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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올해 구 , 애 , 페이스북 등 로벌 IT 기업들은 모바일 증강 실 랫폼을 연이어 출시하 다. 

기존 증강 실 기술은 AR 래스 는 탱고폰과 같은 용 디바이스가 필요하 으나, 이제는 일반 안

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도 쉽게 증강 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포켓몬고 게임 이후 심이 높

아진 모바일 증강 실 게임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망이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증강 실 게임을 

한 증강 실 랫폼 기술과 ETRI 로토타입을 포함한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사례를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심으로 소개한다.

ABSTRACT

This year,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and Facebook launched a mobile 

augmented reality platform. Existing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required a special 

device such as AR glass or tango phone, but now it will be easy to experience 

augmented reality in general Android phone and iPhone. The mobile augmented reality 

game market, which has been attracting interest since the Pokemon game,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augmented reality platforms technology 

for mobile augmented reality game and mobile augmented reality games including ETRI 

prototype centered on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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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은 사

용자의 시야를 가리고 주어진 가상의 공간을 체험

하는 가상 실(VR, Virtual Reality)과 달리 사용

자가 바라보는 실 세계 상에 가상의 이미지, 

애니메이션, 정보 등을 오버랩하여 사용자에게 새

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증강 실 기술은 PC, 웹, 모바일 뒤를 잇는 네 

번째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몇 년  구 , 마

이크로소 트는 AR 래스 기반 증강 실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 선 을 노렸으나 크게 화제된 것이 

비하여 일반인 구매로 이어지지는 못하 다[2]. 하지

만 올해 페이스북, 애 , 구  등이 스마트폰기반 

증강 실 랫폼들[9,11,16]을 연달아 발표하는 상황

이 개되면서 일반소비자 심의 증강 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상된다. 주요 IT기업들은 AR

래스를 하드웨어로 채택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

고자 하는 비즈니스 략과 스마트폰을 하드웨어로 

채택하여 시장 확장성을 키우는 비즈니스 략, 

는 두 가지 비즈니스 략을 모두 추진하기도 하면

서 증강 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표된 스마트폰 기반의 증강 실 기술은 일상

생활과 산업에 곧바로 용할 수 있는 실질  증강

실 서비스 발 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에 출시된 치기반 증강 실 게임인 

포켓몬고(Pockemon Go) 게임[21]은  세계 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올해 IT기업들이 스마트폰기반 

증강 실 랫폼들을 경쟁 으로 출시한 것도 이와 

무 치 않다. 이 랫폼을 기반한 모바일 증강 실 

게임은 2차원 지도에서 벗어나 실세계 연계 3차원 공

간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실세계 연계 게임 콘텐츠

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증강 실 게임 콘텐츠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본 고는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자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2장에서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을 한 최신 모바일 증강 실 랫폼 

기술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최신 모바일 증강 실 

랫폼 기술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사례와 ETRI에서 개발한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사례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으로 살

펴본다. 4장에서는 모바일 증강 실 게임의 시장 

망과 모바일 증강 실 기술의 향후 연구이슈를 살펴

본다. 마지막에는 결론을 제시한다.

2. 모바일 증강 실 랫폼 동향

2.1 AR 래스기반 증강 실 랫폼

이 에서는 시선(Gaze), 음성(Voice)  제스처

(Gesture) 컨트롤 기능을 갖춘 표 AR 래스의 

증강 실 랫폼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UI/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을 심으로 소개한다.  

2.1.1 마이크로소 트-WMR 

마이크로소 트는 2015년 1월에 WMR(Windows 

Mixed Reality) 운 체체[1]를 탑재한 AR 래스인 홀

로 즈(Hololens)[Fig. 1 Left-Up][2]를 공개하 다. 

홀로 즈는 도우10기반의 홀로그래픽 컴퓨터로 선이 

없는 단일 하드웨어(Stand alone)인 것이 특징이다. 

(source) https://vimeo.com/202652308

[Fig. 1] Hololens and HoloARt

마이크로소 트 홀로 즈는 탑재된 5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에어 탭(Air Tap) 제스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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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제스처와 시선을 인식하며, 음성인식 한 지원한

다. 를 들어, 홀로 즈기반의 낙서모방 로그램인 

홀로아트(HoloARt)[3]는 사용자가 시선을 팔뚝까지 

내려다보면 팔  스타일의 툴 메뉴가 나타나며, 사용

자는 음성명령으로 원하는 툴을 선택할 수 있다[Fig. 

1 Right-Up]. 페인트 툴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을 함께 잡고 움직이면 사용자의 손 치를 따라 그림

을 그려 다[Fig. 1 Left-Down]. 스 이 툴은 사용

자의 손과 타겟 객체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좁은 면

에 진하게 페인 해주고, 거리가 멀어지면 넓은 면

에 연하게 페인 해 다[Fig. 1 Right-Down]. 

마이크로소 트는 AR 래스 심의 증강 실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새로운 홀

로그래픽 안경(Near-Eye Display) 로토타입을 공

개하 고, 향후 딥러닝 구 을 한 인공지능 로세

서를 탑재한 3세  홀로 즈를 비하고 있다[4].

2.1.2 메타비 -Meta2 

메타비 은 2016년 3월 메타2[Fig. 2 Left-Up][5]를 발

표했다. 메타2는 고  형태의 AR 단말기로 면부에 있

는 카메라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때문에 별

도의 컨트롤러 없이 손으로 각종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hMicVgj0aNc

[Fig. 2] Meta2 and Meta Workspace

메타2는 메타 워크스페이스(Meta Workspace)[6]

라 부르는 증강 실 업무환경과, 에어 그랩(Air 

Grab)이라 부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지원한

다. 에어 그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손을 뻗어 로그

램을 잡고 이동할 수 있다[Fig. 2 Right-Up]. 로

그램 속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선택할 수 있

다[Fig. 2 Left-Middle]. 두 손으로 로그램을 2축 

방향으로 확 하거나 회 할 수도 있다[Fig. 2 

Right-Middle]. 워크스페이스 화면에 보이는 스마트

폰 화면을 손으로 잡고[Fig. 2 Left –Down], 워크

스페이스 공간에 던져[Fig. 2 Right-Down], 스마트

폰의 일이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메타2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반면, 홀

로 즈와 달리 PC에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는 단 이 있다. 

2.2 스마트폰기반 증강 실 랫폼

AR 래스는 비싼 가격과 무게, 발열, 아직은 부

족한 콘텐츠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스마트폰기반의 증강 실 

랫폼은 일반 사용자도 쉽게 증강 실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콘텐츠 개발  소비가 폭발 으로 개

될 것으로 상된다.

2.2.1 구 –Project Tango

구 은 2014년 2월에 증강 실 기술을 한 로

젝트 탱고[7]를 발표한 후 지속 인 연구개발을 이

어오고 있으며, 2016년 6월에 있었던 ‘테크월드2016’

에서 탱고 증강 실 기술이 용된 노버의 팸2

로(Phab2pro) 폰[Fig. 3 Left][8]을 공개하 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2iPH5ZoTWs4

[Fig. 3] Phap2pro and Lowe’s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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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2 로 폰에는 후면 카메라, 면 카메라, 뎁스 

센서 카메라, 동작 추  카메라가 있어서, 사용자는 

마커없이 실 공간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자신

이 속한 실 공간을 상으로 실 공간 거리 측

정 앱(Low’s)[Fig. 3 Right]과 같은 증강 실 콘텐

츠를 이할 수 있다.

2.2.2 애 -ARKit

애 은 2017년 6월 애  개발자 회의(WWDC)

에서 AR킷 증강 실 랫폼[9]을 발표하 다. 탱고

폰과 달리 싱  카메라와 포지션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2D평면을 인식할 수 있다. 재 아이폰 

8/8+, 아이폰 X 디바이스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강 실 사례[Fig. 4 Left]를 보여 으로

서 증강 실 일상화를 고하고 있다.

를 들어, 스웨덴의 세계 인 가구회사 이 아는 

AR킷을 이용하여 이 아 가구를 소비자의 방안에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로그램인 ‘IKEA Place’ 

앱[Fig. 4 Right][10]을 발표하 다. 기존에 발표되

었던 증강 실 앱보다 실내 치수에 따라 98%의 정

확도로 제품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고, 가구

의 직물 질감을 사실감 있게 표 해 주며, 가구에 

빛과 그림자를 표 하는 등 증강 실 표 이 더욱 

정 해 졌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바닥면에 붙여 가

구를 증강 처리하므로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가구의 

좌우면, 상하면, 앞뒷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TBtwElmFbLA , 

https://www.youtube.com/watch?v=-xxOvsyNseY

[Fig. 4] ARkit’s Demo and IKEA Place

2.2.3 구 -ARCore

애 이 싱  카메라 기반의 AR킷을 발표하자 

기를 느낀 구 은 2017년 8월 AR코어 랫폼[11]

을 발표하 고, 안드로이드 개발자용 AR코어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도 함께 공개하 다. 

앞의 탱고폰 기반의 증강 실 기술은 두 개의 카메

라와 3D 처리 칩 능력을 기반으로 풍부한 증강 실 

서비스 구 이 가능한 장 이 있는 반면, 이미 수억

만  이상 보 된 안드로이드 폰에 곧바로 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었다. AR코어는 뎁스 카메라, 

3D 처리 칩 등 하드웨어가 필요한 탱고폰이 아닌 

싱  카메라기반의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증강

실을 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AR 코어는 카메

라가 촬 한 사진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움직임을 

추 하는 ‘동작 추 ’ 기능, 카메라의 이미지로 공간 

유형을 추정하는 ‘환경이해’ 기능[Fig. 5 Left], 카메

라의 이미지에서 원의 치와 방향 등을 추정하는 

‘ 원 추정’ 기능[Fig. 5 Right]을 갖추고 있다[12].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ttdPqly4OF8

[Fig. 5] ARCore’s Demo

2.3 작도구기반 증강 실 랫폼

2.3.1 피티씨-Vuforia SDK

피티씨(PCT)사는 증강 실 어 리 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증강 실 SDK인 뷰포리아[13]를 

2015년에 컴으로부터 인수하 다. 

뷰포리아는 애 , 안드로이드, 도우즈, 테블릿, 

AR 래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  운 체체를 지원

하며, 강력한 객체 추 기술을 보여 다. 한, 2D 

이미지 마커뿐 아니라 임의의 3차원 물체를 스마트

폰을 통해 스캔하고[Fig. 6 Up], 스캔한 객체를 이

용하여 증강 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오 젝트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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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Fig .6 Left-Down]을 제공한다. 뷰포리아

에서는 데이터베이스기반의 AR 클라우드 서비스

[Fig. 6 Right-Down]도 지원한다. 서버에 개발자

들이 개인 마커를 등록하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환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JvE_7filGsY , 

https://www.youtube.com/watch?v=E3Eqzd3KLlw , 

http://www.bgr.in/news/qualcomm-acquires-switzerland

    -based-kooaba-to-boost-its-vuforia-augmented-reality-platform/

[Fig. 6] Vuforia’s Demo

한편,, 뷰포리아는 2017년 5월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서 로젝트 크(Project Cha

lk)[14]라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랙션 툴을 시연하

다. 원거리에서 객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인터

페이스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s8D00Tjc4Ic

[Fig. 7] Project Chalk’s Demo

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처음 사용하면 

제품의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품

의 매처나 이를 사용해본 주변 사람에게 물어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때 크앱이 유용하다. 도움

을 요청한 사람이 원격에 있는 문가와 상 통

화하면서 카메라로 해당 제품을 촬 하면 뷰포리아

는 실 객체를 3차원으로 인식하고, 추 해 다. 

문가는 원격에 있지만 보내  화면의 제품 에 

바로 크로 표시하며 설명할 수 있다[Fig. 7]. 

2.3.2 페이스북–ARStudio

페이스북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트 드에 민감한 10 들이 좋아할 기능

을 추가함으로서 시장 우 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4월 페이스북 개발자회의

(F8)에서 창작자, 3D 아티스트, 개발자들이 간단한 

임부터 복잡하고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구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하는 카메라 

효과 랫폼(Carmera Effect Platform)[15]을 발

표하 다. 그  AR스튜디오 도구[16]는 페이스북 

메신  앱에서 카메라로 촬 한 인물 사진이나 동

상에 가상 객체를 합성하는 기능[Fig. 8 Left]을 

지원한다[17]. 한국 네이버의 유명한 셀 카메라 

 상채  앱인 ‘스노우(Snow)[18]’의 그래픽 필

터 효과[Fig. 8 Right]를 사용자가 직  창작해서 

용해 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페이스북은 스노우를 인수하고자 했지만 네이버

의 인수거부로 성사되지 못하 고 신 작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면 증

강 실 기술이 단순 기록, 이미지, 상, 경험 공유 

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감성과 표 의 소

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로 진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facebook.com/fbcameraeffects/home/ ,

https://snowcorp.com/ko/main

[Fig. 8] ARStudio’s Demo and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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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I별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동향

로벌 IT기업들의 증강 실 게임 개발 사례  

개인 개발자들의 게임 개발 사례는 각 업체 홈페이

지  유트 , 논문 등을 통해 다수 확인할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모바일 증강 실 게임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분류하고, 각 사용자 인터페이스별로 표

인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3.1 모바일 증강 실 게임 UI 분류

2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구 , 애 , 마이크로소

트, 페이스북, PTC 등 로벌 IT 기업들이 증강

실 하드웨어  소 트웨어 랫폼 기술개발 투

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모바일 증강 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방향[Fig. 9]도 평면의 디스 이를 벗어나

서(Touth UI), 입체 인 공간으로 우리가 실제 세

상에서 물건을 만지고 조작하며 다루는 방법으로 

가상 환경을 새롭게 하는 방향(Natural UI)으로 

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다만, 모바일 증강 실 게임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HMD(Head Mounted Display)기반 가상 실 

게임처럼 게임 몰입감을 강화하기 해 추가 인 

입력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

(Controller UI)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source)Self-made figure with Google images and MS Hololens images

[Fig. 9] Mobile Augmented Reality Game UI

3.2 Touch UI 기반 증강 실 게임

실외 증강 실 게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실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정성과 즐거움을 다

[20]. 포켓몬고[21]는 나이언틱(Niantic) 닌텐도의 

유명 콘텐츠인 ‘포켓몬’ 캐릭터를 이용하는 게임으

로 치기술을 목한 아웃도어 게임이다. 나이언

틱의 포켓몬고 게임은 튀어나온 몬스터가 실 세

계의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화면 간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R킷으로 구 한 포켓몬

게임[Fig. 10 Left]은 몬스터가 바닥 표면 에 

치하게 되며,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로 이동하더

라도 몬스터는 계속 바닥에 치해 있게 된다. 

고 이고 인 게임인 테스리스[22]도 공

간인식 증강 실 게임에 합하다. 애  AR킷, 구

 AR코어의 3차원 평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있는 실 공간 어느 곳에서도 바닥이나 

테이블 등에 모양 블록을 쌓아 없애는 테트리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AR킷으로 만든 증강 실 테

트리스 게임[Fig. 10 Right] 사례를 보면 바닥면, 

테이블  등 실 공간으로 게임 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져가면 블

록이 커지며, 좌우로 이동하면 블록의 면을 보면

서 게임을 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2SJX1bYoulg , 

https://www.youtube.com/watch?v=6NRSF896fNQ

[Fig. 10] PokemonGo AR and Tetris AR

 3.3 Nature UI 기반 증강 실 게임

스마트폰기반의 포켓몬고 게임은 게이머가 스마

트폰을 보며 터치입력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외 험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홀로 즈용 포켓몬고 게임인 포켓몬배틀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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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eft]은 손튕김(Flip) 동작에 따라 몬스터

볼 발사할 수 있고, 음성 명령 인식도 지원하므로 

주변의 험 상황을 쉽게 인지하여 응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i_rqpLu2LDs , 

https://www.youtube.com/watch?v=QRQv74J7oSk

[Fig. 11] PockemonGo AR and Minecraft AR

마인크래 트(Minecraft) 게임[23]은 요즘 청소

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하나이다. 

홀로 즈용 마인크래 트 게임[Fig. 11 Right]은 

실제 세계에 가상 블록을 배치할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다. 복잡한 게임 환경에서 손 입력 외에 

‘클로우즈업(Close up)’, ‘오버뷰(overview)’와 같은 

음성 명령으로 화면 아웃을 지시할 수 있다.

3.4 Controller UI 기반 증강 실 게임

홀로 즈는 아직 인 게임 디바이스가 아

니다. 터치 인터페이스만으로 게임하는 스마트폰도 

액티 한 게임요소를 갖기 힘들다. 가상 실에서 

버튼  제스처 입력이 가능한 컨트롤 장치와 게

임 PC 는 HMD가 연동하는 게임이 많은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증강 실에서도 컨트롤러를 이용한 게임을 고려

할 수 있다. ETRI는 증강 실 FPS(First-Person 

Shooter)게임을 한 스마트폰 장착형 총기류 컨트

롤러인 모션건[Fig. 12 Left]을 개발한 바 있다[24]. 

   (source) ETRI

[Fig. 12] MotionGun and Guardforce

총기류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직  

들고 게임하는 방식에 비하여 게임 이의 안

성과 몰입감이 향상된다. 모션건은 방아쇠 연동 기

능 외 동방향 모션, 서방향 모션, 남방향 모션, 북

방향 모션을 인식하여 게임을 이 할 수 있는 

모션인식 기능을 포함한다. 함께 구 한 ‘가드포어

스(Guardforce)’ 게임[Fig. 12 Right]은 포켓몬고

처럼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증강 실 게임이나, 

치가 아닌 특정 실 마커(건물, 간  등)를 인

식하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가드

포어스 게임  탄약 재장 은 북방향 모션으로, 

폭탄 터트리기는 서방향 모션으로, 방어막 형성은 

동방향 모션으로 쉽게 지시할 수 있다.

한, ETRI에서는 스마트폰을 카드보드에 끼운 

후 머리에 장착하고 링형 제스처 장치를 연동하여 

즐길 수 있는 증강 실 미니 스포츠 게임인 

‘We:AR 탁구’ 게임 [Fig. 13 Left]과 ‘We:AR 청

기백기’ 게임[Fig. 14 Right]도 개발하 다. 

   (source) ETRI

[Fig. 13] we:AR Mini Sports

가상 실의 경우 HMD를 착용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

우도 많다. 증강 실의 경우 디스 이를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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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더라도 내 앞의 실 세계가 일부 보이기 

때문에 암 에 한 두려움과 방향 상실에 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증강 실 게임을 

HMD로 즐기는 경우 사물이 실제보다 가까이에 

보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실외 환경에는 합하

지 못하 다. 신 실내든 실외든 일정한 게임공간

이 있는 환경이라면 스마트폰의 2차원 그래픽 화

면[Fig. 13 Middle]아닌 HMD의 3차원 입체화면

[Fig. 13 Down]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 이 

있다.

증강 실 미니 스포츠 게임  탁구게임은 링 

제스처 장치 하나와 연동한다. 가상의 상  선수가 

공을 쳐주는 방향에 따라 서방향 모션, 동방향 모

션, 북방향 모션으로 공을 칠 수 있다.

증강 실 미니 스포츠 게임  증강 실 청기백

기게임은 링 제스처 장치 두 개와 연동한다. 게임

에서 음성과 텍스트로 깃발 색과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 한 미션을 주면, 사용자는 왼쪽 링 장치

를 청기로, 오른쪽 링 장치를 백기로 생각하고 정

해진 모션을 수행해야 한다. 두 깃발 모두 올리는 

것은 북방향 모션으로, 내리는 것은 남방향 모션으

로 지시할 수 있다.

향후 구  AR코어, 애  AR킷의 3차원 공간인

식 기술을 용하여 탁구 와 가상의 게임 상 가 

실세계 바닥면 에 고정되도록 업그 이드할 정

이다.

4. 모바일 증강 실 게임 개발 망

4.1 모바일 증강 실 게임 시장 망

게임 산업은 가상 실  증강 실 콘텐츠가 

용되기 용이한 산업 분야이다. 조사 기업 그린라이

트 인사이트는 AR 래스  AR 콘텐츠의 매출이 

2023년에는 36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

[25]를 발표했다. 

[Fig. 13] Greenlight Insight‘s 2017 AR Industry Report
보고서는 AR장치의 보 이 진행됨에 따라 콘텐

츠와 소 트웨어의 수요도 확 될 것으로 보고 있

다. 향후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AR 콘텐

츠나 소 트웨어에 한 지출액은 연평균 78%의 

속도로 증가하여, 15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며, 

2023년에는 이 분야의 지출액의 53%를 소비자 

련 콘텐츠와 소 트웨어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측되고, 특히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세력은 게

임이 될 것으로 측하 다[26].

과거 모바일 게임 확산 사례를 비추어보면, 모바

일 AR 게임 시장도 세계 거  기업을 심으로 

움직이던 AR 단말과 솔루션, 콘텐츠 시장에 다양

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을 이을 것으로 상되는 등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망된다[27].

4.2  모바일 증강 실 기술 연구 방

재 AR 래스  스마트폰 기반 최신 증강

실 랫폼 기술을 통해 매일 증강 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 인 개발 랫폼 조건은 갖추게 되

었다. 재는 3차원 공간에서 바닥면을 인식하는 

기술 정도가 상용 증강 실 랫폼에 용되었지

만, 향후 다음의 기술들이 상용 모바일 증강 실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소개한다.

4.2.1 AR cloud 기술

카네기 멜론 학은 구  탱고폰을 이용하여 하

나의 물체, 하나의 건물 등 단편 인 공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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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규모 실세계 연

계 3차원 공간 지도 형성  송하는 기술[28]을 

연구하고 있다.

[Fig. 14] CHISEL Project

4.2.2 Diminished Reality 기술

  

애 은 최근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 실에 가상의 물건을 삽입하거

나 실 속 물건을 제거하는 방법’에 한 특허

[29]를 공개하 다.

[Fig. 15] Apple’s Patent(US20170109929)
4.2.3 Holoportation 기술

마이크로소 트는 3D 카메라 여러 로 설치된 

장소를 먼  촬 한 후, 사람을 추 하여 3D 모델

을 만들고, 홀로 즈에 3D 상을 송하여, 공간 

제약 없이 멀리 있는 사람 혹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홀로포테이션 기술[30]을 

개발하고 있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7d59O6cfaM0

[Fig. 16] Holoportation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와 같이, 모바일 증강 실 기술

은 PC, 웹, 모바일 기술과 같이 하드웨어, 소 트웨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

이 되는 IT 명의 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아직 AR 생태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

므로 AR 생태계 형성  기술 선 을 한 국가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공 (디바이스, 콘텐츠 

개발사 등)  수요업체(의료, 제조, 유통 등)가 함

께 참여하는 ‘AR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 하여 수

요맞춤형 연구개발 과제 기획  수요확 를 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1]. 이를 통해, 국

내 소 디지털콘텐츠업체들이 다양한 AR콘텐츠

를 생산하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기기, 랫폼 

기업들과 상생 력하는 연구개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분야 역시 새로운 증강 실 랫

폼  향후 연구 기술에 주목하여 새로운 게임 콘

텐츠  UI 발굴을 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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