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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박물관 등 여러 관람시설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스템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물관은 관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교육이라는 목적이 담

겨져 있으며, 재미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흥

미를 유발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

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함께 평가를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Unity3D 엔진과 Vuforia라는 증강현실 개

발용 SDK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is increasing interest in individual customized service and various systems have been 
changing in order to meet such changes to satisfy facilities such as museums. Museum has the element of view, contained purpose 
of history education, also has role as institution that should have fun and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rouse sufficient interest in cultural assets,  In parallel, to provide various contents of cultural assets is essential. 
Therefore, to provide an efficient viewing cultural assets services in this study make a study to effective method for combined 
education and evaluation using Unity3D engine and SDK for Vuforia called Augmented Real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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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증강현실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정보

를 얻거나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증강현

실 기술은 교실 밖 교육장 중 하나인 박물관에서도 사용이 가

능하다. 

기존의 박물관 안내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동선에 따라 안

내 표지판을 바탕으로 정해진 내용을 학습하는 일방향의 방

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해설사가 있더라도 그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

이 박물관에서 견학 후 학습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도구의 부

재 또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 디지털 기술의 발전, 멀티미디

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박물관에서 기존 방법으로는 전

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 방법과 박물관 견학

에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 학습시스템은 스마트폰

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사물 또는 특정장소에 등

록된 정보와 자연스럽게 겹쳐 실제 환경에는 보이지 않는 문

화재정보를 부가적으로 학습하는 가상기술로 사용자가 굳이 

표지판을 읽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며, 이 방법을 통해 학습

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문화재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글이나 

그림 등으로 나타나며, 콘텐츠에 따라 3D 모델, 음향, 비지오 

등의 다양한 콘텐츠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1. 휴대폰 이용의 주세대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에

서 사용가능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 학습 콘텐츠를 설

계한다.

2. 어플리케이션의 UI 및 Ux구성을 하여 어플리케이션 콘

텐츠를 구현한다.

3.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문화재 학습을 한 이

후에 학습 성과가 바로 측정되도록 한다.

Ⅱ. 관련기술 연구

2-1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

연령별 보유율은 10대 91.7%, 20대 96.6%, 30대 95.2%, 

40대 91.8%, 50대 81.9%, 60대 이상 32.1%로 10대와 20

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개인매체가 되었다[1]. 스마트폰의 

콘텐츠이용에서는 10대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률을 보여 콘텐츠 핵심 이용자층임을 

확인시켜준다. 10대와 20대는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스마트

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하여 이들이 스마트폰 핵심 이용자층

임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우리나라 특수층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기임을 

의미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화재 학습 어플

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경우에 대상층이 주로 청소년층이며, 이 세

대들은 화려한 그래픽에 익숙한 세대는 박물관의 단순한 증

강현실을 이용하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은 청소년

층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투입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안내 가이드가 아

닌 차별화된 관람 가이드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모바일 증강현실을 이용한 안내 시스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활용한 안내시스템

은 1966년 Ivan Edward Sutherland가 ‘가상세계로 안내하

는 창(window)’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공정라인과 군사

목적의 HMD(Head Mounted Display)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2]. 

증강현실을 활용한 안내시스템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그래

픽 또는 정보를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

는 내용을 화면을 통해 구현하여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증강

현실 안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로는 위치인식 (location 

recognition)기술과, 마커인식 (marker recognition)기술, 

영상인식 (video recognition)기술, 영상합성 (video 

synthesize)기술 등이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증강현실은 2007년 6월 아이폰

(i-Phone)의 등장으로 대중화 되었다[2]. 아이폰의 등장으

로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과 최적화 기술에 관해 연구되기 시

작했으며, 문화재 학습시스템은 위치기반(location based)과 

비전기반(vision based)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 스마트 러닝기술의 융합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이용하면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된다.[3]

위치기반 증강현실(location-based augmented reality)

은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GPS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등록된 콘텐츠의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가 가까우면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비전기반 증강

현실(vision-based augmented reality) 안내시스템은 모바

일기기에 탑재된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에서 특정한 패턴

이나 색상, 그림을 인식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

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기기의 카메라로 문화재의 특정 모양

을 비추면 인식하여 해당 문화재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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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강현실 학습 촉진 요소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콘텐츠 구성을 위한 학습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강현실의 선행연구의 이론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을 통한 감각적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사물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를 동시

에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실제감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사실감을 나타내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가상으로 제시되는 객

체에 대한 실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 증강현실

을 이용하면 현실의 사물의 모습과 가상의 정보가 함께 제공

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내용에 대하여 더 많은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맥락

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상황을 적시에 인식하여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되면, 학습자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활동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실험에 

있어서도 증강현실로 학습을 할 경우 정보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고 학습한 정보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5].

셋째,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가상으로 제공된 내용을 직접적으

로 조작 또는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의 경험을 효과적

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학습 대상이 입체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통하여 학습자는 학습대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증강현실의 특징은 반성

적 관찰이 발생 할 수 있게 해준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각적 몰입, 맥락에 대한 인식 증

진, 경험중심 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재 학습 콘텐츠 설계

를 하고자 한다.

Ⅲ. 요구분석

3-1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적 활용 사례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201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개발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궐도 역사 체험’은 

복잡한 동궐도 내에서 전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그림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구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

고, 태블릿의 카메라로 그림에 비추면 왕의 즉위식 장면 등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3년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마

트폰을 이용한 3D입체 체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3D로 만

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백제의 성장과 

융성했던 시기의 8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준다.

현재의 박물관은 관람과 역사교육을 위한 도구이며, 박물

관 개념의 중심이 ‘사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7]하

고 있다. 박물관은 더 이상 전시의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그들에게 경험을 제공하

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곽혜진[8]에 따르면 시대의 패러

다임과 함께 박물관도 소장품 중심 ->교육중심 -> 경험중심 

-> 감성중심 박물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교

육 및 경험을 강화시켜 줄 경우 감성을 자극하여 더욱 큰 교

육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2 증강현실의 교육적 효과

서희전[9]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기반환경에서 학습자

의 현존감은 학습몰입감과 사용성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학업성취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은 몰입

감과 흥미를 높여주며, 학습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

보경[11]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에서 감각적 몰입, 조작

의 편리성, 현존감, 학습요인이 만족도, 지식, 이해 등 학습효

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민선

[12] 역시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콘텐츠는 학습자의 참여

도, 능동성,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증강현실의 교육적 효과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이 되었으므로 증강현실을 이용

한 문화재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면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1. 국립고궁박물관 동궐도 이용 모습 

Fig. 1. Usag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Donggwoldo

그림 2. 한성백제박물관 이용 화면

Fig. 2. Usage of Seoul Baekj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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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재 학습의 개념

문화청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지침서[13]에서 

문화재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로 우리나라 말

로 '배운다' 또는 '학습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문화재 학습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9].

첫째, 각종 문화재에 대해 「□□□라는 것을 안다」는 차

원이다. 예를 들어,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 문화재이

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문화재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다.

둘째, 각종 문화재에 대해 「□□□ 하는 것을 배운다」라

는 차원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는 차원이고, 나머지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를 조사하

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을 배운다' 

는 차원이다.

셋째, 각종 문화재와 대해 「□□□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왜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는지, 혹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한다'

처럼 어떤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가 있게 된 배경이나, 문

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 문화재가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 등을 이해하는 차원의 학습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

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학교 역사 교육에서는 두 번째

와 세 번째의 문화재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4 문화재 학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초등학교 문화재 교육지침서[13]에 의하면 첫째, 무엇보

다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어렵다는 점이

다. 둘째, 학생에게 과제 학습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문화재 

학습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없고, 

문화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없다. 셋째, 문화재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종 문화재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

는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천과 병행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함께 학습 자료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확인된 이론적 배경과 현

재 문화재 학습의 개선점을 찾고자 서울시내 소재 S고등학교 

역사 교사 2명과 FGI(Focus Interview Group, 표적집단면

접법)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

화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둘째, 문화재 학습에 대

한 평가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결

론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였다.

Ⅳ. 설계 및 구현

4-1 설계 기획

문화재 학습 관련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자체 개

발 캐릭터나 설명 위주의 안내를 활용하여 안내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경우가 많아 관람객의 흥미나 재미 유발 측면에서 부

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을 

따라잡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효율

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청소년층의 선호도

가 화려한 그래픽 기술과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학습 시스템

을 구축한다면 교육적인 측면과 관람객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에 맞는 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맞

춤형 안내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재미적인 요소와 교육적인 

요소를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문화

재를 학습함에 있어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학습 성과의 측정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4-2 설계 목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증강현실의 학습촉진 요소 

및 교육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학습 게임을 설계 할 교육 및 

학습 자료가 부족하며,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례가 적으며, 증

강현실을 활용한 학습 환경 조성에 적절한 학습 분야로 문화

재학습을 선정하였다.

대상 문화재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흑갈유 

병’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한 문화재인 ‘흑갈유 병’을 증강현

실을 이용한 문화재 학습 콘텐츠를 프로토타입으로 설계하여 

차후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학습 콘텐츠 설계에 있어 도

움이 되고자 한다.

4-3 개발환경

표 1.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Factor Description

CPU Intel(R) Core(TM) i5-7200U

OS Windows 10

Language C#

Develop Tool Unity 5.6.1f1

Library Vuforia

Mobile OS Android 7.0

Mobile Device Galaxy S6(SM-G9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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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

로 제작되었다. 안드로이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기 위해서 Android SDK, Unity3D, Vuforia, Visual Studio 

등을 사용 하였다.

Libary로 사용한 Vuforia는 스마트 폰의 APU 제작사인 

Qualcomm사에서 제작한 Unity3D 엔진에서 증강현실을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다. 홈페이지에서 무

료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마커를 등록하

고 마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감지되면 증강현실 객

체를 설정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14].

4-4 Vuforia 동작과정

그림 3. 뷰포리아 동작과정 

Fig. 3. Vuforia Process Movement

그림 3은 Vuforia의 동작과정을 보여준다. Vuforia를 이

용해서 타겟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4-5 마커 등록

그림 4. 마커 등록 

Fig. 4. Marker Regist

증강현실 학습에서 객체를 증강시켜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마커이다. Vufoira의 홈페이지

(https://developer.vuforia.com/)에서 Unity3D 엔진에 적

용 가능한 기본 이미지 마커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원 신권을 사용하였다. 

그림 4에서 천원 신권의 인식률은 4이다.

4-6 시스템 순서

위의 순서도에서처럼 퀴즈를 통해 학습하고 싶은 시대의 

학습을 완료하면 시대 선택 화면에서 해당 시대는 학습이 완

료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를 남기고 모든 시대에 표시가 있

는 걸 확인하면 손쉽게 교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손쉽게 평

가할 수 있다.

4-7 설계 구현

그림 6. 결과 화면 

Fig. 6. Result Screen

그림 5. 시스템 순서도 

Fig. 5. Syste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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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마커가 카메라에 감지되면 마커를 인식하여 등록된 

마커와 특징점들을 비교 한 후 등록된 마커의 특징점들과 일

치하면 기존 학습과는 다르게 해당 문화제의 실제 사용법, 

3D 영상 및 설명 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개

된 산출물을 확인하고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시험문제를 통과

하면 해당 시대에 대한 학습을 완료하게 되고 학습이 완료되

었다는 표시를 해준다.

문화재를 학습하며 문화재 학습의 의의를 알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문화재 중 ‘흑갈유 병’을 선정하여 학습하게 하여 ‘흑

갈유 병’의 구조와 쓰임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 학습 콘텐츠 구성 및 설계의 

학습내용은 문화재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이론과 증강현실의 

교육적 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모바일용

으로 제작하였다는 의미에서 학습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Ⅴ.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내의 인구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인

구 수 감소와 테마파크의 다양한 볼거리의 증가, 게임의 화려

한 그래픽 등으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점

차 감소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강현

실을 활용한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한 흥미와 관심 유발

과 즉각적인 학습에 대한 평가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및 자가진단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는 대안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재 학습을 ‘Vuforia’라는 증강현실 소프

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몰입을 높여주며, 학습

자가 카메라로 마커를 비추면 즉각적으로 인식하여 학습자의 

실제 환경과 마커가 연결된 문화재 ‘흑갈유 병’의 가상객체가 

출력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증진시켜 준다.

또한 문화재 학습 효과에 대한 측정도 즉시 실행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프로토타입으로 설계 및 구현을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점과 더 많은 역사 선생님들

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완전

설계를 하여 보다 효과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효과성 측정방

법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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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2001년～2004년: 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상품기획팀 책임연구원

2005년～ 현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2006년～2011년: 시사게임즈㈜ 대표이사

2011년～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D PD(Program Director)

2011년～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목표지표점검위원회 위원

2014년～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D 기획단 위원

2014년～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제기획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오픈소스 3D 게임 엔진, 체감형 게임, 기능성 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