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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용자가 모바일 위치기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현실 
이미지와 과거 이미지를 중첩시켜 생성하는 합성 이미지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위치기반 증강현실 기술로 합성된 이
미지는 가상의 과거 이미지를 현재 포착하고 있는 이미지에 공간적 유사성으로 중첩시킨 결과이다. 현재와 과거의 
두 상이한 시간 서사가 동일 공간에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합성 이미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 증강현
실 기술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층 서사 기록 주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개입 과정을 분석하였
다. 또한 유사 연구 결과와의 비교로 이미지 중첩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사용자의 개입이 합성 이미
지 결과물에 다층 서사를 부여하는 핵심임을 발견하였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다층 서사 
기반의 합성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여 향후 모바일 위치 기반 서비스나 문화 콘텐츠 활용 서비스로 활용 가능하다. 

주제어 : 증강현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합성 이미지, 위치 태그, 문화 기술

Abstract  The study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composite images created when users capture present images 
over past images tagged location data in using the mobil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e composite image 
through the location-base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s the result of matching the same location data 
between present images users are capturing and past images captured already. It is the new composite images 
that contain two different narratives-current and past in the same space and in real-time. We developed the 
mobile application implemente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analysed the process that users create 
multi-layered narrative in the middle of capturing present image through augmented reality module.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similar studies and applications of the augmented reality, we found that the key 
to give the multi-narrative in the composite images is the user's participation to put its personal intentions in 
real-time capturing process. In further development, we'll be able to utilize the application in order that users 
easily create multi-layered narrative composite image using cultural and person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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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39년 랑스의 다게르가 일종의 바늘구멍 사진기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개량해 만든 다게 오타입을 발표한 

이래[1], 사진술은 학, 물리, 화학 등 자연 과학의 진보

와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술 확산이라는 측면으로 

발 해왔다. 자연 사물에 한 이미지를 포착하고 기록

하여 보 하고 확산시키는 사진술은 재에 와서 시간과 

공간의 확장 도구로까지 주목 받기에 이른다. 이질 인 

이미지들 간의 첩/ 합성을 통해 시공간  한계를 극복

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  노

출로 정지된 사물에 운동감을 부여하거나 두 개의 즈

를 통해 생성된 두 장의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인식

하여 입체감을 부여하는 스테 오 카메라의 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장 촬 의 즉시성과 사물이 치한 공간, 

역사, 문화  정보가 담긴 사진 이미지의 서사와 내포된 

가치를 첩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증

강 실(Augmented Reality) 기술은 이러한 다층  서사

를 치기반에서 기록하는 식의 높은 수 의 합성 이미

지 생성 과정을 사용자의 직 인 단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에서 동작 가능

한 모바일 애 리 이션의 형태로 구 되는 식이다. 

연구를 해 개발한 스마트폰 모바일 애 리 이션 

<타임리맵퍼(Time reMAPPer>는 치기반 모바일 증

강 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촬 된 

과거 사진 이미지에 치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서 실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첩시켜 

합성 이미지를 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의 

합성 의도는 증강 실로 구 된 과거 이미지가 재 이

미지 에 첩될 때, 임 내에서 재의 서사를 만드

는 것으로 합성 이미지에 반 된다. 이러한 합성 과정에

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용자가 재의 서사를 캡처하

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증강 실 기술을 통해 첩되는 

과거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과거의 서사가 실시간으로 

겹쳐진다는 이다. 특정의 공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 축이 겹쳐지면서 통 인 사진 

이미지의 한계 던 실의 기록과 서사의 장벽이 허물어

지는 것이다. 이는 증강 실 기술이 공간 속 피사체의 유

사성을 기반으로 재와 과거 시간의 서사를 겹쳐 놓았

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용자는 과거와 재 이미지가 합

성되어 새로운 서사를 완성하는 의미의 합성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 결과물은 일반 인 사진 정지 이미지가 피

사체를 재라는 시간 축을 심으로 촬 자의 의사를 

기록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거 이미지가 첩

되어 재 이미지를 캡처하는 방식의 합성 이미지는 목

도하고 있는 장의 서사와 그 곳의 특정 피사체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과거의 서사가 병합되어 재라고 하는 

시간을 재해석하는 의미의 새로운 서사를 부여할 수 있

는 가치를 획득한다.

본 논문은 사진술의 발  과정에서 증강 실 기술을 

통해 다층 서사가 합성되는 방식의 새로운 합성 이미지

의 의미를 고찰하 다. 한 동일 치 정보와 객체 간 

이미지의 병합으로 새로운 서사를 생성하는 방식과 실시

간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참여와 개입의 의

미에 집 하 다. 이를 해, 스마트폰에서 증강 실 기

반 합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을 개발

하고, 용 사례를 통해 다층 서사가 존재하는 새로운 형

태의 합성 이미지의 의미와 활용에 해 분석하 다.

2. 사진술과 합성이미지

2.1 한 장의 사진 두 개의 시간: 다층 서사 기록

인간은 태 부터 이미지의 획득과 모사에 열정 으로 

매달려왔다. 특히 이미지의 묘사와 생성 측면은 사물의 

복제가 아닌 창조 역까지 확 되어, 더 이상 사진술은 

있는 그 로의 ‘상의 포착’, 기억을 한 ‘상의 기록과 보

/ 정착’, 이미지의 달과 확산을 한 ‘상의 복제’ 등 

사진의 주요 기능에 제약받지 않게 되었다. 사물에 한 

서사의 이상 인 재 을 목 으로 하는 기 사진가들은 

차 가능한 한 회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결정

인 기회를 모색했고, 1800년  반부터 포토몽타주의 

 단계인 혼합인화가 시도되었다. 1857년 오스카 일

랜더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는 사진에서 30개의 네

거티 로 만든 몽타주를 선보 다.[2] 여러 장면을 연출

하여 각각의 장면을 따로 고, 한 사진에 구성해 넣는 

방식의 합성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여 히 이

미지의 합성은 사진가- 술가의 도덕률과 주제 의식의 

표 이라는 임에 갇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상 이미지의 시간성을 이미지 합성의 주제로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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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서사성의 기록이 다 의 이미지들 간에 상호 공

유하는 동일 장소의 객  데이터에 의해 조합되고 정

렬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한 장의 사진 이미지에 두 개의 시간을 포함하는 방식

의 합성 이미지에 해서는 지 껏 기록을 목 으로 하

는 사진 촬 자의 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의 창작자

로서의, 분명한 사  표  의도와 합성을 통한 메시지 

달이 심이었다. 하지만 포착되는 이미지에 포함되는 

피사체나 배경이 군가가 이미 과거에 완성시킨 명백한 

서사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를 흐르고 있는 

실 이미지의 포착은 새로운 서사나 가치를 덧붙인 것

이다. 특히 증강 실 기술을 통한 합성 이미지는 촬 자

가 특정의 피사체와 배경이 내포하고 있는 서사를 과거 

이미지의 형태로 보여주고 첩시켜 그 에 촬 자가 

목도하는 실의 새로운 서사를 직 으로 만들어낸다

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특정의 치 정보를 기

반으로 장소의 정보를 이미지에 겹쳐보여주거나 사용자

가 근할 수 없는 객체의 이면을 가상의 이미지로 투

하듯 보여주는 이미지의 부가 정보 제공과는 차이가 있

다. 증강 실 기술 기반 합성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 정

보에 이미지 창작자로부터 추가되는 서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현장성을 포함한 역사쓰기 : 참여의 합성

이질 인 서사와 시간이 합쳐진 합성 이미지는 이미

지를 포착하는 주체의 장성이 생성하는, 목도하고 있

는 사물을 붙잡아두는 매개로서의 서사와 사물 자체가 

공간에 새겨놓은 상징  역사성이 동시에 내포하는 서사

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그 결과물은 사용 주체의 극  

참여 욕구에 의해 심리 , 감성  서사의 완결을 이루고, 

시간  이질감을 극복한 개인 역사 쓰기의 결과로 한 장

의 합성 이미지-사진으로 드러난다. 이미 존재하는 동일 

장소에서의 피사체와 그 에 겹쳐져서 지나가는 재 

이미지 사이에는 피사체가 내포한 상징성과 역사성의 틀 

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합성의 주체자는 부유하는 재의 시간과 과거

의 역사성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부여-역사쓰기의 장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가상 실이 사용자에게 완벽

하게 인 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증강 실은 

사용자가 화면에 삽입된 가상 객체를 실제 세계와 혼합

하여 증강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감을 

향상시킨다. 즉, 증강 실은 실제 세계를 완벽히 체하

는 것이아니라 실제 세계의 에 가상 객체를 추가하여 

보여 다.[3] 

모바일 증강 실 기술은 가상과 실 이미지 간의 의

미 교환에 극도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며, 그 결과물인 합

성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다. 이러한 

형태의 합성 결과물로서의 한 장의 합성 사진에는 참여

로서의 사진 촬 자가 새로 생성한 의미, 이미 공간 사물

에 과거 군가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 서사, 역사성이라

는 시간이 부여한 역사 문화  가치성이 뒤섞여 있는 것

이다. 아래 [Fig. 1]에서 촬 자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 속에는 특정 시간에서 발생한 서사가 존재하

며, 사진의 배경에 포착된 문의 반쪽은 사진 바깥으로 

실에 존재하는 문에 겹쳐져서 문의 체를 보여 다. 촬

자는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사진을 

들고 있다. 촬 자는 과거의 사진 한 장에서 발견되는 서

사에 집 하여, 그 서사가 발생했던 곳을 방문해 과거의 

서사를 재에 기록하는 의미의 합성 이미지를 만든 것

이다. 증강 실 기술 기반 합성 이미지는 과거 서사의 발

견에서 재 서사의 완성까지 촬 자의 극  개입과 

참여를 통해 다층  서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한다.

[Fig. 1] Concept of Augmented Reality Composite 
image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3.1 애플리케이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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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지 합성 로세싱에

서 가상의 이미지를 실 이미지에 첩시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재 치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 

치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객체를 첩시킬 상을 인식하기 해서는 

마커를 이용하거나 상 고유의 형태나 색상 등의 특징, 

치 정보 등의 구별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정다운 외 1

인(2012)은 이러한 증강 실 기술 서비스를 증강 이미지 

처리와 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분하고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4] 치정

보를 기반으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웹 

링크나 텍스트, 설명 이미지 노출 수 에 머물러 있고, 

상물과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한 마커나 상 인식을 통한 이미지 증강 서비스는 

아무 것도 없는 배경이나 객체 에 가상의 이미지가 실

제의 두 이 아닌 디스 이 장치에만 노출되는 신기

함을 제공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치 정보와 이미지 

합성의 새로운 경험이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닌,  합

쳐졌을 경우의 장 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

도 이 때문이다. 치기반 이미지 합성을 목 으로 한 증

강 실 기술 기반 서비스는 이러한 필요성에 응하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해 개발한 모바

일 애 리 이션은 치기반 이미지 합성 목 의 증강

실 기술 기반 서비스이며, 명칭은 <타임리맵퍼(Time 

reMAPPer)>로, 동일 장소를 매개로 지도에 시간 서사 

기능을 목해 새로운 지도를 다시 쓴다는 의미이다. 

[Fig. 3] Example of Capturing images using 
Mobile Augmented Reality

[Fig. 3]은 사용자가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하여 장

에서 포착되는 이미지 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보이게 

한 후, 하단의 슬라이드 바를 활용하여 객체 간의 형태  

유사성과 서사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캡쳐한 장면으로 본 

애 리 이션의 주된 컨셉트를 표 한 것이다. 

치정보 기반 증강 실 기술 서비스의 기본 데이터

는 지도나 리스트 상에 치 정보 태그를 부여한 형태로, 

심 지역을 의미하는  POI(Point of Interest)가 된다. 특

히 증강 실 기반 서비스에서 POI(Point of Interest)는 

증강 실 응용이나 증강 실 라우 에서 원하는 태그 

정보를 찾는 증강 실 검색의 기본 정보에 해당한다. 증

강 실 검색에서 검색 조건은, 마커 기반 증강 실의 경

우 카메라로 입력되는 실세계 상 속의 마커이고, 비마

커 방식 증강 실에서는 지리정보이다. 검색 결과는 해

당 지 에 표시될 태그 정보이다. 특히 지리 정보로 검색

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폰의 경우 검색 결과는 바로 해당 

지 에 한 태그 정보, 즉 POI(Point of Interest) 정보이

다.[5] 치기반 증강 실 기술 서비스를 한 POI(Point 

of Interest)의 수집과 활용 측면에 있어 주 한옥마을은 

실제 주민들의 재 진행형의 삶의 터 이자 다양한 역

사와 문화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동일 지역 내 서

로 다른 서사  가치와 역사성을 합성 이미지로 표  가

능한 최 의 장소이다. 

애 리 이션 개발을 해 우선 역사  요도, 

지  가치도, 한옥마을 산책길 경로 등을 심으로 한옥

마을 내 30개의 POI(Point of Interest)를 선정하 다. 

<타임리맵퍼(Time reMAPPer)> 애 리 이션을 한 

POI(Point of Interest)의 과거 사진 데이터는 마을 거주

자의 개인 소장 앨범, 지역 신문사 아카이  데이터, 마을 

연구소 수집 결과물, 국립 주 박물  소장 자료, 주시

청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모바일 애 리 이션을 

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총 55장이 선정되었다. 이는 주

의 주요  지역 에서 역사  가치도와 다  서사 형

성이 가능한 재 이미지 보존 지역으로 한정된 결과이

다. [Fig. 2]는 GPS 측정 시뮬 이터를 이용, 과거 사진 

데이터의 공간정보, GPS 좌표 값 등의 데이터를 디지털

화 된 사진 데이터에 입력하여 데이터화한 결과이다. 

한 사진 이미지에 부여된 서사 정보 역시 포함한다. 를 

들어, 사진 창작자와 사건 개요, 개인  의미, 지리  

계 등의 정보는 사진 해석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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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functions / Description

Map+Pins

(Google 

Map-API)

POIs(Points of Interest) + Map + User Place

-Pins: Indicate POIs

-Current Place: User Place Indicator

-Home: Return 

-List: POIs(Points of Interest) List View

Intro. Page
-Instruction -Creator

-Back: Returns to back page

Photo

(Image

/Description)

POI(Point of Interest) Information

-Screen Touch Action: Description on/off 

-AR view: Augmented Reality 

–Old & Now: Composite Examples

-Map: Display the Point on the Map

-List: Indicate the Point in the list

List

(Name

/Distance)

POI(Point of Interest) List View

-Name: Point Name

-Distance: from User current Place(km)

-Go: Description View

-Back  -Map

AR View

(Camera View/ 

Augmented 

Reality 

module)

Augmented Reality Function

-Run users are within 30m around the 

POI(Point of Interest), otherwise the notice 

displays

-Arrow & Km: Direction & Distance to the 

POI(Point of Interest) user chose

-Slider Indicator: Change Transparency of 

images agmented to 0%~100%

<Table 1> Time reMAPPer Functions & Description

Old & Now

(Transparency 

Slider)

Experience composite images without 

Augmented Reality fuctions

-Back -Map -List - Slider Indicator

- Left: Old image 0~100%

- Right: Current image 0~100%

이야기 정보의 시작 이 된다.

[Fig. 2] Old Photos tagged POI(Point of Interest) 
Data

3.2 Process flow diagram

<Table 1>은 <타임리맵퍼(Time reMAPPer)> 애

리 이션의 기능과 화면 이동을 도식화한 것으로 동작 

흐름 다이어그램 설계의 필요 기능 목록이다. 사이트 맵

과 달리 시간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데이터와 주요 기능

과 연결의 흐름을 명시하는 로우차트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다[6].

기획의 콘셉트를 기능 목록에 따라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메뉴 체계와 창의 배열과 이동, User Interface 배

치 등의 주요 이슈를 개발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동

작 흐름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개발의 가장 요

한 단계  하나이다. 이는 그래픽 디자이 와 로그래

머 사이의 공통의 목표와 과정을 도식화하기 한 일종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동작 흐름 다이어

그램은 모바일 랫폼 내에서의 기능의 시각  표  방

식을 포함해서 사용자 의 인터페이스 배치의 요 

단서를 포함한다[7]. 페이지의 이동과 기능의 분화, 사용

자 편의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의 배치 요소는 애

리 이션과 사용자 간의 매개를 담당하는 주된 결정 사

항이다. 특히 동작 흐름 다이어그램은 일반 인 시스템 

흐름도와 달리, 단순히 기능의 흐름을 기능목록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식과 감정의 흐름을 

명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Fig. 4]는 애 리 이션

의 페이지 흐름을 기능 목록과 연결하여 개발 역의 구

을 표 한 <타임리맵퍼(Time reMAPPer)> 애 리

이션의 동작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웹 서비스 기반의 동

작 흐름 다이어그램과 달리 하  메뉴의 아이콘 배치와 

그 연결을 모바일 애 리 이션의 동작에 최 화하여 반

한 것이 특징이다.

[Fig. 4] Time reMAPPer Diagram

<타임리맵퍼(Time reMAPPer)> 애 리 이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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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능은 치기반 증강 실 기술을 통해 장에서 실

시간 이미지 정합을 유도하는 방식과 지도에서 검색되는 

주요 POI(Point of Interest)를 선택하면 재 사진 의 

과거 사진의 투명도를 조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통

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자의 경우, 증강

실 기술을 통한 이미지 첩, 투명도 조  과정을 통하며, 

후자의 경우는 이미지 합성 로세스가 이미지 내에 이

미 용되어 있는 상태로 투명도 조  슬라이드 바의 조

만으로 간편하게 합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 합성 이미지 생성 기능 이외의 작업들 간 이동은 

최 한 단순하게 배치하는 식으로 최소화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직 인 아이콘으로 

디자인하여 배치하 다.

3.3 Prototype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요 기능의 동작 테스트를 통해 핵심 기능 구  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해 다. 로토타입은 통상 상 기기의 

하드웨어 랫폼에 용된 디자인, 콘셉트에 명시된 기

능을 수행하는 로그래 이 최 로 구 되는 단계이다

[8]. <타임리맵퍼(Time reMAPPer)> 애 리 이션의 완

성을 해 최 한 신속하게 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을 수행했다. 실시간 이미지 합성과 사  합성 로

세싱이 포함된 이미지를 테스트하기 해서는 조기 로

토타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Fig. 5]는 <타임리맵퍼

(Time reMAPPer)> 애 리 이션 로토타입의 화면 

캡쳐로 주요 기능들의 페이지 구성과 구  상황에서의 

사용자 액션 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해 용된 것

이다.

 

 

 

[Fig. 5] Time reMAPPer Prototype

치 정보 기반 증강 실 기술을 통한 합성 이미지 생

성에서 요한 이슈는 특정 지역의 POI(Point of 

Interest)에 근하는 사용자들에게 당한 방식의 알람

을 제공하는 것과 과거 이미지와 정확하게 정합되는 공

간 좌표 상에 근을 손쉽게 유도하고 합성 이미지를 확

인하는 것이었다. 우선 POI(Point of Interest) 50m 이내 

사용자 알람 기능과 찾아가기를 한 화살표 인디 이터

와 사용자의  치를 심으로 한 근 거리 표시가 사

용되었다. 테스트 결과 POI(Point of Interest) 근 까지 

유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 이미지 생성을 해 카메라를 조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내장 GPS의 오차  사용자 카

메라와 비된 이미지의 화각 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카

메라의 방향과 상과의 거리를 조 하는 것으로 객체의 

크기와 각도를 찾아야 했다. 이는 사용자의 카메라에 포

착되는 상이 3차원에 존재하므로, 객체의 실 좌표값, 

거리, 방향 등의 정보와 2차원 사진 객체에 고정되어있는 

이미지의 화각과 크기 등의 요소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정확한 합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증강 실 기

반 합성 이미지 생성에서 상 인식과 비된 정보 사이

의 오차를 상처리나 이미지 분석  트래킹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지를 기록하고 서사를 반 하는 상인 실 세

계는 다음의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End-user), 기 표시(Fiducial Marker)  실제 장면 

(Real Scene)이다. 그  기 표시는 추후 가상 객 체

(Virtual Object)를 상에 정합(Registration) 하기 해 

필요한 요소로써 마커(Marker)라고 하며, 사용자가 가상 

객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상입력 장

치(Camera)를 통해 입력된 실 세계의 상에서 마커

를 추 (Marker Tracking)한다. 마커가 가진 값을 인식

하여 가상 객체의 종류를 악한다. 그리고 실 세계의 

3차원 좌표값과 거리, 방향, 회 과 같은 움직임 등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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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보를 알아낸다.[9] 하지만 본 애 리 이션은 상 

인식 방식이 마커 기반이 아닌 GPS기반으로 구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콘텐츠가 있는 치에서 작동을 시키고 

스스로 스마트폰 화면과 각도를 조정하여 증강된 이미지

를 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치 태그를 따라 사용

자가 해당 상물에 근하 다 하더라도 GPS오차 범  

내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한계는 실제 용 과정에서 의

미 있는 발견으로 연결되었다. 사용자가 이미지 정합 

상에 근할 때, 과거 이미지 사진의 구성 임에 집

하여 사물의 특징을 구별하여 인식함으로써 마치 감춰진 

실체에 근하는 식의 참여-놀이의 재미와도 같은 감각

을 결과로 보여  것이다. 

3.4 고찰 및 분석

사진술에 담긴 함의는 인간이 어떤 실체를 보고, 이를 

시각 신호의 형태로 포착, 기록, 확산시키는 일련의 인간

의 사고/욕망 작용의 결과 혹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한 것은 특정의 어떤 과학 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

더라도 결국은 이미지의 포착, 기록/ 보 , 복제의 큰 틀

을 지향하며 발 해왔으며, 한 역에서의 발 은  다

른 역에 향을 끼치며 다음 단계의 진화를 지향했다

는 사실이다. 이질 인 이미지들을 겹치거나 배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도는 새로운 형식

의 술  시도로 여겨진다. 합성된 이미지의 술  성

취는 사진 이미지의 역사에서 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사진술의 화에도 한 향력을 발휘한다. 사진

술의 발 과 사진기의 화와 더불어 증강 실 기

반 합성 이미지라는 새로운 이미지의 출 은 사물과 시

간을 포착-기록-보 하는 방식에서의 궁극 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다. 특히, 실시간 동 상 형태로 포착

되는 실의 상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며, 과거 이미지

의 정지된 임이 일종의 재 진행형으로 흘러가는 카

메라 동 상의 시간 속에서 부유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용자의 상물에 한 가치 부여, 서사성의 정합 의도

는 더욱 분명해진다. 단순히 과거 이미지의 가치, 서사를 

에 보이는 실의 상에 겹치는 행 를 넘어,  다른 

실 개체인 인물이나 사물을 상에 추가하는 등 합성 이

미지 생성 과정에 극  의도를 개입하게 된 것이다.

객들이 특정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에 역사 인 

사건이 포함된 과거 사진을 제공하는, 치기반 증강

실 기술의 활용 서비스 에서 <Museum of London: 

Streetmuseum> 애 리 이션은 단순한 기능과 사용성

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사용자가 특정의  지역

에 근하거나, 애 리 이션 내에서 제공되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역사 인 사건의 

실제 사진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재 자

신이 있는 공간에서 과거 시간의 특정 사건이 담겨있는 

역사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 3D View 메뉴

를 통해 사용자가 리스트나 검색으로 특정 지역에서 카

메라를 실행시키면 재 치에서 과거 사진이 겹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사진의 화각과 일치하게 

재 사용자의 카메라 상을 정확하게 겹치는 수 의 

증강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에서는 기존의 치기

반 증강 실 합성 이미지 제공 서비스의 한계를 그 로 

지니고 있다. 

첫째, 촬 된 과거 사진의 치정보를 수작업으로 

실의 지도 에 정확히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치의 부정확성과 자체 오차에 기인한 치 

정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 사진이 촬

된 당시의 이미지에 한 정보 부족으로 재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이미지 로세스 상의 이미지 정

보와 정확히 매치시킬 수 없다는 이다. 셋째, 사용자의 

의도 로 과거 사진의 일부 객체와 재 보여지는 카메

라 상 속의 일부 객체 간 유사성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이미지를 겹쳐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애 리

이션 내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커나 비마커 기반 객체 인식 

증강 실 기술 서비스와 달리 치기반 증강 실 기술 

서비스가 객체 이미지 인식 로세스를 극 으로 차용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이창욱(2012) 역시 

모바일 증강 실 서비스 구 에 있어 요한 것으로는 

휴 폰의 인식능력의 향상을 들고 있으며, 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실 객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한 상 인식 기술을 구 하기 한 

기술 인 난제들을 극복해야 함을 지 하고 있다.[10] 하

지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Museum of London: 

Streetmuseum> 애 리 이션은 런던 뮤지엄이 보유하

고 있는 방 한 역사 사진을 재  가치로 끌어올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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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활용했다는 과 증강 실 기반 치정보 서비스를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기술  시도로 화시켰다

는 에서 의미있는 시도이다. 치기반 증강 실 기술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역사  가치를 지닌 문화 콘텐

츠의 소재 발굴과 지역의 새로운 매력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애 리 이션 <타임리맵퍼(Time reMAPPer)>는 작

동 원리 상 <Museum of London: Streetmuseum>과 유

사한, 사용자와 객체 간 동일 치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

스 하는 치기반 증강 실 기술 서비스이다. 하지만 사

용자가 특정의 치에 근하고 합성 이미지 생성에 집

할 수 있다는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사용자가 증강

실 기술 용 가능 범  내로 이동하여 체험하지 않아

도 리스트나 지도 목록에서 특정의 지역의 합성 과정을 

투명도 조  슬라이드 바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상이한 이미지 화각의 이질감을 사  촬

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단된다. 한 사용자의 에서 이

와 같은 기능은 일종의 활용 사례로 실제 증강 실 환경

에서 사용자의 치를 정할 때 가이드로 작용한다. 

[Fig. 6] User Participation in Processing  

[Fig. 6]은 실제 합성 이미지 생성자 이외의 참여자의 

개입으로 특정 공간 상에 매치되는 합성 이미지에 실

의 제 3의 객체가 추가되어 합성되는 사례를 보여 다. 

이와 같은 참여 행 는 합성 이미지 생성자로 하여  객

체의 이동과 화각 조 , 이미지의 체 완성도 고려 등의 

창작자 역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받게 됨을 의미한

다. 기술  한계와 무 하게 실제 합성 이미지 생성 과정

에서는 능동  참여와 합성 결과물 창작자로서의 개입이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4. 결론

기 사진술이 본격 으로 발 되는 과정에서 다게르

와 탈벗으로 표되는 극단  분기 의 생성은 사진술 

자체를 심에 놓고 재 상황과의 비해서 보면, 사진

의 과학 기술  발  역사 개 방식에 흥미로운 시사

을 던져 다. 학도구로 포착된 빛의 이미지를 최 로 

기록하게 한 장치 던 다게 오타입과 이미지 정착 과정

에서 감 물질의 화학작용을 네거티 와 포지티  사진

으로 구 했던 장치 던 칼로타입은 이미지의 기록과 정

착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근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11]. 하지만 그들이 

사진 이미지를 빛이 포착하는 순간의 포착을 심으로 

기록/보 , 의미 부여에 열 했었다는 은 후 에 시/공

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성 이미지를 심으로 사

진 이미지 자체의 의미 확 와 생의 다양한 시도에 

한 역설  정당성을 부여해 다.  사진술은 디지털 

이미지 로세싱을 통해 포착된 이미지를 가공하거나 가

상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가

상의 이미지를 실의 이미지에 투 하여 표 하는 일이 

실의 이미지 가치성을 확 시키기 한 것인지, 가상

의 이미지가 실의 객체를 체하기 한 것인지에 

한 논의는 보다 더 극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상 표  역의 확장과 욕구의 증식이 이미지를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은 미학 , 철학  담론의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던  의미

의 합성 이미지는 동일 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

물의 다층  시간의 기록을 동일 이미지에 용시키는 

단계로 진입한 사진술을 본격 으로  기술로 가능

하게 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간성의 극복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사용자의 극 인 개

입의 결과물이라는 이다. 모바일 애 리 이션 <타임

리맵퍼(Time reMAPPer)>를 통해 시도된 증강 실 기

술 기반 합성 이미지 생성방식은 사용자의 능동  참여 

행 와 감정이 상물 이미지의 가치성에  다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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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추가하여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 다. 

향후 계획은 증강 실 기반 합성 이미지의 활용 가능

성을 심으로 사용자와 합성 이미지 간 발생 가능한 다

양한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치 측정 정확도 향상, 화각 자동 조정, 이미지 간 음  

조정 등의 반 인 사용성 개선을 비롯해 사용자의 개

입과 참여 과정의 재미 요소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과거 자료를 재의 객체에 증강시키는 방법과 

련하여 증강되는 범 , 거리, 장과의 일치도 정량화, 투

명도 조  등의 연구와 객체 인식 기술과의 연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로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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