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361

모바일과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팝업 관광책자
김명현○, 이강희*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e-mail: hwangbly@gmail.com○, kanghee.lee@ssu.ac.kr*  

Popup-based Sightseer’s Pamphlet using a Mobile and its 
Projection Mapping 
Myung-Hyun Kim○, Kang-Hee Lee*

○Global School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Global School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나타내는 모바일과 아날로그를 나타내는 팝업북을 통해 각 지역의 유명한 광관 명소나 지역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컨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팝업북 각각의 페이지에는 그 지역의 지형을 아웃라인으로 만들고 그 안의 평면에 

3D로 지형을 구현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로 관광책자 Application을 실행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지역 

데이터를 전송받아 지역 페이지로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Application 안에는 명소가 있는 지역이나 건물이 담겨있어 버튼을 

터치하면 그 명소가 팝업북 안에 프로젝션 맵핑으로 보여지고  그 옆에는 교통수단 및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관광 책자로 사용자들은 제한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를 넘어 3D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키워드: 팝업북(Popup-Book),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관광 책자(Tourist Brochure), 모바일(Mobile)

I. 서 론

현재 관광책자는 여행객들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고 한정된 종이 안에 평면적으로 보이는 지도를 사용해 정보

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항상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각 지역 공항

마다 설치된 팝업북을 통해 원하는 여행정보를 유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정보를 쉽게 시각화해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 책자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국내에서 행해지는 팝업북의 콘텐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논문에

서는 실존하는 팝업북과 디지털콘텐츠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행해진 바는 찾기 힘들다. ‘터치스크린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3D 팝업북의 상호작용성’[박진희 2012]이란 연구

에서 보자면 실존하는 팝업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모바일 App 
컨텐츠 안의 3D 모델링이 된 가상의 팝업북을 이용한 컨텐츠에 

불과하고 실존하는 팝업북을 활용하진 않는다[2]. 또한 ‘인터렉티브 

팝업북 시스템’[이정숙, 2007]에서는 팝업북 안의 내장된 센서에 

의해 연결된 디지털 기기에서 콘텐츠가 재생하는 방식으로 인터랙

티브 방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 모두 팝업북과 디지털 

기기의 진정한 상호 작용 방식이 아니거나 한 쪽의 단순한 방식만을 

활용한 단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3].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

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바에 있다.

III. 본 론

1. 시스템 설계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은 관광객이 현지의 공항이나 관광안내소에 

배치된 팝업북에 접근해서 모바일 App을 실행하면 서로의 데이터 

연동으로 인해 자동으로 모바일 App의 스크린이 해당 관광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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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크린을 보여준다. 자신이 가고싶은 여행지

를 터치하게 되면 팝업상의 지도 위에 해당 건물이나 명소가 맺히고 

옆의 여백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 소개,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준다. 관광 콘텐츠와 모바일 App의 데이터 연동을 통한 인터

렉션이 팝업북에 맺히기 위한 프로세스는 우선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 관광 콘텐츠, 모바일 App을 각각 

클라이언트로 설정해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가운데 사용이 가능

하게 했다. 정보를 보고난 뒤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인터렉

션을 통해 즉시 휴대폰에 저장이 가능하기 떄문에 따로 관광 책자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이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고 단순한 데이터 패킷을 주고받기 위한 서버는 C#으로 

작성하였고 광고콘텐츠와 모바일App은 Unity 3D로 제작했다.

그림 1. 시스템과 사용 프로세스

Fig 1. System & Proces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App 개발 위해, 3가지 대륙의 각각 

4가지 랜드마크들을 입력하는 UI를 제작를 하였다. 그림 2부터 그림 

4는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대륙을 구축한 UI 화면이다.

그림 2. 모바일 상의 아시아 화면

Fig 2. Asia Screen in Mobile App

그림 3. 모바일 상의 유럽 화면

Fig 3. Europe Screen in Mobile App

그림 4. 모바일 상의 아메리칸 화면

Fig 4. America Screen in Mobile App

2. 팝업북 제작

App에서 보낸 건물을 맺히기 위한 팝업북은 한 페이지에 하나의 

대륙을 보여주는 실루엣과 대륙 특색에 맞는 건물들을 앞쪽에 설치한다.

그림 5. 팝업북 제작과정

Fig 5. Making of Pop-up book

3. 팝업북 매핑

팝업북 안에 건물실루엣 모형 안에 모바일App에서 보낸 건물을 

쏘아올리고 상을 맺히게 한다. 이번 프로토타입에서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건물들 4가지를 4가지의 색상과 다양한 크기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건물을 쏘아 올려준다.

그림 6. 아메리카 맵핑

Fig 6. America Mapping on the Pop-up book

그림 7. 유럽 맵핑

Fig 7. Europe Mapping on the Pop-up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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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최근 관광 정보를 주는 방식은 주로 책으로 출판하거나 스마트폰 

App으로 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광가이드북

은 책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 부피가 커지고 

여행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준다. 또한 모바일 기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사각형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번거롭거나 전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불필요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의 휴대성과 대형팝업북이라는 공간적 유효성

을 활용한 융합형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따로 여행 책자를 만들지 않아도 모바일 

App을 통해 저장하고 싶은 정보를 담아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디지털관광책자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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