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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증강 실 기술이 나날이 발 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증강 실 기술은 이동성과 성의 장 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증강 실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목시키는 

기술로써 유아 교육 활용시에 높은 심과 흥미도로 인하여 새로운 학습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림을 3D 어류 모델로 디스 이 하도록 구 한 유아용 어류백과 사 이다. 3D 어류 모델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6축 방향의 회 이 가능하며 축소  확 도 가능하다. 한 어린이의 흥미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다

양한 효과의 음향도 삽입하여 유아들이 책에 한 흥미도를 이끌도록 구 하 다. 어린이들을 상으로 본 시

스템을 사용한 결과 어류백과를 학습할 경우 기존의 책보다 4배 이상 심과 흥미도가 높았다.

ABSTRACT

Various study for technology of agmented reality by using mobile has been progressed in aspect of advantages for mobility and 

popularity, recently as technology of agmented reality is developing day by day. Mobile agmented reality is technology imaginary 

informations are grafted into reality by using mobile. That can induce new learning experience showing high interest and interesting 

for infant education. This thesis is a fishes encyclopedia for infant that was made by displaying pictures as 3D fish model. 3D fish 

model is possible to turn on the six axis and enlarge and reduce by demand of users. Furthermore, it was made for inducing 

interesting about book for infant by inserting various sound effect. The resort of using system for infant shows interest and 

interesting over four times in case infant will learn with fishes encylopedia not previou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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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컴퓨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정보이용 형

태가 다양하게 발 하고 있다[1-3]. 특히 인쇄매체보

다는 멀티미디어에[4] 더 익숙해 있고 극 인 이용

을 하게 됨으로 유아용 교육 도구도 다양하게 발 하

게 되었다.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모바

일 증강 실 기술로써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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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나 사용자가 모바일 폰으로 비추는 실세계 환경

에 가상의 물체를 자연스럽게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이다. 즉 모바일 폰의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이

나 건물, 그림, 책 등을 비추면 이와 련된 이미지나 

정보를 3D 가상 실로 실 상 에 겹쳐 보여 주는 

것이다[5-8]. 

증강 실 기술  최근에 모바일 증강 실은 스마

트폰의 발 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치정보, 

각도, 거리등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증강

실 어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

들은 GPS와 지자기 센서로 구 하는 치기반 증강

실[9]로 상인식 기반의 증 실을 구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시스템은 별도의 마커를 제작하지 않고 어류백

과 사 의 그림을 마커리스 방식으로 인식하여 3D어

류객체를 증강시켜 유아들의 흥미를 증가시키도록 한

다. 유아들은 어류모델의 3D 개체를 회 하고, 축소, 

확 , 음향효과 등을 하게 함으로써 흥미도와 몰입

감를 극 화 시키도록 한다. 이 시스템을 00지역의 어

린이 집을 상으로 사용하여 흥미도를 분석하 다.

제 1장은 서론을 기술하 으며, 2장은 련연구, 3

장은 본 시스템 설계, 4장은 구   분석, 5장은 결

론으로 구성한다.

Ⅱ. 련연구

2.1. 증강 실 기법

최근 스마트폰의 보 이 높아지면서 증강 실

(Augmented Reality)에 한 심이 부상하고 있

다. 증강 실은 가상의 한 분야로 실세계의 물리  공

간에 가상의 객체나 정보를 합성하여 실세계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융합 콘텐츠 기술

이다. Ronald Asuma는 증강 실 시스템의 세가지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다. 첫번째로 실세계와 가

상환경이 결합되어 표 된다. 두번째로 실세계와 가상

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는  3차원 공간에 구축된 것이다[10]. 

증강 실 기술은 추 하기 쉬운 사각형 형태의 마

커를 사용하는 마커 기법과 물체의 특징 들을 사용

하는 마커리스 기법이 있다. 

2.1.1. 마커인식 기법

마커 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으로 ARTag, ART-

oolkit, ARToolkitPlus가 있다. 특히 ARToolkit은 

상처리 시 탐색을 하여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과 

그 안에 다양한 패턴을 용한 평면 마커를 사용한다. 

마커 인식 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의 단 은 마커 

체가 카메라로 보여주지 못하면 마커를 인식하지 않

는다는 이다. 한 패턴이 작거나 멀리 있는 경우, 

복잡한 경우, 조명환경에 향을 받는 경우에도 인식

하지 못한다. 

2.1.2 비마커기반(Markerless-based) 기술

마커기반 증강 실이 마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몰

입감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마커를 사

용하지 않고 실 세계에 존재하는 특징 정보를 마커

로 이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왔다. 2차

원 특징  기반 방법에는 표 으로 SIFT (Scale- 

Invariant FeatureTransform)[11]가 있다. 3차원 모델

기반은 특징 을 이용한 객체추  방법으로 3차원 모

델기반 객체 추 을 해서는 기외부 라미터가 

정해지거나 추 되어야 할 범 가 한정되어 있어야 

정확한 추 이 가능하다[12][13].

2.2. 모바일 증강 실 

모바일은 속한 발 으로 개인화 소형화가 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모바일은 단순한 문자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엔터테이먼트, 게임, 유비쿼터스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능

을 모바일 증강 실(Mobile Augmented Reality)이라 

한다.

2.3. 모바일 증강 실 시장 망

모바일 증강 실은 2014년에는 7억달러 이상의 규

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의 시장분석 기업인인 

주니퍼 리서치는 망한다. 한 특허출원이 증가한

는 등 다양한 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14]. 그림 1

은 증강 실 국내 특허 출원 동향과 모바일 시장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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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강 실 국내 특허출원 동향과 모바일
Fig. 1 Augmented reality domestic patent trends

2.4. 모바일 증강 실 랫폼

가장 표 인 증강 실은 랫폼에는 OVjet, 

Layar, Wikitude, Junaio 등이 있다.

오 제는 치기반 비마커 증강 실 응용으로 기술

이다. 모바일 폰의 GPS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치와 모바일 카메라로 보여지는 실세계의 사

물의 치를 악한 후 그에 따른 부가정보를 제공한

다[15]. Wikitude는 증강 실 랫폼은 Wikitude.me 

Wikitude World Browser, Wikitude API의 3개의 모

듈로 구성된다. 라우 는 카메라의 치와 방향을 

한다. 그리고 카메라로 들어오는 실세계 상에 스마

트폰의 GPS 센서로부터 얻어진 치 정보를 활용하

여 태그를 표시한다. Wikitude.me는 상에 치한 

POI(Points of Interest)좌표에 태그 정보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Wikitude API는 개발에 필요한 API를 제

공한다[16]. Junaio는 콘텐츠 채 을 통해 세계 

상에 태그 정보를 생성하는 강 실 모바일 랫폼

이다. 사용자는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여러 채 을 실

시간으로 환 할 수 있다. 모바일용 Junaio 랫폼은 

이미지 인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3D 용량이 제

한이 되어있다. 그리고 비마커 방식은 물론 마커 기반 

증강 실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17]. Layar는 비마커 

방식 증강 실 랫폼으로써 GPS와 나침반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치와 시야계산과 태그 정보를 표

시한다[18].

2.5. 증강 실 기술의 교육  효과

증강 실은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

술  장 은 네 가지로 구성한다.

(1) 실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상호작용

(2) 존감을 증가시킴 

(3) 업에서 참여자에게 공간 인 정보를 제공

(4) 실무형 인터페이스를 지원 

(5) 가상세계와 실세계의 부드러운 환을 가능

Shelton은 이러한 증강 실의 기술  장 을 바탕

으로 증강 실의 교육  활용이, 능동  학습(Active 

learning), 구성주의  학습, 의도  학습(Intentional 

learning), 실제  학습(authentic learning)  동학

습 (cooperative learning)을 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

기도 하 다[19]. 증강 실은 실질 인 조작으로 인하

여 학습자의 몰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

심 학습, 맥락인식에 의한 학습 존감 발생, 력 

학습 환경의 강화를 학습 진 요인으로 제안하 다

[20].

Ⅲ. 본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의 설계는 개발환경과 구성도를 기술한

다. 모바일을 활용한 유아용 어류백과 사 [21]을 구

하기 하여 OpenCV, 퀠컴 Vuforia SDK, 

Unity3D, C#, JAVE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3.1. 개발환경

본 시스템은 모바일 증강 실을 용하므로 800만 

화소 카메라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를 사

용하 다. 상처리를 하여 OpenCV를 사용하며, 

작도구는 Qualcomm Vuforia SDK와 Unity3.5을 사

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정하드웨어는, Intel(R) 

Pentium(R)CPU @ 2.00GHz, 4.00GB RAM, Intel(R) 

HD Graphics을 하며, 구 된 증강 실은 CPU 

DualCore 1.5GHz, 안드로이드4.0.4 아이스크림 샌드

치, 내장메모리 16GB, 해상도 1280*800 환경에서 테

스트하 다. 사용자의 편의을 한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C#과 자바스크립트을 이용하 다.

3.2.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모바일 증강 실 3D 어류백과 시스템

을 구 한 것으로 그림 2와 같다. 이 시스템은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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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실세계, 가상세계, DB, 증강세계로 구성되어

진다. 사용자는 책의 이미지를 가상세계의 어류이미지 

트래킹 정보로 장한다. 장되어진 책의 이미지가 

모바일의 카메라로 입력되어지면 트래킹 정보를 받아

서 트래킹 되어진다. 트래킹 된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3D 어류객체를 불러와서 정합 치를 설정하여 랜더

링 되어진다. 랜더링 되어진 이미지는 자이로 센서의 

기울기 값에 의하여 상하좌우로 회 이 가능하며, 깊

이 값에 의하여 축소 확 도 가능하다. 한 사용자의 

편의를 하여 축소 확  회  버튼을 추가하여 사용

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 다. 사용자는 책의 이미지를 

트래킹 하고 있는 동안은 3D 어류를 사용자 인터페

이스로 하여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한 사용자

는 음향효과를 클릭하여 소리에 한 추가 기능을 즐

길 수 있다.

그림 2. 모바일 어류백과 시스템 구조도
Fig. 2 Mobile fish encyclopedia system structure

system of drawings

Ⅳ. 시스템 구   분석

4.1. 3D 어류 객체 모델 제작

모바일 증강 실을 이용한 3D 어류백과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3D MAX를 사용하 다. 3D 객체 

어류는 유아용 어류도감에 있는 모델을 주로 20종

을 제작하 다. 제작되어진 어류모델은 Unity3d에서 

인식이 잘 되는 3DS 일로 추출하 다. 

4.2. 이미지 마커 생성

모바일 증강 실 기반의 3D 어류백과 시스템은 

컴에서 배포한 AR 랫폼을 사용하 다. 모바일를 이

용한 증강 실 어류백과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퀠

컴에서 제공하는 Vuforia AR　SDK를 사용하다. 어

류사진을 입력받아 인식된 마커를 Application code화 

하여 트래킹 정보를 생성한다. 입력되어진 이미지는 

마커리스 형태로 등록이 되어지며, 트래킹 포인트가 

생성이 된다. 표 1은 퀠컴에서 이미지를 트래킹 할 때 

특징 을 추출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3. Vuforia AR SDK
Fig. 3 Vuforia AR SDK

원본 어류 이미지
(마커리스 등록 이미지)

특징  추출 이미지

표 1. 특징  추출
Table 1. Extraction of feat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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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류모델 트래킹  정합

3D 모델인 어류는 3DS MAX에서 제작하여 .3DS

일로 익스포트한다. 이러한 3DS 일을 Unity3D에

서 인포트 시킨다. 이미지 트래킹 패키지인 어류 마커

리스와 3DS 일을 Unity3DS에서 정합한다. 정합의 

치는 X,Y,Z 좌표의 포지션 치에서 설정한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여 다양한 스크립트를 

작성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컨트롤 하는 

버튼과 컨트롤 모션은 C#와 JAVA스크립트를 사용하

다. 트래킹의 알고리즘은 Vuforia SDK를 사용하

다. Vuforia SDK는 마커를 카메라로 읽어서 픽셀 컨

버젼 후 트랙커로 넘겨 오 젝트에 한 정보를 추

하고 어 리 이션 상에서 그래픽을 랜더링 하여 가

상의 그래픽과 실을 함께 띄어 주는 패키지를 생성

되어진다. 생성되어진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유니티로 

인포트 시킨다. 모델과 타켓 이미지의 매칭 을 설정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로그램하여 유니티에서 

모바일 폰으로 빌드시킨다. 그림 4는 유니티에서 타켓

이미지와 모델의 치와 트래킹 정보 등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그림 4. Unity3D에서 정합 설정
Fig. 4 Unity3D matching set

4.4. 어류모델 디스 이

표 2는 모바일을 이용한 어류백과 시스템을  구  

한 화면이다. 본 시스템은 자이로센서를 활용하여 확

, 축소, 회 이 가능하며, 버튼을 사용한 인터페이스

도 추가 설정 하 다. 한 유아들의 흥미도를 하여 

음향효과를 추가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 다. 실행 모바일 폰은 실행화면은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폰에 로그램을 설정하여 활용하도록 하 다.

확

축소

상하 회

음향효과

표 2. 본 시스템 구  화면
Table 2. Embodiment screen of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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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본 시스템의 흥미도 분석

본 시스템의 흥미도를 분석하기 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한 달간 00유치원 유아

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유아들은 두 반으로 분리 

되었으며, 각 반의 인원수는 20명이다. A반은 증강

실 책과 장난감을 두어 자유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

으며, B반은 일반 책과 장난감만을 이용하여 자유 시

간을 즐기도록 한다. 이때 자유시간은 매일 한 시간으

로 설정하 으며, 각 반은 모든 조건을 같게 설정하고 

모바일 증강 실 어류백과 사 과, 일반 어류백과 사

이라는 조건만 다르게 설정하 다. 두 반의 어류백

과 사 을 보는 학생의 수와 시간을 측정하여 한 달

간 통계를 추출하여 백분율료 표시하 다.

그림 5. 어류백과 사 의 흥미도
Fig. 5 The interest of the fish encyclopedias

그림 5는 장난감과 책의 선택사항 에서 어류백과 

사 을 선택한 학생들의 조사한 후 백분율로 차트로 

표 한 것이다. 각 반의 1달 동안 1시간  어류백과 

사 을 읽기 해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을 분석하여 

평균을 산출한 후 두 반을 비교하여 도표로 표 하

다.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은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증강 실 어류백과 사 을 약 4배 이상 흥미

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모바일 폰에 나오는 3D 어류 모델을 마치 살아 있는 

물고기를 본 것처럼 손 에서 회 하고 애니메이션 하

여 보았다. 한 모바일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 일

에 흥미를 가지고 즐기면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어류백과 사 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

은 책에 한 심이 높아져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보다 책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Ⅴ. 결 론

문화의 격한 발 으로 재 가장 이슈로 떠오르

는 것이 모바일 폰을 이용한 증강 실 시스템이다. 기

존의 증강 실 시스템은 단순한 POI정도를 이용하여 

텍스트나 그림 등 단순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서버에

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었

으므로 3D 개체처럼 입체 인 모델을 할 경우 데이

터의 양을 고려해야 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증강 실 3D 모델 어류백과 

사 을 구 하 다. 3D 모델을 최 의 데이터로 처리

를 한 후 증강시키는 것이다. 책의 그림을 마커리스 

형식으로 인식하게 하여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 화 

하 으며, 사용자는 즉각 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어

류모델을 찰할 수 있다. 한 사용자는 음향효과를 

즐기면서 자연의 소리와, 책을 읽어주는 느낌을 받도

록 하여 몰입감과 정서 인 감각을 높이도록 하 다.  

본 시스템으로 구 한 어류백과 사 은 어린이집을 

상으로 평가한 결과 흥미도가 4배 증가하 으며, 책

에 한 심도 한 증가한다. 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버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

는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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