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경쟁 사회가 심화 되는 요즘, 다른 곳으로 떠나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매우 쉬워졌지만, 금전적 문제나 시간적 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떠나기로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의 결과로 직접 여행을 
떠나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
으로 체험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최
근의 추세이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요소만으로
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글이나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타인의 
경험과 느낌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자신의 체험
이나 현장감을 실제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부작용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행을 떠나고 싶으나 직접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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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접적으로 여행지 체험
을 제공하고 관련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제 지역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된 게임 콘텐
츠를 통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관광객
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위한 
‘Snowman in JJ’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기존의 게임 성향

현재 여행을 소재로 한 게임은 다양하게 존재한
다. 그러나 대부분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세계관
의 게임이 주가 된다. 전반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
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며 재미 위주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소재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교
육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한 게임은 존재하긴 
하나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을 소재로 한 여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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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여행 시뮬레이션 VR을 통해 여행의 간
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VR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여행지 학습 효과 시너지를 얻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VR 연동 여행 시뮬레이션 ‘Snowman in JJ’ 구현 및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implementing and developing a new simulation method called 'Snowman in JJ', which is a 
simulation of VR linked travel, to provide indirect experience of travel through VR to modern people who can not 
afford to relax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키워드

VR,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vel, Unity

53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뮬레이션 게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Ⅲ. 제안하는 VR 연동 ‘Snowman in JJ’ 
개발환경 및 기존 게임과의 차별성

제안하는 ‘Snowman in JJ’는 Windows10 (64bit) 
운영체제에서 초보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게임 엔진인 Unity 2018.2.5.f1 (64- bit), 스크립
트 작성에는 Visual Studio 2017을 사용하여 개발하
였다. Unity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플
랫폼으로 빌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임 속 물체를 구현하는 데 사용한 블렌더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Blender v2.7을 사용했다. 단축키를 사용해 손쉽게 
물체를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렌더링이 가능
하다[1].

앞서 말했던 교육적 이익이 부족한 대다수 게임
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편견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Snowman in JJ’는 사용자에게 여행지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삽입하였다. 게임을 이용해 교육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고 실제로 게임화를 도입해 운영한 사
례가 그림 1과 같이 존재한다. 현재의 교육방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해 
학습자의 습득능력 부분에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딱딱하게 느껴졌던 기존의 학습 방법
의 대안으로서 게임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었다. 게임화의 핵심적 특성은 게임의 
재미를 부여하여 일상적인 과제와 업무들을 중독
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1. 분석한 게임화 사례[2]

그림 1과 같이 게임화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놀이와 재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바라는 행동을 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게임화는 기술을 좀 더 재
미있어 보이게 하거나, 게임을 하려는 인간의 심리
적인 경향을 이용해 특정한 행동을 조장하는 방식
으로 작동하며, 이런 기법을 통해 사람들이 평소에 
재미없게 느끼는 잡일, 예를 들어 설문 조사, 쇼핑, 
웹사이트 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2].

제안하는 ‘Snowman in JJ’는 대한민국의 관광지

(전라남도 순천, 담양)를 소재로 국내 여행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더욱 관심이 생기는 
요소에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여행지를 학
습하고 실제 관광지 방문까지 이어지는 시너지효
과를 기대한다.

Ⅳ. 제안하는 VR 연동 여행 시뮬레이션
‘Snowman in JJ’ 

제안하는 ‘Snowman in JJ’는 오프닝 영상과 세 
단계의 map으로 구성되어 있다. 겨울을 대표하는 
눈사람이 떠나는 전라남도 여행과 사계절이라는 
소재를 연결해 각 계절에 방문하면 좋을 지역의 
관광지를 구현했다.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은 검은 
모자를 쓴 눈사람이며 눈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눈
구름을 끌고 다닌다. 눈구름에선 항상 눈이 내리며 
캐릭터가 이동하면 저벅거리는 소리가 난다. 플레
이어는 눈사람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림 2. 오프닝 영상

‘Snowman in JJ’를 실행하면 재생되는 영상은 
플레이어의 게임 줄거리 이해를 돕는 오프닝이다. 
영상을 통해 플레이어는 주인공의 이야기, 게임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영상
이 종료되면 “Play!”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
면 매표소 스테이지로 이동한다. 여행을 떠난다는 
테마에 맞게 각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map은 그림 
3과 같이 매표소처럼 구성되었다.

그림 3. 매표소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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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순천만 습지, 여름은 담양 죽녹원, 봄은 
순천 국제정원을 모티브로 진행한다. 이동하고 싶
은 계절 버튼을 클릭하여 각 스테이지에 이동하는 
동안 짧은 영상이 재생되는데 주인공의 현재 위치
가 어디인지, 어느 스테이지로 이동할지가 나타나
며 오른쪽 아래의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
테이지에 도착한 캐릭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가을 스테이지

가을은 순천만 습지의 다리 입구에서 시작된다. 
두 길을 모두 순회하며 갈대밭을 구경한다.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순천만 습지와 유사한 
구조물이 배치되었으며 갈대와 갯벌에 대한 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다. 두 경로 모두 관람이 끝나면 작
은 나무 보트가 있는 끝부분으로 이동해 관련 정보
를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풀
게 된다. 표 1과 같은 내용의 OX 퀴즈가 출제되며 
각각의 퀴즈를 해결하면 갈대 하나를 받게 되고 9개
의 갈대를 모아야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표 1. 순천만 습지 OX 퀴즈

OX 퀴즈 정답
순천만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흑두루미 

도래지 중 하나이다. X

순천만의 습지는 뻘층이 얕고, 분해성 미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유기물 분해능력이 뛰어나, 철새
들에게 일시에 많은 양의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다.

X

습지는 우리가 흔히 늪이라 부르는 곳으
로, 온갖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소용돌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다.

O

최근의 추세로는 시설재배 비율이 줄어들
고 논의 비율이 발달하고 있어, 상업적 농업
에서 곡물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

X

순천만이 희귀 조류의 서식지가 된 데에는 
갈대군락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X

갈대는 서식지의 영양염류와 중금속 등의 
물질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

순천만의 습지는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
습지가 남아 있는 유일한 갯벌이다. O

순천만은 크게 동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시설재
배, 서쪽은 곡물 위주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X

순천만은 오염원이 적어 갯벌, 염습지가 
잘 발달하여, 질 좋은 수산물과 각종 저서 무
척추동물, 염생식물이 풍부하다.

O

담양 죽녹원이 배경인 여름 스테이지는 그림 5
와 같이 죽녹원 8길을 둘러보기 위해 실제 죽녹원
의 지도를 사용하였다.

그림 5. 죽녹원 8길[3]

그림 6. 여름 스테이지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설치된 색색의 대나무 
잎 아이템을 모두 모으는 미션이 주어진다. 아이템
과 캐릭터가 충돌하면 상단의 숫자가 증가하며 가
을 map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달성해야 다음 스테
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7. 엔딩

또한 순천 국제정원을 모티브로 한 국제정원의 
명소인 국제정원 언덕을 등반한다. 꽃이 가득한 실
제 정원처럼 map에서도 가득 핀 꽃을 확인할 수 
있고 숨어있는 나비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 해가 
저무는 언덕의 정상에 도달하면 그림 7과 같은 화
면이 등장하며 게임의 끝을 알린다. “여행 떠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의 처음으로 돌아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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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부터 다시 감상할 수 있다.

Ⅴ. 기대효과

제안하는 VR 연동 시뮬레이션 ‘Snowman in
JJ’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게임을 통한 관광지 학습
이 실제 교과목 학습으로 연동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게임 진행을 통해 순천만 습지를 가득 
메우는 갈대의 특성과 순천만의 역사, 순천만에 서
식하는 동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배워나가며 죽녹
원의 대나무, 왕대, 죽로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흥미로운 가상 여행이 실제 관광지 방문으
로 이어져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여행에 대한 대리 만족이 
우울증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
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현장감 
있는 가상 여행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긍정
적 효과를 제공해 준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유
와는 거리가 먼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생동감 
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Unity를 활용한 
여행 시뮬레이션 ‘Snowman in JJ’를 개발하였다.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은 여행지 학습 측면과 한국
의 관광지 홍보 측면에 있다. 단순한 조작을 통해 
스테이지를 둘러보는 게 아닌 선택에 따라 게임 
진행 방향이 다각도로 변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에 
있어 중요시되는 적극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더 나
아가 순천과 담양이라는 한국의 관광지 소개로 한
국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시
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 ‘Snowman in JJ’에 가상현
실(VR) 기능을 실제 연동하여 사용자가 실제와 같
은 기능으로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VR 연동 ‘Snowman in JJ’로 확장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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