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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증강 실의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세계 으로 폭발 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교육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로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체험교육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고 있다. 

최첨단 미래는 결국 과거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

에 과거의 생활, 문화,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박물 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목시키면 

학습효과가 증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먼  하 다. 그리고 증강 실 기반의 복원 상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해설을 들으며 박물 을 람하면 학습흥미도와 학습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국내 박물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설계를 제시하 다. 증강 실 기반의 복원 상을 

이용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은 박물  문화재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나 유 답사 등에도 활용가

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한 증강 실 기반의 복원 상을 활용한 어 리 이션의 유의미한 활용분야와 활

용 방법 등을 제안하 지만, 구체 인 실 을 해서는 구체 인 로그램 설계와 게임디자인, 매뉴얼 구

성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진 인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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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the augmented reality is growing and increase of Smartphone is changing people's 

life 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pplication method of image restoration based on 

augmented reality to museum education. Museum is the proper place that audience, including 

students could learn culture and history of past time. 

This study suggests that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which is used by image restoration 

with augmented reality is efficient to museum audience's understanding and interest. A game 

design for domestic museums is planned.

Smartphone application which is used by image restoration with augmented reality also could 

be utilized for exploring historic sites or enjoying local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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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로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실 가능해지고 있다. 과거 불을 피워 소식을 하던 

방식에서 발 하여 유선 화가 생겨나고, 선이 없어진 

무선 화는 화의 기능에 무수한 부가기능을 가진 스

마트폰으로 진화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증 시켜주

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증강 실기술의 개

발을 가져와 군사, 의료, 교육, 방송, 게임 등의 분야에

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주로 교실이나 가정에서 사

용하도록 제작된 증강 실 콘텐츠들은 교육에 활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증강 실 기반의 교육용 콘텐츠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시하는 창의 인 학습을 

한 체험학습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으로 높은 학습흥미

도와 학습효과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교실 밖 교육장의 하나인 박물 에서도 교육과 체험

을 통한 학습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박물  교육

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에 보이고 만질 수 있

는 과거 유물이나 문화재가 시되어 있는 박물 에 증

강 실을 이용한 복원 상을 사용하면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방문객 특히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

다.

이에 국립박물  12곳의 교육 로그램 황을 알아

보고, 증강 실 로그램을 도입한 외국의 박물  교육

사례를 통해 증강 실을 이용한 복원 상을 우리나라 

박물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증강 실이 교육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노경

희(2010. 박사논문), 계보경(2007. 박사논문), 임주희

(2009. 석사논문), 이지수(2009. 석사논문)등의 학 논

문들이 교육학회 분야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증강

실을 이용한 교육자료 활용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

과 학습몰입, 학습효과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부분이고, 교실에서 활용하는 증강

실 교육콘텐츠 개발에 한 제시들(구민재, 2009; 김

, 2008)이 많다. 

증강 실의 다른 분야로의 활용연구는 지리  정보

나 자동차 항법시스템에 목시킨 발 방안들을 제시

하는 연구논문들(우창헌, 2008; 박용문, 2006; 정옥 , 

2007)이 많다.

박물  교육에 한 연구들은 박물 의 교육 로그

램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들(김의진, 2007; 이 신, 

2008; 김상옥, 2009)과 박물  교육방식이 학습성취도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이경아(2008)의 석사논문 등

이 있다. 

증강 실과 박물  교육에 한 선행연구들로는 모

바일 환경에서의 하이 리드 방식을 이용한 증강 실 

시스템을 박물 의 시물 가이드 시스템에 용해 보

는 시도를 한 컴퓨터공학 분야의 오지 (2008)의 석사

논문과 박물  교육 활성화를 한 모바일 디지털 교과

서 디자인에 한 연구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한 김

미(2009)의 석사논문 등이 조사되지만, 연구결과물이 

다수는 아니고, 디자인 분야의 논문에서는 찾아보기 어

렵다.  

Ⅱ. 증강현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증강현실의 개념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사용자가 

으로 보는 실세계와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

쳐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 가상 실(Virtual Reality 

: VR)의 한 분야이다. 가상환경  가상 실에서 생

된 용어로 실제 환경에 컴퓨터 그래픽 상을 삽입하여 

실시간 상과 가상의 상을 혼합하여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세계의 상과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상이 

실시간으로 합성된 상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실세

계에 한 이해  실감을 높여 주는 기술이다[1]. 기

존의 가상 실에서는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생성된 가

상환경(Virtual Environments : VE)에 완 히 몰입하

게 되면서 외부 세계와 완 히 차단되는 반면, 증강

실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의 시 에 따라 

변하는 장 상에 문자, 그래픽 모형 등으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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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나 이해를 도와  수 있는 보조 정보를 실

시간으로 생산,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

세계 상에 한 이해와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분

야이다. 한 증강 실은 실세계에 가상환경을 부각함

으로써 정보에 한 실감을 향상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심의 서비스 사회에서의 핵심 사용

자 인터페이스 기술로 많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2].

증강 실 련 기술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보잉사가 ‘Augmented Reality'라는 신조

어를 등장 시키면서 이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  

반에서 반까지는 실내 환경에서 정확한 치 추  기

술연구를 통해 활성화 되었고, 후반 이후로는 실제 환

경에 증강된 가상 객체와의 상화 용을 한 기술, 실

외 환경을 한 기술에 련된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

다[3]. 

증강 실은 가상 실과 TV 상과 같은 실의 간

에 치하는 기술로, 가상 실과 같이 가상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가상 실이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 공간속

에 사용자를 몰입하게 하는 기술인 반면, 증강 실은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더 해 으로써 실

제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가상 실 기술이 실제 환

경을 컴퓨터가 생성한 환경과 완 히 체하는 것이라

면 증강 실 기술은 사용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제 

환경 정보를 유지한다는 에서 차이 을 지닌다. [그

림 1]은 실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성 상에서의 증강

실의 치를 보여 다.

그림 1. 실제 환경과 가상 세계 환경의 연속성[4]

2. 증강현실의 활용현황
Garthner사(통계 문 회사)는 그들의 연례 기술 분

석 보고서에서 유망기술의 하이  곡선상의 ‘유발 기술

(Technology Trigger)' 부분에 증강 실 기술을 치

시키고 있으며, 향후 IT기술  분야의 발 과 변화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큰 ‘주목해야 할 기술’로 표 하

고 있다. [그림 2]는 유망 기술의 하이  곡선을 그래

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유망 기술의 하이프 곡선[5]

증강 실 기술은 스포츠 계 같은 방송이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질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

자들은 구입하는 어 리 이션(응용 소 트웨어 로

그램)에 증강 실이 구 된다.

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증강 실을 이용한 

“iNeedCoffee" 어 리 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그림 3]

처럼 주변에서 선호하는 커피 문 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한 네비게이션과 함께 비교  정확한 거리 한 나

타내주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

그림 3. 국내 기업이 개발한 iNeedCoffee[6]

3.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콘텐츠의 교육적 효과
증강 실 콘텐츠는 가상 실과 더불어 학습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매체로 높은 심을 받고 

있다. 증강 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교육매

체들과 달리 학습자가 실제 사물을 보면서 그것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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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추가해 다는 독특한 학습

정보의 제시로 학습자가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실감

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학습에 용하면 많은 장 이 가지게 된다. 학

습자가 찰하고 있는 상이나 장소에 하여 부가

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찰자의 실제성을 높이고 

학습활동을 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인식은 

학습 내용에 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

육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국내에서는, 2006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증강 실 기반 체험형 학습콘텐츠 시스템을 이

용하여 등학교 과학과 어교과에 용한 연구가 있

었다. 연구결과, 어교과의 학습성취가 유의미하게 향

상되었으며 수업태도에 있어서도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다고 하 다. 흥미로운 것은 증강 실 콘텐츠를 

자기주도 으로 활용했을 때 자신감, 학습흥미, 수업집

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7].

하지만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진행된 

국내․외 증강 실에 련된 연구들은 체로 실험실

이나 연구실 단 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연구들이 많

았다.  

  

Ⅲ.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현황

1990년을 후하여 열린교육의 확 와 함께 우리나

라 박물  교육의 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나라는 국립 앙박물 을 심으로 각 도의 요도시

에 국립박물 이 건립되어 있으며, 문화재 시, 리 

그리고 발굴 등을 주요 업무로 운 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박물 은 기존의 문화재 리업무 이

외에 교육과 체험을 통한 학습에 한 심이 늘어나면

서 차 기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부터 국가 균형발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기

반시설 확충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  건립

사업을 지원(건립비의 30%)함에 따라 [표 1]과 같이 많

은 수의 공립박물 이 국고지원을 받은 바 있다[6]. 

표 1.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07

지원 수   65   3 30 28 173 16 4
국고지원액
(억원)

522.3 155.5 184.5 199.5 173.4 99 103

이러한 지원사업의 결과 2000년도 32개 이던 공립

박물 의 수는 2009년 재 282개 으로 10배 정도 증

가하 다[7]. 그러나 박물 을 찾는 람객의 수치는 매

우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 내 공립박물

의 경우 2003년 이후 24개 이 새로 설립되었으나 

2007년 람객은 연간 평균 50,410명에 지나지 않았다.

국 국립박물 의 2008년 총 람객수는 659만 6860

여명으로 2007년 597만 6920명에 비해 11%(61만 9940

명)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 5월부터 무료로 운 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는 국 국립박물  12

곳  서울에 있는 국립 앙박물 을 제외한 지방 국립

박물  11곳의 2008년 람객수 비교이다. 

표 2. 2008년 지방 국립박물관 관람객 비교[8]
지역 람객수 지역 람객수

경주  144만 3500여명 광주   26만 5700여명
부여   42만 5400여명 제주   25만 4300여명
공주   36만 3000여명 전주   23만  800여명
진주   34만 3000여명 청주   21만 2000여명
대구   32만 9000여명 춘천   13만 2300여명
김해   31만 2000여명

21세기의 박물 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변화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 테크놀러지를 통한 신이

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확장과 웹의 등장 등으로 박물

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습자들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테크놀러지의 장 을 활

용함으로서 교육방법의 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단순히 유리문 안의 시물을 람하는 박물

 교육이 시 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 체험 로그램, 

시물 여 로그램, 미디어 활용을 통한 가상 체험, 

상별 차별화된 교육 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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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 에 한 지원증 에 따른 람객수는 

만족할 수 이 되지 않는 것이 실이다. 단순한 양

인 측면의 람객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람객들의 연

령․국 별 비율이나 람객들의 만족도를 본다면 우

리나라 박물  교육은 많은 발 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Ⅳ. 증강현실을 이용한 외국의 교육사례연구

텍스트와 단순한 이미지 기반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

자에게 단순한 자료와 지식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각  차원이 다양해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는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탐구심을 꾸 히 자극

하며 흥미를 지속시킨다. 

뉴질랜드 HIT(Human Interface Technology)의 

Magic Book은 학습자가 직  증강 실을 활용하여 그

림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목 을 가진 로젝트이다. 

Magic Book을 용한 결과, 증강 실 콘텐츠의 활용이 

학습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효과 인 설명 달이 일어

나게 하 다[11].

증강 실을 이용하면 다양한 시각  차원의 상호작

용이 가능해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의 증강 실 이용한 박물 게임

(MARQ) 은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며 박

물  람을 할 수 있다. MARQ(Mobile  Augmented 

Reality Quest)은 람객들에게 방향의 3D 증강 실

을 제공하는 가의 게임 콘솔에 기 를 둔 자 람 

가이드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는 로그램이다.

박물  람객들  먼  임무를 완수하는 에게 작

은 상이 주어지면 참여자들은 더 극 으로 게임을 진

행할 수 있고, 주로 고학년 어린이들이 참여자가 되는 

이 게임에 한 흥미도 증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표 3. MARQ 게임 진행 프로세스[12]

게임 참여자들은 질문
임무를 받는다.

쇼케이스 안에 있는 
“침묵의 피아노”를 
연주 한다
게임 참여자의 기기가 
연주를 하고 참가자는 
반복을 해야 한다.

호른에 “체관”을 부
착하고 그것을 연주한
다.

어떤 보너스는 게임 단계를 높여준다.

녹색의 가상 다이아몬
드는 연주가 가능한 
핫스팟을 알려준다.

미니게임을 하기 전에, 전시물에 대한 목소리 해설이 나오고 그 게임을 연
주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주어진다.

가상의 주름판에 공기
를 주입하는 아케이드 
스타일 게임 안에서 
액션 버튼을 재빨리 
누름으로서 연주가 된
다.

임무가 끝나면 게임 
참가자들은 그들의 점
수를 베이스캠프에 저
장해 놓는다.

녹색은 사용가능 핫스
팟을 알려주고 노란색
은 현재 게임이 진행
되고 있는 지점을 알
려준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핫
스팟은 더 이상 게임
을 할 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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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증강현실을 이용한 복원영상 활용

1. 국내 디지털 복원영상 사용 현황
2000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에서 통일신라 서라벌 

시내를 가상 실로 재 하여 람객들은 특수안경을 

쓰고 첨성 , 안압지, 황룡사, 분황사, 월정교를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로그램이 있었다. 

사라진 역사유 이나 발굴된 고  인물들의 유골이 

역사 방송 등에서 오나벽한 건축물의 모습이나 그당시 

의복을 입은 고 인으로 복원되고 있다. 많은 디지털 

복원기술이 문화 콘텐츠 복원등에 사용되어 가상 실 

시뮬 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 

2. 국내 모바일 환경 변화와 증강현실 콘텐츠 현황
유비쿼터스 컴퓨  개념의 확산과 사용자 심 시스

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실제 환경과 가상환경이 목

된 증강 실 기술이 각 받고 있다. 지 까지는 고성능 

PC환경에서 증강 실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

근 모바일 환경의 발 으로 UMPC, Smart Phone과 같

은 장치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장

치의 이동성은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증강 실 시스

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표 4]는 모바

일 AR의 장 을 나타내 다. 

표 4. 데스크탑 AR과 모바일 AR 비교
데스크탑 AR 모바일 AR

장

복잡한 3D 그래픽처리가능 모바일 환경 적용
콘텐츠 구성 용이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
머커리스로 진화 다양한 응용분야

단

고정형 활용 마커사용 불가피
사용자-가상객체의 시선의 
불일치

범용프로세스의 연산 한계
전력의 한계

2010년 3월말 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150

만명 수 으로 세계 휴 화에서 스마트폰이 차지

하는 비 인 15.9%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로벌 융 기 던 2009년 세계 휴 화 시장은 

단말기 기 으로 -7.9%의 역성장을 하고 스마트폰(PC

기능 휴 화) 시장은 오히려 24%나 증가하 다는 사

실은 스마트폰의 미래 망을 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되

고 있다[13].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는 재 앱스토어

를 통해 어 리 이션이라는 소 트웨어를 제공받고 

있다. 어 리 이션은 교육․게임․각종유틸리티․음

악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박물관에서 활용 가능한 증강현실 기반 복원영
상 프로그램 제시

박물 은 과거의 유물들을 시하는 곳인데, 모든 

시물들이 완 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소실

된 부분을 복원 상으로 보여주는 증강 실은 고  문

화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물 에서 사용가능한 증강 실 이용 복원 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4. 증강현실을 이용한 전시물의 복원영상 

[그림 4]처럼 형태가 완 하지 않은 시물에 스마트

폰의 어 리 이션을 이용하면 본래 모습이 복원되어 

나타나고 설명도 추가되면서 시물에 한 이해를 높

여 다.

교과서와 연계된 사회․역사교육을 한 증강 실의 

활용도 한 높다. 박물 에서 제공하는 어 리 이션

을 다운받으면 박물 내에서 가족과 친구들끼리 혹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게임을 진

행하면서 자연스  체험교육이 수반되어 학습효과를 

증 시킬 수 있다. 

박물 에서 역사교육을 해 개발할 수 있는 증강

실 기반 복원 상을 활용한 게임은 [그림 5]와 같이 설

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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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주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설계

경주국립박물 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박물 내의 시물들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 경험들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나치기 쉬운 시물들  몇

몇 유물들에게 증강 실 기반 복원 상을 활용한 게임 

로그램을 연결시키면 따분하지 않은 시실 람이 

될 것이다. 요한 국보  유물들에게는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간단한 퀴즈도 함께 풀 수 있는 게임이 주어진

다면 사회․역사학습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박물 게임(MARQ)과 동

일한 롯의 게임설계이지만, 보다 교육효과에 을 

둔 게임 설계이고, 국립박물 을 좀 더 친근하게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둔 게임이라는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이런 노력들은 국립박물  뿐만 아니라 지역박물

과 개인박물 에도 리 확 되어 활용될 수 있다. 

그 외 모바일과 GPS를 이용한 증강 실 기반 복원 

상 로그램은 지역축제나 터만 남은 유 지에서도 

활용가능한데 [표 5]와 같은 활용제시가 가능하다.

표 5. 모바일과 GPS를 이용한 증강현실 복원 영상프로그램 
활용 제시

고성 공룡축제에서 볼 수 있는 
공룡발자국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모
바일 화면 속에 보이면서 그 공
룡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터만 남은 고대 유적지에 가서 스마트폰을 보면 남아있는 터 위에 사라
져버린 탑이나 건축물 등의 유적 형태가 복원되면서 실제 눈으로 보이
는 지형 및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유적을 감상할 수 있다.

Ⅵ. 결론

큐 이터가 방문객 그룹을 이끌고 다니면서 시물

에 한 역사나 요한 가치 등을 설명해주거나 직  

새끼 을 꼬고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로

그램을 진행하는 박물 은 많다. 교육의 생생한 장이 

될 수 있는 박물 을 부담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신나

고 재미있게 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그램의 하나

로 제안해 본 증강 실 기반의 복원 상을 이용한 게임 

형식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활용은 박물  람

객의 만족도를 높여  수 있을 것이다. 증강 실 기반

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활용과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비

교한 많은 연구에서 높은 성취도와 흥미도를 보이고, 

학습자의 몰입도 한 높다는 결과가 있다. 일방향의 

주입식․설명식 교육이 아닌 방향의 체험학습 방법

은 유리 시  머의 유물이라는 실제와 복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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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증강 실이 어우러져 높은 학습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한, 실의 교육환경에 많은 제약이 뒤따라 박물  

교육등을 안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재 학습은 실제 

장을 탐방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일 것이다. 

문화재의 지리  정보와 복원 상을 활용하여 실제 문

화재가 있었던 유 지에 가서 증강 실로 재 되는 문

화재에 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등은 지

역정체성 확립과 수입 증 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역사교육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계 최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경남 고성

은 2004년 11월 국내 최  공룡 문박물 을 개 하여 

2010년 4월 재 람객 200만명을 돌 하고 있다. 매

년 여는 "공룡엑스포" 축제 에 증강 실을 이용하여 복

원 상을 목시켜 공룡발자국 화석 에 그 발자국의 

주인공인 공룡에 한 해설을 해주는 로그램을 운

한다면 더 많은 객 유치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고  고생물에 한 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한 증강 실 기반의 복원 상

을 활용한 어 리 이션의 유의미한 활용분야와 활용 

방법 등을 제안하 지만, 구체 인 실 을 해서는 구

체 인 로그램 설계와 게임디자인, 매뉴얼 구성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진 인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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