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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술과 Unity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 논문이다. 
증강현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이를 3차원으로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키워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게임(Game), 마커(Maker)

I. Introduction

증강현실 기술은 초기에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전투

기와 전차의 조종사 헬멧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GPS, 중력센서,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기기가 필요하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강현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

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전방을 

보면, GPS수신기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중력 센서가 

스마트폰의 기울기와 방향 등의 시점을 인식한 후 인터넷지도 서비스

에 전송한다. 이를 수신 받은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해당 지역 또는 

사물의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그 결과가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스마트폰용 게임에 접목시켜 

소개한다.

II. Preliminaries

   2.1 마커 트래킹 인식 방법

본 절은 마커 트래킹(Marker Tracking) 인식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마커 트래킹은 특정 마커를 등록한 데이터를 카메라로부터 인식하여 

오브젝트를 화면으로부터 출력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술은 퀄컴사에서 지원하는 Vuforia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고, 
Vuforia는 타겟의 특장점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생성해 서버에서 

이미지의 특장점을 추출하여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트레커의 종류로는 Image Target, Multi Target, F프레임 마커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은 Image Target을 사용해 제작하였고, Image Target방
식은 이미지 내의 각진 지점을 추출해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다.그림1은 이미지 타겟을 추출해낸 결과화면 이다.

Fig. 1. Image Target

III. System Flow

본 절은 시스템 개요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임을 

시작하면, 메인화면에서 게임 시작 버튼, 도움말 버튼, 게임 종료 

버튼이 보인다. 게임을 시작하면 싱글플레이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가 게임을 접속할시 멀티 플레이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게임은 유니티 엔진[1,2,3]을 사용하여 개발하

였고, 본 게임의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는 멀티플레이 조작, 캐릭터를 

움직이는 조이스틱, 몬스터 생성 및 플레이어 체력을 구현하는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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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것이다.

IV. Result

그림2는 유니티 엔진 게임뷰에서 확인한 몬스터가 출현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Fig. 2. Monster Screen

V. Conclusions

증강현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3차원으

로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캐주얼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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