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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장치를 이용해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현실의 경험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계

속되어 왔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

지들을 그려 넣은 고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작한 

이러한 욕구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상의 캐릭터를 

조종해 디스플레이 안에서 거의 완벽히 구현된 모방 

현실을 탐험하는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과 더 나아가 눈과 귀는 

물론 촉각·후각·방향 감각까지 자극하여 경험의 폭

을 넓히는 4D 영화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융합현실[1]

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났고, 증강현실은 그 

특성으로 인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2, 3, 4,

5, 6]. 이미 제작된 2차원, 3차원 환경 혹은 기술을 

사용해 현실과 다른 공간 안에 몰입하게 만드는 가상

현실[7, 8]과 달리 증강현실은 현실에 3차원 가상물

체를 겹쳐 사용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즉,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가상정보를 중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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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현재 필요한 정

보를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게임 및 

모바일 솔루션 업계·교육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제

품을 개발하고 있다.

Table 1은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을 게임 

분야 별 매출액과 성장률로 구분하여 나타낸다[9].

올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보다 6.2%

증가한 11조 5,703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속적

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이 

같은 성장세에는 모바일 게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모바일 게임은 이동통신 단말기 플랫폼 기반의 

게임을 말한다. 이미 온라인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

둔 회사들이 대작 온라인게임을 이용해 모바일 시장

에 진출하면서 전체 시장 매출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

이 있다[9]. 2016년 국내 전체 게임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은 39.7%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러

한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조 8,800억 원에 이르러 온라인 게임시

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

원의 2017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

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

의 43.6%가 1주일에 6-7일 정도 모바일 게임을 이용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환경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0]. 그리고 이러한 이동성

(Mobility)은 모바일 게임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동성이라는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

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강현실이다. 증강현실은 사

용자의 시야에 부가 정보를 더하기 때문인데, 이 때

문에 증강현실을 여러 관련 기술의 발전을 자극한 

이동성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

(Forrester Research)의 부사장 겸 수석 분석가 토마

스 허슨은 “우리는 모바일을 제6의 감각으로 활용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증강현실 경험을 제공하면 꽤 파괴적일 것이

다. 감각을 이용해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더 원활

히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제6의 감각으로 

모바일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디지털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1]. 또한 애

플의 CEO 팀 쿡은 “증강현실은 스마트폰처럼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대단한 아이디어이며, 핵

심기술”이라고 말했다[11]. 증강현실을 사용하기 위

해 필요한 만큼의 연산 능력과 3D 센싱 기술, 충분히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가 꾸준히 축적되어 여러 기기

를 사용한 증강현실의 실제적인 응용이 가능하게 되

었고, 애플의 CEO인 팀 쿡의 열렬한 지지와 더불어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크게 가상 이미지, 몰입감, 상호작용 등의 3가지 요소

로 구성된다. 이동성이 보장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

여 증강현실의 몰입감, 현실감을 이끌어 내고 사용자

가 몸을 직접 움직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한다면 모바

일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증강현실의 특성이 게임에 어떠한 장점을 제공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 증강현실 기술과 모바일 게

Table 1. Market volume and prospec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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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융합,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개발모델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

마트폰 기반 3차원 슈팅게임의 설계와 구현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

한 본 연구의 우수성을 제공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

과를 요약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보잉(Boeing)사의 연구자였던 토머스 카우델(tomas

P. Caudel) 박사가 1992년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

사 영상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치는(overlap) 작업을 

하면서 증강현실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다. 복잡한 

비행기 전선 조립을 돕기 위해 가상 이미지를 실제 

화면에 겹쳐 놓고 사용했던 것이다. 현실세계를 가상

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인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

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환경을 사용하지만 주역은 현

실 환경이다[2, 3, 4, 5, 6, 12]. 현실 환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은 대부분 정보를 제공하는 목

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교과서에 있는 태양계의 순서, 사람의 

장기 등의 정보가 입체영상으로 표기된다. Fig. 1은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보여준

다. Star Walk[Fig. 1(a)]는 증강 현실을 이용해 디지

털 별자리 관측 기능을 제공했던 최초의 앱 가운데 

하나다[13].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밤하늘을 향

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면 사용자가 있는 곳의 정확

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일종

의 가상 하늘을 보여준다. 간단한 조작과 기초적인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천

문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증강

현실의 특성을 잘 이용한 사례이다. The amazing

spider-man AR[Fig. 1(b)]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인

지도와 증강현실이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다[14]. 간단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캐릭

터를 사용자가 존재하는 현실에 3차원 객체의 모습

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

지만, 단순 애니메이션의 나열과 게임성의 부재로 증

강현실을 사용한 모바일 게임의 좋은 사례는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초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은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최신 기술을 단지 과시 혹은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을 충족

시켜주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모바일 폰의 디

(a) Star walk2. [13] (b) The amazing spider-man AR. [14]

(c) Pokémon Go. [15]

Fig. 1. Examples of augmented reality-base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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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시야보다 훨씬 작아서 현실에 3차원 객체들을 

얹어 넓은 공간을 사용해 고정된 화면을 사용하는 

기존의 게임과 차별을 두는 증강현실 게임의 목적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의 눈이 아닌 카

메라 화면을 통해 배경을 봐야하기 때문에 화질이 

낮아져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고, 모바일 폰 자체의 

용량, 프로세싱 능력과 네트워크 속도의 한계로 인해 

게임 용량이 제한되어 조잡한 3차원 객체들을 사용

해 게임 전체의 질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직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증강현실을 내새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에는 ‘포켓몬 고’[Fig. 1(c)]가 있다.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포켓몬이라는 컨텐츠와 

“‘Pokémon GO’는 당신이 사는 세계 모두가 무대입

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현실을 배경으로 게임

을 플레이 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과 GPS를 이용

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게임의 영역을 전 세계

로 넓혀서 ‘포켓몬 고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폭발

적인 성공을 거뒀다[15]. 사용자가 만화 ‘포켓 몬스

터’의 주인공처럼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포켓몬들을 직접 포획한다. 이때 모바일 게임의 터치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포켓몬 볼을 던지고, 플레이

어들이 모여 함께 몬스터를 모으며, 직접 몸을 움직

여 몬스터가 출현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게임과 현실

을 적절히 섞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신체적 건강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배틀을 가능하게 해서 게임성을 높였

다. 증강현실 카메라를 게임을 실행하는 내내 켜 놓

지 않아도 게임 실행이 가능하며 단순히 몬스터를 

잡을 때에만 현실 배경을 이용해 증강현실기술을 이

용했는데, 이것은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 작은 디스플

레이 화면만을 사용해 주변을 둘러보지 않아도 되도

록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고려한 선택인 

것 같다. 실제 적지 않은 수의 사용자들은 배터리와 

데이터 요금과 같은 이유로 증강현실 기능을 끈 채로 

포켓몬 고를 플레이했다. 사실상 포켓몬 고는 증강현

실의 개념을 컨텐츠와 훌륭하게 융합해 사용자가 실

제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효과를 입혔을 뿐 증강현

실 기술 자체는 게임 상에서는 옵션의 역할만을 담당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보다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수집과 육성 그리고 

팀 배틀과 같은 게임요소와 적절하게 활용한 위치기

반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 3차원 슈팅

게임의 설계와 구현

3.1 개발 환경

본 논문의 제안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Draco

bellum (용의 전쟁)은 Unity3D[16]와 Vuforia SDK

[17], Android SDK[18]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Unity3D는 최적화된 입체 렌더링 파이프라인과 도

구가 콘텐츠의 최적화를 지원하고 생산성이 높은 방

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게임 엔진이다. 확장성이 뛰어

나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 자체 플러그인 및 SDK

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사, 개발자들에게 넓게 

이용되고 있다. Qualcomm사의 Vuforia는 SDK(Soft-

ware Development Kit)를 개발 플랫폼인 Unity3D

에 가져와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Vuforia의 기본 인지 및 추적 기능은 다른 여러 증강

현실 SDK 중에서도 뛰어나다. Table 2에서 Vuforia

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증

강현실 기술은 타겟 이미지를 기준으로 가상 객체를 

나타낸다. 본 논문의 Draco Bellum도 기본 Image

Targets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의 객체들을 나타낸

다. 또한 Extended Tracking을 사용해서 타겟 이미

지가 보이지 않아도 가상의 객체들이 사라지지 않도

록 했고 가상버튼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현실에

서 가상의 버튼을 누르는 단계를 넣어 게임 내에서 

증강현실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3.2 Draco Bellum 설계

본 논문의 Draco bellum은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

처럼 ‘용’이라는 친숙한 판타지적 소재를 중심 콘텐

츠로 삼고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슈팅게임으

로 구현되었다. 따로 조작용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기본 터치 기능으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가상 

객체가 카메라 시야각을 넘어서 생성이 된다면 사용

자는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모바일 폰의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과 증강

현실 기술의 시야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상의 객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출현하는 방식 대신 타겟 이미지 위에 생성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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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객체를 카메라가 360˚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식을 택했다.

게임에 등장하는 용의 종류와 공격 속성, 그리고 

용에 따른 게임 배경의 컨셉은 Fig. 2에 설명되어있

다. Fig. 3에서는 게임의 각 단계 별로 제한 시간이 

있으며 단계를 통과하면 얻을 수 있는 보물이 단계마

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약 64개정도의 보물이 

있으며 이 보물들을 모두 모으는 것이 이 게임의 목

표이다. Fig. 3의 아이템 설명 상자의 색깔은 특정 

색깔에 따라 아이템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다. 제한시간 내에 보물을 획득하면 성공, 제한시간 

내에 보물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용에게 공격받아 생

명을 모두 잃는다면 실패하게 된다. 더 짧은 시간 안

에 보물을 되찾아 오는 사람이 더 높은 랭킹을 기록

하게 된다.

3.3 Draco Bellum 구현

Draco bellum 실행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Fig. 6은 게임의 기본 UI(User Interface)를 설명

한 것이다. 조준점은 터치되는 곳으로 위치가 변하며 

터치한 곳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터치된 곳으로 

화살 또는 총알이 발사된다. 화살 또는 총알이 발사

될 때 석궁이나 총의 반동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

Table 2. Summary of Vuforia features

Vuforia Features Description

Image Targets
Image Targets are the easiest way to put AR content on flat objects such as magazine

pages, trading cards and photographs.

Multi Targets

Multi-Targets are created using more than one Image Target and can be arranged

into regular geometric shapes (e.g., boxes) or in any arbitrary arrangement of planar

surfaces.

VuMarks
VuMarks are customized markers that can encode a range of data formats. They

support both uniqu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for AR applications.

Cylinder Targets
Cylinder Targets are images wrapped onto objects that are approximately cylindrical

in shape (e.g., beverage bottles, coffee cups, soda cans ).

Text Recognition
Text Recognition enables you to develop apps that recognize words from a dictionary

of ~100,000 English words.

Object Targets
Object Recognition enables Object Targets to be created by scanning physical objects.

It allows you to create apps that recognize and track intricate rigid objects.

Smart Terrain

Smart Terrain is a breakthrough technology that can reconstruct the user’s physical

environment as a 3D mesh. It enables developers to create a whole new class of

games and realistic product visualization experiences, where the content can interact

with physical objects and surfaces in the real world.

Extended Tracking
Extended Tracking utilizes features of the environment to improve tracking

performance and sustain tracking even when the target is no longer in view.

virtual button
virtual buttons means that we add buttons to the AR world, which can be touched

in the real world.

Fig. 2. Dragon types, attributes, and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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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모바일 폰에서 ‘DRACO BELLUM’ 아이콘을 클릭하여 게임을 구동시킨다.

[2 단계] Fig. 4의 리소스들을 사용하여 만든 메뉴가 나타난다. 무기 설정 메뉴에서 석궁, 총 중에 하나를 
사용 무기로 고를 수 있고, 환경설정 메뉴에서는 화면 밝기와 소리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 간단하게 
게임 조작법을 설명하는 도움말 메뉴가 있다.

[3 단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폰의 카메라가 구동되면서 사용자의 현실 배경을 보여준다.

[4 단계] 모바일 폰의 카메라가 타겟 이미지[Fig. 5(a)]를 인식하면 Fig. 5(b)와 같이 마커 이미지 위에 3차원 
가상 객체들이 나타난다. 타겟 이미지가 화면상에 보이지 않아도 가상 객체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Fig. 5(c)].

[5 단계] 각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 -작은 용 5-10마리(10마리 이상이 될 수 도 있음, 단계별 상이)가 보물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비행한다. 이는 보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용이나 보물에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워

지면 용이 비행을 멈추고 사용자를 공격한다[Fig. 5(d)]. 만일 사용자가 일정 거리 보다 멀어진다

면 공격을 멈추고 다시 비행을 시작한다.

¤ -작은 용들을 모두 처치하고 나면 큰 용이 나타난다[Fig. 5(e)]. 큰 용은 사용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훨씬 크고 쉽게 죽지 않는다.

¤ -용들과 전투를 벌이는 중간에 Fig. 3에 제시된 여러 아이템들이 나타난다. 가상버튼으로 아이템이 

구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안에서 터치를 통해 아이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손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얻어야 한다.

Ÿ 체력 회복 물약: 사용자의 체력을 회복한다.

Ÿ 속도 증가 물약: 사용자가 발사하는 화살 혹은 총알의 속도가 증가한다.

Ÿ 공격력 증가 물약: 화살 혹은 총알의 위력이 증가한다.

Ÿ 속박 물약: 용의 움직임을 일정시간 느리게 한다.

¤ -큰 용을 처치하면 용들이 지키던 보물이 땅(타겟 이미지 바로 위)으로 떨어진다. 보물은 가상버튼

으로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직접 보물을 잡아야 한다[Fig. 5(f)].

¤ -용을 처치하고 난 후 나타나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방패를 만들어 

장착할 수도 있다. 단, 용의 속성 마다 나타나는 아이템이 다르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

만이 합성될 수 있다.

[6 단계] 각 스테이지에서 성공 시간을 비교해 순위를 매긴다.

Fig. 3. Game structure of Draco 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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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co bellum은 현재까지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아이

템과 랭킹 시스템, 그리고 다른 사용자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4. 비교 분석

본 논문에서 구현한 Draco bellum은 증강 현실 기

술을 모바일 게임에 활용하면서, 게임성과 증강 현실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

안되었다. 다른 증강 현실 게임들과 비교하여, Draco

(a) Icon image. (b) Splash image.

(c) Main image. (d) Weapon setting image.

(e) Setting image. (f) Help image.

(g) Stage clear image. (h) Stage fail image.

Fig. 4. Image resources for Draco 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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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get image. (b) Recognition of the target image.

(c) Using extended tracking. (d) Dragon’s attack against the user.

(e) Emergence of a big dragon. (f) Treasure implemented with virtual button.

Fig. 5. Running Draco bellum in a smartphone.

(a) User interface design. (b) Shooting an arrow.

Fig. 6. How to play Draco 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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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um의 우수한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자 실험

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비교 항목은, 첫 번째 위

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였는가, 두 번째 가상 객체

에 대한 게임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인가, 세 번째 

증강 현실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마지막으로 

게임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 요소로 사용해 분석

하였다. 사용자 실험에는 15명의 대학생과 직장인들

이 참가하였다. 사용자 실험은 참가자가 본 논문에서 

개발된 Draco bellum과 3개의 다른 증강 현실 게임

을 구동하고 평가 요소별로 점수(1점-10점)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3은 각 사용자 제공한 점수들에 대한 각 항

목 단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객체에 대한 게임의 의존도에 대한 

Star walk2의 평가 점수는 평균이 2.6이고, 표준 편차

가 0.987이다. 증강 현실 게임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Pokémon Go[Fig. 1(c)]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

치 기반 서비스를 게임에 활용하면서, 선풍적인 인기

를 얻었지만, 증강 현실 기술의 활용도는 낮았다. 사

용자의 시각을 활용할 수 있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하

지 않으면, 위치 기반 서비스와 증강 현실 기술을 모

두 활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강현실 기술을 충분

히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려면, 스마트 폰의 화

면이 작기 때문에, 화면의 움직임을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Draco bellum은 제한된 공간을 사용해서 

증강 현실 기술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 방

식은 The amazing spider-man AR[Fig. 1(b)]이 보

여주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Draco bellum은 다양한 가상 객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시각적 만족을 이끌어 내며 가상 객체와 

사용자가 서로 공격하고 사용자가 아이템을 획득하

기 위해 직접 가상 객체를 만져야 하는 방식을 사용

해서 공간적 제한성이 줄 수 있는 지루함을 탈피하였

다. 또한 Draco bellum은 증강현실 기술 활용도와 

게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가상 객체가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증강 현실 기술 

중 하나인 가상 버튼 기술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증

강 현실 게임과 다르게, 사용자와 게임 속의 가상 객

체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예: 사용자 손을 사용하

여 직접 가상 보물을 획득)할 수 있다. Table 3의 사

용자 설문을 통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Draco bel-

lum은 게임의 흥미도 측면에서는 Pokémon Go보다 

평가 점수가 낮지만, 가상 객체에 대한 게임의 의존

도와 증강 현실 기술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Draco bellum이 증강 현실 기술과 

게임 콘셉트가 잘 결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현

실과 가상을 잘 융합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과 게임성을 적절히 

융합한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게임 Draco bellum을 

제안한다. Draco bellum은 타겟 이미지를 사용해 3

차원 가상 객체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터치를 

이용한 쉬운 조작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했

다. 또한 아이템을 수집,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얻거나 스테이지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했고 랭

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게임성을 높였다. Draco bel-

lum의 차이점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가상버튼 기

능을 이용해 현실과 가상의 객체를 적절히 조화시켰

다는 점이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터치를 이용해 용

을 사냥하는 동안 사용자의 손은 현실에선 보이지 

않지만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보이는 물약 아이템

을 잡아서 게임 내에서 이용한다. 보물을 획득하는 

방식 역시 가상버튼으로 구현되어서 사용자는 현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게임 안에서 존재하는 보물을 

손으로 잡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을 사용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Draco bellum and other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Star walk2
The amazing

spider-man AR
Pokémon Go Draco bellum

Location-based service

3D virtual object dependenc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utilization

Playability

○

2.60 (0.987)

3.93 (1.181)

2.27 (0.854)

×

8.33 (1.208)

5.93 (1.062)

3.53 (1.087)

○

3.07 (1.088)

2.33 (0.943)

8.47 (0.957)

×

8.73 (0.966)

8.27 (1.062)

8.20 (1.108)



721가상 버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 3차원 슈팅게임의 설계와 구현

하여 이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강현실의 몰입감

과 현실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고, 사용자가 몸을 움

직이면서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과 증

강현실 기술의 새로운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제안된 Draco bellum 게임은 위치 기반 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증강현실 기술을 게임에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향후 증강 현

실 게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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