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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술은 기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시장
을 크게 혁신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분야이며,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이
다. 그러나 급변하는 AR 시장에서 어떠한 광고, PR 전략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AR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R 전문가 7명을 심층 면접을 하여 AR이 광고, 
PR 산업에 미치는 P(정치), E(경제), S(사회), T(기술) 분석을 통해 AR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을 분석하였
다. 또한, AR 시장의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AR 생태계인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를 분석하여 광고, PR 산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AR 분야에서 광고, P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AR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선도적인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며, AR 플랫폼을 통해 각 분야의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5G 등 통신 환경 개선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산 디바이스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AR 생태계에서의 광고, 홍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 향후 AR 연구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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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gmented Reality (AR) is a crucial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an 
revolutionize the exi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arket and powerfully 
create a new market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clear answer for AD/PR strategies in the rapidly 
changing AR market.

Thus this research explores the big picture of the AR industry as it pertains to Politics, Economy, 
Social, and Technology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seven AR experts who are leading the domestic 
AR market. The research also analyzes the AR market'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Furthermore, it looks for strategies to vitalize the advertising and PR industry by analyzing the 
Contents, Platform, Network, and Devices of the AR eco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a need for the government's strengthened policy of supporting the AR market, fostering of pace-setting 
killer contents, connecting services of several industries through AR platforms, strengthening the 
network of communication systems such as through 5G, and the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domestic devices in order to vitalize the AR industry in its marketing and PR sphere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measures to revitalize the marketing and PR industries of the AR ecosystem, which 
has only recently gotten to its developing stage and provides an academic as well as practic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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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CT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AR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실감
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국광고총연합회가 
광고계 10대 이슈 중 최대 이슈는 ‘포켓몬 고 열풍이 몰
고 온 광고업계 AR 광고 바람’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여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포켓몬 고는 AR 기술이 현
실과 광고, PR 업계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및 PR 시장에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AR의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한 광고, 마케팅 업계들은 
AR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
직인 것으로 나타났다[1].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
은 기업들의 본격적인 AR 디바이스 및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실감 미디어의 미래를 더욱 밝혀주고 있
다. AR 기술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기술로써 향후 기
존 ICT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AR 기술은 성장기 단계로 성장･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2~3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수익모델을 창
출하고 있다[2].

현재 발전 및 진화하고 있는 AR 생태계는 미래 디지
털 콘텐츠 시장의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
다. 더욱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세분화된 소비자 환경
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형태의 광고, PR 콘텐츠 제작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창조하는 그래
픽 기술의 발전은 이미지 생성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
구하면서 소비자의 메시지 해독과정을 능동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

최근 광고회사들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호작용성
이 작동하는 광고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광고 
메시지의 전달방식이 시청각 중심의 메시지 소구 방식
에서 소비자의 감각기관을 총체적으로 자극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일방적인 소
구 방식에서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메시
지 전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3]. 

광고 소구의 목적은 제품의 인지도와 기업의 이미지
를 높이는 것이다. 최적의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제품의 인지
도를 높이는 기존의 광고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AR 광고는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조작과 경험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광고 대상에 몰입하게 하고, 소비
자들에게는 재미와 더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
게 만든다. 또한, 가상 개체를 3차원으로 직접 만져봄을 
통해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이미지
가 기존의 광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를 벗어나 상호
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을 조성하고 있다.

ICT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
고 있으며, 전 세계 우수한 IT 업계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AR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
형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AR 시장에 진입했으며, 많은 
AR 콘텐츠가 출시되고 있다. AR 광고콘텐츠는 3차원 
입체영상이라는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인간의 인지능
력을 확장하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하게 
된다는 AR 광고만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콘텐츠ㆍ서비
스를 무기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한 것처럼, 증강현실
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글로벌 증강현실 생태
계 참여 및 이로 인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소
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에 AR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며, 광고 및 PR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AR 콘텐츠 시장에서 어떠
한 광고, PR 전략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
고 있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법
인 AR을 활용한 광고, PR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 PR 분야에서의 AR 콘텐
츠 활성화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국내 AR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
하였다. 국내 AR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전문가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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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의견을 통해 AR 광고, PR 콘텐츠 시장에 대한 
PEST-SWOT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AR 생태계에서의 광고, PR 산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
에 PEST-SWOT 분석을 하는 이유는 AR 산업이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장조사나 전략분석은 특별히 거
시경제 요소에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광고, PR 시장
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거시적인 측면을 분석하
고,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요소들을 분석해 AR 산업
에서의 광고, PR 콘텐츠 전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AR 시장에서 광고, PR 
전략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활성화되어야 
할 AR 시장 연구에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Ⅱ. 문헌연구

1. AR 개요
1.1 AR 개념과 특징
차세대 ICT 분야에서 AR은 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AR은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 컴퓨터 모델링을 통
해 생성한 가상의 물체와 겹쳐 보이게 하여 공간과 상
황에 대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
이다[2].

또한, VR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
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혼합현실
(MR:Mixed Reality)의 한 분야로 연속체계의 개념을 
통해 현실환경(RE :Real Environment)과 가상환경
(VE : Virtual Environment)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
선 상에 혼합현상을 위치시키고 그 중간에 증강현실과 
증강가상(AV:Augmented Virtuality)을 구분해 놓았
다[4].

이는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정의하여 이
미지나 표현의 범위를 영상에 한정하고 있다. 위키피디
아에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는 실세계의 실시

간 화면을 컴퓨터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소리, 영
상, GPS, 데이터 등)로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 

AR은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ICT 생태계 경쟁의 연장
선에 있으며, 글로벌 ICT 기업들 간 AR 생태계를 선점
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AR의 기반 
기술에는 입력을 위한 마커 인식기술과 영상합성기술, 
출력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다. A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입력하는 기술과 영상정보를 입
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기술은 GPS나 전자
나침반 등을 통해 현재 사용자가 위치 하고 있는 장소
의 정보와 반경 내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며, 장소에 가
상의 대상체를 입힐 수도 있다. 영상정보 기술은 카메
라로 그저 비추기만 하는 비(非) 마커 방식과 2D, 바코
드, QR코드 등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인식시키는 
마커 방식으로 나뉜다. 마커 방식의 예로 매장 브로슈
어에 나오는 신상품 이미지를 카메라에 비추면 카메라
가 브로슈어의 마커를 인식하여 제품정보는 물론 판매 
중인 매장까지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6].

특정 공간 안에서 확장된 정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및 콘텐츠도 존재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이나 작가의 상세정보,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
츠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해당이 된다. AR은 
몰입보다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술로 VR과는 
달리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이나 육안으로 체험하
는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다수 존재한다. AR은 현실 세
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으
로써 현실감이 높은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모바일의 AR 처리속도 향상,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자이로센서․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모션 인식기술의 발
전으로 모바일 기반 AR이 가능해져 스마트폰에서도 구
현이 가능하다. AR 헤드셋도 향후 스크린을 장착한 모
든 디바이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되어 다양한 글로벌 
IC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기기 개발에 참여하
고 있다[7]. [그림 1]은 다양한 형태의 AR 디바이스 기
기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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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uzix(https://www.vuzix.com/), 
magic leap(https://www.magicleap.com/)
 그림 1. Vuzix AR glass(좌), Magic Leap AR glass(우) 

1.2 AR 산업 동향
인터넷이 오프라인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함으

로써 많은 편익을 창출한 것처럼 AR도 현실의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 산업 혁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A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2].

  자료: 연도별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y(Gartner)
 그림 2. Gartner Hype Cycle 2014~2017[2]

 

AR 시장규모를 2025년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예측하며 AR 시장이 900억 달러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AR 시장 규모가 VR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AR 시장은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5년 사이에 VR 시장의 4
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8][그림 3]. 

자료: Digital Capital(2018-Q1)
그림 3. VR/AR 기기 형태별 시장규모

산업별(비즈니스 모델) 시장규모는 AR 분야에서 전
자상거래, 하드웨어, 광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요소기술이 적용되고 전 산업 분야와 연관된 AR 분야
는 스타트업들의 기술경쟁이 활발하며, 많은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요인 및 AR 분야 산업 활성화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은 가격이며,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 경
쟁력에서 우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AR 시장에서는 사용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들
이 소속 등장하고 수익을 거두는 서비스들이 생겨 높은 
관심 속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AR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응용기술 개발, 적용 분야 확대 등을 목
표로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AR 기술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에게 
확산이 가능한 수준의 보급기가 등장하였고, 폭발적인 
융합과 빠른 시장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기술 투자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6]. 

AR 기술 분야는 향후 ICT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분야의 요인으로 사용자
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요인은 시야각 
(FOV: Field of View)과 해상도, 재생빈도로 구분되고 
있다. AR/VR 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트래킹 기술은 대
부분 센서, 비전, 또는 이 둘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추적 
기술로 구성되었다[7].

2. 광고, PR 분야의 AR 활용 현황
광고에서 증강현실은 2D/3D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



AR 생태계(C-P-N-D)에서의 광고, PR 산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71

과 가상세계의 혼합현실을 증폭하여 소비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한 소비
자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만드는 증강현실기술을 활용
한 광고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간정보기술은 GPS와 전자나침반을 제공하고 있어, 
광고콘텐츠 제작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광고는 GPS
를 활용한 주변 상점 찾기가 대표적이다. 현재 Scan 
Search나 OVJET, 캐시리플렛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유저 위치의 날씨,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다[그림 4].

출처 : 데일리시큐 뉴스(https://www.dailysecu.com)
그림 4. GPS를 활용한 AR 앱 화면, VJET(좌),캐시리플렛(우)

영상정보기술에서 2D 바코드 중 하나인 QR코드 이
용으로 광고콘텐츠를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법을 선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증강현실 기반
의 QR코드는 유통, 생산, 인터넷 서비스, 의류업계 등 
다양한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3].

패션 브랜드 ZARA는 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촬영하면 모델이 7-12초간 실제와 같이 핸드
폰 상에 출현한다. 동시에 소비자는 모델이 입은 모습
을 보고 앱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도 AR 기술
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앱을 통해 가상으
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실제 우리 집 환경에 맞게 가상으로 어울리는 가구를 
고를 수 있다. 

다른 사례로 나이키는 포켓몬 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QR코드를 삽입해 
사람들이 나이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이키는 ‘SNKRS stash’라는 앱으로 증강현실을 통해 
3D로 축구화를 보여주고 그 속에 가상단서를 넣어 자
연스레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 불스원이 이노션 월드와이드

와의 협업을 통해 날씨와 AR 기술을 연동해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알에는 화면이 뿌옇게 변했다가 와이퍼가 
닦는 모습으로 제품 광고를 했다. 이는 2017년 대한민
국 OOH 광고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그림 5].

출처 : ZARAAPP(appadvice.com/appnn), IKEA(ikea.com), NIKE.engadget.com), 
Bullsone(bullsone.com)
그림 5. ZARA AR 앱 화면 상단(좌), IKEA place 앱 화면 상

단(우), NIKE SNKRS stash 앱 사용 모습 하단(좌), 
불스원 AR 광고 화면 하단(우)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광고 및 PR 분야에서 AR 활성화 전략

을 연구하고자 한다. AR 시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AR 종사자들은 AR 현황과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업에 종사하는 7명의 AR 전문가
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광고, PR 분야가 AR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고, 
PR 분야의 AR 연구에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광고/ PR 업계가 AR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모색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
선 전문가들이 AR 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 분석으로 
정치적(P:Political), 경제적(E: Economic), 사회적(S : 
Social), 기술적(T: Technological) 환경요인을 어떻
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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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광고, PR 업계의 
AR 시장의 PEST(정치, 경제, 사회, 기
술)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광고/ PR 분야에서 AR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업 내부의 강점 (S : Strength), 
약점(W : Weakness),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O: 
Opportunity), 위협(T : Threat)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17]. 이러한 SWOT 요인을 토대로 광고, PR 분야
가 AR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
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광고/ PR 업계의 
AR 콘텐츠 시장 진출에 대한 SWOT(강
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장한수 외[18]의 방법론인 
PEST-SWOT를 이용하여 AR 콘텐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분석하고 
VR 콘텐츠 내부의 강점과 약점 요인과 AR 시장의 기
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김병헌[19]도 
PEST-SWOT 전략분석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VR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차영란[20]도 광고, PR 산업 분야의 VR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PEST-SWOT 분석으로 연
구를 하였다.

연구문제 3.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광고/PR 업계의 
AR 시장 진출에 대한 PEST -SWOT 
전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광고, PR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AR 생태계
인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
를 적용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전문가들은 AR 생태계인 C(Contents) 
-P(Platform)-N(Network)-D(Device)
에서 광고, PR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무
엇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방법 
전 세계적으로 AR 시장은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서

고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이나 연구자료가 부
족하므로 국내 AR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7명의 전문가는 ‘한국 가상, 증강현실 산업협회’에 의
뢰하여 AR 기업들과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AR 분야의 동
종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며, 연구소에서 종사하는 
연구원과 협회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4
주간에 걸쳐서 1대 1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표 1]에 설명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먼저 이메
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에 직접 인터
뷰 등을 결합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인터
뷰에 소요된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거시환경 분석(PEST)과 SWOT 분
석을 토대로 C-P-N-D 분석 등을 토대로 구조화된 개
방형 질문지를 작성해서 이메일을 통해 보내서 미리 검
토하도록 하였고, 기타 궁금한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뷰를 하였다.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IV. 연구결과   

1. PEST 분석
21세기 들어 환경 및 생태학적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

구분 소속/직책 성별 연령 VR 관련 경력
A AR 회사/대표 남 50대 15년

B AR 회사/대표 여 40대 10년 이상

C 기술원/연구원 남 40대 8년

D AR 회사/대표 남 40대 7년

E AR 산업협회/실장 여 40대 5년

F AR 회사/대표 여 30대 8년

G AR 회사/대표 남 30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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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EST의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있다[21].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을 위한 PEST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는 [표 2]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1.1 정치적 요인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핵심 5대 산업으로 

AR을 선정하고 범부처의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
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이 동시다발적으
로 개발되고 있다. AR 전문가들은  AR을 확장하고 실
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AR 산업에서의 광고/PR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 등을 원하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한 요인입니다.”(B, AR회사/대
표)

“국가정책으로 4차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어 산업 
발달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F, AR 회사/대표)

1.2 경제적 요인
AR 전문가들은 실제 AR 정보를 이용해야 생산성이

나 교육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각 산업 분야와 달리 광
고/PR 분야는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품 또는 전달
자의 의도가 숨겨진 정보를 비용을 지불하고 반강제적
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므로 초기 자금력이 필
요한 AR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대기업 또는 자본가들이 이러한 광고/PR 산업이 
AR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올
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AR을 통한 광고의 성공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유형으로 인식하지만, 
AR 기반의 광고는 향후 광고시장의 중요한 매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산업군의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기대
되고 광고/PR을 통한 기업 매출의 증가와 소비 활성화
가 일어날 것입니다.”(B, AR 회사/대표)

“고객들이 접하는 정보가 더욱 많아지고, 새로운 제
품이 연이어 출시되어 제품 및 서비스의 성패에 광고, 
홍보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F, AR 회사/
대표)

1.3 사회적 요인 
AR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

이며, 그 원인은 제대로 된 AR 콘텐츠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고 AR 기술 및 활용영역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AR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 콘텐츠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
로 법규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 현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 
패턴이 출현하고 있습니다.”(B, AR 회사/대표)

“현재 서비스의 응용 확장으로써, 생활 패턴 및 디지
털 IT 분야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칭 
것입니다.” (D, AR 회사/대표)

“젊은 세대들은 타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보다는 
검색 및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성향
이 강하므로 AR 사용에 대해 매우 호감도가 높습니
다.”(F, AR 회사/대표)

1.4 기술적 요인
광고/PR 산업 규모의 획기적 확장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기존 미디어 수단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패러
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및 디바이스가 필
요하다. 그러므로 AR 산업 및 AR 디바이스는 광고/PR
의 내용과 질, 방식을 모두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AI,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서비스
의 발전과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과 발달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B, AR 회사/대표)

“뷰포리아 등 AR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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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능 또한 뛰어나, 소형 개발사에서 AR 콘텐츠를 개
발하는 허들이 낮아졌습니다.”(F, AR 회사/대표)

표 2.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 진입을 위한 PEST 요인 

2. SWOT 분석
기업은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현재 기업과 그 브랜드가 처한 상황을 정
확히 분석하는 것인데, 그 기초적 틀이 SWOT 분석이
다. SWOT 분석이란 기업 내부의 강점(S : Strengths), 
약점(W : Weakness), 외부환경의 기회(O : 
Opportunities), 위협(T : Threats)을 파악하여 경영
환경과 내부역량을 분석하는 틀이다[22]. SWOT 분석
의 목적은 기업의 강점과 기회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의 약점이나 위협을 극복하거나 없애는 데 있다.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 진입을 위한 SWOT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1 강점요인 
강점요인으로는 신규 산업에 대한 광고/PR 분야의 

사업 활성화 경험이 풍부하고, 사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효과적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AR 디바이스의 경우 PC나 스마트
폰과 달리 사용자 집중효과를 선점하는 강점이 있다. 

“강점요인으로는 개인에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고,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B, AR 회
사/대표)

“현실의 정보를 부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매뉴얼을 증강현실기술을 통해 만들
면 부품들을 시각화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E, 
증강협회 /실장)

“많은 수의 AR 콘텐츠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디바이스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
다.”(F, AR 회사/대표)

2.2 약점 요인
AR 전문가들이 지적한 약점 요인으로는 국내 AR 관

련 HW 나 SW 플랫폼과 같은 매개체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또한, AR 광고/PR을 위한 관련 기술의 진전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AR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 부족과 디바이스가 필수

적으로 필요합니다.”(B, AR 회사/대표)

“디바이스를 이용해 현실에 겹쳐 보여주기 때문에 활
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E, 증강협회 실장)

“스마트폰의 기능 및 화면을 통해 광고, 홍보를 진행
해야 하므로 그 활용이 제약적일 수 있습니다.”(F, AR 
회사/대표)

2.3 기회 요인
AR 전문가들이 언급한 기회 요인으로는 AR 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광고/PR을 배려한 SW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강화면을 이용해 광고/PR 
분야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도 가능하여 광고
/PR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 AI 기술의 발달, 빅데

구분 요인

정치적 
요인(P)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원하는 국가의 정책적 자원 사업
확대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핵심 5대 산업으로 AR
을 선정하고 범부처의 지원을 독려함

 국가정책으로 4차산업 분야의 육성으로 산업 발달에 힘이 
됨

경제적 
요인(E)

 대기업 또는 자본가들이 광고/PR 산업에서 AR을 키워 
수익을 올릴 수 있음

 AR 관련 산업군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기대
 광고/PR을 통한 기업 매출의 증가와 소비 활성화
 새로운 제품 출시로 제품 및 서비스의 성패에 광고/PR의 

역할이 대두됨

사회적 
요인(S)

 AR 네트워킹이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됨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관계’를 중심에 둔 교류 및 소

통의 활성화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함
 생활패턴 및 디지털 IT 분야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침
 젊은 세대는 검색 및 SNS 활용으로 정보를 획득함

기술적 
요인(T)

 AI,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달,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
과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과 발달

 몰입형, 실재형, 친화형을 만족할 수 있는 HW/SW 기술
이 성숙되어야 할 것임

 단독 기술이 아닌 융합기술과 콘텐츠로 자리하여
 뷰포리아 등 S/W 라이브러리의 발전으로 성능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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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의 발전 및 디바이스의 성능 개선 등이 있습
니다.” (B, AR 회사/대표)

“게임처럼 흥미와 유익한, 몰입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불편하지만, 앱과 콘텐츠를 소비할 것입니다.”(D, AR 
회사/대표)

“사회적으로 AR 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 AR 라이브
러리를 활용하면 개발 단가 및 기간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F, AR 회사/대표)

2.4 위협요인
AR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위협요인으로는 AR과 결합

한 광고/PR의 효과가 미검증되었고, 사용자의 집중도
가 높은 만큼 광고/PR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고/PR 선택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 기술적 문제가 상존한다.

”과도한 AR 광고의 남발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제공
되는 정보의 상호 간섭 효과가 있습니다. “(B, AR 회사
/대표)

”AR의 HW/SW의 기술 평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바 
결국 원천기술 보유 여부가 시장 및 산업 선도의 척도
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기술확산 등이 가장 큰 위협이라 볼 수 있습니다. “(C, 
기술원/연구원)

표 3.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 진입을 위한 SWOT 요인 

3. PEST-SWOT 분석
PEST-SWOT 분석은 장한수[18]가 사용하였는데, 

PEST를 통해 거시적인 상황을 명확하고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PEST-WEST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EST-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AR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분
석하고 AR 광고, PR 분야의 강점과 약점 요인 및 기회
와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
에 대한 PEST-SWOT 분석은 [표 4]에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표 4. 광고, PR 분야의 AR 시장에 대한 PEST- SWOT 분석
SWOT 요인

강점
(S)

약점
(W)

기회
(O)

위협
(T)

P
E
S
T
요
인

정치적
(P)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를 원
하는 국가의 정
책지원 사업확
대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핵심 5대 
산업으로 AR
를 선정함

 ∙정부의 신규
사업에 대한 지
원이 아직도 부
족함 

∙4차 산업혁명
의 신기술에 대
한 직‧간접적 
투자가 산‧학‧연
‧정에 걸쳐 활
발히 이루어짐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확산 등

경제적
(E)

∙대기업 또는 
자본가들이 광
고/PR 분야에
서 AR 산업을 
통해 수익을 올
림
∙AR 활용으로 
광고효과가 높
아짐

∙아직 무르익
지 않은 AR 시
장
∙국내 AR 관
련 HW/SW 
플랫폼과 매개
체가 거의 없음

∙다양한 산업
으로 확장 가능
성이 큼
∙관련 산업군
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 효과 
기대됨

∙AR의 성공사
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시장이 미성숙
되어 있음

사회적
(S)

∙AR 네트워킹
이 선택적 효과
적인 광고 수단
이 됨
∙AR로 인해 
새로운 소비 패
턴 출현

∙AR에 대한 
대중적 인지 부
족
∙시대 유행/흐
름에 의존성이 
큼
개인주의 성향
의 심화 현상

∙생활방식 및 
디지털 IT분야
의 변화가 사회
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침
∙관계를 중심
에 둔 교류 및 
소통의 활성화
로써 사회적 역
할 강조

∙AR은 ‘포켓몬 
고’ 등 게임 위
주라는 인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신규사업에 대한 광고/PR 분야 

사업 활성화 경험 풍부
 사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가능

 AR 환경은 몰입형, 실재형, 친화
형이 구현/가능한 분야

 현실의 정보를 보여주므로 설명
이 필요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해
결함

 많은 AR 콘텐츠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디바이스의 보편성 확
보

 국내 AR 관련 HW/SW 플랫폼
과 매개체가 거의 없음

 AR 광고/PR을 위한 관련 기술
의 진전 부진과 기술 표준화의 
부재

 AR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 부
족

 시대의 유행/흐름에 의존성이 큰 
분야임

 HW/SW의 활용 제약과 별도의 
앱이 필요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AR 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광

고/PR을 배려한 sw 플랫폼 구
 AR과 결합한 광고/PR 효과가 

미검증됨

축 가능
 증강화면을 이용해 광고/PR 분

야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AI 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분석

의 발전, 디바이스 성능이 개선
됨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에 대
한 직‧간접적 투자가 산‧학‧연‧정
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짐

 집중도가 높은 만큼 광고/PR에 
대한 시청자 불만 증가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기술확산  
 과도한 AR 광고의 남발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제공되는 정보의 
상호 간섭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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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N-D를 통한 AR 활성화 방안
AR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자 

주도형 구조에서 콘텐츠(Contents) -플랫폼
(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 등
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가 요구된다. AR의 생태계는 디
바이스, 플랫폼, 콘텐츠가 상호작용하여 소비자의 이용 
경험을 최적화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AR 콘텐츠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플랫폼
의 역할이 중요할 그것으로 예상하며, 콘텐츠를 불편함 
없이 몰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보급도 중요
하다. 

AR 디바이스는 다양한 제품군이 개발되어 단말기에 
대한 선택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AR 플랫폼은 
MS·구글, 페이스북 등 메이저 ICT 기업들의 참여로 점
차 경쟁력이 갖춰질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게임, 영
화 등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뿐 아니라 교육, 
군사, 의료,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의 적용이 가
능하므로 산업 영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AR 애플리케
이션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콘텐츠를 이용한 AR 활성화 방안
증강현실 콘텐츠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실제 

체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경험적 가치는 시
공간적 제약이나 신체적, 상황적 제약을 극복시켜 준다. 
또한, 오감 몰입을 통한 경험을 증가시키며 더욱 높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모바일에 특화된 콘텐츠ㆍ서비스를 무기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한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
하여 글로벌 가상ㆍ증강현실 생태계 참여 및 이점을 충
분히 활용해야 한다.

“AR 콘텐츠는 포켓몬스터와 같이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 및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 분야에도 거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AR 회사/
대표) 

“AR 콘텐츠는 의료 및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광고, 
PR, 교육,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와 기능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될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B, AR 회사/대표) 

AR 활용 분야는 초기에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영역
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의료, 교육, 쇼핑, 영화, 저널리
즘, 마케팅,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표 5].

표 5. AR 기술 활용 분야 및 사례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AR/VR-, 
2017. 

4-2. 플랫폼을 이용한 AR 활성화 방안
AR은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에 이어 다양한 산업 분

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AR 생태계의 중심은 플랫폼과 단말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하
면 콘텐츠 기업들은 AR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
이지만 AR 자체가 페이스북의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한

기술적
(T)

∙신규 AR 산
업이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됨
∙AI, 빅데이터 
활용기술의 발
달로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기
술이 발달함

∙AR 광고/PR
을 위한 기술 
진전이 더딤
∙ 디 바 이 스 가 
필수적으로 필
요하며 S/W, 
H/W의 제약으
로 별도의 앱이 
필요함
∙기술 표준화
의 부재

∙단독 기술이 
아닌 융합기술
과 콘텐츠로 자
리함
∙AR이 광고
/PR 산업에 새
로운 기회 창출

∙간편하게 패
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의 실
패로 서비스 제
공의 한계
∙과도한 AR 
광고 남발로 피
로도 증가

분야 활용사례

게임 ∙ 게임: PC/콘솔, 컴퓨터게임, 모바일게임 등
∙ 테마파크: 롤러코스터, 4D 시뮬레이터 등

의료

∙ 외과학 분야: 수술 교육용, 고난도 수술 훈련용 등
∙ 정신신경 과학 분야: 가상 시뮬레이션 정신행동 치료
∙ 영상 진단학 분야: 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CG 활용
∙ 재활의학 분야: 재활치료용 시뮬레이션 훈련
∙ 헬스케어 분야: 원격의료, 원격 피트니스 등
∙ 기타 분야: MRI, CT 등 센서를 통한 환자 정보 3D 구현

광고/
PR

∙ 방송: 가상 스튜디오, 드라마 등 VR 콘텐츠 제작, 스포츠 중계, 
콘서트 실황 공연 등
∙ 광고: 가상 광고 시스템, 전시관 가상 체험 등 제조·산업

공연/
전시

∙ 유명 미술관/박물관 재현 및 인터렉티브 전시 실시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미술관, 박물관을 가상현실 기술
로 구축 가능

교육 ∙ 이러닝: 팝업북 등 교육 콘텐츠
∙ 훈련: 군사작전 훈련, 직업훈련 트레이닝 등

관광/
여행/
레포츠

∙ 자동차: 가상테스트, 디자인 및 설계, 자율주행체험 등
∙ 항공: 배선조립 및 도색공정 가상훈련, 기내 서비스 제공 등
∙ 기타: 복잡한 기계조립, 유지보수(A/S) 정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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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의 플랫폼 선택 및 체류 시간을 증
가시키는 도구 중 하나이므로 증강현실 콘텐츠/서비스 
활용에서 비용이 소요되고 확실한 효용 가치를 확보하
지 못하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4G –5G 통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과 이동
성을 갖춘 스마트폰 베이스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HW 
플랫폼 기반 위에 산업, 교육, 의료, 게임 등의 각각의 
응용 분야별 SW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A, AR 
회사/대표)

“향후 안드로이드, IOS, 삼성, 애플과 같은 범용적인 
플랫폼이 나올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D, AR 회사/대
표)

“배포 플랫폼이 앱 마켓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AR 콘텐츠 플랫폼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F, AR 회사/대표) 

생태계 전반을 좌우하는 플랫폼 경쟁은 메이저 ICT 
기업들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나, 대형 기업들의 
AR에 관한 관심은 관련 스타트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
하고 있다[표 6].

표 6. 기업별 AR 관련 플랫폼[2]

4-3. 네트워크를 이용한 AR 활성화 방안
AR 네트워크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

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AR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속도의 제약
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양의 AR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한
계가 있었으나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 더 많은 AR 콘텐
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5G 서비
스를 활용한 반응형 AR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5G 네트워크의 특성은 초고속성, 초저자연성, 초연
결성을 포함하는 방향이 적합할 것입니다.”(E, A 협회/
실장) 

“5G 서비스를 활용한 반응형 AR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F, 
AR 회사/대표) 

4-4. 디바이스를 이용한 AR 활성화 방안
AR 분야는 현재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AR을 중심으

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EGD)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다. 구글은 AR 플랫폼 
Tango에 이어 AR Core를 발표해 모바일 AR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Apple은 안드로이드 
진영과 비교하면 AR 도입이 늦었으나, AR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AR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iPhone용 AR 기
능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Facebook은 사진과 동
영상에 프레임과 필터를 실시간으로 추가하는 
Facebook 카메라를 도입하고, 카메라 효과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
내에서는 SKT가 AR 개발 플랫폼 T-AR과 이를 VR까
지 확장한 T리얼 플랫폼을 통하여 AR 시장을 선점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2].

“AR 디바이스는 광학, 전자, 각종 센서, 배터리로 구
성되며, 가볍고 착용하기 편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이목
을 끌 수 있는 유려한 디자인도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
소로 할 수 있습니다.”(A, AR 회사/대표) 

“AR 디바이스는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태
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휴대하기 편한 방향으로 
디바이스의 성능이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B, AR 회사/대표) 

현재 일어나고 있는 AR 기술의 발전 방향은 
C-P-N-D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C-P-N-D를 통
한 AR 활성화 방안은 [표 7]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다.

구분 사 업 내 용
구글 ∙AR 플랫폼 AR CORE 발표(2017)

마이크로소프트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 공개(2015)

페이스북 ∙Facebook 카메라 및 AR studio 도입(2017)

애플 ∙증강현실 기업 메타이오 인수(2015)
∙ARKit 공개(2017), ARKit 2 공개(2018)

SKT ∙AR 플랫폼 T-AR 개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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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P-N-D를 통한 AR 활성화 방안 

V. 결론 및 함의 

AR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AR은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ICT 생태계 경쟁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글로벌 
ICT 기업 간 AR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AR이 촉발하는 패러
다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순간에 경쟁에서 도
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렇게 급변하는 AR 
시장 환경 속에서 광고, PR 분야의 PEST-SWOT 전략
을 AR 생태계인 C-P-N-D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AR에 대한 정
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AR을 사용하는 환경이 개
선되도록 정부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PEST-SWOT 
분석 중 정치적(P)-강점(S)을 살펴보면 새로운 고용창
출 효과를 원하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사업이 확대
되고 있으며,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핵심 5
대 산업으로 AR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

적(P)-기회(O)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에 대
한 직, 간접적 투자가 산, 학, 연, 정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정치(P)-약점(W)을 보면 아직도 신규사업에 대
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정
치(P)-위협(T)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경
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AR/VR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2012년~2016년
까지 연평균 37%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대
비 2016년 투자금액은 3.54배로 증가하였다. 상용화 
혹은 사업화가 주요 목적인 개발 연구가 중점적으로 투
자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출연 연구소가 
AR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협력 연구 수준은 전
체 대비 약 30% 수준이다[2].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투
자와 콘텐츠 개발 및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반 기술의 확장 및 상업적 성공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산•학•연 중심의 R&D 투자가 필요하
다. 아울러 AR 분야의 기초와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안
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 및 원천 연구의 경우 5
년 이상의 중장기적 연구지원이 바람직하나, 현재 AR 
분야의 기초연구 과제는 2016년 기준 2.8년의 연구개
발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AR은 다학제간 연
계를 통한 융합 연구생태계 조성 및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광고/PR 분야에 대해서 정부
의 정책으로 활성화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AR의 원천 콘텐츠와 서비스 가치를 개발
해야 한다. 2016년 포켓몬 고 게임 이후 대중적인 시선
을 끄는 증강현실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사회
적(S)-위협(T)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AR을 
단순히 포켓몬 고처럼 게임 위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도적인 킬러 콘텐츠의 출현 및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론 적용 애플리케
이션 콘텐츠가 필요하다. AR 생태계에서 글로벌 기업
들의 공통된 투자 목적은 이용자의 경험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다. AR에 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용자 등의 모든 부분에서 인프라와 투자 개
발이 미비하다. AR 콘텐츠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시각이 아닌 다 감각적(청각, 촉각,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포켓몬 고‘와 같이 이동하며 즐

길 수 있는 게임 및 산업 자금
을 충족할 수 있음

 AR 콘텐츠는 의료 및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광고/PR,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의 종류
와 기능이 강화됨

 AR의 단독 구현보다는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결합할 
때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짐

 선도적인 킬러콘텐츠의 출현 및 
스마트폰 적용 앱 콘텐츠가 필
요함

 AR 콘텐츠가 이벤트성 제품 또
는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어 다
양한 분야로 다각화가 필요함

 5G 통신을 통해 보편성과 이동
성을 갖춘 스마트폰 베이스의 
플랫폼 구축

 AR 플랫폼을 통해 각 분야의 
서비스가 서로 연결, 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됨

 향후 안드로이드, ios 등 범용
적인 플랫폼이 확장될 것임

 다양한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AR 콘텐츠 플랫폼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AR 플랫폼이 필요함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

 사물 인터넷, 각종 센서를 이용
한 인식기술, 5G, 통신, AI 산
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5G 등 통신 환경 개선으로 더 
많은 AR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음

 기기 간 연결의 네트워크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5G 네트워크의 특성, 초고속
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을 포
괄해야 함

 필수 구성요소를 갖춰 가볍고 
착용이 편함

 AR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디
바이스의 성능이 개선되고 발전
해야 함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친
화형 실용화를 지향해야 함

 미러링 형태의 글라스, HMD 
또는 홀로그램까지 표현이 되어
야 함

 AR 기술 및 콘텐츠가 스마트폰
을 기반 활용이 한정적임

 활용 분야에 따라 최적화된 디
바이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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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미각 등)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AR은 
의료, 교육, 군사 등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응용
할 수 있으며, 포켓몬 고와 같이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 및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PR 분야에도 거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은 원천 콘텐츠의 경쟁력이 우선되지 않으면 
AR 기술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포켓몬 고
도 AR의 적용이 인기 요인이라기보다는 포켓몬스터의 
콘텐츠 경쟁력이 AR을 통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AR 생태계의 중심은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AR 생태계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
하다. 경제적(E)-약점(w)을 살펴보면 국내 AR 관련 
HW/SW 플랫폼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활편의 서비스와 정보의 제공이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AR 생태계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비례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AR 플랫폼은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위에 광
고/PR 등의 마케팅 활동이 더해지는 형태로 발전하면
서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그 역할은 더욱 강조되리라 
본다. 또한, AR은 사용자들이 이동 중 또는 외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큰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이러한 보편성과 이동성을 제공
해야 한다. AR 분야에서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
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모바일, PC, 인터넷 플랫폼 
등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된다. AR 확산을 위해서는 단말기가 중요한 요인이라
는 점에서 단말기 제조업체도 단말기를 기반으로 플랫
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으로 5G 시대가 본
격적으로 시작되면 AR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
회적(S)-강점(S)을 살펴보면 AR 네트워킹이 선택적이
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T)-강점(S)에서는 AI, 빅데이터 
활용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 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지금까지는 디바이스의 저장 용량과 네트워크의 데
이터 전송 속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AR 콘텐츠를 이
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 더 

많은 AR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AR 네트워크는 향후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사
물 인터넷, 각종 센서를 이용한 인식기술, 5G 통신 인
공지능형(AI)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
고 있는 만큼, 미래의 AR 네트워크가 제공할 주요 서비
스인 정보 제고, 사물 인식, 판단,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AR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으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성공사
례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국산 AR 컴퓨팅 디바이스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필요하다. 기술적(T)-위협(T)을 살펴보면 간
편하게 패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장비 개발의 실패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AR 시장
규모는 VR 시장규모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AR 생태계에서 디바이스가 차지하
는 비중은 AR 콘텐츠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
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한 목적의 AR 콘텐츠와 
AR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전용 디바이스는 사용
자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들을 자유롭게 사용
하면서 AR 콘텐츠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AR 디바이스는 광학, 전자, 각종 센서,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볍
고 착용하기 편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유려한 디자인도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AR 생태계에서 디바이스가 나아갈 방향은 휴대하
기 편리한 방향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기기 형태별 시장규모는 모바일 AR, 스마
트 안경(AR HMD) 순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산
업별 시장규모에서 AR 기술은 전자상거래 및 하드웨
어, 광고/PR 산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 번째로 AR 산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문제 등은 AR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현실 세계에 덧입혀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과 우선적인 갈등이 
있다. 360도 카메라처럼 공간 전체의 촬영이 가능한 경
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R은 개인화 기기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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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송수신에 관한 규약, 전자
상거래 기반의 머니 피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초상권, 프라이
버시 침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AR 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 자율심의를 유지하나, 게임 앱 심의와 같이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여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서비스를 
발견하고 제약을 주어야 한다. 포켓몬 고의 경우처럼 
과몰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게임을 활용한 범죄 발
생 등 다양한 역기능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 콘텐
츠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법규와 심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이 없는 통신 
프로토콜 개발 또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용 규범
과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보다
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 확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AR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7명의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AR 산업에서 광고/PR 산업이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
들의 의견만으로는 거대한 AR 시장에 대한 현상 및 예
측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AR 
산업에 관한 소비자 연구 등 양적인 연구를 비롯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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