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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 실이란 가상 실을 활용하되 실세계에 가상 실을 일부 겹쳐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

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을 활용하여 여행 가이드북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스탬  투어 기능

은 별도의 템 릿이나 종이 없이 스마트 폰 어 리 이션만으로 증강 실로 보이는 스탬 를 터치하

는 방식으로 스탬 를 모을 수 있게 설계하 다. 문화재 해설 기능의 경우 궁 혹은 박물  내에서 활

용이 가능하며, 가상 실로 궁의 각 시설이나 문화재의 제작 목 , 사용방법에 해서 상으로 제공

하여 이해도와 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두 기능 모두 스마트 폰 어 리 이션 설치만으

로 가능한 기능으로 시간의 제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 가상 실로 활용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에

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IITP-2017-2011 0 00559)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오늘 날 여행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여행객들의 자유여행에 한 선호가 지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은 층의 높은 선호도는 스마트 폰 

사용과 결합하여 새로운 트 드를 만들고 있다[1]. 2007년 

여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매하기 시작한 청년을 상으

로 한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의 경우, 여름에만 한정되었

던 것이 2008년에는 기간이 확 되었으며, 2009년부터 겨울 

운 을 시작하여 이용객의 증가로 운  도 에 기간을 연장

하기도 하 다. 

 그림 1에서와 같이 2007년 첫 시행 당시 7,841명에 불과했

던 티켓 매량은 2010년부터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매량이 증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치기반 증강 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GO’는 2016년 

7월 6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출시 으며, 출시 

후 1주일간 미국에서만 최소 15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 다. 국내에서는 구  지도 데이터 반출 문

제가 엮이며 출시 상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지도를 임의

의 구획으로 나 는 과정에서 속 와 양양 일 에서는 

이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가 몰리는 등 화제를 일으켰다. 

이후 2017년 1월 24일 6개월 만에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다. 

이미 한 번 지나간 열풍이라 반응이 미미할 것이란 측과

는 달리 출시 닷새 만에 이용자 500만 명 이상을 끌어 모으

며 력을 입증했다[3]. 

(그림 1) 내일로 티켓 매량 추이[2]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 기술과 여행상품을 결합한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설계하고 구 하 다. 주요 기능으로는 증

강 실 스탬  투어와 증강 실 문화재 해설 크게 두 가지

가 있으며, 두 기능 모두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하여, 별도

의 비 없이 증강 실을 이용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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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최근 국내 스마트폰 보 률이 90%를 넘어 세계 최 수

을 기록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최신 IT기술과의 목

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투어리즘 활성

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

일 기기의 확산과 함께 증강 실기술을 통한 모바일 기반의 

어 리 이션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4]. 

증강 실 기술은 가상 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

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

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말한다. 가상 실이란 

특정 환경이 100% 가상 실로 보이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증강 실에서는 가상 실을 활용하되 실세계에 가상 실

을 일부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5]. 증강

실은 실의 사물에 해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각  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에 큰 향을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6]. 

 

3. 시스템 설계

증강 실 스탬  투어는 해당 치에 근 하 을 경우, 

알람이 울리고 카메라가 켜지도록 하여 떠오르는 가상 실

의 스탬 를 터치하여 스탬 를 모을 수 있도록 하 다. 기

존의 스탬  투어와는 달리 번거롭게 팸 릿이나 종이를 들

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 폰 어 리 이션 설치만으로 

구나 쉽게 스탬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아래 

그림 2는 증강 실 스탬  투어 기능의 로우차트다. 

(그림 2) 증강 실 스탬  투어 기능 

로우차트

증강 실 문화재 해설 기능은 경복궁이나 박물  등에서 

활용 가능하며, 스마트 폰을 들고 다니다가 해당 문화재나 

치에 근 하 을 경우, 상이 재생 되도록 하여 문화재

에 한 설명이나 당시의 모습 등을 가상 실로 보여주어 

여행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아래 그림 

3은 증강 실 문화재 해설 기능의 로우차트이다.

(그림 3) 증강 실 문화재 해설 기능 

로우차트

4. 구

  본 논문에서는 GPS기반 증강 실을 이용하여 안드로이

드 기반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설

계하고 구 하 다. 

증강 실 스탬  투어 기능은 카메라를 켜고 있지 않아

도 해당 치에 근 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하 으며, 

어 리 이션을 작동시켜 카메라를 해당 치에 비추면 가

상 실로 스탬 가 뜨도록 하여 사용자가 터치를 통해 스탬

를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기존의 스탬  북을 들고 

다니던 번거로움을 일 수 있으며, 스탬 를 기 해 

을 설 필요 한 없다. 모은 스탬 를 클릭할 경우 해당 지

역이나 명소의 설명을 추가 제공하여, 여행자가 본인의 

여행을 기억하고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아래 

그림 4는 증강 실 스탬  투어의 UI 구 의 일부분이다. 

(그림 4) 증강 실 스탬  투어 UI 구  화면 

증강 실 문화재 해설 기능은 재 궁이나 박물 에서 

문화재 설명을 해서 특정 시간의 해설을 신청하거나  헤

드셋을 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하여 기획하

다. 어 리 이션 설치만으로 궁의 각 시설이나 문화재의 

제작 목 , 사용방법에 해서 가상 실로 제공되는 상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와 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별도의 물품 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고 자유롭게 람을 즐길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아래 그림 5는 증강 실 문화재 해설의 UI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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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일부이다.

(그림 5) 증강 실 문화재 해설 UI 구  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을 활용한 여행 가이드북을 설계

하고 구 하 다. 올해 여름 증강 실을 활용한 모바일 게

임인 포켓몬 GO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었으며, 증강 실을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

마트 폰 어 리 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기능 구 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하 으며, 증강 실을 활용한 스탬  투어와 

문화재 해설 기능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이해도 높

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본 연구를 발 시켜, 

가상 실로 가능한 여행 등을 연구해 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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