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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감형 콘텐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이 여행 및 관광 산업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며 다양한 스

마트 관광 AR, VR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 책자나 인터넷을 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VR, AR, MR 기술이 문화 여가 콘텐츠 소비에 더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혼합현실 백제 능사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적인 혼합 현실 HMD를 사

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백제 능사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가상 체험을 통하여 보다 직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유적 현장 가이드 시스템 모듈은 다양한 메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며 스

크립트 방식으로 지정하여 혼합현실 콘텐츠 개발에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혼합 현실 기반 스마트 관광 콘텐

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realistic contents technology such as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mixed reality has been 
spreading in travel and tourism industries, and hence there have been various smart tourism AR, VR contents developed. 
In the past, people mainly used books and Internet for travel, but the use of VR, AR and MR technologies will be used 
more for consumption of cultural leisure contents in the future. This study describes the Mixed Reality based Baekje 
Neungsa Cultural Heritage On-Site Guide System to accelerate smart tourism. In this study, the immersive mixed reality 
HMD was used to provide visitors with more intuitive and effectiv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 values of Baekje Neungsa through virtual experiences. The cultural heritage on-site guide system module 
supports various Meta Data services and can be easily used for mixed reality content development by designating Meta 
Data scripts. This research can mak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ixed reality based smart touris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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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여행 산업에서 실감형 콘텐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 도입이 점차 확산되

는 추세이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2020에서는 여행 및 관광 (Travel & Tourism) 
분야를 새로 신설하여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한 투어리즘(Toursim)을 주제로 전시하였다. 델타 항공

은 항공업계 최초로 CES에 참가하여 단일 안내판으로 

다수의 고객에서 맞춤형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평행 

현실(Parallel Reality) 서비스를 보여주었고, 고객 맞춤

형 스마트 여행에 대한 비전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가상현실

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특정 환경이다. 사용자를 실세계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가상환경에 몰입하여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로마, 런던, 암스테르담 등 유명 

도시나 유적지 또는 호텔에 대한 360도 VR 영상이 다수 

제작되어 관광에 활용되고 있다. KT GIGA Live의 VR 
Dream Walks는 사용자가 HMD(Head Mounted Display)
를 착용한 채 걷기 장비를 이용하여 서울 명동 성당 주

변을 산책하는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경기도 관광 

포털에서 제공하는 VR 서비스도 360도 VR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1].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또는 이

미지 등)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부가 정보

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내손안의 경복

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서울의 4대 궁 시리즈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했다[2]. 이 시리즈는 QR 
(Quick Response) 코드를 읽어 궁 안의 각종 문화재와 

정보를 현장에서 안내 받을 수 있는 증강현실 앱이다. 
안동 스탬프 투어, 장성군 스탬프 팝 등은 관광객 방문

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개발된 QR 기반의 증

강현실 앱으로 스탬프 획득 게임을 즐기며 관광지의 매

력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문화유적 관광지에 

증강현실 기술 효과에 대해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관광 

체험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나타났다[3]. 또한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Fig. 1 A Snapshot of a User experiencing Baekje Neungsa 
Cultural Heritage On-Site Guide System using Samsung 
Odyssey+ Mixed Reality Headset

연구에서는 일반영상 관광 콘텐츠와 가상현실 관광 콘

텐츠 이용자 집단을 나눠 실험한 결과 가상현실 관광 콘

텐츠 이용자 집단이 경험 가치와 현존감을 높게 지각하

였으며 관광지에 대한 방문 의도의 변화 역시 더욱 긍정

적인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4]. 
최근 5G 상용화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여가 콘텐츠 

소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MR) 기술 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

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백제 능사의 역사

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가상 체험을 통하여 보다 직

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혼합

현실 기술 기반의 백제 능사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윈도우 혼합현실을 지원하

는 삼성 오디세이 플러스 HMD 시스템[5]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백제 능사 가상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하며 실감나는 현장 가이드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책이나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

는 정적 매체를 통한 수동적인 정보 전달 방식과 비교하

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백제 능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역사 문화 가치를 더욱 효과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혼

합 현실 시스템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 문화유산 및 

관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을 위

해 만든 혼합현실 기반의 백제 능사 현장 가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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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구조와 설계 및 구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결론에서는 이 시스템을 향후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Ⅱ. 관련 연구

2.1. 혼합 현실

혼합 현실 (Mixed Reality, MR)은 다양한 방식을 혼

합해 만들어 낸 현실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술

이다. 혼합현실이란 폴 밀그램의 Reality-Virtuality 
Continuum[6]에 의하면 현실(Reality)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증강가상현실(Augmented Virtuality) - 가상

현실(Virtuality)로 현실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가상을 

중첩시키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혼합 

현실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정보를 현실 세계의 실제 장면과 공간, 시간에 사용

자가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

을 제공한다.
혼합 현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는 AR 또는 VR 기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혼합현실을 대표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홀로렌즈 (Hololens)와 엡손 모베리오, 매직 

리프 같은 스마트 글래스 방식이 있다.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 HTC VIVE나 삼성 Gear VR 등은 가상현

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방식이다. HMD는 머리 부분에 장착하여 관람자

의 눈 앞에 3차원 영상을 제시하는 장치로 양안 시차 영

상을 보여주는 7인치 디스플레이와 함께 머리의 움직임

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3축 자이로센

서와 3축 가속도계, 3축 자력계로 이루어진 헤드 트래커

(Head Tracker)가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에 따라 반영된 3차원 가상환경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2.2. 체험형 문화유산 및 관광 시스템

가상현실 증강현실 문화유산 연구에서는 실제로 현

존하고 있는 유적지나 지금은 많이 손상되었거나 아예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는 문화유산을 복원 또는 재현하

여 시공간을 넘어 가상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석굴

암, 황룡사 디지털 복원, 앙코르와트, 경기도 전곡선사

박물관 가상현실 콘텐츠, 아프라시압 콘텐츠 등과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디지털 작업을 통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문화유산 복원 및 재현에 집중되어 있다[7].
LIFEPLUS 프로젝트는 고대 프레스코 화를 3D로 재

구성하여 고대 폼페이시의 생활상을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 기술로 복원한 연구이다[8]. 방문자는 고도의 사실

적인 대화식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 이야기 디

자인 프로세스를 탐색 가능하며, 가상 애니메이션 캐릭

터 그룹과 몰입형 증강현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장면의 캡처 / 실시간 비디오를 기반으

로 가상 동식물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사실적인 3D 시
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장면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충무로 AR 콘텐츠는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 

충무로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 건축물 및 생활사 등을 인

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9]. 충무로 AR 콘
텐츠는 충무로 지역 영화와 관련된 근현대 문화유산인 

(구) 스카라극장, 영화의 거리, (구)스타다방, 인쇄골목, 
대한극장 관심지점 (Point Of Interest, POI)을 선정하였

고 현재 건물 위 또는 거리 위에 과거의 모습을 증강하

였다. 79년 조감독의 하루라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5
개의 POI에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충무로의 조감독의 입장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Dublin AR은 도시 유산을 소재로 한 모바일 AR 관광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광객의 요구사항을 제안

했다[10]. 더블린 시내를 방문하는 26 명의 국내외 관광

객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제별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관련된 현지 및 최신 정보, 관광 명소 및 목적지

에 대한 제안 및 리뷰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킹 정보, 사
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다국어 기능 및 속도

가 중요한 요소임을 찾았다. 
수원 화성 증강현실 관광 모바일 애플리게이션은 화

성 방문객들에게 화성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알리고자 개발되었다[11]. 3가지 주제 중 하나의 관광 

경로를 선택한 후, 선택한 경로 내의 POI를 길 찾기 모

드를 이용하여 찾아가고, 목적지에 도착 후 특정 사물을 

스캔하여 증강현실 객체를 활성화하고, 해당 POI의 정

보 습득 및 관련 건축물 축조 등의 게임을 진행하고, 해
당 관광 경로의 미션을 완료하여 스탬프를 수집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지 투어 지원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프레임워크

는 문화유산 공간 주도의 증강현실 체험을 위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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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계 콘텐츠 저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12]. 이 프레임워크를 K-Culture Time Machine 프로젝

트에 도입하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

는 공간의 특성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콘

텐츠 개발을 지원하였다.

Ⅲ. 혼합현실 기반 백제 능사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

백제능사는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에 소재한 백제의 

마지막 왕릉이 있는 능산리 고분군 옆에 있는 백제 왕실

의 대표적인 사찰이다[13].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

왕을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능사로 이곳에서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백제금동대향로와 석조사리감이 

출토되었다. 백제능사의 가람 배치는 중문(대통문)-5층
목탑-금당(대웅전)-강당(자효당)이 일자로 배치되어 있

으며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져 있다. 부여 백제문화단지

에 조성된 백제능사는 발굴된 유적의 원형과 같이 건물 

사이의 간격,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여 

1:1로 재현하였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Baekje Historic Areas)는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남아있는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

어져 있으며,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

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유적의 세계유산등재

로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백제

능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한 사료적 가

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능사의 가치에 비하여 대중에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림 2(위)는 혼합 현실 기반 백제 능사 문화유산 현

장 가이드 시스템의 시작 화면을 보여준다. 백제 능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배경음악과 백제 이미지 Fade Out이 

적용된 시작화면을 볼 수 있으며, 백제 능사를 소개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용자는 혼합현실 HMD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가상환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대통문 앞에 있는 글자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림 2(아래)에 보이듯이 글자가 파티클로 사라지고 건물

에 대한 음성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능사의 대통문, 5층 

목탑, 대웅전, 자효당과 향로각 앞에는 글자와 음성 설

명이 배치되어 있다.

사용자가 대통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문이 열리고, 사
찰 내로 들어가면 5층 목탑이 보이며, 5층 목탑 문을 열

고 안으로 들어가면 5층 목탑의 구조와 심주를 받치고 

있는 심초석인 창왕석조사리감에 대한 설명하는 동영

상이 재생된다. 또한 대웅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Fig. 2 Start scene(Top) and Daetongmoon(Bottom) of 
Mixed Reality Baekje Neungsa Cultural Heritage On-Site 
Guide System 

Fig. 3 Guide Platform of Mixed Reality Baekje Neungsa 
(Top) and Paths for Guide Platform in Baekje Neungsa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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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존불상의 모습과 불경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향로각

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백제 금동 대향로의 제작 

모습과 백제 금동 대향로의 발굴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재생된다.
혼합 현실 백제 능사 환경 안의 5개의 지점에는 그림 

3(위)에 보이듯이 발판처럼 보이는 가이드 플랫폼이 존

재하며 사용자가 이 위로 올라타면 플랫폼에 의해 자동 

이동되며 가이드가 직접 설명해주듯이 해당 건물의 설

명과 역사 문화 내용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그림 

3(아래)은 배치된 가이드 플랫폼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

다. 백제 능사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대통문 앞까지, 대
통문 안쪽에서 5층 목탑 앞까지, 5층 목탑 내부에서 목

탑 꼭대기까지 날아오른 뒤, 하늘 위에서 전체 백제 능

사를 내려 보면서 두 바퀴 돌은 후 자효당 앞으로, 자효

당 앞에서부터 대웅전까지, 대웅전에서 향로각까지 경

로가 설정되어 있다.

Ⅳ. 설계 및 구현

그림 4는 혼합현실 기술을 사용한 인터랙티브한 백

제능사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혼합현실 기반의 백제 능사

와 메타 데이터 서비스 서버와 연동한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4 Overall Architecture for Mixed Reality Baekje 
Neungsa Cultural Heritage On-Site Tour Guide System

4.1. 모델 데이터 변환

백제능사의 상호작용적인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3D 스캐너를 사용한 모델 데이터 획득 및 변환

하였고 능사의 주요 문화재인 백제금동대향로와 석조

사리감과 능사 5층 목탑을 포함한 주요 건축물과 관련

된 세부적인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각종 자료들을 

백제문화단지,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박물관, 문화재청,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다방면으로 수집하였다. 백제 능

사를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측정한 스캔데이터를 콘텐

츠 상에서 실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을 거

쳐 체감형 콘텐츠 용도로 최적화 하였다. 그림 5에 보이

듯이 촬영한 스캔 데이터를 상호작용적인 디지털 콘텐

츠에 적합한 수준으로 컨버팅한 후 이를 다시 3D Studio 
MAX 프로그램을 통해 3D 모델링 및 360도 렌더링 작

업을 진행하였다.

Fig. 5 Overall Process of Baekje Neungsa 3D Modeling

4.2. 혼합 현실 백제 능사 콘텐츠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보완한 개념으로 헤드셋에 띄워진 가상환경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사용자에게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한다. 혼합현실 HMD를 쓰면 헤드셋이 머리의 움

직임을 빠르게 감지하여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

든지 그 방향으로의 영상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HMD 
안에 위치한 고굴절 렌즈는 좁은 평면 디스플레이를 오

목하게 굽어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영상을 제공한다. 
이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체험자의 시각적 몰입감

을 극대화시켜 사용자가 가상환경 안에 있다는 착각을 

준다.
백제 능사 환경은 스캔데이터를 3D 모델링 및 렌더

링을 한 후 Unity3D[14] 게임엔진을 활용해서 구현하였

다. Unity에서 몰입적인 혼합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Microsoft사의 Mixed Reality Toolkit(MRTK) Plugin 
[15]을 사용하였다. MRTK은 1인칭 시점 카메라와 네비

게이션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백제 능사에 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연출한다. 혼합현실 백제 능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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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삼성 오디세이 플러스 HMD는 밝고 선명한 해

상도와 110도 시야각으로 보다 생생한 화면을 볼 수 있

으며, 고품질 헤드셋이 장착되어 360도 공간 사운드를 

제공한다. 6DOF 사용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몰입적 

인터랙티브한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4.3.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한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니티 UI, 게임 오브

젝트와 이벤트 기능 외에 추가로 여러 모듈을 개발해 활

용했다. 이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연동, 인터넷 

연동, 메타 데이터 스크립트와 렌더링, 가상환경 POI, 
사용자 Teleport, 스냅사진 모듈 등을 추가로 개발하였

다. 각 모듈들은 서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게임 또는 몰입형 혼합현실 콘텐츠 구현에 독립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투어 가이드 플랫폼은 이동 경로 및 

경과시간, 사운드 등을 스크립트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가상환경 내에서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자동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Fig. 6 Tag-along Near Menu in front of Jahyodang for 
Mixed Reality Baekje Neungsa Cultural Heritage On-Site 
Tour Guide System

메타 데이터 서비스 서버는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

스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현장 가이드 시각화

의 대상이 되는 각종 메타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MySQL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통합된 메타 데이터가 제공되며, 스크립

트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메타 데이터가 혼합현실 콘텐

츠에 쉽게 삽입 될 수 있다. 현재 메타 데이터는 3차원 

텍스트, 3차원 모델, 사운드/내레이션, 이미지, 동영상, 
웹 링크를 지원한다. 원하는 메타 데이터를 스크립트로 

지정하여 콘텐츠 안에 3차원적 렌더링 하는 것은 현장 

가이드 콘텐츠 저작을 수월하게 해준다. 표 1은 문화유

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 6는 사용자가 삼성 오디세이 플러스 HMD와 

Controller를 사용하여 자효당 앞에서 Near Menu를 실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Near Menu는 

PressableButtonHoloLens2 버튼으로 구현하였고 사용

자 움직임을 따라 다니는 Tag along 행동을 보여준다. 
메뉴 아이템으로 스냅샷 기능과 Teleport를 넣어서 사용

자가 원하는 POI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메뉴가 사

용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HMD Controller의 

메뉴 버튼을 Toggle하여 이 Near Menu를 Enabled 또는 

Disabled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백제 능사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몰입적인 혼합 현실 체험을 통하여 보다 직관적

이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혼합현실 기

Components Descriptions

Meta data 
that is 
created 

dynamically 
via script

3D text Text that is properly occluded 
in 3D space 

3D model Model data (typically primary 
buildings)

3D sound Narration that is placed in 3D 
space

3D image Image that is placed in 3D 
space

3D video Video that is placed in 3D 
space

3D web link Web link that is placed in 3D 
space

Service

Snapshot Camera snapshot that captures 
the current view scene

Teleport User teleport location in 3D 
space specified via script

Guide platform User guided paths in 3D 
space specified via script

Menu Tag-along near menu that 
contains services

Table. 1 Components for Cultural Heritage On-Site Tour 
Gui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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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반의 백제 능사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Microsoft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혼합현실 도

구로 Windows Mixed Reality Toolkit가 있으며 아직 혼

합현실 콘텐츠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

제 능사를 3D 스캔 데이터화하여 Mixed Reality Toolkit 
기반의 몰입적인 혼합현실 기술로 재현하였고, 이 혼합

현실 환경에 메타 데이터 서비스 서버와 연동시켜 백제 

능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받아 마

치 현장에서 가이드를 받고 있는 느낌을 제공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하나인 능산리사지는 위덕왕 

대에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왕실 사찰

의 터로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백제금동대향로와 석조

사리감이 출토된 곳이다. 사비기의 백제 역사와 문화 복

원을 위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

에 비하여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기존 사전 교육 없는 단순 현장답사 또는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실감형 교육으로 실제 현

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체험하며 창의적 학습의 새로

운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최근 여행자들은 개별 자유 여행을 선호하면서 가이

드북, 인터넷 검색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을 많

이 참고하고 있지만 관광지 정보 사전 학습 및 장소 선

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 대기실이나 

항공기 기내 (이동 중의 차안)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전 여행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

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경험을 통해 궁금했던 정

보를 실제 여행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하면서 다시 보면

서 보다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개인체험의 측면에서 보면 실시간 혼합 현실 공간에

서 몰입형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와있는 

듯한 자기 주도적 체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백제 능사 

문화유산에 대한 실제적 이해, 몰입도와 흥미도 증가로 

인하여 재방문에 긍정적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 문화유

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 모듈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모델, 웹 링크 등 원하는 메타 데이터를 스크립

트로 지정하여 콘텐츠 안에 자동 렌더링되는 기능으로 

현장 가이드 콘텐츠 저작을 수월하게 해준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 문화유산 현장 가이드 시스템을 혼합현실의 

대표적인 기기인 HoloLens용으로 개발하고실제 사용

자를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증강현

실 기술과 연동하여 가상과 실제의 혼합된 확장된 체험

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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