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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설 장에서 펜스디자인은 공공디자인으로써 건설 환경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과 자

연, 자연과 건축, 건축과 문화 간에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의 감정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재 국의 

건설 장에서 펜스 디자인 연구는 술작품 수 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 펜스디자인과 건설 장간의 상호작용에 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펜스 디자인에 한 우수한 사례에 한 분석을 토 로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 로 증강 실 기

술을 활용하여, 국 길림 학교 지질궁 박물 의 펜스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건설물

이 건축되는 과정을 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술 , 문화  변이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 중심어 :∣증강현실∣펜스 디자인∣공공 디자인∣

Abstract

Fence design in a construction site as a public design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It influences people's emotions by showing the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nature and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and culture. Currently, fence design researches 

in China are simply personal artworks and the related researches are insufficient. Moreover they 

do not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ence design and the building at al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design from the analysis of the famous cases related 

to the traditional fence design and to develop a fence design in Geological Palace Museum, Jilin 

University in China using the technique of augmented reality from the resul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s that people directly experience the process of the architecture. More artistic and 

cultural fence designs are expected to be extended in ou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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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 도시의 이미지라고 말

할 수 있다. 특히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

으로 지속 인 팽창을 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도

로의 확충과 확장을 해 수많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공사 장에서 가장 바깥쪽에 치하고 있

으면서 단순히 공사장의 경계를 짓는 가림막인 펜스

(Fence)는 그 동안 단순히 도시주민의 안 과 건물주의 

홍보 목 으로 제작되었을 뿐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심미성과 건축  토목공사 시공사와 도시주민간의 

정보소통이 부재된 체 디자인되고 설치되었다. 이는 도

시에 주거하는 시민을 한 공공 디자인의 범 를 벗어

나고 공공디자인의 주체인 시민의 입장이  반 되

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선행 연구

를 고찰하고 해외 토목 건설 장의 우수한 펜스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토목 장의 효과 인 펜스 디자인 원

칙을 도출하고 이를 기 로 증강 실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주가 도시주민에게 일방 인 정보제공을 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  펜스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심

미성을 건설 장의 펜스에 부여하고 스마트폰용 증강

실의 최신기술까지 펜스디자인에 활용된다면 건설주 

입장에서 재 진행되는 건물의 건축과정과 그 결과로 

제시될 건물이 도시주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도움을 

지를 알려  수 있다. 도시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그 동안 등한시 해오고 심을 갖지 못했

던 공사 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시

주민은 참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며 그러

한 요구사항이 건설 장에 제공되어 그 동안 불안하고 

보기 흉한 건설 장의 부정 인 인식을 환시키는 계

기를 만들 것으로 기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환경디자인과 펜스

1.1 도시환경 디자인의 정의 및 필요성
도시 환경디자인은 사람들의 물리  환경을 만족시

키는 것 외에도 심리  만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물질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도시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도시

주민의 정신  만족감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건축-환경간의 조화로운 계인 것

이다.

도시 디자인은 사회가 발 하고 도시화되면서 개인

인 생활 역을 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

인 필요성에 국한 되지 않고 도시의 공공 역에 있는 

여러 장치나 기능을 보다 합리 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1]. 이는 개인의 욕구보다 의 요구와 기 에 부응

하고,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사회 구

성원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도시주민

의 의식과 그 수 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이 있다[1]. 

세계 으로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주목 받고 있는 지

 국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의 인구집 으

로 그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도시환경에 

한 심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2]. 한 개개인의 

개별 인 발 으로 부터 통합 인 규모 도시 발 에 

성장을 이루기 해 문화 이고 질 인 성장을 추구하

며 사회 구성원 반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

회  욕구가 더 많이 반 되고 있다.

도시공공시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우리가 하

는 공간들로서 같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국

민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시설물에 한 욕구가 강해지기 마련이

다. 특히 공공 인 환경과 효율을 따지지 않고 기능

주로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기존 시설물을 체계 이고 

과학 이며 미 인 요소를 고려하여 재설치 하고 리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2 건설공사 현장의 디자인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는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정의 

장을 말한다. 그 범 는 펜스, 철망, 인원  자재, 뿐

만 아니라 펜스로 폐쇄, 기계와 차량 출입 제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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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비(警備) 등이 포함된다. 출입자는 그들의 신원을 

공사 장에 등록해야 하며 장에 진입하면 반드시 안

모와 안 용품을 착용하여 안 을 확보해야 한다. 

토목건설의 속한 발 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 공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기간이 길다.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분진이나 소음과 같은 피해를 안겨주며 공사 장

의 난잡함으로 말미암아 조화롭고 미 은 도시환경을 

해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더욱이 시공할 때 사

용하는 육 한 기계는 항상 콘크리트로 뒤범벅이며 시

공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무데나 방치되어 도시환경

에 악 향을 끼친다. 특히 주변상업지구의 정상 인 

업 마져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러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 마져 부족한 실정이다

[3][그림 1].

기존에 건설 장에 설치된 펜스를 살펴보면 건설업

자 자신의 이익과 련된 홍보용 포스터만 난무할 뿐 

도시 외 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일들이 흔하

게 발생한다[그림 2].

그림 1. 폐기물이 그대로 보이는 고가도로 공사 펜스

그림 2. 판매업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주택건물 펜스

건설 장의 외 은 토목건설의 산물로써 사람들의 

심리  기분에 직 인 향을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에 향을 주며 도시주민들의 행복감에도 많은 

향을 다. 아무리 번화한 도시일지라도 흉물스런 공사

장의 외 은 문화도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래

서 건설 장과 도시 간의 조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3 도시환경디자인에서 펜스 정의 및 기능 
공사장 펜스란 신축공사 장이나 보수 공사 장의 

험을 방하고 지 분한 장을 가리기 해 일정 기

간 동안 한시 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고속도로 주변 

소음방지를 한 방음벽, 주거단지의 역구분을 한 

담장 등의 가설 울타리와 같은 도시 구성요소를 말한다

[4]. 건설용어사 에 따르면 "펜스란 공사 장에 임시

로 설치하는 울타리"라고 정의하고 있다[5]. 

건설 장 펜스의 경우 설치가 일시 이기는 하나 건

설사와 용도, 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이 평균 으로 최소 

2년에서 최  4년 이상 걸린다. 보통 일반 인 20층 아

트의 경우 36개월로 약 3년을 공사기간으로 하고 일

반 건물의 경우 15층 정도의 건물은 약 2년 이상으로 

건물의 층이 높아질수록 그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인  경우에는 철거와 건축기간으로 인

하여 평균 으로 3년 이상 소요된다. 이처럼 일시 이

라고 하기에는 오랜 기간 도시주민과 함께 존재하는 펜

스를 환경과 지역, 시각 인 효과를 간과하고 넘어가기

에는 도시환경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6].

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사자재가 공사장 밖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환경과 교통에 지장을 래하는 것

을 방하고, 공사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히 

통제할 수 있다. 펜스 설치는 보행자가 공사장으로 추

락하는 험을 막고, 공사 자재의 도난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 장에서 펜스의 가장 요한 역할은 

안 에 한 사항이다. 한 장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 기능과 더불어 감성 이고 

미 인 디자인 도입과 청결한 리가 요구된다. 

1.4 도시환경디자인에서 펜스 역할 및 의의
펜스는 건설 장과 보행자의 안 을 한 단순한 구

조물의 단계를 넘어서 공사장과 도시주민 사이에 존재

하는 공공디자인물이다. 한 도시환경 디자인요소이

며 인터페이스 요소로서 그 역할과 의의가 한층 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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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펜스는 보행자의 안 을 해 디자인되

어야 하는 기능 인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과 어울

리는 심미  요소까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앞 에서 

언 하 다. 그러나 이는 건설주가 도시주민에게 일방

인 정보를 제공할 뿐 도시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방향 인 정보제공을 

뛰어 넘어서 방향 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  인

터페이스로서의 펜스를 생각한다면 기존 펜스의 확장

된 역할과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펜스가 디자인 된다면 도시주민 입장에서 건설 장에

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장에 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통

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잦은 민원분쟁을 여주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단한다. 

2.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선행연구 고찰
증강 실은 실의 사물에 해 가상의 련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

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그림 3.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응용 사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속한 발 에 따라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을 기 로 한 새로운 매체 술이 90년  말부

터 속히 발 하 다. 인터넷 시 에 들어서면서 상호

교류와 즉시성, 개성에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증강 실을 

용한 사례는 실시간 조난자 구조[7], 교육과 의료

[8-10], 쇼핑[11], 기 과학(심리학)[12]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하게 진행된데 반하여 도시 환경 디자인 분야

에는 비교  드물게 연구 되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환

경디자인에 용한 증강 실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을 할 때 최종 디자인 소비자인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하여 스마트폰을 토 로 증강

실 기술을 용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증강 실 기

술  특징과 참여  디자인 요소간의 계를 악하여 

실제 디자인 용에 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

하 다[13]. 조윤성 외의 연구는 아직 아이디어 수 에 

머물 뿐 구체 인 디자인 이행까지는 부족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에 비해 구체

인 디자인 개발까지 진행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에

서 상상 할 수 없었던 시민 참여형 디자인이 실제 가능

한 최 의 사례이자 정보소통과 상호작용의 수 이 높

은 독창 인 사례로 단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 개발의 질 인 향상을 하여 도시의 

경 을 디자인하기 한 방법으로서 도심상업 집지역

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련 문헌  자료

를 기 으로 이론  고찰을 실시하며 선행 연구로서 모

바일 증강 실을 활용한 참여  공공디자인을 고찰한

다. 둘째, 해외 우수한 펜스 디자인 사례분석을 토 로

토목공사 장의 효과 인 펜스 디자인 원칙을 도출한

다. 셋째, 참여  공공디자인 이행을 해 증강 실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국 길림 학교 지질궁 박

물 을 상으로 펜스디자인을 개발한다[그림 4].

1단계 이론적 고찰 및 증강현실 적용 선행연구 고찰
                ↓

2단계 해외 우수 펜스 디자인 사례 분석 및 원칙 도출
                ↓

3단계 증강현실 활용한 펜스 디자인 개발(지질궁)

그림 4. 연구 절차
  

IV.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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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스 디자인 사례 분석
공사장 펜스 분류에서 기존의 문헌연구를 기 로 

합한 안 한 기능을 강조하는 펜스, 심미 인 펜스, 정

보 제공의 펜스로 분류하고 이에 한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1.1 안정성을 강조한 펜스 

그림 5. 프랑스 파리 민속박물관 펜스

[그림 5]는 랑스 리 민속박물  공사 장의 펜

스이다. 본 펜스는 푸른 숲속의 붉은 과 검은색이 과

도하여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열한 조색이 배합되어 

시각  자극을 감소하면서 신기하고 조화로우며 생기

발랄한 색감을 느끼게 해 다. 한 설치미술과 천연식

물이 결합된 친환경  방식을 취한다. 본 펜스는 수직

면에 식물을 심고, 키우는 방법(수직식재)으로 표 하

여 친환경 인 메시지를 달하고 있다[14]. 이를 통해 

도시주민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펜스를 

통해 안 성을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중국 항주시 아파트 펜스

[그림 6]은 국 항주시의 아 트 건설 장의 펜스

이다. 본 펜스의 색채를 살펴보면 자 빛 꽃과 연한 색 

꽃의 어울림은 사람들에게 아늑하고 부드러운 느낌으

로 공사 장의 낭만  색채를 연출한다. 본 펜스는 천

연식물을 재료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 다. 한 공사

장의 외부환경을 아름답게 표 하고 주변 도로를 푸

르게 하며 주변과 어울리게 하기 하여 공사 장의 가

림막 벽에 같은 간격으로 9개 특제의 속 임을 넣

어 여러 가지의 기하학  도형을 만들었다. 지로  

경사진 스탠드를 만들어 흙을 채우고 개 수로를 설치

하여 만 그루에 달하는 꽃을 심어 한 면의 활짝 핀 "꽃 

벽"을 만들었다[15]. 본 펜스 사례 한 도시주민에서 

심리  안 감을 제공함으로서 건설 장의 단순한 가

림막 기능이 아닌 환경 친화 인 의미를 강조한 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심미적 펜스 

그림 7. 프랑스 파리의 리모델링 펜스

[그림 7]은 랑스 리의 리모델링 장의 펜스이다. 

본 펜스에서 느껴지는 색채는 박진감을 잘 살렸다. 

술 형태의 실제 사진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 한 건물 

사진이 돋보인다. 본 펜스는 랑스 리에 있는 한 건

물의 리모델링 장의 펜스로서 공사 장 체를 흔들

리는 건물로 표 했으며 마치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 리뉴얼에 한 기 감을 높게 연출

하 다. 부분 인 장식은 입체로 만들어 건물이 완성되

어 가는 느낌도 주어 심미 인 미장센을 극 화 하 다

[14].

1.3 정보 제공을 위한 펜스 

그림 8.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매장 펜스 

[그림 8]은 랑스 리 루이비통 매장의 건설 장 

펜스이다. 본 펜스는 루이비통의 형 인 갈색계열로 

성숙과 고귀함을 표 하 다. 한 루이비통 가방을 소

재로 자사 랜드를 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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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통이 매 을 오 할 때 마다 설치하는 트 크 조형

물을 펜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랑스 루이비통만의 차

별성을 주어 도시 랜드 마크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6]. 이를 통해 루이비통을 고하고 홍보하는 정보제공

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 사례분석 결과 및 디자인 원칙 도출 
표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통점 

구분 공통 사 례

1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함 그림 8
2 독특한 펜스를 연출함 그림 5, 그림 6
3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냄 그림 5, 그림 7, 그림 8

지 까지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본 결과 체 으로 

건설 장 펜스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으로

는 첫 번째, 건설 장의 펜스디자인은 공사장의 메시지

를 잘 달한다. 두 번째, 기존의 기본 인 펜스를 벗어

나 새로운 표 방향 혹은 새로운 소재, 미디어의 활용 

등의 시도가 참신하고 독특한 펜스를 연출하 다. 세 

번째, 공사 장과 일반도로를 구분 짓는 공사 펜스의 

기본 인 기능 외에도 거리를 지나는 과 소통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의 호기심과 심을 이끌어 내었

다.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사 장에 한 각 

나라의 문화 인 차이가 있지만, 펜스 그 자체가 정보

달의 매체로서 커뮤니 이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 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각요소로서 사

람들로 하여  그 지역을 인식시켜주며, 나아가서는 도

시 자체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랜드 마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이 펜스 디자인을 

한 디자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의 펜

스디자인은 풍부한 술 표  형식으로 공사 장과 조

화를 이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펜스 디자인은 디자

인을 제작하는 주체가 심이 되어 안정성, 심미성, 정

보제공의 역할에 국한 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구 한 

증강 실 기반의 펜스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고 이용

하는 도시주민의 입장이 반 되는 참여  디자인으로

서 소비의 주체인 도시주민의 시민의식이 반 되는 공

공 디자인으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

서 공공재로서의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펜스 디자인 개발
펜스 디자인에 한 이론  고찰과 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디자인 원칙(메시지 달력, 독특한 

연출, 호기심 유도)을 심으로 증강 실기술을 활용하

여 국 길림 학교 지질궁 공사펜스를 디자인하 다. 

2.1 개발 소개 
지질궁은 만신궁(僞滿新宮)내부에 치한다. 국 

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황궁이기도 하며 쟁으로 인하

여 건설이 단되었다가 1953년에 기존의 기  에 푸

란기와를 얹은 궁 식 건물을 올렸다. 나 에 길림 학

교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질궁”이란 이름이 바 었

다. 지질궁내에는 지질박물 이 있으며 각종의 희귀한 

보석들과 물, 여러 고 생물의 화석표본, 공용화석 등

으로 아주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16].  

2.2 개발과정
본 연구는 지질궁의 특성을 반 해서 펜스 디자인을 

실시하 다. 개발 과정은 [그림 9]와 같이 3단계로 진행

하 다. 

1단계
지질궁 펜스 디자인 
- 지질궁의 건축구조 및 지질궁 박물관 영상을 수집·분석 
- 박물관 대표적인 전시물에 대한 분류·분석  
- 지질궁의 건축특징과 대표적인 전시물 펜스 디자인

↓

2단계

증강현실 구현 
- 지질궁의 3차원 모형을 만듬  
- 식별 도형 마커 디자인
- 모형을 unity3D에 도입하여 펜스디자인 바코드(도형)를 매

개체로 증강현실 효과를 만든다. 

↓

3단계
펜스 디자인 결과물
- 스마트폰 카메라로 펜스디자인 도형에 맞춘다          
- 바코드인증도형을 통해 가상지질궁의정보들이 나타난다
- 위치를 선택하면 지질궁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타난다

그림 9. 디자인 개발과정
  

제1단계는 지질궁의 표 인 시물의 상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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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에 담겨져 있는 문화특징을 기반으로 디자인 하

다. 제2단계는 증강 실 기술을 용한 지질궁 모형

제작, 펜스의 바코드(도형)를 매개체로 식별 도형을 제

작하여 증강 실 효과를 구 한다. 제3단계는 펜스 디

자인 결과물의 사용 합도를 높이기 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스마트폰 기반 증강 실 기술을 용

한 최종 디자인물을 제작하 다.

2.3 지질궁 펜스 디자인 
지질궁의 외   구조를 볼 때 고  건물에 해당한

다. 재 사용 인 길림 학교 내부에 있는 지질 박물

에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지질궁의 펜스를 디자인하기 하여 지질

궁 박물 의 각종 시품들의 상을 수집하 다. 지질

궁 앞에는 18만 평방미터의 번화한 장이 있다. 이곳

에서 사람들은 사실 이고 풍부한 내용의 각종 시물

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한다. 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업무로 인한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를 

해 간결하고 명쾌한 것을 선호한다는 인터뷰 조사를 

토 로 펜스를 이용하여 지질궁의 특유의 매력을 시

하고 지질궁의 문화, 역사와 어울려 펜스 에  하나

의 “펜스에서 박물 ”이 만들어 냈다.

그림 10. 지질궁 공사 펜스 
(길이: 1260미터  높이: 36미터)

본 디자인 물은 1:1의 비례로 지질궁의 실제 모습이 

구 되어 있다. , 선, 면의 표 방식으로 한 에 들어

오게 설계되었으며 지질궁의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나

타냈다. 지질궁은 수직선에 칭되어 시각  평형감을 

주며, 문화 장의 심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다. 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항상 존재하는 번뇌를 없애주기도 한다. 펜스에 지질궁

의 주요 시물들을 배치하여 박물 이 수리되는 동안

에도 펜스를 통해 신비로운 공룡 화석, 가리비 화석, 보

석 등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입체 인 배열방식

으로 사람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림 10]. 

2.4 증강현실 구현 
2.4.1 Unity 3D를 이용한 모형제작

Unity는 3D게임이나 건축 시각화, 실시간 3D 애니메

이션 같은 인터 티  콘텐츠를 제작하기 한 통합 제

작 도구이다. Unity는 게임 엔진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

만 게임 이외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시뮬 이션, 의

학, 군사,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발 

랫폼으로 객체지향 설계를 기본 으로 탑재하고 있

어서 구나 이해하기 쉽고 직 인 개발 환경과 설계

를 제공한다.

그림 11. 실제 지질궁 모습

그림 12. Unity 3D로 구현된 지질궁의 입체모형

우선 3D MAX로 3D 모델링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용도로 개발할 경우 CPU 사용에 있어서 자원소모가 많

은 단 이 있기 때문에 3D 모형제작에서 반드시 면의 

수를 여야 한다. 일반 으로 삼각형은 3000개를 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다각형의 경우 1500개를 과 하지 

말아야 CPU 사용이 원활해진다. 이는 후처리 작업 단

계에서 고품질의 도형 붙이기 작업을 통하여 더욱 나은 

실효과를 얻기 함이다[그림 11][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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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Unity 3D 로그래  제작과정

안드로이드 개발 로그램(버 2-4.2)과 Unity 3D 개

발환경 설정 후 Unity 3D 로그램을 활용한다. 테스트

할 도면(펜스 도형)을 선택하고 개발 로그램에 있는 

데모 로그램을 실행시켜 도면식별 효과에 하여 확

인한다. 소 트웨어에 필요한 자원(도면과 모형)을 입

력한다. 식별도면의 문양을 필요한 문양으로 바꾸고 이

에 필요한 모형 더링을 한다. 그리고 ‘지질궁 외 ’, 

‘지질궁 박물  소개’ 정보를 배치한다. 논리 알고리즘

과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진행한다. 패킹하고 Unity 3D 

로그램으로 어 리 이션 로그램 (API)을 도출한다.

2.4.3 펜스 디자인 결과물

그림 13. 9가지 지질궁 펜스 디자인 결과물

표 2. 각 식별 도형 별 제시 정보

번호 나타내는 정보 번호 나타내는 정보

1 2

3 4

5 6

7 8

9

증강 실을 기반으로 한 지질궁 펜스는 [그림 13]과 

같이 9개 부분으로 나 어진다. [표 2]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각 부분을 으면 련된 각각의 소개 내용이 

제시된다. 모든 식별 도형을 촬 하고 나면 향후 공

될 지질궁의 체 모습이 제시된다. 

[그림 14]는 실제 구 한 콘텐츠를 제시해 주고 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펜스의 도형에 맞추고 바코드의 

치와 방향을 식별하면 스마트폰에 가상 아이콘이 나

타난다. 

그림 14. 실제 구현 장면

펜스 치를 선택하면 지질궁의 건축구조 는  지질

궁 소개에 한 가상화면을 볼 수 있다. 증강 실기술

의 활용은 건설 장 펜스의 디자인 의미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펜스디자인

의 도형 정보를 읽음으로써 지질궁에 하여 더 잘 알

게 할 수 있게 해 다. 

V. 결론

본 연구는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소통과 상

호작용성의 수 이 높은 건설 장의 펜스를 디자인하

다. 구 한 로서 국 길림 학교 지질궁 토목 장

의 펜스를 제작하 다. 이를 해 지질궁의 건축구조와 

지질궁 박물 이 소장한 다양한 소장품에 한 자료와 

상물을 수집하고 지질궁 박물 이 담고 있는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1:1 비례의 펜스를 디자인 하 다. 

증강 실 효과를 구 하기 하여 Unity 3D 제작 도

구를 활용해 입체모형을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작동가

능한 다각형 최 화 작업을 실시하 다. 이후 펜스에 

부탁할 식별 가능한 마커(식별도형)를 제작하고 로그

래  처리를 거쳐 최종 펜스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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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술 ·실용  공헌도를 갖고 있다. 본 연

구의 학술 인 기여는 공공디자인에 증강 실기술을 

용 할 때 발생하는 참여  디자인에 한 개념  연

구의 확장선에서 이러한 개념과 제안을 실제로 구 함

으로서 기존 연구의 가능성을 검증하 다. 한 본 연

구를 통해 향후 펜스 디자인은 정보 제공 단계에서 정

보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공공 디자인의 방향성

과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용 인 기여는 박물 과 같은 교육기

의 시공기간에 능동 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과거 공사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 박물 이 

개방되지 않아 박물 에 어떠한 콘텐츠가 있는지 알 수

가 없었지만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가상과 실이 결

합하여 박물 의 내부 구조, 소장품 등의 내용을 일반

인들에게 항상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 , 실용  공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재 구 된 연구결과

는 지질궁 박물 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구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펜스

에 기록하는 기능이 아직 구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는 콘텐츠를 읽고 쓸 수 있을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쓰기 기능은 

재 기술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기능을 더 추가할 정이며 이러한 읽고 쓰기를 

통해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할 할 수 있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UI : User Interface) 설계도 향후 연구에서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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