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대부분의 문화재교육은 사진이나 글을 이용하여 
학습하게 되어있고, 일부 문화재 만이 3차원 데이
터나 교구재로 복원되어 흥미와 체험 위주의 교육
을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학습 방식에 문
화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기만 할 뿐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낮고, 관심도 적다. 

* speaker

또한, 문화재 교육 현실에 깊이 있는 학습을 원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문화재 교육 현실에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학습 방식보다 흥미와 가시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학습 콘텐츠는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의 다중마커 인식 기술
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체험 위주의 교육용 
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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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문화재 의무교육과정은 흥미와 가시성 측면의 부족함으로 인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 받고 있는 증강현실의 다중마커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재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콘텐츠 및 교구재를 제작하여 대중적으로 문화재
를 즐기며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다수의 마커를 인식 가능한 다
중마커 기술의 콘텐츠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 추가와 연출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제안하는 증강현
실 앱은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기술 연구에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he existing curriculum of cultural assets compulsory curriculum is difficult to expect educational effect due to lack 
of interests and vi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pplication contents and teaching materials using 
cultural data 3 - D data based on multi - marker recognition technology of augmented realit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n the case of the contents of a multi-marker technology capable 
of recognizing a plurality of markers, various events can be added and output capability can be enhanced. The 
proposed augmented reality app will be applied to the study of various education contents production technology 
utilizing cultural properties.

키워드

AR, Multi-Marker, Education Contents, Culture Asset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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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증강현실 
콘텐츠의 발전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증강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사물의 사
실감 적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박물관
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로 사람들의 몰입감 
과 학습에 효과를 보고 있다. 대중적인 기기인 스
마트폰의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무형문화
재를 체험하고 관찰할 시 증가된 몰입감과 사실감
은 기존 박물관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박물관 
관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박
물관 관람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중적으로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체험형 문화재 학습 콘텐츠를 개발 
하고자 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은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카
메라에 보이는 환경에 가상의 3차원 데이터 또는 
가상의 객체를 합성하여 기존 환경에 존재하는 사
물처럼 보이게 한다.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객체를 결합하여 도출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함으
로써 현실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
실 세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상의 사물을 입힘으
로써 가시적인 정보의 전달에 용이하다. 

기존 하나의 마커 인식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에서 다중의 마커를 하나의 창에 동시에 인식한다. 
다중마커 인식 기술은 기존의 증강현실 단일 마커
에 비해 상호작용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이벤트를 
적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Ⅲ.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AR우리동네 구성표

본 구성표는 증강현실 앱과 퍼즐 교구재를 같이 
사용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마커 방식의 문화재 
교육용 앱 보다 더 많은 정보와 가시성 위주로 제
작 가능하고, 퍼즐 교구재를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들의 발달 교육 또한 가능하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그림2는 앱 제작을 위한 플로우 차트(Flow 
chart)이다. 이는 증강현실 앱 개발 전 기획 단계
에서 작성되는 차트 이다. 사용자는 앱을 실행시키
기 전 교구재를 사용하여 퍼즐을 알맞게 맞춘다. 
앱을 실행 시킨 후 안내 UI가 도출된다. 안내 UI 
후 카메라버튼을 통해 증강현실 카메라가 실행된
다. 실행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맞춰놓은 지도
퍼즐에 가져다 놓는다. 퍼즐이 알맞게 되어있다면 
위인, 민요,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사운드 및 3D
애니메이션으로 도출 된다. 틀린다면 퍼즐안내UI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증강현실 문화재 교육 앱의 
마지막 단계에 온다면, 다시 하기와 끝내기 버튼이 
있다. 

그림 2. 증강현실 앱 Work flow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다중마커를 이용한 문
화재 교육용 콘텐츠 및 설계를 제안하였다. 프로토
타입의 구현이며 학습자의 흥미와 가시성 위주의 
콘텐츠로 전 세계의 문화재 접목과 다양한 목적성
을 두는 데에 용이하며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인 만큼 대중적으로 흥미와 가시성 
위주의 문화재 학습 콘텐츠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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