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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탑 디스 이 기반 증강 실을 이용한 통문화 콘텐츠 제작에 하여 기술

한다.  멀티 터치가 가능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랫폼인 테이블 탑 디스 이를 기반으로 동시의 여

러 사용자가 시스템을 조작 할 수 있다. 테이블 탑 디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시스템으로 디

스 이가 되는 동시에 별도의 디바이스나 콘솔을 필요로 하지 않고 터치로 입력이 가능한 상호작용 

시스템이다. 이러한 테이블 탑 디스 이 에 구동되는 콘텐츠는 역사 인 유물을 사진으로 보여주

면서 역사 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 인 요소를 가미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게

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 서론

  증강 실(Augmented Reality : AR)은 재 각  받는 

시각 미디어 표  기술로서 실사의 상에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 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를 들어 

화에 실제 배경에 가상의 캐릭터를 삽입하는 거나 TV

스포츠 방송 에 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실세계 환경과 

가상의 환경과의 구분을 모호 하게 하여 표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가상 실 기술이 가상 환경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여 실제 환경을 볼 수 없게 하는 반면, 증강

실 기술은 사용자가 실제 환경을 볼 수 있게 하여 보다 

나은 실감을 제공한다.

 이 기반에 쓰인 통 문화 콘텐츠는 문화재를 이용한 그

림 찾기 콘텐츠이다. 오늘날 세계 인 문화 국으로 성장

한 나라들을 보면 역사상 가장 민족주의 인 국가들이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 은 다름 아닌 자기 

민족문화에 한 집념과 우월감이었다. 하지만 요즘 유소

년, 청소년층은 통문화에 한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체

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한정되어있다. 본 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기 한 시스템이며 우리의 옛 통문화를 간

체험 할 수 있고, 창의력과 통찰력을 증  시킬 수 있으며 

흥미를 불러 일으켜 집 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통문화를 주제로 하여 

테이블 탑 디스 이를 기반으로 증강 실 기술과 손의 

상호작용, 다  유 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을 고려하여 유아  유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통문

화 콘텐츠를 구상하 다. 증강 실 기술을 응용해서 콘텐

츠 화면에 조작 하는 유 만이 아닌 다른 유 가 게임진

행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게임안의 통문화에 해 세부

으로 설명이 직  나타나게 된다. 한 테이블 탑 디스

이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증강 실에서 

부족했던 상호작용 인식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 되었다. 

2.  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과 테이

블 탑 디스 이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에 

통문화를 주제로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이 두 개의 핵심기

술에 련된 기존 연구에 하여 소개한다.

 일반 으로 게임처럼 3D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우리의 시

선을 움직이는 것이 가상 실( Virtual Reality, VR )이라

고 한다면 실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부분 으로 결합하

거나 정보를 추가해 실시간( Realtime )으로 보여주는 기

술을 증강 실( AR : Augmented Reality ) 혹은 혼합 

실( MR : Mixed Reality )이라고 한다.  재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 재 AR 기

술은 기업들과 학 연구소를 심으로 활발히 연구 개발

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를 

들어 교육, 의학, 방송, 군사, 게임 등에 많은 분야에 용

되고 있는 기술이다.

 테이블 탑 디스 이는 탁자 에 디스 이 스크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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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한 장비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술과 

센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각 으로 응용이 확 되고 있

다. 테이블 탑 디스 이는 입력 터치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의 작동원리에 따라 비시각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와 시각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로 나눠질 수 있다. 

Diamond-Touch [1]와 Smart-Skin [2]과 같은 장비들은 

비시각  방법을 사용하는 테이블 탑 디스 이들로서 

센싱을 한 특수한 안테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 이 

장치들은 디스 이 장치 표면 아래에 센싱을 한 장비

들이 들어가게 된다. 아크릴 재질의 디스 이 표면에 

외선을 쏘아 주면, 센서표면에 터치가 일어날 때 외선이 

그 터치된 부분에서 분산되어 나오는 상을 응용한다. 

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로 상을 획득하고, 컴퓨터 

상처리 기술로 터치가 일어나는 부분을 검출한다. 

3.  체 시스템 구성

3.1.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그림 1) 테이블 탑 디스 이  
[Touch-Face 1호기]

 그림 1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테이블 탑 디스 이 

기반 콘텐츠의 하드웨어 구성도를 보인다. 

 왼쪽의 테이블 탑 디스 이는 자의 연구실에서 개발

된 것 [3]으로 멀티 터치를 인식하는 66cm*51cm 크기의 

것이다. 이 테이블 탑 디스 이는 화면 뒤에서 상을 

투사하는 rear projection 방식이며, 외선 카메라를 이용

한 시각기반 터치 센싱 방식을 사용하 다.  

3.2.  콘텐츠 시스템 구성

(그림 2) Main 화면과 Select 화면

 본 논문에서는 WindowsXP기반의 Pentium D Processor 

3.4GHz, 2GB DDR RAM,그리고 GeForce 8800 GTS로 구

성된 PC에서 FLASH8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시스템은 문화재  역사 인 장소, 인물을 테마로 한 

그림 찾기 게임이다. 화면 구성은 라남도와 라북도 크

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10개의 그림이 존재한다. [그

림.2] 게임 종류는 두 개의 그림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

과 한 개의 그림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림을 찾는 게임

이다. 를 들어 이순신 장군에 한 그림에 서양식 총이 

있다든지, 불교문화에 련된 문화재 그림에 십자가가 있

는 것. 게임이 진행되면 시간 제한이 있으며 각각의 스테

이지에 3개씩 틀린 부분이 있다.[그림.3]

 

(그림 3) Play 화면

 그리고 화면 우측상단에 마커가 존재하여[그림.4] 직  

조작하는 사용자만 게임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용자가 

HMD(Head Mounted Display)을 장착하여 보면 그 그림

에 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고 다른 PDP Tv에 디스

이 된다. [그림.5]

(그림 4) Marker가 용된 Play 화면

(그림 5) HMD로 본 화면

4. 결론

 최근 통문화에 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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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 층은 우리나라 문화에 한 인식이 갈수록 감

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탑 디스 이 기반 증강 실을 

이용한 통문화 콘텐츠를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하여 다  사용자가 참여  흥미를 체

험할 수 있게 하 다. 에 구동되는 콘텐츠는 역사 인 

유물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역사 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 인 요소를 가미하여 어린이들

이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연구 방향은 테이블 탑 디스 이의 안정된 터치

인식률과 보다 많은 통 문화를 사용자에게 흥미 있게 

달해주는 콘텐츠를 지속 으로 개발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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