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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연결 및 표시 기술’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표시 기술 중 하나인 증강현

실(AR)과 가상현실(VR)를 융합한 MR기술을 활용한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증강현실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인 Marker를 이용한 기술을 통해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Marker를 인식하게 되면, 거기서 관광 관련 콘텐츠를 스마트폰 화

면에 띄어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혼합현실(MR),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마커(marker)

I. 서 론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들 중 하나인 ‘연결 및 표시 기술’에서 

사람의 눈으로 표시 기술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동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존재한다. 증강현실[AR]

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환경 위에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서 보다 더 현실 세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가상현실

[VR]은 100%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눈으로 보았을 때 마치 

현실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다. 여기서 이 

두 기술을 접목하여 현실감과 몰입도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혼합현실[MR: Mixed Reality][1]이다.

본 논문에서는 2D형식으로 인쇄된 마커(marker)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였을 때 MR기술을 이용한 관광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스마트폰으로 마커를 인식하는 것은 기존의 QR코드를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존의 QR코드를 인식하는 것은 특정 웹 사이트로 

연결시켜서, 웹을 통한 콘텐츠 이용에 비중을 두었다면, Marker를 

인식하는 것은 특정 웹의 연결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저장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Marker에 MR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3D콘텐츠 제공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II. 관련 사례

인터넷에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한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증강현실[AR] 제작 사례는 

국내, 해외 상관없이 2D형태의 마커를 targeting하여서, 3D로 제작된 

모델링을 보여주거나 3D 모델링에 애니매이션 효과를 부여해서 짧은 

시간동안 보여주거나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많았다.

가상현실[VR] 제작 사례는 VR 카메라를 통해서 360°회전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여러 개의 영상을 이어붙이는 작업인 

스티칭(Stitching)기술[2]을 사용하거나, VR헤드셋을 이용하여 사용

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이미지 장면들을 묘사할 수 있는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VRML :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3]를 통해 제작된 100% 가상세계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2가지의 기술을 접목한 혼합현실[MR]을 이용하여 

제작된 사례도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사용자들이 직접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 쪽에 많이 소개되었지만 관광관련 콘텐츠 쪽에는 

소재가 많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혼합 현실[MR]기술을 활용한 관광안

내투어를 2D형태의 마커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제공해주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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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함으로써, 사용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마커 하나

를 통해서 관광투어에 필요한 다수의 콘텐츠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

III. 설 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투어 앱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가 스마트폰으로 마커를 인식해서, 나오는 관광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앱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데 적용된 기술은 Unity사에서 

제공해주는 Unity 소프트웨어 프로그램[4]과 Vuforia사에서 제공해

주는 개발 툴과 오픈 API[5]이다.

실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

어이며, Vuforia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오픈

API를 Unify프로그램에 import시켜서, 개발환경을 구축해준다. 그

림 1형태로 제시된 것이 실제 개발하고자 사용된 파일들이다.

Fig1. Development environment table required for MR production

그림 2, 그림 3처럼 이용자 입장에서의 데이터흐름도(DFD)를 

분석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투어 콘텐츠는 Vuforia사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베이스에 마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등록시킨 

뒤, 개발 툴에서 targeting을 하여 마커에 해당되는 영상 콘텐츠를 

보이는 증강현실의 기술을 사용한다.

영상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다수의 선택버튼이 뜨면서 VR형태의 

360°회전 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의 기술을 이용한다. 

VR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의 영상을 보고자 할 

때의 AR모드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Fig2. Application usage process 1 for users

Fig3. Application usage process 2 for users

데이터흐름도를 바탕으로 AR기능과 VR기능을 제작할 수 있게 

Unity프로그램와 Vuforia사에서 제공한 오픈 API를 이용해서 그림 

4~6처럼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친다. 그림 4,5의 과정은 마커를 

등록해서 거기에 영상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상 위치 설정과 

카메라 인식 범위 설정을 준 것이다.

그림 6의 과정은 버튼을 통해서 360도 회전영상을 볼 수 있도록 

추가해준 것으로 개발환경 툴에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 

Fig4. The process of registering the markers and adding 

ima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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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Setting the camera recognition range on the smartphone

Fig6. The process of adding a 360 degree rotated image(VR)

IV. 구 현

제작된 관광투어 맵앱 어플리케이션은 앞에서 제시한그림1의 개발

환경을 통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구현한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개발환경 툴에서 안드로이드용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을 준 뒤에 

실행하고 등록된 마커에 스마트폰을 인식하였을 때 마커에 등록된 

영상 콘텐츠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7. Recognition of markers and view movie contents[left]

Fig8. Full screen appearance when clicking image[right]

V. 결 론

본 논문은 증강현실에서 마커를 이용한 영상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과 가상현실에서 360도 회전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을 같이 도입한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투어 맵앱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했다. 

앞에서 제시한 사용 사례에서 관광업 쪽에는 사용된 혼합 현실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적어서 마커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과 재미를 주는 것과 동시에 관광업에서 하나의 사업아이템이 되어서 

이윤창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는 개발환경 툴에서 적용된 VR 360도 회전영상을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과 

본 논문에서 제시된 마커를 통한  관광투어 맵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관광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와 구현을 

작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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