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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Figure1. 프로젝트 명 ‘靈(령)’] 

 

다양한 유령 캐릭터를 포획하여 수집하고, 포획한 캐릭터를 친구들과 교환하거나 캐릭

터로 배틀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Figure2. 령,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탐색기능을 활성화하면 마커가 없을 시 희귀도가 낮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마커가 있을 

시 희귀도가 높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해당 캐릭터를 포획하거나 해방시켜줄 수 있으며, 

포획된 캐릭터는 육성을 할 수 있다. 캐릭터는 각각의 2D 일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러

한 일러스트를 모을 수 있는 도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포획한 캐릭터는 교환을 할 수 있

으며, 육성을 하여 대전을 할 수 있다. 희귀 캐릭터 확보, 특정 캐릭터 일정 수 이상 확보, 

대전점수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면 제휴물품을 받거나 일반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캐릭터를 제공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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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Social Network Game(이하 SNG)들이 부각 받고 있다. SNG는 사람들 사이

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하나의 Game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

을 통해 SNG는 언제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SNG에 다양한 시도

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써 Augmented Reality(이하 AR)을 도입시켜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게임성을 증대하여 좀 더 재미있는 SNG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AR이 SNG

에 결합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마

커와 GPS를 이용한 장소에 따른 차별을 두어 지역홍보와 제휴업체에 대한 광고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사회적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스

마트폰 가입자와 보급률 전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그 보급률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폰 운영체제 중 Android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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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범용성은 인정받고 있다. 

 

 

 

최근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다함께 차차차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SNG가 대

중게임으로 인식된 적이 있다. 위 게임들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경쟁구도를 펼치는 SN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비슷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성공한 모바일 기반 SNG 사례 특징 

아이러브카페, 룰더스카이, 타이니팜 소셜 기반 경영, 육성 게임 

애니팡 카카오톡 연동. 랭킹을 통한 경쟁구조. 

단순한 퀴즈게임. 대중성 

드래곤 플라이트 액션성 추가. 강화시스템을 통한 수집욕구 

다함께 차차차 액션성 강화. 그래픽 요소 강화 

확산성 밀리언 아서 Social Network 강화.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

였으며, 최근 한국에 정발. 매니아층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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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적 배경 

 

 

AR은 2008년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2010~2012년까지 앞으로 유망한 10대 혁신기

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AR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

구를 충족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GPS와 결합한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R은 기본적으로 영상 처리 기술이 중점이며, 마크의 유무에 따라 Markness/Markless

로 나눠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Markness AR이다. 마커 검출 기술과 3D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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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로 mixare, AndAR, Vuforia가 있다. 현

재 가장 안정적으로 마크를 인식하며, 자연스러운 3D모델링과 3D 게임 캐릭터 모델링 프

로그램인 Unity를 통한 교차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퀄컴사의 Vuforia를 채택하였다. 

 

3D 캐릭터 모델링은 개발도구로써 3D Max와 Maya가 있다. 3D Max는 메쉬와 폴리곤이

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각이 심하고, 렌더링이 Maya에 비해 부족하지만, 

시스템 부하가 적게 들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Maya는 넘스방식으로 캐릭터가 좀 더 자연스러우며, 특수영상처리를 하기 위한 개

발도구이기 때문에 랜더링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사양의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BOX같은 콘솔게임에서 주로 사용된다. 

 

<3D Max를 통해 개발한 캐릭터> 

 

<Maya를 통해 개발한 캐릭터> 

 

GPS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개발이 되어왔으며, Android는 구글 API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API를 통한 GPS관련 API를 활용할 수 있다. 추후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마

커가 있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로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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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장 현황 조사 

1. 인비지몬(AR + Game) 

 

출시 : 2010년) 

플랫폼 : PSP(SONY) 

특징 : 게임기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게임에서 지원하는 트랩을 인식하여 캐릭터

를 팝업 시키킨다. 

 

 

 

 

◄ 트랩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마커와 같은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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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에 부착한 카메라로  

트랩을 인식하면  

 

 

 

 

마커위에 몬스터가 ▶ 

나타난다            

 

 

 

 

 

 

 

 

   ▲몬스터간의 대전이 가능하다 

문제점 : psp라는 기기는 휴대용 게임기로 주 타겟 자체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소수 

매니아 층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보급률이 높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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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버터플라이(AR+SNG) 

 

개발국가 : 일본 

플랫폼 : IOS(iPhone) 

특징 : 증강현실과 모션 센서, 위치정보, 쿠폰을 결합한 마케팅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흔들어 쿠폰정보를 포함한 나비를 채집, 선물 할 수도 있도록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크루폰 코리아와 함께 공동프로모

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카메라를 통해 주변에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볼 수 있다. 

 

                        

                                  

 

 

◀수집한 나비들을 열람 할 수 있는 

도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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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들과의 제휴로 쿠폰으로 사용 가능한 나비들도 존재한다. 

 

 

◀트위터에서 나비가 나는 

지역, 시간정보를 제공하며 

월말에는 랭킹을 발표하기

도 한다 

 

     

3. 아이벅스(AR+S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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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 : 한국 

플랫폼 : iOS, Android 

특징 : AR, 위치정보, 소셜, 곤충채집, 쿠폰, 광고를 연계한 서비스 

상세설명 : 

 

▲내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곤충이 분포된 지역을 탐색하여 증강현실 속에 

날아다니는 다양한 곤충을 잡아보는 놀이적인 요소 

 

▲ 잡은 곤충은 채집함에 보관되는데, ‘곤충정보’ 메뉴를 통해 곤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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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 

 

▲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 사람들과 이웃을 맺어 곤충선물, 글쓰기, 꼬

리표 달기 등을 할 수 있는 소셜적인 요소(잡은 곤충에 꼬리말을 

달아 날려보내거나 ‘이웃’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음. 꼬리말을 달아 놓아준 곤충은 그 장소에 떠다니게 됨. 다

른 사용자들이 잡으면 남겨진 꼬리말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꼬리

말도 덧붙여서 다시 놓아 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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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은 일부 곤충은 쿠폰으로 보관해 주변 상점, 온라인 상에서 

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사용자들은 주변에 떠다니는 곤

충을 채집하면서 포인트를 모으고,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각종 채집도구 등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음) 

 

이벤트적인 요소들 

1. 모바일 주유 쿠폰 이벤트 (시즌 1, 2011년 3월 달에 시행) 

아이벅스 공급을 위해 SK M&C(마케팅 앤 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특정 곤충에 

모바일 주유 쿠폰을 넣어 강남역 및 청계천 일대에 뿌리는 이벤트. 해당 이벤트

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남과 천계천 일대에서 앱을 실행해 ‘C’라

는 태그가 달려있는 곤충을 잡을 경우, 모바일 주유쿠폰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

이다. 

2. 만원의 행복 쿠폰 이벤트 (시즌 1, 2011년 3월 달에 시행) 

SK M&C에서 진행한 이벤트. 2만 7천원 상당 제품을 1만원에 살 수 있는 쿠폰

을 판매하였다. 

 

4. 아이엔젤(AR+SNG) 

개발국가 : 한국 

플랫폼 : iOS 

특징 :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임 

- 12간지를 기본으로 한 동물 컨셉트의 미소녀 천사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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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세상의 실제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공간 상에서 주인끼리 

보내는 엽서를 배달해주는 메신저 

- 신개념 3D 커뮤니케이션 어드벤처. 천사를 매개체로 다른 유저들과 만나고 

천사 및 주인과의 이야기를 같이 전개함. 천사에게 옷과 액세서리를 입히

고 다른 유저에게 선물도 줌 

- 핸드폰 사용자가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면서 경험치를 획득하고, 휴대폰 카

메라 속에 있다가 사진도 같이 찍음. 

상세설명 : 

 

▲  12간지의 동물에 해당하는 개성이 살아있는 아이엔젤의 천사들이다. 실제 

육성되는 천사의 성격도 어느 정도 해당 동물의 성격과 흡사하다. 예를 들

어, 양 천사는 얌전하고 조용하며 호랑이 천사는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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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하트(퀘스트 또는 엽서를 주고 받을 때 얻을 수 있다), 또는 캐시

를 이용하여 의상과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의

상을 가지고 자신의 천사를 개성 있게 꾸며줄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만 제공되는 의상도 있어 수집욕을 자극한다. 

 

▲ 대부분의 플레이는 엽서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다.불특정 인원에게 엽서

를 보낼 수도 있고 주변에 흩어져있는 엽서를 읽을 수도 있다. 이 엽서 시

스템은 아이엔젤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천사의 육성에 필요

한 보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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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소비하여 간단한 미니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 천사의 상태와 속성을 볼 수 있는 창과 다양한 뱃지를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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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메라 속의 화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포즈를 연출할 수 있다. 화면을 터치하고 

있으면 천사가 손가락을 바라보고 천사를 터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다양한 

동작을 감상할 수 있다. 

 

 

5. 포켓몬 AR 서쳐(AR+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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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 : 일본(한국 정식 출시 : 2012년 11월 8일) 

플랫폼 : 닌텐도 3DS 

특징 :  

- 닌텐도 3DS의 전면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레이 

- 롬 카트리지를 꽂아서 즐길 수 있는 포켓몬스터 블랙2/화이트2와 다르게 

닌텐도 e-shop을 통해 구입하여 해당기기에서만 플레이 가능 

- 포켓몬스터 블랙2/ 화이트2와의 연동이 가능 

- 메인 스토리: 포켓몬스터 블랙2/화이트2에 등장하지 않은 잇슈, 지방 전설

의 포켓몬들인 토루네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 영수폼을 모두 포획하는 것 

상세설명 :  

포켓몬 AR서처 진행 흐름 

 

▲ 조사에 필요한 꿈구름 수를 확인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꿈구름의 개수

가 적다면 꿈구름을 늘려야 한다. 늘리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 (1) 

닌텐도 3DS의 코인 5개를 사용하여 단번에 최대치까지 늘리기, (2) 실

제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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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한 포켓몬이 6마리로 가득찬 상태에서는 아이템 수에 상관없이 탐

색을 할 수 없으므로 ‘닌텐도 3DS 링크’를 통해 포켓몬스터 블랙2/화

이트2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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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수와 아이템 수에 이상이 없다면 탐색 시에는 꿈구슬을 이용하

거나 이용하지 않고 파츠를 선택할 수 있다. 파츠를 통해 꿈구슬, 포켓

몬,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특정한 파츠에는 특별한 포켓몬이 등장한

다. 일반적으로 파츠 사용에 꿈구슬이 필요없는 노멀 파츠로 탐색을 많

이 한다. 

 

▲ 본격적인 탐색을 통해 꿈구슬과 아이템을 얻고 포켓몬을 포획한다. 일

반 꿈구름(분홍색)을 쏘면 꿈구슬이 동장하며 이 꿈구슬을 쏘면 꿈구슬

을 입수할 수 있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에 

쏘아야 한다. 반짝이는 구름을 쏘면 꿈구슬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

름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출현, 꿈구름이 사라지고 화면이 바뀌면서 

캡처 모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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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을 캡쳐하게 되면 포켓몬이 직접 등장하거나 

포켓몬이 떨어뜨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포켓몬

인지 아이템인지는 캡쳐를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꿈구름을 쏘았다면 탐색이 종료된다. 탐색의 결과에 따라 파츠의 

추가나 특별한 포켓몬을 출현시키는 파츠 등장에 관한 도움말 등을 들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장면처럼 미라클파츠 시리즈가 추가되었

다는 말이 나오면 미라클파츠를 사용해서 본 게임의 목적인 특별한 포

켓몬들(토루네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 포획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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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구슬을 많이 모아 등장한 랜드로스 영수폼을 포획하게 되면 엔딩이 

나온다. 그리고 타이틀 메뉴에 ‘만든 사람들’과 ‘플레이 기록’ 항목이 

추가되며, 드림월드 특성을 가진 전설의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는 특전

이 주어진다. 

 

6. DaCoup(AR+Game) 

개발국가 : 한국 

플랫폼 : Android 

특징 :소셜 커머스와 비슷함. 

문제점 : 쿠폰을 제공해 줄 업체가 1개 밖에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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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쿱은 증강현실로 보이는 3D쿠폰을 이야기한다. ‘다만의 다쿱잡기’를 

선택하면 ‘다쿱 하나잡기’ 또는 ‘다쿱 여러 개잡기’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두의 다쿱잡기’를 선택하면 현재 자리에서 바로 다쿱을 잡을 수 있

다. 또한 ‘다쿱창고’에는 현재까지 잡은 쿠폰을 볼 수 있다.  

 

▲ 다쿱은 자신의 주변에 아무렇게나 뿌려지는데, 지도로 다쿱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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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다쿱에게 10미터 이내로 가까지 접근해서 카메라를 켜

면 다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망다니는 타쿱(씨앗)을 5번 터치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다쿱을 잡는데 소모한 칼로리, 

이동거리, 소요시간, 이동속도를 나타내는 화면이 나타난다. 

 

7. 버블타임(AR+Game) 

개발국가 : 한국 (2011년 3월 17일 출시) 

플랫폼 : iOS 

특징 : 

- 소셜 커머스와 비슷함. 

- 스마트폰 이용도가 높은 20~30대 시청자를 겨냥한 모바일 결합 미디어 마

케팅 

- 일본 광고업체 덴츠가 선보인 ‘아이버터플라이(ibutterfly)와 비슷한 컨셉 

상세설명 :  

 

▲ tvN, OCN등 CJ의 16개 채널을 시청하다가 앱을 실행하여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어 나타난 ‘버블’을 잡으면 각종 선물 쿠폰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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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필요성 

AR+SNG는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AR+SNG는 쿠폰을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게임성은 부족한 면을 보였다. 게임성이 부족

한 게임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AR과 내부적 게임 요소를 통해 흥미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NG의 성공요소는 경쟁구조와 협력구조에서 비롯된다. 경쟁구조는 랭킹시스템의 도

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랭킹시스템은 이미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의 

게임에서 성공요소로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협력구조는 협력을 통해 얻는 보

상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서 무찌를 수 없는 캐릭터는 친구를 통해 해

결한다던가, 특정 캐릭터를 빌려주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AR+SNG에서 게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에 존

재하는 육성 SNG에 AR요소를 추가하여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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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AR을 통해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SNG를 개발한다. 이

를 통해 우리는 AR을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분석하고, 구현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최근 유

행하고 있는 SNG를 분석해봄으로써 트렌드에 맞는 SNG를 개발한다. 최종적으로 SNG에 AR

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ARSNG를 연구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다. 

 

2.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을 AR, Game, SNG로 나눌 수 있다. 

  

2.2.1  AR 

1. 마커 인식 

탐색을 시작하면, 카메라를 통해 마커를 탐색한다. Vuforia서버로부터 마커의 유무를 판단한

다. 마커의 유무에 따라 등장하는 캐릭터가 다르다. 

 

2. 캐릭터 등장 

캐릭터가 정해지면 해당 캐릭터가 유령처럼 등장한다. 등장한 캐릭터는 유저가 판단하여 전

투/도망을 할 수 있으며, 전투 이후 승리하였을 시 포획하거나 풀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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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Game 

1. 프로필 창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창으로 사용자의 레벨, 프로필사진(자신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원

하는 사진 사용가능), 대표캐릭터, 사용자간 대전 전적 등을 보여준다. 남김말을 통해 상태메

세지를 적을 수도 있다. 

 

2. 캐릭터 수집 

캐릭터는 수집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캐릭터는 최초 어

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 하였을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캐릭터를 한 개 제공한다. 

 유저는 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탐색 및 전투를 통해 획득 할 수 있

다. 수집 가능한 캐릭터는 GPS를 이용해 사용자 위치에 따른 지역별 캐릭터를 제공한다. 희귀

도가 낮은 캐릭터들은 별도의 마커인식 없이 해당 지역에 맞는 캐릭터가 화면에 출연하며 희

귀도가 높은 캐릭터는 특정 마커를 인식해야만 나타난다. 수집하여 보유할 수 있는 캐릭터는 

한정되어 있으며 유저의 레벨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슬롯이 제공되어 더 많은 캐릭터를 수집 

및 보유 할 수 있다. 

보유공간이 부족하지만 당장 다른 캐릭터를 수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놓아줄 수 도 있다. 

 

3. 캐릭터 육성 

캐릭터 육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탐색으로 발견한 몬스터를 포획하기 위한 전

투를 통한 성장과 획득한 몬스터를 보관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경험치

에 의한 성장이 있으며 성장 폭은 전투에 의한 것이 더 크다. 플레이어는 육성으로 얻은 포인

트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 시킬 수 있으며 일정 횟수의 성장을 한 몬스터는 

상위종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4. 캐릭터 도감 

 식물도감 등과 같이 캐릭터들을 종류별로 열람 할 수 있는 도감으로 최초 모두 공란으로 되

어있으며 캐릭터를 수집함에 따라 점차 채워지게 된다. 도감 내에서 캐릭터의 이름, 속성, 능

력치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탐색과는 다르게 2D일러스트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감

수집은 단순한 데이터의 축적만이 아니라 특정 조건 달성((ex)1단계 몬스터 모두 수집)시 난이

도에 따른 보상을 제공 함으로써 더욱 몰입도를 높여준다. 

 

 

2.2.3  SNG 

게임의 주 content인 몬스터 수집 및 전투는 거의 유저 혼자 진행하지만 타 유저들과 교류

가능한 content로 캐릭터 trade와 친구목록 관리 및 방문, 대전을 제공한다. 

 

1. 친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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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불러오며 목록에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는 카카오톡 상의 

이름이, 게임 내 아이디로 추가한 친구는 게임 내 아이디로 표시된다. 목록에서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면 그 사용자의 profile창이 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2. 트레이드 

기본적으로 수집 가능한 캐릭터는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서 얻을 수 

없는 캐릭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 유저와의 trade를 제공한다. 거래를 하려는 두 유저가 

항상 동시에 접속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시간 trade방식이 아니라 거래를 원하는 유저가 

먼저 상대에게 거래 할 품목을 보내면 받은 사람은 품목을 확인 후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보

낸다. 그럼 최초 거래 신청을 하였던 유저는 그 대가를 확인하여 거래 조건에 맞으면 수락을 

하여 거래가 완료가 되고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을 하게 되면 거래가 취소된다. 단 거래 신청

상태는 일정 시간만 서버에 저장되어 유지되며 그 후에는 자동 취소되어 품목이 원래 사용자

에게 반환된다. 

 

3. 캐릭터 대전 

일반 탐색으로 발견한 캐릭터를 포획하는 대전과 별개로 다른 사용자와의 대전을 제공한다. 

이 대전은 결과가 서버에 기록되며 플레이어 프로필 창에 몇승 몇패 형식으로 전적이 기록된

다. 일정 승수 이상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대전방식은 턴제 가위바위보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캐릭터의 스탯이 더 높은 쪽이 우세하도록 하되 매 턴 가위바위보에 따른 결과

로 약한 쪽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약간의 운적 요소를 제공한다.(약한 캐릭터가 강한 

캐릭터를 이길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위바위보 상성에서 상대보다 더 여러 번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확률은 많이 희박하다.)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비고 

캐릭터  탐색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을 스캔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AR 

 마커인식 
특정 마커를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화면에 나타낸다 
AR 

  캐릭터 등장 
등장하는 캐릭터가 정해졌을 시, 해당 

캐릭터를 화면에 그려준다. 
AR 

도감  일러스트 수집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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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치 수집한 캐릭터의 능력치를 보여준다 Game 

 훈장 
수집 도전과제 달성에 따른 메달을 

부여한다. 
Game 

친구목록 목록 접속상태 및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준다. SNG 

 상태메세지 
타 사용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다.(ex)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SNG 

 방명록 유저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SNG 

거래 검색 아이디를 입력하여 거래대상을 찾는다 SNG 

 신청 
거래 품목을 상대에게 보내 거래신청을 

한다. 
SNG 

 수락 거래를 완료한다. SNG 

대전 목록 대전 가능한 상대의 목록을 보여준다 SNG 

 갱신 
대전 가능한 상대목록을 

갱신한다(새로운 상대들을 보여줌) 
SNG 

 신청 대전을 신청한다 SNG 

 저장 대전결과가 서버에 저장된다.(자동저장) S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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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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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Use Case 

 

Use-Case 클라이언트용 로그인 모듈 

개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사용자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DB와 불일치 오류] 

3. 로그인 성공한 경우 서버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

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탐색 모듈 

개요 사용자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고 주변 마커위치를 받아온다. 

사전조건 마커들의 위치정보가 서버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주변 마커들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사용자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주변 마커들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는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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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ase 도감 목록 모듈 

개요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사용자의 캐릭터 수집 현황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사용자의 도감 목록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연결된 도감목

록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수집 모듈 

개요 사용자가 스캔한 마커의 정보, 혹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그

에 해당하는 몬스터를 출력한다. 

사전조건 특정마커 혹은 지역에 해당하는 몬스터의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사용자가 보낸 정보에 해당하는 몬스터를 출력한다. 

기본사건 흐름 1. 스캔한 마커의 정보, 혹은 스캔을 시도한 사용자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해당 마커, 위치에 해당하는 몬

스터를 출력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트레이드 모듈1 

개요 사용자가 특정 대상에게 거래 요청을 보내는 동시에 서버에 그 내용을 

임시로 저장한다. 

사전조건 거래 요청, 수락자의 아이디가 서버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거래 요청을 받은 사용자가 거래를 확인, 혹은 시간 초과로 거래가 취

소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거래 요청 대상에게 거래 품목을 보낸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서버에 발신인, 수신인, 품목 정보를 저장한다.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거래 요청을 받은 사용자(수신

인)에게 push알림을 보낸다 

4. 수신인이 거래 품목을 확인한다. 

4a  [대체사건 2: 거래요청 미 확인]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수신인이 거래요청을 확인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거래 취소되며 

서버에 저장되었던 내용은 소멸한다. 

 

Use-Case 트레이드 모듈2 

개요 사용자가 수신한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대가를 발신한다. 

사전조건 거래 요청, 수락자의 아이디가 서버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최초 거래 요청을 한 사용자가 수신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수락하여 서

버에 저장된 품목을 받는다. 혹은 거래를 거절하여 거래가 취소된다. 

기본사건 흐름 1. 수신한 거래 요청에 대해 품목을 추가하여 답신을 보낸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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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에 발신인, 수신인, 품목 정보를 저장한다.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거래 요청을 받은 사용자에게

(최초 발신인) push알림을 보낸다. 

4. 거래 품목을 확인하고 거래를 수락, 거절한다. 

4a  [대체사건 2: 거래요청 미 확인] 

5.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품목들을 받는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거래가 취소되어 서버에 저장된 거래품목을 돌려받는다.. 

 

Use-Case 메시지 남기기 모듈 

개요 사용자 아이디와 수신인 아이디, 메시지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

는 수신인에게 아이디와 메시지를 저장한다. 

사전조건 수신인의 아이디가 발신인의 친구목록에 저장되어 있다. 

종료조건 수신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기본사건 흐름 1. 발신인, 수신인 아이디와 메시지 내용을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발신인 아이디와 메시지 내용을 

수신인에게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친구목록 모듈 

개요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친구목록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사용자의 친구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친구목록을 받아 올바르게 출력한다. 

기본사건 흐름 1. 친구목록 버튼을 누른다 

2.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사용자의 친구목록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배틀 모듈 

개요 사용자가 친구를 선택하고 배틀을 시작한다. 

사전조건 사용자의 친구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사용자와 선택된 친구가 배틀모드로 진입한다. 

기본사건 흐름 1. 배틀하기 버튼을 누른다 

2. 사용자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사용자의 친구목록을 전송한다. 

4. 사용자가 선택한 친구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5.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선택된 친구의 대표 캐릭터 

status를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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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엔터테인먼트 요소 

게임의 일차적 목표인, 재미를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캐릭터 육성 

- 지역과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 

- 캐릭터 수집 

- 증강현실 

 

2. 소셜라이징 

친구와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게임의 활성화를 

돕는다. 

 

3. 제휴가능성으로 인한 사업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위치에 따라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 특색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과

의 제휴를 맺는다. 제휴사업체의 사업적 특성과 맞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함으로써 캐릭터 

등장의 타당성과 함께 희소성을 높일 수 있다. 

 

4. 지역 활성화 

지역마다 다른 캐릭터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한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환경 

3.1.1  개발환경 

개발환경 및 개발도구 비고 

운영체제 Windows 7 개발 플랫폼 

Android 실행 플랫폼 

컴파일러 Eclipse for Android  

Cygwin for gcc & NDK-Build Vuforia C++ 네이티브 컴파일 

SDK Android SDK Java Android 개발도구 

Vuforia SDK Java / C++ AR 개발도구 

Library OpenGL AR 영상처리 

Google API GPS 

3D Modeling 3D Max 캐릭터 3D 모델링 

Maya 캐릭터 3D 모델링 

Unity Vuforia 교차개발환경 지원 

안드로이드 휴대폰 Galaxy S Ver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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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3 Ver 4.0.2 

 

현재 위에 설명된 모든 개발환경을 갖춘 Windows 7 노트북이 2대 존재한다. 각 노트북

에는 Eclipse for Android가 설치되어 Android 개발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Vuforia 

SDK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SDK의 C++소스코드를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도록 컴파일 하

기 위해서는 Cygwin의 gcc와 NDK-Build를 필요로 하며 Eclipse와 교차개발환경을 통해 

Vuforia의 마커 검출, AR 영상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OpenGL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ndroid는 OpenGL ES를 공식 3D 그래픽 API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Android가 설치된 휴대폰에서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다. 추가적

으로 Android는 Google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GPS또한 구현할 수 있다. 3D Modeling은 

3D Max와 Maya에서 개발하여 Unity를 통해 Vuforia와 병합할 계획이다. 실험용 안드로이

드 휴대폰으로는 Galaxy S, Galaxy S3가 사용가능하다. 

 

 

 

Vuforia는 텍스쳐파일을 Java에서 불러오며, 그 외의 영상처리는 C++의 OpenGL을 통

해서 구현한다. 특히 마커 인식은 Vuforia의 전용 서버를 통해 이미지를 등록만 해주면 서

버에서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비교해서 결과값을 전송해주므로 좀 더 정확한 마커인식이 

가능하다. 

 

 

게임 개발엔진으로는 Unity3D를 사용한다. Unity3D는 Vuforia와의 교차개발환경을 제공

하고 3D Max, Maya 등으로 개발한 오브젝트를 Unity에서 로딩 및 사용이 가능하다. 

 

3.1.2 실행환경 

실행환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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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Android Froyo(ver 2.2) 이상 

Library OpenGL AR 영상처리 

Google API GPS 

 

Vuforia는 Android Froyo(ver 2.2)이상에서 작동한다. 또한 OpenGL과 Google API는 

Androi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므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3.1.3  서버환경  

서버환경 비고 

운영체제 Ubuntu Server  

DB MySQL 회원정보관리 

컴파일러 Eclipse for Java Oracle JDK 7 

 

현재 Ubuntu Server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GUI개발환경은 준비되어 있다. 

Eclipse와 Oracle JDK 7이 설치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

밍을 구현하여 진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서버는 회원정보를 관리하며, 메시지 전송을 할 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중계하며, 

사용자의 탐색 결과정보, 트레이드 결과정보를 관리하며, 랭킹정보를 처리한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GPS 정확도 

안드로이드에서 GPS 오차 범위는 각 GPS 엔진과 모듈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

로 무조건 +25M~0M 정도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오차 범위를 보여줘야한다. 오차범위

는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GPS 엔진에서 계산이 되고 그 결과값을 보여준다. 

이는 안드로이드 API에서 확인가능하다. 

 

오차범위를 줄이는 방법은 GPS 엔진 내에 포함이 되어있다. 하지만 기본엔진보다 더 

좋은 엔진을 쓰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특정 지역에서만 쓰고 그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엔

진이 특정한 비율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한 추가 알고리즘을 더해서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힘들다. 

 

3.2.2  고정IP 부재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유동IP를 통하여 통신을 하게 된다. 서버를 구축

하고 유저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IP가 고정 IP여야 한다. 하지만 고정 IP의 경우 

일반 유저가 쉽게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따라 추후에 고정 I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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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예정이다. 

 

3.2.3  캐릭터 개수 

본 게임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하면 등장할 수록 게임에 대한 흥미도

가 증가한다. 이 역시 프로젝트 기간 중에 최대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

도 소비자의 욕구에는 못 미칠 것이다. 우리는 몇 개의 캐릭터를 토대로 현재 프로젝트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차후에 캐릭터의 개수를 늘려 게임이라는 영역에서의 흥미요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3.2.4  Unity 라이선스 

Unity는 기본적으로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

들은 Unity Pro를 사용해야 한다. Unity Pro는 Unity 3D Korea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

격은 1,650,000원이다. 이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3.2.5  다양한 플랫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은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삼성, LG, RIM등 여러 회사

에서 다양한 기종의 모델이 안드로이드를 탑제해서 나온다. 이렇게 사용자의 플랫폼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플랫폼에서 최대한 잘 동작하게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추후에 구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기종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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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광선 

- 주요 기술 분석 

- 게임 기획 

- 캐릭터 지도(캐릭터가 주로 산출하는 곳에 대핚 정보들) 

- 캐릭터 배틀 

김선욱 

- 3D 캐릭터 모델링 

- 게임 기획 

- 캐릭터 도감(가지고 있는 캐릭터 상태 status 보기, 다른 캐릭터들) 

김  솔 
- AR 구현 

- 캐릭터 수집(마커인식,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불러오기, 저장, 놔주기) 

민혜성 

- 서버 구축 및 관리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 SN 기능(친구목록, 친구방문, 캐릭터 트레이드, 랭킹 등) 

윤지혜 
- 3D 캐릭터 모델링 

-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담당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요구사항 분석 5 

주요 기술 연구 15 

개발 환경 구축 (DB, 서버) 15 

개발 환경 구축 (클라이언트, AR) 5 

AR 구현(Vuforia, Unity) 20 

캐릭터 모델링 25 

캐릭터 수집 기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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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도감 10 

캐릭터 지도 15 

SN 기능 25 

캐릭터 대전 25 

합 185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회의        

IT 동향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서버 및 DB 설계        

AR(Vuforia) 설계        

클라이언트 설계        

구현 

AR 구현        

캐릭터 포획(+배틀)        

캐릭터 수집 기능        

캐릭터 도감        

캐릭터 지도        

SN 기능        

캐릭터 대젂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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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3-03-14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3-09 2013-03-20 

1 차 중간 보고 

Game 적 요소(AR 구현, 캐릭터 포획, 수집구현, 

레이아웃 설계 및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21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SNG 적 요소(도감, 지도, SN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4-05 2013-05-02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료 사양표 

2. 최종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5-03 2013-05-2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결과표 

2. 현실적 제한요소 

2013-05-23 2013-05-25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결과물 

3. 발표자료 

2013-05-26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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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광선 

주요 기술 분석 ~ 2013-02-15 10 

캐릭터 지도(캐릭터가 주로 산출하는 

곳에 대핚 정보들) 
2013-03-15 2013-04-04 10 

캐릭터 배틀 2013-04-04 2013-05-20 20 

김선욱 

3D 캐릭터 모델링 2013-02-15 2013-05-05 15 

게임 기획 ~ 2013-02-15 10 

캐릭터 도감(가지고 있는 캐릭터 

상태 status 보기, 다른 캐릭터들) 
2013-02-15 2013-04-04 15 

김  솔 

AR 구현 2013-02-15 2013-03-15 20 

캐릭터 수집(마커인식,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불러오기, 

저장, 놔주기) 

2013-03-16 2013-05-25 20 

민혜성 

서버 구축 및 관리 ~ 2013-02-15 10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2013-02-16 2013-03-03 5 

SN 기능(친구목록, 친구방문, 캐릭터 

트레이드, 랭킹 등) 
2013-03-04 2013-05-05 25 

윤지혜 
3D 캐릭터 모델링 2013-02-15 2013-03-15 15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담당 2013-03-16 2013-05-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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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Options 

개발용 PC 4 대 Samsung ~ 2013-05-28  

개발용 모바일 2 대  Samsung ~ 2013-05-28 Galaxy S, Galaxy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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