협동 훈련 

기능성 게임의 메타

버스 플랫폼 구현

Metaverse, 

Immersive VR, 

Collaborative 

Learning, Fire 

evacuation dril(화재

대피훈련), Serious 

Game(기능성게임) 　

10 김신애, 방준성

메타버스

(metaverse)에서 디

지털 아바타를 활용

한 교육적 자아의 확

장과 AI 아바타와 교

육적 상호작용의 가

능성

메타버스, AI 아바타, 

교육적 변신, 자아의 

확장

11
한송이, 노양진

(2021)

메타버스 활용 교육

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메타버스, 교수자 인

식,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에듀테크　

12 이명숙(2021)

해커톤 수업사례를 

통한 메타버스 플랫

폼의 교육적 활용방

안

메타버스, 플랫폼, 경

험중심교육, 교육공학

해커톤 　

13
계보경 외

(2021)

메타버스(Metaverse)

의 교육적 활용: 가능

성과 한계

메타버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그림 1. 국내 연도별 메타버스 교육훈련 관련 논문 발행

출처: 임종현, 홍진표, 박정민, 안미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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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연도) 연구명 키워드

14 홍희경(2021)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

랫폼, 가상세계

디지털휴먼, MZ세대

　

15 김진(2021)

메타버스를 활용한 

조선 해양 분야 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개

발 방안

메타버스. 훈련, 교육, 

사이버보안

16 이명숙(2019)

마인크래프트 플랫폼

을 이용한 소프트웨

어 교육 교수학습 모

형

교수학습모형, 샌드

박스, 마인크래프

트, 소프트웨어 교육, 

Customizing

17
고개, 이동엽

(2022)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

용한 문화재 교육의 

적합성 연구: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게임콘텐츠, 

포커스그룹인터뷰, 문

화재교육, 게임 콘텐츠

　

18 정미숙(2022)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혼합형 수업

메타버스, 혼합형수업, 

몰입도, 가상공간, 게

더타운

19
이미경, 이학준, 

권욱동(2022)

교육 현장에서의 메

타버스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제한점: 특

수 교사와 일반교사

의 인식을 중점으로

메타버스, 메타버스 교

육용 플랫폼, 교육현

장, 특수교사, 일반교

육

20 이승호(2022)
메타버스에서의 참여

형 PBL 수업 설계

메타버스, 문제기반 학

습, 프로젝트기반학습, 

3D 가상공간, PBL　

21
이애화, 박원균, 

박혜진(2022)

메타버스 기반 의료

인문학 수업 운영경

험과 적용 가능성 탐

색

메타버스, 메타버스기

반교육, 사회적 실재

감, 수업만족도, 의료

인문학

22
홍선주, 이상민, 

안태연(2022)

메타버스 수업환경에

서의 학습 촉진 요인 

탐색

메타버스, 비대면수업

환경, 기술행동유도성

메타분석, 게더타운

23 박휴용(2022)

메타버스 환경 속 가

상학습의 이론적 토

대 및 유형, 그리고 

수업의 실제

메타버스, 가상학습, 

증강현실, 디지털학습

플랫폼, 기술문해력

24
주현재, 최성경, 

정은실(2022)

메타버스 활용 교육

에서 학습자 중심 교

수설계원칙

메타버스 활용, 가상세

계, 학습자중심, 교육

원칙, PBL, 문제중심

학습

No. 저자(연도) 연구명 키워드

25
황영아, 한혜영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한 국내 메타

버스 연구동향과 교

육적 제안

메타버스, 키워드네트

워크 분석, 국내 메타

버스 연구동향, 온라인

교육, 체험적 교육

26
박주연, 정도현

(2022)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교육관점에서

의 메타버스 관련 이

슈 탐색 - 뉴스 빅데

이터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미래교육, 

뉴스분석, 토픽모델링 

LDA(Latent Diirchlet 

Allocation)

27

임종현, 홍진표, 

박정민, 안미리

(2022)

2010년~2021년 국

내 메타버스와 가상

세계를 활용한 교육 

연구 동향 분석: LDA 

기반 토픽 모델링과 

시계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가상세계, 

연구동향, 토픽모델링, 

시계열 회귀분석

28
이해영, 정혜선

(2022)

메타버스 활용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과 교육적 적용 연구

메타버스, 가상현실, 

에듀테크, 교사인식

한국어교육

29 이현주(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메타버스, 이프랜드, 

디지털문화예술, 영어

학습, 포스트 코로나

30
이동국, 김동원, 

변숙자(2022)

초중등학생의 메타버

스 활용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분석

메타버스, 메타버스 활

용교육, 가상세계

학생인식, 초중등학생

31
김은하, 김현숙, 

한지혜(2022)

메타버스 시대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메타버스, 디지털 시민

성, 디지털 역량, 발달

장애 성인교육, 발달장

애인 평생교육

32

강민수, 김건우, 

신예은, 김대권

(2022)

메타버스 플랫폼 게

더타운을 활용한 교

육대학원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실재감

과 몰입감이 학습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 메타버스 활

용수업, 학습실재감, 

몰입감, 학습만족도, 

게더타운

33
손정명, 이시훈, 

한정혜(2022)

메타버스 기반 협력

적 소통 SW 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

메타버스, 블렌디드러

닝, SW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 협력적 의사

소통

34
전재천, 장준혁, 

정순기(2022)

메타버스 환경의 융

합 (STEAM)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적용

을 통한 학습자 태도 

및 만족도 분석

메타버스, 가상현실, 

융합인재교육, 온라인

교육, 학습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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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연도) 연구명 키워드

35
고현주, 전재천, 

유인환(2022)

메타버스 플랫폼 기

반 플립러닝 프레임

워크 개발 및 적용

메타버스, 가상현실, 

온라인교육, 플립러닝, 

학습몰입

36
정유선, 임태형, 

류지헌(2021)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학생 온라인 수업

에서 공간이동 수준

이 학습실재감과 흥

미발달에 미치는 효

과

메타버스, 학습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학습공

존감, 흥미발달

37 배성훈(2022)

플립드 러닝과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결

합한 메타버스 게임

화 교수법이 대학생

의 과제가치와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

메타버스, 플립드러닝, 

프로젝트기반학습, 게

임화, 과제가치, 학업

적 자기효능감

　

38 김나랑(2022)

메타버스 특성요인과 

학습 몰입 및 학습 만

족도 간의 구조적 관

계 분석: 게더타운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상호작용 수

준, 흥미, 학습몰입, 학

습만족, 학습실재감, 

게더타운

39
양은별, 류지헌

(2021)

메타버스 학습환경에

서 동료와 교사 아바

타가 학습실재감과 

시각적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메타버스, 아바타, 학

습실재감, 시각적 주의

집중, 시선추적

40 김평원(2021)

임장성

(Telepresence)

과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교

육적 비계로 활용하

는 메타버스 러닝

메타버스 러닝, 게이미

피케이션, 디지털휴먼,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 

지식(TPACK), 비계, 

임장성

　

41

도재우, 유정현, 

한원영, 최선혜, 

박규리, 김태영

(2022)

온라인 교사의 메타

버스 기반 원격수업 

운영 사례 연구

메타버스, 원격수업, 

온라인교사, 에듀테크

42 이경아(2021)

메타버스

(metaverse) 시대의 

미술교육

메타버스, 가상세계, 

아바타, 미술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몰입과 실재감

을 높이고[6-7]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

기주도학습 역량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8-9].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에

서 메타버스는 고등교육 실습, 안전 교육 훈련, 재활 

훈련 치료,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학교 수업 등 다양

한 교육 및 훈련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0]. 특히 메

타버스는 훈련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고의 위

험성이 높아 실전적인 훈련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 활

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 의료, 국방 등의 산업 

분야에서 훈련 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1]. 이러한 차원에서 박선희, 최태준

과 유현배(2022)는 의무 장비 및 물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훈련에 한계가 있는 야전 치료소 개소 훈련을 

메타버스 기술과 결합하여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12]. 해당 시스템을 훈련 현장에 적용하고 훈

련 성과를 분석한 결과 훈련 효과 증진과 환경 개선 

등에서 기존 훈련 시스템 대비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편, Lee, Woo 와 Yu(2022)는 기존 실습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용한 항공기 정

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과 기

존의 영상 훈련 방법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13]. 연구 결과, 시스템을 사용한 집단은 높은 실재

감을 경험하였으며, 기존 훈련 방법을 사용한 집단

보다 습득한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의 활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Koo(2021)는 메타버스를 통한 폐암 수술 훈련을 소

개하고, 의료 분야에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이 도입

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4]. 

이처럼 메타버스와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메타버

스 기반의 학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대부분 메타버

스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교육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서의 교수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플

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교수법에 메타

버스를 적용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수설계 방법에 대

한 논의를 수행하였다[17-19]. 구체적으로 홍선주, 

이상민과 안태연(2022)은 메타버스 수업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메타버

스의 효과적인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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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의 장단점과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 목적에 부합

하도록 공간과 상호작용을 설계, 운영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계보경 등(2022)은 메타버스 관련 선

행 문헌을 분석하여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원리로 친밀감, 몰입성, 상호작용 촉진, 확장성, 

외현화, 안정성의 총 6가지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수업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3-2. 메타버스 기반 교육 관련 키워드 

연구 분석 대상 42편의 키워드는 총 207개로 이 

중 2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메타버스, 가상세계, 가상공간, 아바타, 

실재감,  메타버스 활용 교육 등의 키워드가 많았으

며 온라인 교육, 원격수업,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현

실, 몰입감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표2. 메타버스와 교육 및 훈련 관련 국내 문헌(2021-2022)

순위 키워드 빈도(%)

1 메타버스 39(19.40)

2 가상세계/가상공간 9(4.48)

3 아바타/디지털휴먼/교육적 변신 7(3.48)

3 실재감 7(3.48)

5 메타버스 활용 교육/수업/학습 6(2.99)

6 온라인교육/원격수업 5(2.49)

6 메타버스 플랫폼 5(2.49)

6 가상현실 5(2.49)

6 몰입/몰입감 5(2.49)

6 게임화/게임콘텐츠 5(2.49)

11 게더타운 4(1.99)

11 문제기반학습/PBL 4(1.99)

13 에듀테크 3(1.49)

13
교사/교수자/교육분야 종사자 

인식
3(1.49)

13 학습만족도 3(1.49)

16 미래교육 2(1.00)

16 프로젝트기반학습 2(1.00)

16 융합인재교육 2(1.00)

16 경험/경험중심교육 2(1.00)

16 기술문해력/디지털역량 2(1.00)

16 비대면교육 2(1.00)

16 흥미 2(1.00)

16 이프렌드 2(1.00)

16 발달장애 교육 2(1.00)

순위 키워드 빈도(%)

16 블렌디드러닝/혼합형 수업 2(1.00)

16 협력학습/협력적의사소통 2(1.00)

16 훈련/훈련시스템 2(1.00)

16 증강현실 2(1.00)

16 포스트코로나 2(1.00)

16 플립드러닝 2(1.00)

16 소프트웨어 교육 2(1.00)

4. 논의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학습환경에 관한 기본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버스와 교육훈련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및 적용 관련 시도와 교육 

효과에 관련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온

라인 및 비대면 원격 교육훈련, 아바타 등 메타버스

의 특성과 교육훈련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향의 연

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버스 기

반 교육은 참여하는 학습자 및 교수자 모두가 학습

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별화된 학습과 상

호작용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접촉 없는 

연결 문화의 확산’과 비대면 놀이와 경험을 중요시

하는 MZ 세대의 등장은 에듀테크로서 메타버스의 

그림 2. 교육 &훈련 &메타버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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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습 몰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

는 교육지원 기술을 제시하고 이의 효과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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