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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일상 혹은 특

별한 여정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확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개인의 지역명소를 찾아 공유한다. 누구나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키워드: 공유시장(Common market),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모바일 앱(Mobile app),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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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현재 네트워크

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SN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있지만 문제점은 해당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여행의 불편한 국가 중 1위가 한국이며 그 이유는 과도한 

정보로 인한 혼란 때문임을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내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얻고 혹은 다른 이에게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기 힘들거나 검색으로 인한 많은 정보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다.

Fig. 1. 여행객들의 불편함 순위 및 원인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다[1]-[5]. 증강현실을 응용하여 근접한 정보 제공, 지역과 

개인의 포토 존 정보 공유하고 이동시 AR을 활용한 길 안내 제공,  

포토 정보를 통해 나만의 앨범을 공유해 정보를 전달 받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우리는 주로 인터넷 통해 정보를 찾아낸다. 바로 주변의 정보를 

찾을 때에도 수많은 정보 중 정확한 정보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는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앱은 그림 2와 같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비춰지는 나와 근접한 장소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Fig. 2. 주변 정보제공을 위한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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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된다.

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지도 앱과 연동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②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③ 해당 정보가 있는 위치에 객체를 생성한다.

④ 객체 클릭 시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명소는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하여 

찾아 갈 수 있다. 나만의 개인의 포토 존 공유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알리고 사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포토존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스캔하여 

장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을 통해 근접한 위치의 포토 존을 확인한다.

② 이동 시 증강현실을 활용해 자세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해당 포토존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유명지역을 벗어나 개인이 방문한 곳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장소를 포토 존으로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하고 나만의 사진 및 정보를 등록한다.

② 공개/비공개를 통해 개인 정보의 공유 유무를 설정한다.

③ 등록한 포토 존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진 명소를 

제공한다.

본 앱을 통해 제공되는 포토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 포토 존 : 해당 지역의 유명한 포토 존의 위치 및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② 공유 포토 존 : 유명지를 벗어나 개인이 찾은 나만의 포토 

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사진(앨범) : 현재 찍은 사진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그 장소에 저장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동네를 나만의 앨범으

로 만든다.

④ 사진 설명 및 편집 : 사진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적어 정보를 

전달한다. 사진을 편집 할 수 있는 그리기, 스티커, 필터 등의 

이미지 관련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⑤ 적절한 시간대 : 공연을 하는 시간,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 

상점의 운영시간 등을 제공한다.

⑥ 현재 인원 수 : 해당 포토 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혹은 

대기자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Ⅲ.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공유 어플리케이션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포토 존을 저장하고 공유하므로 내주변의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사진을 저장함으로 거주 지역을 개인의 

앨범으로 만들 수 있다. 또 간편하게 개인이 알고 있던 숨겨진 명소를 

찾아 공유함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와 현지인 및 외부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동 시 증강현실 길 안내를 활용해 원하는 

장소에 접근하기도 용이해진다. 내 주위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 현지인과 외부인에게 높은 접근성을 줄 수 있다. 

현지인들은 정보를 만들어 알리고 외부인은 현지인과 외부인 모두가 

등록한 정보를 비교하여 신뢰성 있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 

그 지역의 즐길 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증강현실을 통한 길 안내는 시장을 즐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솔루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Moon ho Kang, “Development of an Augmented Reality 

App to Prevent Mistakes During Assembly Work,”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Vol. 56, No.7, pp. 17-23, 2019.

[2] Yu Kyung Shin, So Eun Park, and Kyeong Ryeong Kim, 

“User Interface design for tour service based on 

augmented reality utilizing smart glass,” Proceedings of 

Symposium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pp. 921-922, 2019.

[3] Ho-Kyun Jung, Hyungjun Park, “Hybrid Object Tracking 

using Infrared Sensors in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s,” Proceedings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pp. 4803-4807, 2019.

[4] Yong Hun Jang and Min Hyuk J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elmet-type AR Device for 

Measurement of Bio-Signal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pp. 2767-2768, 2018.

[5] Han-Seob Kim and Wooyeol Choi, “Development of 

Experience Content using Augmented Reality Authoring 

Tool,” Proceedings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pp. 783-785,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