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관광서비스는 IoT(Internet of Technology)기술

과 융합하여 위치 기반의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

거나 증강현실(Argument Reality)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접목할수있게되면서콘텐츠개발에필수적

으로고려되어야하는요소로자리잡았다. 더 나아가놀

이요소를도입하여사용자의흥미와재미를유발하고관

광 만족도를 높이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1,2].

그러나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관광지의 문화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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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광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상현실 체험은 한정된 장소에서 고가의 
장비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면서 활용에 한계가 발생한다. 대부분 관광 유적지가 실외에 있고 관광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쉽고 간편한 구글 카드보드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바
일 가상현실 관광 체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하
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유적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기법을 적용
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공산성의 왕궁터를 가상으로 복원하여 역사 체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공산성에서 체험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서 관광콘텐츠 활성화와 가상현실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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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various kinds of VR services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tourism field, The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re still costly, since they could be realized in a limited space with some kinds of expensive 
equipment such as HMD.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bile virtual reality tourism experience using an easy 
and simple Google card board and user's smartphone because most tourist sites are outdoors and most of users 
like enjoying sightseeing and experience at the same time.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ed a system that 
provides tourist information in real time employing both the IoT and VR techniques. Especially we develpoed 
a tourism contents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unities of Baekje Historical Site and Songsanri 
Tumulus. In addition, we virtually restored the royal palace in Gongju and confirmed the historical experience 
by VR flatform could be popular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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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상박물관구현은이전연구에서도많이다루고있

지만고가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가필요

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실제 유적지가 아닌 특정 박물관

이나한정된실내장소에서만체험할수있는한계가발

생한다. 또한, 디지털 박물관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비

용이증가하며유지보수의어려움도함께대두되고있다

[3,4].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직접 유

적지를답사하면서가상현실관광콘텐츠를체험하는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IoT를 접목하여 실

제유적지에서관광정보를제공하는상호작용이가능한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을 구성한다. 여기에 고가의 HMD

장비대신에 관광기념품형태로구글카드보드(Google

Cardboard)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한다. 구글 카드보드는

재질이 저렴하고 실외에서 쉽게 조립하여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관광지에 적합하다[5,6].

또한, 백제 유적지는 2016년에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다

양한서비스가필요한상황이지만이런욕구를충족시킬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백제

유적지 중에서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을 중심으로

모바일용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한다. 여기에 다양한

관광객의수준에맞추기위해서쉬운진행방법과친근한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다.

백제관광지는소실되었거나터만남아있는유적지가

많은데 이를 고증된 자료를 이용해 디지털 복원하고 그

곳에 읽힌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게임이나 교육적인 형

태로 함께 제공하면 실제 가이드와 함께 관광하는 효과

를얻을수있어관광상품으로서가치를높이는데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7,8].

2. 관련 연구
2.1 AsukaLab 가상 관광 투어
일본 도쿄대학교 AsukaLab 에서는 2004년부터 오사

카의수도를테마로하는Virtual Asukakyo project를 진

행하고 있다.

실제 관광 문화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MR(Mixed Reality)를 이용해서복원하고이를

관광객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ukaLab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살펴보면 실사 이미

지로부터 얻은 조명을 복원하려는 가상의 3차원 모델의

Shading과 Shadowing을 일치시켜 사실감을 높이는 방

안(Illumination consistency), 문화재실제지역의위치를

표현하려는 가상의 물체와 동기화하는 방법(Occlusion

solution) 그리고 무선망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사용자의

다양한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방법(Client-Server MR

System) 등이있다[9,10]. [Fig. 1]은 가상으로건물을복

원하고 Illumination consistency를 적용한 사례이다.

 [Fig. 1] Digitally restored architecture 

스마트폰이본격적으로대중에게활용되기전부터다

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 그러

나앞서서론에서지적하였듯이체험을위해필요한별도

의 고가 장비와 시스템은 관광객이 실외에서 간편하고

쉽게체험하는데에는다소부담되는문제점을안고있다.

2.2 VR과 구글 카드보드
가상현실 VR(Virtual Reality)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

하다. 현재 구현된 가상현실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1968년에최초로구현이되었으나기술적인한계로대중

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 페이스북

(Facebook)이 가상현실 제작업체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하였고 가상현실의

대중화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6]. 이러한 가상

현실은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이를테면 훼손된 문화재를 가상으로 복원하여 디지

털화하는작업은국가적으로많은지원을받는사업이다

[7]. 여기에 관람객에게 가상의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을이용한체험관전시는현재꾸준하고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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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고 있다[11].

[Fig. 2] Seokguam VR Digital Experience Museum

[Fig. 3] Virtual reality exhibition experience case 

[Fig. 2]는석굴암내부를 3차원정밀스캔하여디지털

화한데이터를이용하여가상의체험관을설치운영하는

예이다[12,13].

하지만 이런 체험형 문화재 박물관의 운영은 [Fig. 3]

과같이특정장소가필요하며고가의HMD장비구매와

함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의 인력이 있어

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한다[4].

그에 비교해서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스마트폰을이용해서비교적쉽게가상현실과증강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였는데 구글 카드

보드(Google cardboard)가 대표적이다.

[Fig. 4] Google card board and wear scene

구글 카드보드의 구현 원리는 기존 HMD와 같다. 차

이점은 [Fig. 4] 그림에서보는것처럼제품을골판지재

료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결합해 대응되는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글 카드보드는 휴대가 쉽고 조립이

간편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이를테면관광객이실제문화유적지를답사하면서소실

된 문화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상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용으로 활

용될 수 있다[14].

3. 시스템 설계
관광 시스템은 앞서 소개한 구글 카드보드의 장비를

활용해해당관광지에관련된정보를관람객에게다양한

형태로자연스럽게관광정보를제공하고흥미와재미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스템은 [Fig. 5]와 같이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정보전달 영역이

다. 미리구축한서버를통해서관광지의정보, 사용자간

정보교환, 가상현실데이터등을받을수있다. 실시간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만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휴대용 스마트폰에서 실행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는 영역으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비콘(Beacon) 장비를 이

용한다. 비콘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일종의 위치 발신 장

치인데저렴하면서배터리수명이길어서최근주목받고

있다. 비콘은 각 주요 유적지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정확

한위치를측정하는데사용된다. 특히 GPS 사용이불가

능한 실내에서 비콘은 유용하게 사용된다[17]. 각 주요

유적지에설치된비콘을통해서사용자가해당유적지에

접근하면 그 위치에 맞는 관광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15,16].

세 번째는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영역으로 구글 카드

보드가 활용된다. 구글 카드보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광지에서 휴대용으로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 기

념품으로보관하면서언제든다시체험할수있다. 또한,

이러한재사용을이용해서재방문을유도하고새로운관

광지역을 소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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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ystem diagram

[Fig. 6]은 구글 카드보드를 통한 사용자의 체험 프로

세스를 보여준다. 이러한 휴대용 가상현실 안경은 기념

상품의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구글 카드보드를 백

제 관광지역의 테마에 맞게 디자인하고 제품에 제작한

콘텐츠의다운로드주소를 QR코드와함께인쇄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

로가상현실안경을기념품으로구매하여직접조립하고

사용자의스마트폰에결합한후실제유적지에서콘텐츠

를 체험하도록 한다.

[Fig. 6] Tourism Service Process

구글 카드보드의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관람객은 좀

더현실감있는콘텐츠를즐길수있다. 이를테면관광지

의 문화재를 가상현실로 체험하고 친근감 있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유적지를 소개하거나 현재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한 장소에서 게임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관광객은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설치된 위치 인식 장

치인비콘을인식하고관람객의위치가콘텐츠에반영된

다. 또한, 다른관람객들과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서

로 경쟁을 유도하여 흥미를 높일 수도 있다.

4. 구 현 방 법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의 12번째세계유산이된백제역사유적지구는공주시,

부여군, 익산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그중 공주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 등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테마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 진행하였다. 또한, 공주시

의특색을반영하는기념품형태의카드보드를디자인하

기위해서공주시의대표캐릭터 ‘고마곰과공주’ 를활용

하였다. 이는 관광지의 특색을 살리고 캐릭터의 인지도

를활용하여사용자의흥미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

대된다. [Fig. 7]은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보드와 콘텐츠

의 결과물이다.

카드보드의 기본 디자인은 구글(Google)에서 공개하

여배포하고있으며누구나활용할수있다. 현재다양한

형태와디자인의제품들이등장하고있으며관광분야뿐

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쉽게 체험하고자 하는 곳에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주소를 인쇄하여 사용자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Fig. 7] Content and Cardboard Design

구동하드웨어는안드로이드와아이폰을대상으로하

며멀티플랫폼을지원하는유니티(Unity 3D) 개발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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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또 모바일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

도록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니티용 SDK(Servic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가상현

실을구현하는데필요한기본기능인스테레오화면출력,

인터페이스, 헤드트랙킹(Head Trakcing)을 쉽게구현할

수 있다.

콘텐츠의 내용은 충남 공주의 유적지인 공산성과 무

령왕릉을가상현실을통해체험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쉬운조작을위해서 <Table 1>에서설명된요소를적

용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사용자의 입력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도록구성되었다. 둘째, 자막과인터페이스를최소

화하고 해설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였다.

관광 안내용 가상현실 콘텐츠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

으로하므로콘텐츠는쉽게설치할수있어야하며구성

이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활용 가능해야 한다[18].

Factor Implement

Voice
guidance

Minimize text on the screen
and narrate it.

Sequential
development

The story progresses
automatically and sequentially.

Minimum
input

Do not accept user input
Scenario configuration.

Content
accessibility

QR code and download
address on cardboard glasses.

<Table 1> Considerations for easy operation

Technique Description

VR video Aerial photography using drone

360 VR Image 360 VR high-resolution images.

Synthesis of 360 real
image and 3D model

Restore the palace as a
three-dimensional model and synthesize
it with real images

360 real-time screen of night view,
three-dimensional firework effect
synthesis

Archery experience that user moves to
royal palace realized in 3D

<Table 2> Applied Virtual Reality Method

콘텐츠는 [Fig. 8]에서 보는 것처럼 총 4 가지 체험으

로 진행된다. 사용자의 흥미로운 체험을 위해서 <Table

2>와같은가상현실구현기법이적용되었으며첫번째

와두번째체험에는 360도실사를촬영한고화질의사진

과동영상을이용하여공산성과송산리고분을가상현실

로체험하도록하였다. 또한, [Fig. 9]에서보는것처럼캐

릭터를 3차원모델링으로구현하고애니메이션을적용하

여 친근감을 높였다.

 [Fig. 8] Main menu introduction 

 [Fig. 9] Introduction to Communism
세 번째 체험에서는 공주 공산성 유적지의 왕궁은 현

재 터만 남아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왕궁터를 검증된

3차원백제건물모델링데이터를이용해서 [Fig. 10] 의

그림과 같이 가상 복원하였다.

실제로공산성의쌍수정을 촬영한 360도 실사이미지

와 합성하여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면에선 [Fig. 11]과같이공산성야경을배경으로가상

의불꽃놀이를감상할수있다. 실제촬영된야경을바탕

으로축제때나볼수있는이벤트를가상현실로쉽게체

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 Scenery of virtual pala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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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Experience the virtual palace garden and 
experience night view fireworks

2016년 3월공주공산성에서 50여명의관광객과팸투

어를 진행하였다. 앞서 제작된 카드보드를 관광객에게

배포하고 콘텐츠를 내려받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2]는 실제체험장면이다. 관광객들은처음접하는

체험에서도 설명서와 안내에 따라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였으며 체험자

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제공된 카드보드는

체험 후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되었다.

[Fig. 12] VR Experience Scene

5. 결 론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국내 관

광지에 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관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가상현실

과 같은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쉽고 재밌고 풍부한

체험을 제공하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관광지에서의가상현실체험은일반적으로고

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장비의관리와유지보수가번거로운문제점이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광지에서 쉽고 편하

게 활용 가능한 구글 카드보드와 관광객이 대부분 소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외에서도 더욱 쉽게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치 인

식기술(비콘)과 관광정보서버를연동하여사용자의실

시간위치에따른유적지를체험하는가상현실시스템을

구상하였으며백제의대표유적지공주의공산성과송산

리 고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표현 기법을 활용

하여 개발하였다. 특히 고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금

은소실된공산성왕궁터를가상현실로재현하였는데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관광유적지의 역사적 체험

목적에적절하게활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기

기 조작에 미숙한 다양한 관광객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쉬운 조작성을 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였고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접목하여친밀성과접근성을높였다. 마지막으

로 실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에서 콘텐츠 체험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

글카드보드를기념품화하고콘텐츠와연계하는방안은

가상현실의 대중화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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