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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학 캠퍼스 투어는 방문객 또는 예비 학생들에게 학교 환경, 시설 및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대학에서 캠퍼스 투어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

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존의 캠퍼스 투어 증강 현실 앱은 대부분 설

명 중심의 캠퍼스 투어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스템 구현을 캠퍼스의 주요 건물이나 기호에 관한 단

순 정보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통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자체 가이드 투어를 하고 신입생이

나 방문객들이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캠퍼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에

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치 기반 모바일 증강 현실 보물찾기 게임의 설계 및 개발을 제시한다.

ABSTRACT

A college campus tour is a great opportunity to promote the school environment, facilities and history to visitors or 
prospective students. Along with the population of smart phones and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ny universities have recently provided mobile applications for campus tour, and some are starting to 
utiliz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campus tour augmented reality systems tended to 
present a description-oriented campus tour guide. Their main focus is simpl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ampus’s 
main buildings or symbols. This study focuses on self-guided tours of the campus through games making new students 
and visitors to get familiar with the campus in a more natural and intuitive way.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location-based mobile augmented reality treasure hunt game to enhance the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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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 객체를 합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합성하여 증강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이 사람들

에게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주는 반면, 증강 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

상 객체 또는 정보를 중첩시켜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다. 
증강현실은 90년대 초 Paul Milgram이 현실과 가상 사

이의 연속체계로 정의함에 따라 가상현실 기술로부터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1]. 
초기 증강현실은 See-Through HMD 시스템을 중심

으로 실세계와의 효과적인 증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그 후 PDA나 Tablet PC를 사용하여 많은 증

강현실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000년대 후반 스

마트폰 출시 이후, 빠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술과 카

메라와 GPS 등의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대

중화로 인하여 최근엔 스마트 폰 기반의 증강 현실 환경

을 많이 사용한다. ‘포켓몬고’는 2017년 출시된 이래로 

아직까지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으로, 포켓몬

고 이후 일반 대중에게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증강 

현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투어 활동은 방문자 또는 예비 학생들에

게 학교 환경, 시설 및 역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이다. 전통적인 캠퍼스 투어는 방문자들에게 학생 홍

보대사가 일정에 따라 견학 코스를 직접 가이드하면서 

학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

트 폰의 보급 확대와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많은 대학교들

은 기존 캠퍼스 투어 가이드 외에 학교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셀프 가이드하며 캠퍼스

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대학교 캠퍼스는 넓은 지역에 여러 건물

들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자들이 쉽게 길을 잃을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에서는 캠퍼

스 투어나 지도를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학교 환경, 시설 

및 상징 등을 알려 준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는 캠퍼스 

투어를 목적으로 다양한 모바일 증강현실 응용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3].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증강현실

로 캠퍼스의 주요 건물이나 상징 Points Of Interest 
(POI)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설명 위주의 캠퍼스 투어 방식보다 게임

이 중심되어 방문자들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보물

찾기 게임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학교 캠퍼스에 대

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이나 방문자들에게 새롭고 보

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게 하기 위

해 개발한 위치 기반의 모바일 증강 현실 보물찾기 게임

의 설계와 구현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은 방문자나 신입생을 위한 학교 캠퍼스 

투어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자 경험 강화를 위한 위치 기반 증

강현실 캠퍼스 투어 보물찾기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와 설계 및 구현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 

및 추후 연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향후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Ⅱ. 모바일 증강현실 캠퍼스 투어

모바일 증강현실 시스템 (Mobile Augmented Reality 
Systems; MARS)은 초기에 랩탑 컴퓨터를 기반으로 만

들어진 이동성을 갖는 시스템을 의미하였다. 이후 PDA 
같은 휴대용 장치를 이용한 시스템의 의미로 사용되었

으며, 최근에는 카메라와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모바일 증강현실에 많이 사용

된다. 초기 증강 현실 기술이 가상 객체를 효과적으로 

증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엔 다양한 인

터넷 서비스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4].
증강현실 시스템은 실세계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

상에서 사물의 위치와 움직임, 속도 방향 등을 추적하여 

파악된 사물의 위치 기반으로 가상 물체의 생성이나 제

거를 통해 증강 이미지를 렌더링한다. 모바일 증강현실

의 주요 기술로는 영상 처리 및 인식 기술, 사용자 위치, 
방향, 움직임 등에 대한 추적 (Tracking), 컴퓨터 그래픽

으로 렌더링 된 가상의 물체를 실제 영상의 위치에 정확

히 정합 (Registration), 3D 처리 및 콘텐츠 기술, 상황 인

지 처리 기술 그리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다[5].
최초 모바일 증강현실 캠퍼스 투어 시스템으로는 미

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개발한 Touring Machine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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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이 시스템은 최초 실외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GPS
와 방향 추적 기능이 있는 See-Through HMD를 사용하

여 캠퍼스 방문객에게 건물 및 등록된 유물에 3D 그래

픽 안내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HMD로 연결된 컴

퓨터와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기 위하여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녀야 했다. 현재 캠퍼스 투어를 위한 증강현실은 

정교한 기능과 다수 센서가 장착된 모바일 장치를 사용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진다. 
최근 연구에서 캠퍼스 투어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바

일 증강현실 응용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다[3]. Mil Nueva 
Granada University 증강현실 캠퍼스 투어 앱은 학생들

이 학교 랜드마크에 익숙해지도록, 마커 기반의 증강현

실을 통해 캠퍼스의 PO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7]. 
Metaio API[8]로 개발한 Chung Hua University의 마커

리스 증강현실 앱은 캠퍼스의 생태 환경(식물과 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9]. Layar API[10]로 개발한 

iMAPCampUS 마커리스 증강현실 앱은 Macqurie 
University 캠퍼스의 주요 POI 지점의 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공한다[11]. 
MSU은 모바일 증강현실 앱을 제공하여 On-campus 

투어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기능을 통해 방문객들이 캠

퍼스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12]. University of 
Quindio는 방향성 보드로 캠퍼스 내 여러 위치로 방문

자를 안내하기 위한 마커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앱을 

개발하였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했다 [13]. 이미지 인식

을 기반으로 한 MyARCampus는 캠퍼스 주변의 여러 간

판을 AR 마커로 활용하여 방문자가 강의실이나 버스 

시간표와 같은 캠퍼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도와주었다 [14]. 
Campus Event 앱은 캠퍼스투어라기 보다는 학교 이

벤트 정보를 시각화하여 캠퍼스 주변의 흥미로운 이벤

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응용프로그램이다 [15]. 도
시 환경에서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을 사용하여 관광

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정보에 몰입시키고 사

용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16]. 본 연구에서

는 캠퍼스가 낯선 신입생이나 방문객들에게 캠퍼스 투

어를 위한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을 사용하여 경험 강

화를 위해 해설 중심적인 기존 방법보다는 상호작용적

인 게임으로 초점을 맞췄다.

Fig. 1 Hello DKU Augmented Reality Campus Tour 
Treasure Hunt Game Scenes

Ⅲ. 위치 기반 캠퍼스 투어 증강현실 보물찾기 
게임 설계 및 구현

그림 1은 단국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위한 Hello DKU 
보물찾기 게임의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 게임은 다음 

순서로 동작한다. 1) 어플리케이션 로고와 이름을 출력

하는 시작 장면 (Start Scene)을 시작으로, 2) 게임 인트

로 컷신 동영상 재생 장면 (Introduction Cut Scene)을 보

고, 3) 도움말과 게임 시작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메인 

장면 (Main Scene)을 만나고, 4) 도움말을 선택하면 도

움말 장면 (Help Scene)으로 가고, 5) 시작 버튼을 선택

하면 게임을 로딩하는 장면 (Loading Scene) 후, 6) 게임 

장면 준비가 완료되면 보물찾기 게임 (Game Scene)을 

시작할 수 있다.

3.1. 시스템 구조

Hello DKU 캠퍼스 투어 증강현실 보물찾기 게임은 

MySQL과 Unity3D와 Mapbox Plug-in[16]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이 시스템의 전체적

인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모바일 증강현실 클라

이언트와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위한 Mapbox로 구성

된다. 서버에서는 Oracle MySQL의 DB를 이용하여 사

용자와 보물, 미니 게임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Map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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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단국대 지도와 생성할 빌딩, 보물의 위치 

정보, ID 정보를 관리한다. 모바일 증강현실 클라이언트

는 서버와 Mapbox로 지정한 GPS 기반의 정보를 가지

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보물찾기 게임 전반의 기능을 

처리한다. 미니 게임은 Unity의 Prefab으로 제작하여 인

스턴스로 생성했다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맵 박스(Mapbox)는 유니티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 팩을 제공한다[17]. 맵 박스는 유니

티 환경을 설정할 때 맵 박스 서버에서 기본 지형 위에 

지정한 타일 셋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위치 

데이터는 실제 좌표를 기반으로 유니티에서 게임 플레

이어나 3차원 가상 환경과 같은 다른 게임 요소와 함께 

단일 환경에 통합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게임이 활성화 

될 때 맵 박스에서 TileSetID로 TileSet을 찾고 JSON 형식 

데이터로 받아서 맵 박스에서 제공하는 WorldScaleAR을 
이용하여 단국대학교 본부인 범정관을 중심으로 건물

들과 보물 객체들을 자동으로 배치한다. 각 증강현실 오

브젝트의 크기와 간격은 WorldScaleAR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1 : 1 비율로 구현된다.

3.2. 게임 동작 구현

그림 3은 전반적인 게임 동작 구동 방법을 보여준다. 
게임 시작 시 Introduction Cut Scene 영상을 본 후, 맵 박

스 서버로부터 건물 및 보물 정보를 받아서 게임이 활성

화되고, 게임 사용자 이름을 입력 받아 자동 생성되는 

User ID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후 게임을 플레

이 할 수 있다. 게임 상태에서 사용자는 GPS 기반의 자

신 위치정보로 가상 보물 상자 위치와 가까워지면 카메

라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보물 상자를 터치하게 되

면 보물 상자에 할당 된 미니 게임이 활성화되어 미니 

게임이 진행된다.
사용자가 미니 게임을 성공하면 데이터베이스의 

Treasure 보물 상자의 이름과 동일한 ID를 찾고, User ID

를 Update 한다. 그 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보물 상

자의 개수 값을 증가하고 미니 게임과 보물 상자를 제거

한다. 사용자가 미니 게임을 실패하면 다른 동작은 하지 

않고 미니 게임을 제거한다. 사용자는 보물 상자를 다시 

누름으로써 미니 게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데이터베이스의 Treasure 테이블의 Clear 값을 계속 

읽어오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가 먼저 Clear 하는 경우를 

판별한다. 만약 미니 게임 실행 중에 다른 사용자가 동

일한 보물 상자의 미니 게임을 먼저 성공하면 즉시 사용

자의 미니 게임 인스턴스와 보물 상자는 제거된다.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과의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 

Ran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Clear 체
크가 된 보물을 찾고, User ID로 그룹을 지어서 개수를 

카운트 한다. 또한 User 테이블 전체를 Count하여 Rank 
Panel에 텍스트 박스를 생성하고, User Name과 획득한 

보물의 수를 매치시켜 내림차순으로 출력한다. 처음 보

물 상자를 생성할 때, JSON의 Treasure ID와 데이터베

이스 Treasure 테이블의 TreasureNum을 매치시키고 해

Fig. 2 Overall Architecture of Hello DKU Augmented 
Reality Treasure Hunt Game

Fig. 3 Overall Process of Hello DKU Augmented Reality 
Treasure Hunt Game

Fig. 4 User’s Playing Hello DKU Game (Left) and Map 
of Points of Interes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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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MiniNum을 통해 각 보물 상자에 포함된 C# 스
크립트가 Prefab 이름으로 미니 게임 Prefab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3.3. 캠퍼스 투어 POI와 미니 게임 구성

그림 4 (왼쪽)에서는 사용자가 Hello DKU를 사용하

여 단국대 캠퍼스에서 보물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오른쪽)은 단국대 캠퍼스의 

주요 건물들 앞에 배치된 보물 상자들의 위치 즉, 주요 

지점(Point of Interests)들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보물 

상자를 찾아서 클릭하면 그림 5에서 보이는 미니게임이 

시작하고 사용자가 미니 게임에서 이기면 보물을 획득

할 수 있다. 다양한 미니 게임을 제공하여 학교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였다.
OX 퀴즈 게임은 해당 POI 지점 관련된 학교나 대학 

생활과 관련된 퀴즈 5개가 주어진다. 다섯 문항 중 사용

자가 4문항 이상의 정답을 맞힌다면 Clear되며 보물 획

득한다. 4문항 미만의 정답을 맞힌다면 실패되며 보물

을 눌러 다시 도전해야한다. 가위바위보 게임은 사용자

나 컴퓨터가 먼저 3판을 이기면 게임이 종료된다. 사용

자가 3번 먼저 이기면 Clear되어 보물을 획득하며, 컴퓨

터가 3번 먼저 이기면 실패되며 보물 상자를 눌러 다시 

도전해야한다. 
학생식당이 있는 혜당관 근처에서는 음식 이름 맞히

기 게임이 실행된다. 3개의 확대된 음식 사진을 보고 이

름을 입력하여 정답을 맞힐 때까지 횟수 제한이나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3개를 모두 맞히면 Clear되어 보

물을 획득한다. 메모리 게임은 캠퍼스 내부 해당 지점관

련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메모리 게임은 16개의 카드를 

2장씩 뒤집어서 짝이 맞는 카드를 찾아 제거해나가는 

시간제한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다. 총 8쌍의 짝을 맞춰

서 모든 카드를 제거하면 Clear되며 보물을 획득한다. 
박스 위로 올라오는 두더지를 사용자가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여 잡는 두더지 게임은 60초 동안 30마리를 잡으

면 Clear되며 보물을 획득한다. 시간 내에 30 마리를 잡

지 못하면 실패하고 재도전할 수 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 해당 POI 지점 관련된 학교 사진 

2장(위/아래 배치)을 사용한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이 배

치되어 있다. 2장의 사진에서 60초 동안 5개의 다른 부

분을 사용자가 모두 찾으면 Clear되며 보물을 획득한다. 
시간이 초과되거나 2번의 오답이 발생하면 실패하여 재

도전해야 한다. 학교 정문 근처에서는 사용자가 간판이 

가려진 학교 앞 가게를 보고 3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

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 5개의 문항 중 4개를 맞히면 

Clear되며 보물 획득할 수 있고, 아니면 실패하여 재도

전할 수 있다. 
음악관 근처에서는 다섯 개의 직선 경로를 통해 떨어

지는 곰 발바닥을 타이밍에 맞게 누르는 리듬 게임을 제

공한다. 패널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 누를수록 콤보 수

치가 쌓인다. 120초 시간이 끝날 때 콤보 수치 100을 달

성하면 Clear 되며 보물 획득할 수 있다. 공학관 앞에서

는 강의실 번호가 배치되어 있는 룰렛을 사용자가 돌려

서 나온 결과가 학과 연구실 또는 강의실이면 당첨 

Clear 되어 보물 획득하고, 다른 곳이면 꽝이고 재도전

할 수 있다. 그 외에 운동장 앞에서는 사용자가 정면, 좌, 
우를 선택하여 공을 차고 키퍼가 막는 게임을 가위바위

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Ⅳ. 결론 및 추후연구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 객체를 합성

하거나 관련 정보를 합성하여 증강된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술이다. 빠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기술과 카

메라와 GPS 등의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대

중화로 인하여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포켓몬고 게임의 성공 이후 모바일 증강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캠Fig. 5 Hello DKU Mini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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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투어를 목적으로 한 모바일 증강현실 애플리케이

션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이나 방문객을 위한 캠퍼스 투

어를 위해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을 개

발하였다. 이 게임은 지도, 증강 현실 및 이미지, 텍스트 

및 게임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스
마트 폰에 내장된 GPS, 지자기센서, 카메라 등으로 획

득한 실세계 정보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정보 자

원을 결합한 서비스를 사용한 게임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용자들이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종 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추가 사

용자 연구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자 한

다. 최종 버전은 캠퍼스 투어를 보다 풍부한 경험을 만

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위치 기반 스마트 글라스

가 만약 보편화 된다면 더욱 몰입적인 증강현실 캠퍼스 

투어 게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게임을 실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학교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캠퍼스 투어를 이용한 것에 비해 게임 요소

를 적용함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사용성(Usability) 평
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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