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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로봇게임은 근래 코딩교육 수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로 기존 게임과 달리 로

봇을 사용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게임을 조작한다. 특히 현실세계의 로봇과 가상세계의 게임이 동일한 룰을 

통해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스마트 로봇의 매체적인 특징과 놀이적 특징

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개발 요소로 활용한 스마트 로봇 보드게임 개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로봇게임 개발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ABSTRACT

A smart robot game, which is one of the new type expanding the market through coding education classes recently, 
has a characteristic to manipulate digital games with a smart-phone while using a robot instead of existing games. Under 
the same rules, the virtual world’s game is connected to real world’s robot through a smart-phone, and the game is played 
while exchanging data. This study analyzes smart robot game by dividing them into media features, digital game features, 
and playful features. In addition, we developed the game based on the board game genre that has the general rules while 
using the derived development features. As a result, by presenting the case of development of smart robot board gam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smart robot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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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게임

의 매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PC 및 모바일 게임

에서, 대규모 현실 접속형 게임이나 대형 벽면의 파사드

를 활용한 게임,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어 HMD를 사용

하는 증강현실 게임,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게임 등 다

양한 매체의 게임들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이 중 산

업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로봇을 이용한 게임이다.[1] 
스마트 로봇 게임이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로봇을 이용한 게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로봇의 매체적 특징과 놀이적 특

징을 살펴보고, 스마트 로봇게임을 개발할 때 위에서 분

석한 특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한

다. 2장에서는 스마트 로봇의 매체적 특징을 먼저 살펴

보고, 그 특징을 놀이의 영역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분석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보드 

게임을 설계, 구현한 사례를 통해 스마트 로봇게임을 설

계할 때의 이슈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상의 게임세계와 현실의 게임세계가 자연스럽게 연

결되기 위해 게임의 기획 요소의 연결점을 만드는 방식

의 제안을 한다. 

Ⅱ. 본  론

2.1. 스마트 로봇의 매체적 특징

연구의 기본 범위는 스마트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임으로 한다. 스마트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로

봇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스마트 로봇이다. 

Fig. 1 A form of smart robot that uses a smartphone

IT 시장의 특징상 새로운 기술과 용어가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어, 연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

다. 스마트 로봇과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크게 지능형 로봇과 교육용 로봇을 들 수 있다. 
인텔리젠트 로봇(Intelligent Robots)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로봇은 스마트로봇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그 

목적에서 명확한 구분이 된다. 스마트 로봇의 목적은 

교육에 있으며, 사용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한정된다. 
이런 면에서 교육용 로봇(Education Robots)와도 비슷

하게 볼 수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같

지만, 교육용 로봇 관련 연구의 경우 로봇의 범위를 교

구나 보조자료, 수업지원에 이르기까지 분류하고 있어

[4], 개발 연구를 위한 범위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

해 스마트 로봇의 경우 마케팅적 용어로 출발했지만 이

미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

라는 액정을 사용하는 로봇이라는 부분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서 연구 범위를 스마트 로봇으로 

한정한다. 
스마트 로봇은 스마트 폰이 마케팅 용어에서 시작된 

것과 그 유래가 같다. 스마트 로봇의 용어도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교육용 로봇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상
품명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부르는 용어 차

이도 있다. 스마트 로봇 외에도 스마트 코딩 로봇, 스마

트 로봇 펫 등으로 불리지만 기능적으로 스마트 로봇은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입출력의 매

체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아두이노형 경량화 보드를 기반으로 한 로봇을 이용한

다는 점이다.[5] 그림 2는 아두이노형 보드이다. 

Fig. 2 Arduino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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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주 연산의 기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로봇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쉽다. 이것은 구글

이 카드보드를 초기 증강현실의 HMD로 활용하여 사용

자 층을 확대시킨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두이노형 경량화 보드는 일반적으로 저가형 로봇에

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일

반 컴퓨터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기존 개발언어를 사용

할 수 있다. 
스마트 로봇이 기존 로봇과 다른 점은 스마트폰의 입

출력 기능 외에도 아두이노형 로봇 기기에서도 입출력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 로봇 게임을 개발

할 때는 스마트폰의 기능 외에도 제공되는 기기의 매체

적 특징을 개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림 3는 스마트 로봇

을 구성하는 기능을 나타낸다.[6] 아두이노형 보드가 가

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 로봇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Fig. 3 Components in the Smart Robot
 

정리하면 스마트 로봇은 스마트폰과 아두이노형 보

드가 동시에 탑재된 기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측

면에서 4개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는 센서이다. 거리 센서, 조도 센서, 온도 센서 등을 가지

는데, 본 센서들은 거리, 빛, 온도 등의 물리량을 수치 데

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 이동 시 장애물에 따른 정지, 
혹은 속도 조정 등을 자체 움직임에 관련한 연산기를 통

해 바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점으로 인해 게임이나 콘텐

츠가 가동될 스마트폰과 별도로 처리되어, 반응이 느려

지거나 간섭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펙터이다. 스마트 

로봇은 모터, 스피커, LED 등과 같이 수치 데이터를 속

도, 소리, 빛 등의 물리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터의 회전수를 속도로 수치 변환시킬 수 있어 어떤 조

건에서 빠르게 달리거나 혹은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커맨드이다.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로 명령이나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코드 작성

에 필요한 수치로 내보낼 수도 있다. 그 외에 카메라, 마
이크,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OID센서를 

이용한 닷코드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스마

트 로봇 기기에 적용되어 있는 OID 센서이다. 보통 밑이

나 기기 정면에 내장되어 있다. 
 

Fig. 4 OID Senser in the Smart Robot
 

닷코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점으로 이루어

진 코드로, OID를 통해 지정된 길찾기를 하거나 혹은 바

닥판을 인식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일반 프린트

로도 인쇄할 수 있어서[7], 2.4.스마트 로봇 게임 제작에 

적용해 보았다. 

2.2. 스마트 로봇 게임의 스마트폰 게임적 특징

스마트 로봇 게임을 설계할 때는 기존 PC나 스마트

폰 게임과는 다른 UX로 접근해야 한다. 스마트 로봇 게

임은 스마트폰과 로봇이 입출력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다른 기기와 달리 입출력 기기가 동시

에 두 개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 버튼을 통해 가상의 모니터 속의 게임에 접근하고, 
그 결과가 동일한 모니터에 출력된다. 모니터를 통해 입

출력된다는 점은 스마트폰 게임과 동일하나, 로봇이 보

유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환경 입력을 받는다는 점과 

게임의 결과 값이 로봇의 사운드와 움직임으로 나타난

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게임의 결과 값이 

모두 가상의 내용에서 주는 현실감이었다면 스마트 로

봇 게임에서는 현실감이 아닌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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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이 아닌 현실의 재미 부분은 토이게임이나 증강

현실게임이 주는 즐거움과 일맥상통한다.[8] 현실감이 

증가할 때 사용자가 큰 반응을 보였던 것을 염두에 둔다

면, 로봇 게임의 현실감은 새로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2.3. 스마트 로봇게임의 놀이적 경계의 특징

스마트 로봇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현실

에 존재하는 로봇을 어떻게 게임 캐릭터의 역할을 수행

하게 하는가이다. 놀이의 경계[9]라는 면에서 현실에 존

재하는 오브젝트인 로봇으로 인해 스마트 로봇 게임은 

그 어떤 게임보다 실재적인 현실감을 줄 수 있다. 하지

만 디지털 게임으로서의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게

임 내에 존재하는 게임의 룰을 로봇이 있는 현실까지 가

져와야 한다. 즉 게임을 설계할 때 현실의 로봇이 존재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로봇이라는 캐릭터를 어떻

게든 게임에 추가시켜야 한다는 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로봇은 이미 현실에 정해진 모습으로 있기에 상상력

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캐릭터가 되기에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 

장르의 게임은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놀이적 특징으로 보면 스마트 로봇 게임의 특징이 더

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게임이 가상의 환경

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스마트 로봇 게임은 현실과 가

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면은 토이게임과 가장 흡사

하다. 토이게임 역시 현실에 존재하는 완구가 곧 게임의 

캐릭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이게임은 해

당 완구를 게임 진입에 사용하지만 디지털 게임은 완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완구는 어느 순간 현실에 존재

할 뿐 게임에 영향주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 로봇게임의 경우 스마트 폰 내에서 이

루어지는 디지털 게임은 그 자체로는 완성되어 있지 않

다. 그것의 결과는 로봇으로 나타나고, 로봇이 입력받는 

입력의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

되는 형태를 보인다. 스마트 로봇 게임은 게임의 플레

이, 즉 조작하고 룰이 있는 면이 현실까지 연장되는 놀

이의 확장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놀이의 영역만 생

각한다면 이것은 증강현실과도 비슷하다. 현실의 입력, 
출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

한다는 면에서 스마트 로봇게임과 증강현실 게임과는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별도의 시각기기를 사용

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로봇을 조작한다는 면에서 그 

체감의 즐거움이 다르다고 보겠다. 아무리 증강현실이 

발달한다고 해도, 현실 같은 즐거움과 현실의 즐거움은 

다르기 때문이다.

2.4. 스마트 로봇게임의 개발

앞서 서술한 스마트로봇 게임의 매체적 특징, 스마트

폰 게임으로서의 특징, 그리고 놀이적 특징을 개발 요소

로 사용해 게임을 설계해 보았다. 
스마트 로봇 게임을 설계할 때, 매체적 특징을 고려해

서 첫 번째 두 개의 입출력기를 모두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발 설계에서는 스마트 로봇

의 특징은 닷코드를 인식하는 부분을 넣어서 매체만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게임으로서, 스
마트폰의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UX를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이었다. 세 번째는 놀이적 특징을 고려해서 게임의 

내용이나 그 흐름이 현실 세계에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세계 내에 있는 게임이, 현실세계도 

반영이 되도 별도의 설명 없이 납득되도록 보편성을 가

진 룰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가장 오래되

고 보편적인 장르인 보드게임을 사용했다. 보드게임은 

놀이판을 중심으로 캐릭터나 말을 이용하는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로봇의 움직임을 사용하면서도 움직임의 

단위를 두어 이것이 스테이지의 단위와 연결되도록 설

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5 Game Stage in Smartphone Area
 

그림 5은 스마트폰 게임에서 제공된 스테이지이다. 
게임은 총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내용이 진행된

다. 실제 스테이지의 진행은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보드

판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가상의 게임과 현실의 보드판

이 상호 연결되며 진행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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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oard game Image

그림 6은 스마트 폰에서의 스테이지가 완료하면 적

용할 현실세계의 보드판이다. 보드판은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으며 스테이지와 연동되는 지역에 도착하면 미

니게임이 시작된다. 보드판은 닷코드를 넣어, 이후 자동 

길찾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Fig. 7 Board game in Real world Area

그림 7은 보드판과 스마트로봇이다. 사용자는 현실

의 보드판에서, 캐릭터에 해당하는 로봇을 조작하며 진

행한다. 로봇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게 되고 해당 위치에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 이벤

트에 해당하는 게임을 스마트 폰을 통해 진행한다.

Fig. 8 Robotic devices are operated within the Smartphone 
Area

그림 8은 로봇을 보드판에서 조작하기 위한 조건을 

표시한 화면이다. 문제가 있는 곳까지는 사용자가 조작

해야 하지만, 답이 틀리면 원래 위치로 위치 코드를 통

해 로봇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미니게임을 성공하면 그 지역을 클리어 한 것이고, 실

패하면 원래대로 이동하도록 제작했다. 미니게임은 로

봇을 세밀 조작하는 것과 로봇의 입력기를 이용한 카드 

가위바위보, 색깔 믹스 게임으로 진행했다. 그림 9는 미

니게임 화면이다. 이 미니게임은 닷코드 인식으로 연결

되고 사용자는 해당되는 적절한 카드를 골라서 기기 카

메라에 인식하면 된다. 

Fig. 9 A color mix game using the robot's dot code input.

Ⅲ.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 로봇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스마트 로봇을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 고

려해야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스마트 로봇은 새로

운 형태의 증강현실 게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재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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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사용자 경험이 증강현실과 달리 완전한 현실이

기 때문에 게임을 설계할 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

결점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로봇의 가상과 현실의 연결점을 

중심으로, 보드게임을 통해 게임의 룰을 잇고 가상의 플

레이와 현실의 플레이가 상호작용하며 진행되는 형태

의 게임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보드게임의 형태로 주 

게임의 룰을 만들고 특정 포인트에서 이벤트를 통해 로

봇과 게임이 입력-출력을 진행하며 게임을 풀어나가도

록 설계했다. 
증강현실의 입출력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놀이의 

영역 면에서, 스마트 로봇 게임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

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마트 로봇 게임 연구는 증강현실 

게임의 발전상을 예상해 볼 때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장르적으로 적합성은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잇는 측면에서 가장 범

용적인 보드게임의 룰로 개발했지만, 게임의 경우 장르

별로 놀이적인 부분이나 현실의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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