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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모바일에 내장된 카메라를 Image Marker로 
등록된 페이지에 비추면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형태로서 콘텐츠 구현 방법에는 단편적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에 양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팝업(Pop-up) 형태의 
Multi-Tracking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책자형의 디지로그 북과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Pop-up)형태
의 디지로그 북의 두 가지 프로토타입에 대한 증강현실 콘텐츠 구현에 따른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실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였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Pop-up)형태의 디지로그 북은 가상 이미지를 
사용자의 행위(움직임)에 따른 인터랙션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여 책의 물리적인 변화자체가 가상콘텐츠에도 전달되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상 이미지와 인쇄 그림책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에
게 흥미 유발 및 몰입감을 줄 수 있어 차별화된 디지로그 북의 인터랙션의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어 : 증강현실, 디지로그 북, 인터랙션, 디자인, 융합

Abstract  Digilog book using augmented reality is a form that augmented reality is implemented by 
illuminating the camera embedded in the mobile image on the page registered as an image marker 
after downloading the application, which shows a fragmentary limitation in the content implementation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pop-up multi-tracking method that enables two-way 
interaction in a digit log book using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rough this, we commissioned an 
authorized agency to test the technical differentiation of augmented reality content for two prototypes 
of existing book-type Digilog Book and Pop-up-type Digilog Book. A test report was issued. The 
pop-up type digit log book suggested in this study enables the user to implement the interactive 
contents according to the user's action (movement). This can indu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irtual 
image and the printed picture book and give the learner an interest and immers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express the interaction of the digital lo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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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연
결된 출판 시장의 도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 테
크(Booktech)의 시대가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
가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이 출판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출판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유통 구조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출판 시장의 중심 화두는 디
지털과 모바일이 주도하는 지식문화산업에서 출판의 위
상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다[1].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종이책의 몰
락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지만, 최근 2∼3년간 영미권에
서 종이책 판매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미국 NPD 북스
캔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종이책 총 판매량은 
2%증가했고, 성인 논픽션은 4%증가했다. 출판 시장에서 
종이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매체로의 이동이나 확장 또한 필연
적인 변화 양상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시장점유율
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은 아날로
그 보다 디지털에 익숙해 즉각적인 성향을 지니며 상상
력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성장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와 동영상에 익숙한 특성을 지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츠에 따르면 
AR시장은 2021년까지 약 65조원 규모에 달한다[2]. 이
러한 흐름속에 국내 다수의 출판사도 증강현실(AR)기술
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AR북
은 실세계와 가상객체가 입체적인 3차원 공간에서 이질
감 없이 부드럽게 잘 정합되어 합성된 이미지를 디스플
레이로 보여주며, 디지털기기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사물
인터넷 발전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
지로그북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모바일에 내장
된 카메라를 Image Marker로 등록된 페이지에 비추면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형태로서 콘텐츠 구현방법에는 단
편적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에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팝업
(Pop-up) 형태의 Multi-Tracking방식을 접목하였다. 
이는 기존의 단방향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콘텐츠의 한계

점을 벗어나 3차원의 팝업(Pop-up) 조형물에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인터랙션용 도구를 사용하여 양방
향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하여 학습자에게 
최대한의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책자형의 디지로그북과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Pop-up) 형태의 디지로그북의 두 가지 프
로토타입에 대한 증강현실 콘텐츠 구현에 따른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증강현실 기술의 개요 및 발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에서 파생된 기술로 실세계와 가
상세계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
술이며 실제 공간상에 존재하는 사물 또는 장소에 부가
적인 정보나 의미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혼합현실
(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3].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주변 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 
정보들이 정확하게 획득되어서 가상의 객체와 현실세계
의 배경 및 객체들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상현실 기술이 주로 오락, 엔터테
인먼트 등의 문화영역에 적용이 되는 반면, 증강현실 기
술은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인 교통, 업무현장 
등에 많이 적용된다. 이런 면들을 살펴볼 때, 증강현실 기
술을 구현하는 것은 가상현실 기술을 구현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요구한다.[4].

Fig. 1. Key technologies related to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융합된 기술로서 Figure 1은 증강현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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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깊은 기술 분야를 보여준다[5]. 이 중 증강현실을 구
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객체 인식 트래
킹 기술, 영상 합성(정합) 및 처리,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다.

2.2 증강현실 요소 기술의 특징 
2.2.1 객체 인식 트래킹 기술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에 가상의 객

체를 가상공간상의 좌표로 나타내주기 위한 객체 인식 
트래킹 기술이 필요하다. 객체 인식 트래킹 기술은 3차원 
좌표의 특징점(Feature Point)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인
식하여 가상의 물체를 실제 공간에 정밀하게 위치시키는 
기술로서 Fig. 2, Fig. 3과 같이 증강현실의 핵심 기술이
라 할 수 있다[6].

Fig. 2. Marker-based tracking technology
Fig. 3. Markerless-based tracking technology

2.2.2 영상 합성(정합) 및 처리
영상 합성 및 처리는 실제의 환경에 가상의 객체를 입

체적인 3차원 공간 안에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정합하는 
기술이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가상 물체간에 상호작용
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현실감(이용자들이 별다
른 위화감 없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7, 8].

2.2.3 디스플레이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HMD(Head Mounted Display)와 
Non-HMD(Non-Head Mounted Display)로 분류된다. 
Non-HMD는 소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Hand-Held 
형태의 디스플레이어로 구분된다. Hand-Held 형은 사용
자들의 이동성 증가와 간편성 요구의 증가로 인해 점차적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에 활용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9]. 현재는 모바일 기기로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
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
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증강현실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장치이다[10].

3.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로그북 설계 
3.1 책의 구조적 형태에 의한 표현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팝업북은 그 
기능면에서 읽는 것 보다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림과 조형을 통해 의미를 이해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책의 팝업을 직
접 조작, 체험함으로써 책의 내용들과 쌍방향의 커뮤니케
이션을 하게 된다[11,12]. 

증강현실 기술에 Fig. 4와 같이 팝업북을 활용하여 콘
텐츠를 구현하는 것과 2차원 종이 위로 3차원 이미지가 
생긴다는 점이 증강현실 기술과 유사한 컨셉을 지니고 
있다[13,14]. 

Fig. 4. Expression by the structural form of the book

팝업 형태의 구현과 동시에 증강현실 구현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Fig. 5의 독서대와 같은 세우는 
형태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책과 눈 사이 간격을 일정하
게 유지하고, 좁은 시야각을 보완할 수 있어 사용하기 익
숙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였다.

3.2 사용자의 행위(움직임)에 따른 인터랙션 구현.
증강현실을 평소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현실공

간에서 3D 입체를 구현하여 단순 체험해 보는 것 많으로
도 관심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3D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팝업 그림책과 다른 점
이 크지 않다. 이미 AR체험 효과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5]. 기존에 제작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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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콘텐츠는 단순히 3D 객체만을 증강시켜, 학습
자의 흥미도 유발 및 몰입도 향상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
한, 대부분의 증강현실 책의 경우 관련된 AR 앱을 실행
한 다음 책을 비춰보게 되고 화면에 나타나는 증강 콘텐
츠들을 스크린 터치에 의해 구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체험은 시각적, 촉각적 체험 모
두 스마트폰 기기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책 자체의 내용
이 아닌 디지털에 의한 관심만을 증폭시킨다. 이에 AR 
콘텐츠의 스크린 터치에 의한 상호작용이 아닌 사용자의 
행위(움직임)에 따른 인터랙션의 구현이 가능하게 다음
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 6의 체험의 경우, 사용자가 조작하는 객체(소방 
호스)가 화재진화가 가능한 적정한 유효거리 안에 있는
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하여 화재가 진압되는 효과를 구현함으로써 
AR 콘텐츠의 사용자의 행위(움직임)에 따라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다. 이는 사용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실행으로 손쉽게 3D 증강현실 AR 콘
텐츠를 구현할 수 있어 사용자의 흥미를 고취시켰다. 

Fig. 6. Interaction detection by tracking user 
manipulation objects

4.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로그북  
프로토타입 평가 

4.1 평가 설계 및 수행
Table. 1과 같이 프로토타입 평가는 사용자가 증강

(AR)현실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느
낄 수 있는 사용성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
한 시험환경에서 두 가지의 프로토타입(팝업 형태 디지
로그 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에 대
한 AR 콘텐츠 성능 및 품질 측정이다. 실험은 객관적 평
가를 위해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인 KETI(전자부품연구
원)에 의뢰하여 두 가지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였다. 

Experimental 
purpose

Evaluating Digilog Book Interactions Using 
Augmented Reality (AR)

experiment 
method

Test four performance indicators of AR and AR 
performance and quality

experiment Multi object recognition time, Measurement of 

Table 1. Usability overview 

Fig. 5. Designed in the form of standing up like a 
read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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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mobile 
terminal specification Detail

network LTECat.6/LTE Cat.9 Ready
ap Octa-core(2.1GHzQuad + 1.5GHz Quad) 

64bit, 14 nm processor
display 143.9mm quad HD(2,560 x 1,440)Super 

AM-OLED
platform Android 7.0
camera 16 million rear pixels(OIS,F1.9), 5 million 

pixels in front(F1.9)
Memory 64GB

Table 2. test environment 

Table. 2와 같이 성능 및 품질 측정을 위해 동일한 실
험환경에서 증강현실(AR)이 구현되는 콘텐츠에 대한 평
가항목과 시험 방법, 개발목표를 Table. 3과 같이 실시
하였다.

4.2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Experiment 
item Test Methods

Develop
ment 
goal

1. Multi object 
recognition 
time

· Measures the time it takes to recognize a 
digital logbook with a mobile terminal 
camera

· Recognize 40 times of times when 
multiple objects of Digilogbook are 
recognized and measure whether the 
average value is within 500ms

500ms
Within

2. Measurement 
of Coherence 
of Real and 
Virtual 
Spaces

· Measures whether the virtual space 
(augmented content) matches the real 
space (digit log book) when the object is 
projected by the mobile terminal camera

· When the augmented content is matched 
with the center line of the digit logbook 
by using the coordinate device to check 
the center of the augmented content, it is 
judged as the matching success.

· 40 times matched to determine if the 
degree of match satisfies 80% or more

80%
More 
than

3. Success rate 
of interaction 
detection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

· Measure the success of interaction 
operation of augmented content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

· 40 measurements based on the types of 
interactions included in multiple objects to 
determine whether the ratio of successful 
detections to interactions is more than 
80%

80%
More 
than

4.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

· Run content from start to finish to 
measure the rendering fps of camera 
footage and augmented content

20fps
More 
than

Table 3. evaluation Items and Test Methods

4.2.1 다중객체 인식 시간
모바일 단말기 카메라로 다중객체를 비췄을 때 인식되

기까지 걸리는 시간 측정. 40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
하여 측정함.

4.2.2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정합도 측정
증강 콘텐츠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한 좌표 장치를 적

용시켜 모바일 단말기 카메라로 객체를 비췄을 때 실제
공간(책자)에 가상공간(증강 콘텐츠)이 맞게 정합되는지
를 측정함. 

4.2.3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의 증강 콘텐츠의 인터랙션 동

작에 대한 성공여부를 측정함.

4.2.4 AR콘텐츠 연동 렌더링 속도
FPS(Frame per Second) 계산 코드 증빙 및 스크린 

상에 FPS 표시 60초 동안 평균 FPS 계산함.

4.3 평가 결과 및 분석
팝업(Pop-up) 형태 디지로그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의 평가 항목별 시험결과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Table. 4과 같다. 

Experiment item
Test result Develop

ment 
goalPop-up Form 

A Original booklet B
Multi object 

recognition time 118.93ms 187.303ms 500ms
Within

Measurement of 
Coherence of Real 
and Virtual Spaces

100% 100%
80%
More 
than

Success rate of 
interaction 

detection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

100% 100%
80%
More 
than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 43.566fps 43.492fps

20fps
More 
than

Table 4. test results Review comments

4.3.1 다중객체 인식시간의 평가 결과 및 분석
첫 번째 평가항목인 다중객체 인식시간의 시험결과는 

다음 Table 5, 6과 같다. 팝업 형태 디지로그 북 A타입

item
Coherence of Real and Virtual Spaces, Success rate 
of interaction detection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
experimental 

period
From April 22, 2019 to April 23 (8 hours)
From May 21, 2019 to May 22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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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의 각각의 AR 콘텐츠
를 모바일 단말기의 카메라로 40회 인식하여 평균값이 
500ms 이내에 만족하는지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팝업 형태 디지로그 북 A타입 118ms,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 187ms로 보다 인식률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Multi object recognition time 118ms

Table 5. Multi-Object Recognition Time(Pop-up form)

Multi object recognition time 187ms

Table 6. Multi-Object Recognition Time(Original booklet)

4.3.2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정합도 평가 결과 및 분석
두 번째 평가항목인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정합도시

험결과는 다음 Table 7, 8과 같다. 모바일 단말기 카메
라로 실제공간(디지로그 북)을 비췄을 때 가상공간(증강 
콘텐츠)의 실제공간 기준선 정합 및 디지로그북과 인터
랙션을 좌/우/각도를 변경했을 때 정합여부를 측정한 결
과 팝업 형태 디지로그 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
그 북 B타입의 각각의 AR 콘텐츠의 정합도는 개발목표
의 80% 이상인 100%로 개발 목표를 만족하였다.

Division Count Whether Count Whether Count Whether

object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object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object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object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Matching result 100%

Table 8. Measurement of Coherence of Real and 
Virtual Spaces(Original booklet)

4.3.3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평가 결과 및 분석
세 번째 평가항목인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시험결과는 다음 Table 9, 10과 같다. 다중
객체별로 포함된 인터랙션(object 1~object 4)이 사용
자 조작 객체에 따라 감지되어 동작되는지에 대한 성공
률 측정한 결과 총 40회 측정된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은 개발목표의 80% 이상인 100%
로개발 목표를 만족하였다.

Division Interaction Whether(O/X)
object1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Table 9. Success rate of interaction detection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Pop-up form)

Division Count Whether Count Whether Count Whether

object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object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Table 7. Measurement of Coherence of Real and 
Virtual Spaces(Pop-up form)

object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object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0%

Matching resul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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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teraction Whether(O/X)

object1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object2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object3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object4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Table 10. Success rate of interaction detection based 
on user manipulation object(Original booklet)

4.3.4 AR 콘텐츠 연동 렌더링 속도 평가 결과 및 분석
네 번째 평가항목인 AR 콘텐츠 연동 렌더링 속도 시

험결과는 다음 Table 10, 11과 같다. 팝업 형태 디지로
그 북 A형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형의 각각의 AR 
콘텐츠를 시작부터 끝까지 실행하여 카메라 영상 및 증강 
콘텐츠의 렌더링 속도를 60회 측정한 결과 팝업 형태 디
지로그 북 43,75fps,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43.566fps
로 유사한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개발 목표를 만족하였다.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1 54 16 45 31 36 46 42
2 54 17 47 32 37 47 43
3 52 18 47 33 35 48 43
4 51 19 46 34 38 49 43
5 50 20 46 35 38 50 42
6 49 21 46 36 39 51 44
7 48 22 43 37 38 52 47
8 45 23 44 38 39 53 42
9 45 24 37 39 40 54 43
10 47 25 34 40 43 55 43
11 49 26 36 41 44 56 41
12 54 27 36 42 44 57 39
13 55 28 37 43 46 58 42
14 53 29 36 44 44 59 42
15 51 30 37 45 44 60 39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 43.566fps

Table 12.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Original 
booklet)

 

5. 결론 및 제언
증강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입체 교육의 일환으로 AR 적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애플
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책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늘
어나는 추세이다. AR책은 간단한 색칠공부 책부터 동화, 
판타지소설, 심도 있는 전문 분야의 서적까지 독서가 주
는 경험 영역을 확대할 전망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
강현실(AR)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
를 진행하였다. 최근 출간된 증강현실 그림책은 모바일이
나 PC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쇄 그림책의 콘텐츠와 
가상 환경구성 요소를 결합한 형식을 취한다. 독자는 인
터페이스 화면의 가상 이미지, 인쇄 그림책의 퍼즐, 색칠
놀이 등을 통해 그림책과 상호작용한다. 이제 증강현실 
그림책은 물질적 대상인 책을 직접 조작하는 체험의 대

6 7 8 9 10
○ ○ ○ ○ ○

object2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object3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object4 Content Function 
Implementation

1 2 3 4 5
100%○ ○ ○ ○ ○

6 7 8 9 10
○ ○ ○ ○ ○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second velocity 
1 45 16 45 31 46 46 45
2 45 17 45 32 46 47 45
3 45 18 45 33 46 48 45
4 45 19 45 34 45 49 45
5 45 20 45 35 45 50 45
6 45 21 45 36 45 51 45
7 45 22 45 37 45 52 39

Table 11.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Pop-up 
form)

8 45 23 45 38 45 53 40
9 45 24 45 39 45 54 38
10 45 25 45 40 45 55 36
11 45 26 45 41 45 56 37
12 45 27 47 42 45 57 33
13 45 28 47 43 45 58 32
14 45 29 46 44 45 59 32
15 45 30 46 45 45 60 34

AR content-linked rendering speed 43.75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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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수준이며, 증강현실 콘텐츠 구
현에 따른 4가지의 기술적 차별성(인식시간, 정합도 측
정,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렌더링 속도)에 관련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인 KETI(전자부품연구
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 결과에 나타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객체 인식시간의 시험결과 팝업 형태 디지
로그 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의 각각
의 AR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기의 카메라로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 형
태 디지로그 북 A타입 118ms,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입 187ms로 보다 인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300ms 미만의 속도(0.3초 미만)로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사용자와의 접근성과 책의 
인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의 정합도 시험결과 팝업 
형태 디지로그 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타
입의 각각의 AR 콘텐츠의 정합도는 측정 결과 100%로 
실세계와 가상객체가 입체적인 3차원 공간에서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잘 정합되어 합성 영상이 어색하지 않고 
정밀한 오차 보정기술이 적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시
험결과 팝업 형태 디지로그 북 A타입과 기존 책자형 디
지로그 북 B타입의 각각의 사용자 조작 객체 기반 인터
랙션 감지 측정 결과 100%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해당 오브젝트 별 인터랙션 기능의 콘텐츠 설명 및 
항목별 콘텐츠 기능구현(콘텐츠의 회전, 애니메이션 켜
기, 동작, 명칭 설명 듣기)등으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객체가 인터랙션을 감지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하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AR 콘텐츠 연동 렌더링 속도 시험결과 팝업 형
태 디지로그 북 A형과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B형의 
각각의 AR 콘텐츠의 렌더링 속도를 측정한 결과 팝업 형
태 디지로그 북 (43,75fps), 기존 책자형 디지로그 북 
(43.56fps)로 거의 유사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증강 콘텐츠의 로딩시 끊김 현상이나 부자연스러운 움직
임과 위화감이 없어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 기존 책자형의 디지로그 북과 이
번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Pop-up) 형태의 디지로그 북 

두 가지 프로토타입의 증강현실 콘텐츠 구현에 따른 4가
지의 기술적 차별성(인식시간, 정합도 측정, 인터랙션 감지 
성공률, 렌더링 속도)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제작된 대부분의 증강현실 콘텐츠는 단순
히 3D 객체만을 증강시켜 학습자의 흥미도 유발 및 몰입
도 향상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팝업
(Pop-up) 형태의 디지로그 북은 가상 이미지를 사용자
의 행위(움직임)에 따른 인터랙션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
여 책의 물리적인 변화 자체가 가상콘텐츠에도 전달되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상 이미지를 사용자의 행위(움직임)에 따라 퍼
즐, 색칠 놀이,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가상 이미지와 
인쇄 그림책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에게 흥미 
유발 및 몰입감을 줄 수 있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차
별화된 디지로그 북 인터랙션의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REFERENCES
[1] KPIPA. (2018). Overseas Publishing Trends. 

KPIPA(Online). http://www.kpipa.or.kr 
[2] Y. S. Lee.(2019). AR wings on paper book… 'Magic' to 

overcome the publishing industry recession. 
ETNEWS(Online). https://www.etnews.com

[3] B. K. Kye & J. H. Kim & J. H. Ryu. (2007).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augmented reality. Daegu :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4] D. W. Lee. (2018).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technology trends.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1872, 2-15.

[5] G. Lee. (2011). The present and future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133, 88-93.

[6] H. Y. Yoon. (2019). VR, AR, MR related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Daejeon : IITP.

[7] J. H. Park. (2010). A Development of an Augmented 
Reality Authoring Tool for Mobile Devices. A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8] R. P. & T. C. & M. C. (1992). A Literature Survey for 
Virtual Environments: Military Flight Simulator Visual 
Systems and Simulator Sickness. Presence-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Vol.1(No.3), 344-363

[9]  P. J. Moon & Y. S. Lee. (2009). IPhone applications 
with mobile advertising capabilities.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1428, 1-14.

[10] Gdoopedia. Smart phone.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디지로그 북 인터랙션디자인 연구(아동 서적물 중심으로) 433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
o?_method=view&MAS_IDX=101013000769250

[11] K. H. Kwon. (2003). A study of expression technique in 
pop-up book used by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12] S. J. Lee. (2015). A study on children's illustration book 
UI design based on augmented reality. A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13] J. I. Lee. (2011). Making contents of the science 
education for the element schoolchildren, based on 
the tangible user interface.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14] M. Lee. (2011). A Study on Augmented Reality Book 
based on Image Tracking Technology. A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5] S. H. Kim. (2017). E-mmersive book: the AR book that 
assists the syntopical reading. A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정 용 원(Yong-Won Jung)    [정회원] 
․ 2009년 8월 :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미술 석사)

․ 2010년 1월∼ 2016 11월 : 아이텍디
자인연구소 이사

․ 2016년 12월∼ 2019년 6월 : (주)디
자인오엔 이사

․ 2019년 7월 ∼ 현재 : (주)제이제이커
뮤니케이션 이사

․ 관심분야 : 디지털콘텐츠, AR, VR, 디자인
․ E-Mail : sanae_art@naver.com

주 민 경(Min-Kyung Ju)    [정회원]
․ 2004년 8월 : 광주대학교 언론홍보과
(광고홍보학석사) 

․ 2004년 2월 ~ 2008년 5월 : (주)선영
디앤피 연구원

․ 2014년 7월 ~ 현재 : (주)디자인오엔 
대표

․ 관심분야 : 디지털콘텐츠, AR, VR, 디
자인

․ E-Mail : on1407@daum.net

김 용 호(Yong-Ho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전자계산과
(이학박사) 

․ 2018년 8월 : 호남대학교 경영학과(경
영학박사) 

․ 2012년 4월 ∼ 현재 : 광주대학교 IT 
자동차학과 교수

․ 2019년 1월 ∼ 현재 : 중소기업융합학
회 부회장

․ 관심분야 : 4차산업, AI, 빅데이터, 창업학
․ E-Mail : multi_ky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