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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이블 카드 게임은 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략과 술을 사용할 수 있어 게이머들이 깊은 몰

입감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각 카드를 상 방의 카드와 직  비교하여 게임의 승

패를 결정하는 부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인 효과가 부족하다 한 여러 장의 카드를 보 하

는 방법이 번거롭고 게임 종료 후에 수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이 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카드 리  자동화된 수 계산 그리고 게임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이득을 얻기 

해 RFID 기술과 3D 그래픽 기술을 테이블 카드 게임에 목하 다. 실제 구 된 테이블 카드 게임을 

운 해본 결과 게이머들이 깊은 몰입감을 느끼고 편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음을 보 다.

(그림 1) Pokemon Trading Card Game 

1. 서론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 물류, 유통  리 분야를 포함한 산업 반에서 

RFID를 이용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가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RFID 기술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목시키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1, 2]. 일례로, 스페인

에서 개발된 La Fuga는 은행을 개조하여 하이테크 기술

이 용된 감옥 미로를 만든 후에, 이어들에게 RFID 

태그가 장착이 된 손목밴드와 PDA를 착용시킨 후에 감옥

을 탈출하도록 한다. 동시에 300명의 이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감옥 미로에서 각각의 이

어는 각 지 에서 다양한 퀴즈를 풀고 장애물을 피해가면

서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이 RFID 기술을 게임 분야

에 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통 인 방식

으로 진행되었던 Trading Card Game 등의 분야에서도 사

용자가 더욱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RFID 기술과 

목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3]. 

   TCG란 카드를 교환해 즐기는 게임 방식을 의미하며 

Collectible card game 는 Customizable card game이라

고도 불린다. TCG는 많은 수의 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양한 략과 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TCG 개념은 

미국 wizard사의 "Magic : the Gathering"가 시 이며, 

1994년 미국의 수학자 리차드 가필드가 제작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TCG 게임은 1990년  후반에 포켓몬, 디지

몬, 유희왕, 건담과 같은 원작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많

이 만들어졌으며, 2000년  들어서는 원작이 따로 없는 순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

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수 TCG도 리 개발되고 있다. 한 2000년  후반부

터는 게임을 배경으로 '월드 오  워크 트 TCG'와 '

던  앤 이터 TCG', '메이  스토리 TCG'가 개발 되

었다. 

   기존의  TCG 에서는 많은 카드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 이어가 자신이 보유한 카드들을 효과 으로 리

하기 어렵다. 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TCG에서 사

용되는 카드는 상 방의 카드와 직  비교하여 게임의 승

패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임에 불구하고, 각 카드에는 게임

에 미치는 향을 기술하는 텍스트와 그림 부분으로 이루

어져 있어서 애니메이션 인 효과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RFID 기술과 3D 그

래픽 기술을 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련연구

   최근에 게임의 몰입감 높이기 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5]. 특히 무선으로 객체의 

정보를 자동 인식해주는 기능을 제공한 RFID 기술을 게

임 분야에 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Yvio는 독일의 Public Solution사에서 개발한 RFID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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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테이블 카드 게임 모듈 구성도

드 게임으로 보드 의 조각들을 감지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게임 후에 게임의 상태를 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6]. Smart Playing Card는 기존의 휘스트(Whist) 

카드 게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용하여 수 계산, 승자 

결정, 반칙 경고(cheating alarm), 게임 힌트 등을 제공하

여 더욱 즐겁게 카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Smart Playing Card 시스템의 동작 원리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

어 있으며, 게임 테이블 에 장착된 RFID 리더기가 카드

의 태그 값을 감지하고 소 트웨어 인 처리를 통하여 카

드 게임의 진행 상황을 자동화시켜 다. 사용자들은 PDA

를 통하여 재 게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7,8].

   TJASS는 RFID 기반 카드 게임 시스템이며, 기존 카

드 게임에서 이어가 직  게임 수를 카운트해야 하

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자들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

서 의사 결정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제공한다. TJASS

에서 RFID 태그 값을 처리하는 방식은 Smart Playing 

Card와 유사하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개별 으로 게임 

상황을 보여  수 있는 PDA를 제공하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LED를 멸시키는 방법으로 주요 상황에 한 이벤

트 처리를 수행한다[9]. 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사용되고 있으며, 게임을 하는 사용

자가 한층 실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10].

3. 시스템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와 RFID 리더기를 활용

하여 TCG 게임 시스템을 구축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가 게임에 필요한 카드를 제출하고 수동 으로 게

임을 즐기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RFID 태그가 내장

된 카드를 시스템의 RFID 리더기 에 올리게 되면 태그

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카드의 이미지를 3D그래픽으로 출

력하여 게임성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TCG 시스템의 내부 모듈은 그림2와 같이 게

임 모듈, 태그 처리 모듈 그리고 RFID 리더기 모듈로 구

성되었다. 외형의 모습은 그림 3에 보이고 있으며, 테이블 

하단에 게임 서버와 빔 로젝터  거울이 설치되어 있

고, 테이블에 RFID 리더기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3) TCG 시스템 설계도

  게이머가 테이블 에 게임 카드를 올려 놓으면,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태그를 읽어 게임 서버로 태그 정보를 

보낸다. 리더기의 통신 방식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며 다

수의 리더기가 USB 허 에 연결이 되고 USB 허 는 게

임 서버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게임 서버에 송

된 데이터는 필터링 작업을 거친 뒤 게임 모듈로 보내진

다. 송된 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드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 로직을 처리하는 모듈이 송된 태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태그 데이터 

입력으로 게임 로직이 처리되고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3D 

그래픽으로 게임의 투가 수행되는 모습이 표 된다.

   

3.2 그래픽 구

   본 논문에서는 OpenGL 그래픽 라이 러리를 사용해서 

게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 했다. 그림 4와 같이 클라

이언트에서는 게임을 실행했을 경우 이미지들을 기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카드를 올려놓는 이벤트가 발생 할 

때 까지 ‘ 기’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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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 효과 처리 순서도

 

   만약 잘못된 태그 정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다시 ‘ 기’상태가 되어 오류를 막는다. 카드를 

올려놓았을 경우 서버로부터 송받은 태그 데이터를 기

반으로 카드의 이미지  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

가 정상 으로 달되었을 경우 게임 로직에서 카드를 출

력하는 부분을 수행한다. 두 사용자의 모든 카드 사용이 

끝났거나 턴을 다 소모하 을 경우에는 재 상태가 게임 

종료인지 ‘ 투’ 상태인지 단한 후, ‘ 투’ 상태가 되면 

각 사용자들의 필드의 카드들을 Rotation과 Trans 기능을 

사용해 화면의 앙으로 순차 으로 회  효과와 함께 이

동하게 된다. 카드가 화면 앙으로 이동을 하면 Blending 

기능을 이용하여 카드 간의 투 효과와 사운드를 출력하

게 된다.

3.3 시스템 상 출력

(그림 5) 시스템 상 출력 구성도

   그림 5는 테이블 앙의 스크린에 게임 화면을 출력하

기 해서 사용된 빔 로젝터이다. 동작 원리는 빔 로

젝터로부터 나오는 출력 상을 거울에 반사시켜 테이블 

스크린에 화면을 출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

성은 직  빔 로젝터를 스크린에 투과시켜 화면 상 

을 출력시키는 것보다 상의 크기를 크고 조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거울에 반사된 스크린에서의 이

미지  애니메이션 효과는 일반 모니터 는 모바일 단

말기의 소형 디스 이에서 보여주는 것 보다 더욱 깊은 

몰입감을 다. 

    

3.4 카드 인식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테이블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RFID 리더기  안테나를 이용하여 카드에 부착되어 있

는 태그 값을 읽어내어 카드 인식을 수행한다. RFID는 자

동인식 기술의 하나로써 태그에 물체의 식별자(ID)를 기

록하고 RFID 리더기  안테나를 이용해 태그 값을 읽어

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6) RFID 데이터 패킷 구조

   그림 7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RFID 태그 값이 인

식되어 달된 경우의 데이터 패킷 구조를 나타내며 ‘DATA’ 

부분을 제외한 항목들은 1Byte의 길이를 가진다. 패킷의 

처음 바이트와 마지막 바이트는 태그 데이터 패킷의 시작

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시작 바이트 다음으로는 

데이터 패킷의 총 길이, 그 다음은 송된 명령어 타입을 

나타낸다. 그 뒤로는 태그에 한 데이터를 n Byte의 크

기로 장되어 달이 되고, 데이터에 한 오류 검사를 

한 검사합 바이트가 존재하며 패킷의 마지막을 알려주

는 바이트로 하나의 패킷의 구조가 완성된다.

4. 구   실험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과 운 환경을 보이고 있다.

OS 사  양

Server Linux 
Kernel 2.6.x

Intel Conroe 430(1.8GHz), 
DDR2 2GB RAM
GCC Compiler

Client Windows 
XP

Intel Conroe 430(1.8GHz), 
DDR2 2GB RAM
Visual Studio 2005(C++), 
OpenGL

RFID 
Reader -

Frequency : 13.56MHz, Card 
type Tag
Tag Spec : 16x64byte Storage 
capacity

LN2440S
BC

Embedded 
Linux

C Language
GCC Compiler, QPlus / Visual 
Esto

<표 1> 시스템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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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a는 실제 시스템을 구 하고 장비를 설치가 완료

된 테이블 사진이다. 테이블 내부에 보이지 않도록 장비를 

설치하고 테이블 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7-b는 TCG 시스템을 실행시킨 화면이다. 사용자가 카드

를 자신의 테이블 카드 슬롯에 올려놓게 되면 해당 카드

와 동일한 이미지가 스크린 상에 출력 된다. 한 사용자

간에 번갈아 가며 턴이 정상 으로 변경되어 게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투’ 상태

에서는 카드의 이동과 투시의 효과  사운드가 출력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7-a) 게임 테이블
 

(그림 7-b) 게임 진행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경우 사용자간에 서로 각종 데이터들을 수기로 기입할 필

요가 없이 시스템을 리하는 로세스가 모두 자동화하

여 처리해 주었다. 한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에 

게임 진행 상태를 실감나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볼 수 있

고, 게임 상황에 맞는 효과음이 출력되어 게이머들이 즐겁

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 카드를 자

동 인식하는 기술과 3D 그래픽 기술로 게임 효과를 높이

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테이블 카드 게임의 흥미를 

높이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  결과를 시연하여 

제안한 방식이 효과 으로 게임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기술 인 문제로는 RFID 기술을 사용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태그가 리더기 에 놓여 있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주 의 다른 태그를 

인식하여 처리되는 외 인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에 RFID 이벤트 처리 모듈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드게임 종류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으며, 치인식 기

술을 목시켜 다른 종류의 게임도 구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기술의 목으로 인하여 게임 기술이 다양

화되고 게임 컨텐츠가 풍요롭게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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