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동향₩AR 기반 및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 1. 서론

스마트폰은일반적으로핸드폰의기능에컴퓨터와유사한기능을포함한모바일기기를말한다. 명확

하고통일된정의가없기때문에스마트폰의정의는시간에따라변해왔고, 누구의관점에서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운 체제를 탑재하고 개발자에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기도하고, 이메일이나인터넷, e-book 리더등의기능을제공할수있는핸드폰으로보기도한다. 현

재스마트폰이전체휴대폰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은 10%수준으로적은편이지만, 스마트폰을기반으

로각종어플리케이션과콘텐츠, 광고등의서비스를통해지속적이고다양한매출발생이가능하기때

문에업계의많은전문가가스마트폰시장에주목하고있다.

최근스마트폰분야에서가장큰이슈중하나는아이폰(iPhone) 애플스토어(Apple Store)의성공이

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오픈마켓인애플스토어는2008년 7월런칭하여8개월만에 10억다운로드를

달성하여성공적인어플리케이션시장모델로평가받고있다. 현재대부분의스마트폰플랫폼회사와

이동통신사가애플사(Apple Inc.)의 모델을바탕으로서비스개발자와서비스제공자가수익을공유하

는수익공유모델을기반으로하는모바일기반어플리케이션오픈마켓서비스를준비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아이폰을중심으로위치기반데이터를활용하는AR기반어플리케이션및게임어플리

케이션개발동향을살펴보고현재의시장상황자료를토대로앞으로의시장방향을가늠해보고자한다.

■ 2. 위치기반데이터를활용하는AR 어플리케이션과게임개발동향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는어떤정보기기사용자가어디에있는지에관한정보

를활용하는서비스이다1). 이 서비스는전기통신설비와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이동성이

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 던장소에관한정보를활용하며무선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의변경되는위치에따르는특정정보를제공하는무선콘텐츠서비스들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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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GPS 기능을지원하는스마트폰의보급과디지털지도의보급확대에힘입어위치기반데이

타를활용하는서비스는새롭게각광을받고있다. 또한이통사가중심이되었던기존의LBS에서아이

폰을중심으로하는개발자용오픈마켓이활성화되면서위치데이터를활용하는다양한애플리케이션

과이를활용하는사업모델이속속등장하고있다. 미국의전문리서치업체인BCC는세계위치기반서

비스시장규모가2005년230억달러에서2010년에는394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ABI

리서치는세계 LBS 시장의규모는 2007년말기준으로 5억 1천500만달러, 2013년(5년 후)에는 25배

이상증가한13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한다.

아이폰을기반으로하는응용어플리케이션개발에서위치를기반으로하는어플리케이션은사용자에

게편의정보를제공하는용도로사용자들에게좋은호응을받고있고, 2009년 3월을기준으로 1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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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위치기반응용어플리케이션이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

Strabase에서정리한LBS를응용한iPhone Application은지도를기반으로현재다양한어플리케이

션제작동향에대해보여준다. 특히, 이러한어플리케이션중현실세계의 상과컴퓨터에서만들어낸

물체혹은정보를실시간으로합성하여제공하는증강현실(增强現實)은위치나지도기반인프라와결합

하여기존의모바일서비스와차별화된새로운경험을사용자에게줌으로써각광을받고있다.

■ 3. 아이폰 기반 위치 활용 AR 어플리케이션 개발 동향

모바일용으로개발된최초의AR Browser라고알려진어플리케이션은《Layar》로, Google Android

Phone 용으로개발되어상용화되었다. 《Layar》는Android Phone에 탑재된나침반과 GPS, 카메라를

십분활용하고있다. 《Layar》는사용자의눈에보이고있는화면을카메라를통해실시간으로화면을비

추면서, 그위에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얹어보여주는모양새를처음으로제시하 다.

Apple iPhone에서AR 어플리케이션들은그래픽가속능력이발전되고나침반기능이추가된3GS가

등장하면서주목받고있다.  현재까지 iPhone 3GS에서개발되고있다고알려진어플리케이션은대부

분가벼운기능한가지에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이대부분이며, 큰구도역시《Layar》

에서제시한모델을벗어나지않고있다. 한편현재까지등장한유용한대부분의AR 어플리케이션들은,

나침반과GPS 센서로사용자의방향과위치를읽어내어, 어떤위치에미리셋팅된정보를제공하는데

에그치는경우가많다. 실제 상속의사물이무엇인지를식별해내어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어플리

케이션은많지않은데, Nokia의《Point & Find》는그런많지않은시도를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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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ar4

Layar는 네덜란드의 SPRXmobile社에서2009년 6월 안

드로이드마켓에공개한AR 브라우저이다. 세계최초의모

바일 기반 AR 브라우저로 평가되고 있다. 카메라와 GPS,

나침반기능을통해실시간으로사용자의위치를체크하여,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실제 세계 상을 비춘 화면

위에각종정보들을덧붙여보여준다. 현재구 안드로이드

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iPhone 3GS 버전이 소개되어 있으

며, 네덜란드외에이웃국가로의서비스확대역시계획하

고있다.

Layar는네덜란드의각社들과제휴를맺고, 이들이제공

하는정보들을그들의브라우저를통해제공한다. 현재제휴를맺고있는회사에는주택임대및거래정

보서비스를제공하는Funda,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로Hot Spot 정보를제공하고있는Hyves, 구인

정보를제공하는Tempo Team, 은행ATM기장소정보를제공하는 ING 등이있다. 모바일어플리케이

션과동시에Layar는개발자용API 역시개발을시작하 으며, 2009년8월현재클로즈테스팅이진행

중인것으로보인다.

개발사는 Layar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Switching easily between layers : 이름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Layar는여러레이어로구성되어

있다. 주택임대및거래정보를제공하는레이어, 은행ATM기위치정보레이어등, 같은종류의정

보는같은레이어상에서보여진다. Layar는이러한레이어간의이동이쉽다는점을어필하고있다.

- Radar widget to give you an overview :  레이더위젯에는화면에떠있는정보들이사용자로부터

얼마나멀리떨어져있는지가점으로나타난다.

- Logobar to indicate which layer is active :  여러개의레이어중어떤레이어가활성화되어있는

지를나타내기위해, Logobar가준비되어있다.

- Link through to mobile websites :  모바일용웹사이트로바로이동할수있는링크를제공한다.

- Integrated map view :  화면하단의버튼을누르면, 언제든지구 맵을띄울수있다. 나타난구

맵은화면의하단의절반을차지하게되며, 상단절반에는여전히카메라에비친실제세계의모

습이비추어진다.

- Custom filters for each layers (like distance, category, search box) : 각레이어에서거리, 카테

고리, 검색어에따라서정보를filtering하여, 자신이원하는내용에가까운정보만을찾아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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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의성공요인에대해서는이미수많은분석이나와있다. 개방화된마켓플레이스를통해

이룬유통경로의단순화, 단일기종단일플랫폼이주는개발및유지보수의편의성, 단말기보급수에

비해매우높은실제사용자

Sekai Camera5)

Sekai Camera는 일본의 Touchidot社에서 개발 중인

AR 어플리케이션이다. IT 관련 신규기업들을 소개하는 박

람회인 2008년 TechCrunch50에서발표하면서주목을받

았다. 현재 출시를 앞둔 모바일 용 AR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주목을받고있다. Sekai Camera는간단히요약하면

에어태그를 생성하고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먼저

Sekai Camera는 모바일 기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사용

자가보고있는실제세계를화면에보여준다. 사용자는자신

이쓴 , 자신이찍은사진, 자신의목소리가담긴태그를,

현재카메라가비추고있는그장소에즉시붙일수있다. 동

시에카메라가비추고있는장소에다른사용자들이붙인태그역시화면에비친실제세계의장면위에

표시될것이다.

사용자는몇가지조건에따라서태그를필터링할수있으며, 이를통해사용자가원하지않는태그들

은모바일화면에보이지않게될것이다. 이태그는텍스트, 사진, 소리등다양한미디어를담을수있기

때문에, 다용도로사용가능하다. 개인적인생각, 제품리뷰, 장소에대한소감, 사건₩사고의실시간알림,

교통정보등어떤것도이안에담길수있다. Sekai Camera는이러한정보들을사용자들이직접올리

고, 또그정보의수혜자들이또다시연관된정보를올리는선순환을통해, Sekai Camera가실제생활

에 접히파고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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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est Tube(New York Nearest Subway)6

Nearest Tube는 국의Acrossair 社에서개발한iPhone 3GS 전용어플리케이션이다. 3GS용첫번

째AR 어플리케이션이라고평가받고있다. 사용자와가장가까운지하철역을알려주는기능을가지고

있다. 사용자는처음 iPhone을카메라가지면을비추도록두고어플리케이션을실행하게된다. 어플리

케이션을실행하면카메라에비친지면위에화살표가보인다. 화살표는해당도시의지하철노선들각

각에서현재사용자와가장가까운역을가리킨다. 화살표가보이는방향으로 iPhone을두고아이폰을

정면으로들어올리면, 지하철역이위치한방향에거리를km/mile 단위로표시한말풍선이등장한다.

런던지하철을대상으로Nearest Tube 라는어플리케이션으로 국에서서비스중이고, 뉴욕지하철을

대상으로한같은어플리케이션이New York Nearest Subway 로북미iTunes 에서서비스하고있다.

TwittARound7)

TwittARound 는 독일의 개발자 Michael Z?llner가 개

발한최초의 iPhone용 AR 기반 Twitter Viewer 어플리케

이션이다. 화면에는카메라가비추는실제세계의장면이나

타나고, 그위로말풍선이나타난다. 말풍선은Twitter에서

해당장소에있는사용자가 을작성한경우나타난다. 말

풍선에는그사용자의프로필이미지가나타난다. 말풍선을

터치하면 화면 하단에 텍스트로 Twitter에서 입력한 이

나타난다.

Wikitude8)

Wikitude는 오스트리아의 Mobilizy社에서개발하여

2008년 10월부터Android Market Place에서판매를시작

한Google Android Phone용 AR 어플리케이션이다. 이후

2009년11월iPhone 용으로개발되어서비스중에있다.

화면에는 카메라가 비추는 실제세계의 장면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어떤 방향을 향해 카메라를 비추면 어플리케이션

은 그 방향에 등록된 장소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있다면그장소에미리연결된웹페이지를보여준다. 이를

통해사용자는해당장소가어떤곳인지에대한설명을살펴

볼수있다. 어떤장소와그장소에연결된웹페이지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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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에는Wikitude.me라는웹페이지가쓰인다.  이페이지에서사용자는특정한장소범위를새로

생성하고, 그장소와연결할웹페이지의주소를입력할수있다. 대체로인터넷백과사전인Wikipedia와

의연결이많다.

Layar와마찬가지로, Wikitude 역시현재개발자용API를개발하여현재테스팅중에있다.

ARToolKit Professional9)

ARToolKit Professional은 ARToolworks, Inc.에서 개

발한 Augmented Reality용 Tool Kit(Framework)이다.

데모 상에서는iPhone 카메라에비친화면에서(원근감을

고려하여) 정사각형모양을잡아낸다. 그위에가상의3D 물

체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그 평면 위를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면그평면위에 3D 물체를자동으로생성해주는등

의기능들을가진다. 물론정사각형이그려진평면을실제세

계에서움직이면, 상속의3D 물체도따라서움직인다.

ARToolKit Professional의 전신은 1999년학술적목적에서개발된라이브러리 ARToolKit이다. 현

재에도ver.2는오픈소스로공개되어있으며, 비상업적인목적에한하여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공개

는개발사와제휴하고있는워싱턴대학교의Human Interface Technology Lab의웹페이지에서이루

어지고있다.

Robotvision10)

기기를수평적으로움직 을때바로휴대폰상에서구 맵과연동되어자신

의 위치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가게의 위치 정보가 바로 표시된다. 전체 지도를

한번에볼수있기때문에가시적으로어느곳에위치하고있는지바로파악할수

있다. 또한그주변에있는건물을미리볼수있기때문에목적지주변건물들의

정보도파악할수있다. 커피숍이나서점등자주이용하면서새로운장소에갔을

때원하는곳이정확한곳이라기보다는어떤종류의가게인경우에사용하기편

리하다. 해당카테고리안에서다양한가게를볼수있고가장가까운곳을찾거

나Safari와연동하여다른사람들의리뷰를확인하고인기있는가게를바로찾

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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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선택하면바로전화를걸거나도로정보를얻거나Safari에서다른사람들의리뷰를얻을수있

다. 이를이용하여가게에바로전화를해서예약을한다든지위치를알아볼수있으며자가용을이용하

는경우바로네비게이션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가게를찾아가는데더쉽게이용할수있다. 또한다

른사람들과의정보공유를할수있기때문에자신이잘모르는장소에가더라도분위기좋은레스토랑

이나카페를찾기용이하다.

Cyclopedia11)

이어플리케이션은새로운장소에가게되었을때그장소만의특별한관광명소를찾는데용이하다.

다양한관광명소들이표시되기때문에찾아볼수있으며정보를얻기용이하다. 다른어플리케이션에비

해자신이보고있는방향의일직선상에있는정보들만이보여지기때문에보기편리하고깔끔한UI를

제공하고있다. 그렇기에어떤방향으로가면어떤건물이있는지알기보다는전체적으로주변에어떤건

물이있는지확인하고그건물의정보를찾아방문할가치가있는지판단하여직접방문해볼수있다.

다른어플리케이션과다른특징중하나는자신의범위안에어떤명소가있는지찾을때반경어느정

도안에서검색할지정할수있는것이다. 너무많은곳이한번에보이면오히려정보를얻는데방해가

될수있기때문에좁은지역내에서그야말로눈에보이는곳의정보를얻는데사용하기좋다.

buUuk12)

자신이서있는위치에서주변카페나식당의정보를찾아볼

수 있다. 각 식당 별로 평균 음식의 가격이나 파는 음식의 종

류, 위치하고있는방향과거리정보를얻을수있기때문에음

식점을찾는데있어매우용이하다. 카메라를켜고주변을빙

돌면서화면을보면해당하는방향에음식점과정보들이뜨고

원하는가게를선택하면조금더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다.

바로별점수를확인할수있기때문에다른사람들의평가가

어떤지도 알 수 있어 식당을 고르는데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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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이폰 기반 게임 개발 동향

애플스토어의성공요인에대해서는이미수많은분석이나와있다. 개방화된마켓플레이스를통해

이룬유통경로의단순화, 단일기종단일플랫폼이주는개발및유지보수의편의성, 단말기보급수에

비해매우높은실제사용자등. 기존스마트폰모바일어플리케이션시장과차별화된이러한애플스토

어의특성은, 1년이채되지않은시간동안급속성장을이룰수있었던요인임에분명하다. 그러나이것

은 '사업자' 측면에서의차별성이고성공요인이다. 많은단말기제조사와이동통신사가애플스토어와유

사한오픈마켓에도전하고있지만, 이들이내세우는전략과차별성은사업자의관점만을고려하고있

다. '사용자' 입장에서는큰차이가없다. 

애플스토어의성공을제대로분석하기위해서는아이폰이가진새로운기기특성이게임을비롯한어

플리케이션에미치는디자인관점에서의 향을살펴보아야한다. 즉 '사용자' 관점에서애플스토어의게

임과어플리케이션이가지는차별성을주시해야한다. 이것은새로운오픈마켓의성공적인차별화전략

을수립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지만, 초기의폭발적인성장세를잃고평균1 USD 시장이되어가는

애플스토어가앞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그안에서개발자로서살아남기위해서도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기존과차별화되는애플스토어의게임및어플리케이션의특징은아이폰이가진 '터치스크린'

과 '중력센서'의인터페이스특징에서비롯되었다고말할수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게임 디자인

이미PDA, 터치스크린기능을탑재한각종휴대폰그리고NDS에이르기까지다양한기기에서터치

스크린방식을채용했음에도불구하고아이폰의특징으로터치스크린을꼽는이유는 '멀티터치'와장치

에서터치가인식되는 역과화상이보여지는화면의 역이구분되지않는'100% 터치스크린인터페이

스' 구조때문이다. 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를이용한게임은NDS 발매이후엄청나게늘어났지만, 몇몇

혁신적인게임을제외하고는대부분은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를보조적인수단으로사용하며, 꼭 터치

스크린이아니어도가능한게임디자인인경우가많다. 스타일러스를이용해야하고멀티터치를지원하

지않는NDS 환경에서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만을사용한게임을디자인하는것은한계가있고, 버튼

인터페이스를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와조합하여더나은게임디자인이가능했다. 반면아이폰의경우

엔상황이다르다. 어플리케이션에서사용할수있는버튼인터페이스가전혀없기에화면안에서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에적합한 게임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

멀티터치가이러한디자인의방향에다양성을부여해주었다. 그러나처음부터이러한아이폰의특수성

을만족시킬수있는디자인이나온것은아니다. 인터페이스의특징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 기존의

게임디자인방법을그대로가져와서제작된게임도매우많다. 심지어화면에버튼형인터페이스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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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놓고누르게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멀티터치기능을효과적으로구현한게임들은주로기존게임을컨버팅혹은재구성한게임보다는아

이폰의인터페이스특수성을고려하여처음부터제작된게임의디자인에서찾을수있다. Luga에서개

발한 Fingeric은 손가락세개를사용하여화면의지시대로터치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조작방식은

Tap, Slide, Rotation을사용한다. 인터페이스에대한설명이게임디자인전체를설명할수있을만큼

명확하고, 터치인터페이스를매우적절히사용한게임다자인의예라고할수있다. 

핑거 보드를 조작하는 Illusion Lab의 Touch Grid나 손가락으로 블럭 쌓기 게임인 ngmoco의

Topple 역시터치스크린인터페이스를적극활용한게임디자인이라볼수있다.

어플리케이션중에서는Smule의Ocarina가대표적이다. 이어플리케이션은아이폰을터치하면서마

이크로바람을부는것으로오카리나를연주하는악기어플리케이션이다. 중력센서를이용하여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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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흔들어vibrato/timbre의표현도가능하다. 실제대상을아이폰기기를통해모사하여몰입감과유사

성을부여한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러한인터페이스를사용하면얼마든지다양한악기나기기를흉내낼

수있다. 이는버튼형인터페이스를가진기기와는완전히다른방향에서접근한디자인이다. 몰입감을

위해비트컨트롤러, 기타컨트롤러등의새로운인터페이스를도입하는방식이아니라기기자체가원

하는대상을모사할수있는방법으로인터페이스를구성할수있다.

중력센서를 활용한 게임 디자인

아이폰의 중력 센서는 기울기와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인터페이스의 측면에서 Wii의 위트

(Wiimote)에서포인팅기능이빠진것과유사한게임디자인을유도하는데, 차이점은아이폰의경우중

력센서가포함된인터페이스와사용자가보는스크린이하나이기때문에인터페이스(중력센서)의움직

임이시각적인변화에도 향을준다는점이다. 이는게임디자인관점에서유용할수도있고장애가될

수도있는데, 레이싱게임같이빠른인터페이스조작이필요한게임에서주인터페이스로사용하는것은

사용자에게어지러움과부담을주는요소가된다. 반면디스플레이와동시에움직일수밖에없는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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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의움직임을적절히이용하면사용자의몸을움직이게할수있으며이는높은몰입감을유발할

수있다. 

SEGA의Super Monkey Ball의경우중력센서의사용을통해몰입감을유발할수있는게임디자인

을보여준다. 사용자가아이폰을기울이는방향과그기울기에따라Monkey Ball을움직여목적지에도

달시키는퍼즐게임이다. Supper Monkey Ball은 Game Cube, Wii, PSP 에서이미출시한게임이다.

중력센서의사용을통한조작이란측면에서Wii와같지만, 디스플레이가조작에따라움직인다는요소

덕분에실제로다른플랫폼보다아이폰에서플레이했을때몰입감이훨씬높다. 

좀더나아간다면디스플레이가반드시필요하다고가정했던기존게임디자인의가정을벗어날수도

있을지모른다. BeMario나Lightsaber가그첫시도라볼수있다. BeMario는아이폰을들고사용자가

뛰면그에맞추어Super Mario 특유의점프효과음을내주는간단한어플리케이션이다. Lightsaber도

비슷한데, 아이폰을움직이면그에따라StarWars의광선검의효과음을들려준다. 이러한시도는앞으

로의기기성능변화에따라다양한게임디자인으로거듭날수있는데, 예를들어GPS의성능이지금보

다훨씬좋아진다면여러사용자가Lightsaber를들고휘두르면서가상대전을펼칠수있게될지도모

른다.

■ 5. 결론

스마트폰시장은일반휴대폰시장의성장속도와비교할때매우빠른속도로그규모가증가하고있

으며, 게임을비롯한다양한스마트폰콘텐츠는이미포화상태에가까운휴대폰콘텐츠시장에새로운

성장동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애플사의애플스토어의성공을통해수익공유기반모바일오픈

어플리케이션시장의성공과미래에대해가능성을가늠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성공적인오픈

마켓시장형성을위해서는개방화된시장, 플랫폼등의'사업자' 관점의성공요소뿐아니라'사용자' 관점

에서콘텐츠의차별성의확보역시중요하다. 아이폰이가진인터페이스의특징은게임과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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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변화를가져왔으며, 이차별성이사용자를아이폰과애플스토어로끌어들이는데큰역할을했

다. 모바일기반인터넷이보편화되고3D 그래픽처리가실시간으로지원이되는스마트폰이등장할것

을예상한다면게임뿐아니라, 맵기반편의정보제공및LBS(Location Based Service) 등다양한위치

기반서비스가활성화되고우리의생활을보다윤택하게하는수많은정보기반서비스가스마트폰시

장에서자리를크게차지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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