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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u-공장이나 u-물류와 같은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의 서비스 선택  제공을 해서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가 요하다.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의 실 을 한 유력한 방법으로 

증강 실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증강 실은 가상 실과 다르게 실제 환경 에 가상객체를 

증강시켜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증강 실을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정보를 직 이고 력

으로 제공해  수 있는 이 이 있다. 하지만 재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 구동될 자상

거래 도메인에서 활용되는 증강 실 기술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등록된 마커에 

해당하는 사  정의된 정보와 서비스를 정 으로 제공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사용자의 동  상황을 고려한 증강 실형 자상거래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실 하기 해 인지심리학 모형인 Rescorla-Wagner Model과 Galton 자유연

상 실험을 기반으로 한 연상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상된 서비스와 

이미지가 증강 실을 통해 동 으로 제공되도록 하 다.

ABSTRACT

Natural interface is important to select and provide the services in ubiquitous smart 

space such as u-plant, u-distribution. Augmented Reality(AR) has recently begun to 

receive attention as a realization tool for natural interface. AR provides virtual object on 

real environment and it differs from virtual reality. When AR is used, it has advantage 

to provide information intuitively and collaboratively. However AR is rarely used in 

e-commerce domain of ubiquitous smart space, and it has limitation which predefined 

information and services provide in a static manner. H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ethodology of AR based e-commerce which provides personalized asso-

ciation service by considering user’s dynamic context. To do so, association algorithm is 

developed based on Rescorla-Wagner model and Galton’s free assoc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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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은 상황 인식과 고도의 

지능성,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

간으로 궁극 으로 공간 거주자에게 자연스

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  혹은 심

리  공간이다.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는 

복수의 서비스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호출 

 실행가능한 개인화된 공간이며 동  서비

스의 집합체로 볼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주요 목표인 자연스러

운 인터페이스(natural interface)는 사용성 

증   인지된 사용 용이성 등에 정 인 

향을 주며 정보시스템 사용 만족도의 요

한 요인으로도 인정되어 왔다[18]. 자연스러

운 인터페이스의 주요 특성으로는 사용이 직

이고 간단하며 제공되는 정보가 쉽게 인

지하고 개인  선호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실 하는 

기술로 최근 부각되는 것이 증강 실 기술이

다[22]. 증강 실은 개인화 된 상황인식 서비

스를 동 으로 제공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므로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

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엔터테

인먼트나 교육분야에서 일반 사용자들도 사

용이 가능한 증강 실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증강 실 기술을 자

상거래 분야에 용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한편 존 증강 실 기반 시스템들은 특정 

서비스를 특정 증강 실 이미지와 사 에 연

결시키고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마다 기계

으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의 요 목표가 개인 상

황을 참고하여 개인화 된 서비스를 동 이고 

시의 하게 호출하고 제공하는 것에 있다

고 볼 때 재의 증강 실 기술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모바일 

기기와 같이 디스 이의 한계가 있는 경우

에서의 서비스 제공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증

를 해서는 사용의 용이성이나 매체의 

성뿐 아니라 콘텐츠의 성도 매우 요

한데 재의 방식은 사 에 불특정 다수인을 

해 확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문제를 가

지게 된다[13, 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개인화되고 실감

나는 자상거래를 실 하기 해 증강 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

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시작

하여 개인화 된 서비스를 탐색하기 해 연

상 기반 추론이라고 하는 개인화 방법론을 

개발하 다. 이를 통해 하나의 마커에 복수

의 서비스 연결을 가능하게 하되 사  정의

된 서비스 호출이 아니라 상황 인식 이고 

동 으로 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수신자

는 마커 하나 만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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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실  가능성을 보이

기 해 실제로 증강 실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증강 실 

 증강 실 기반의 자상거래에 한 기존 

연구를 제 2장에서 서술하고 추가 인 연구 

이슈를 정리했다. 제 3장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증강 실 기반 연상 서비스의 체

인 구조  주요 구성요소에 한 설명을, 

제 4장에서는 개인화의 핵심이 되는 연상기

반추론 방법을 소개하 다. 제 5장에서는 실

제 로토타입 시스템을 구 한 것을 소개하

다. 최종 으로 제 6장에는 결론  추후 

연구 이슈를 정리하 다. 

2. 문헌 연구：증강 실

2.1 개념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실세계 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

는 것으로 실에 기반을 두고 실세계 환경

과 그래픽 형태의 가상 실을 실시간으로 합

성하여 실세계에 한 이해를 높여주는 기술

이다. 간단히 말하면, 가상객체에 의해 실

제환경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7]. 증강 실

의 목 은 실제 찰하고 있는 사물이나 장소

에 한 부가 인 정보나 의미를 함께 제공

하는 것이다.

가상 실 기술에 비하여 증강 실 기술은 

여러 가지 센서, 시각, 청각, 각/역감 등을 

표 할 수 있는 디스 이 장치, 그리고 사

실 혹은 허구 인 상과 함께 시뮬 이션하

여 가상 경험을 창출 하는 기술이라는 특징

이 있다. 

1960년  Ivan Surtherland가 최 의 see- 

through HMD를 개발한 것이 증강 실 련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여진다[8]. 그러나 본격

으로 증강 실 련 기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미국 보잉사에서 HMD(Head Mounted 

Display) 화면을 통해 항공기를 조립하는 시

스템을 개발한 1990년  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Augmented Reality”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때부터 증강 실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9]. 이 

 증강 실 트래킹은 최근 10년 동안의 증

강 실 연구에서 가장 비 있게 다 지는 주

제 의 하나 다[6]. 증강 실 트래킹 기술은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센서기반 트래킹(Sensor- Based 

Tracking) 기술이 있다. 센서기반 트래킹 기

술에는 성 트래킹(Inertial Tracking), 자기 

트래킹(Magnetic Tracking), 음향 트래킹(Acoustic 

Tracking), 학  트래킹(Optical Tracking) 

등의 센서들을 이용한 트래킹 기술이 포함된

다. 이러한 센서 기반 트래킹 기술은 센서 장

비의 특성상 비용이 비싸고 부피가 크다는 

단 이 있으며 트래킹 하는데 있어서 정확성

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14]. 

그리고 두 번째 증강 실 트래킹 기술로 

비 기반 트래킹(Vision-Based Tracking) 

기술이 있다. 비 기반 트래킹은 이미지 처리 

방법을 이용한다[6]. 마커나 실제객체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바로 증강된 객체를 

실시간으로 합성해주는 기술로 보다 더 정확

한 트래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이러한 이유로 많은 비 기반 트래킹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성능 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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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커 기반 증강 실 트래킹 과정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각의 트래킹 기술들을 

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하이 리드 트래

킹(Hybrid Tracking)기술이 있다[1, 4]. 하

이 리드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면 외부 환경

을 한 증강 실에서 기존의 트래킹 기술이 

제공할 수 없었던 강건한(robust) 트래킹이 

가능하다[3]. 

이상 언 한 방식 에서 본 논문에서는 

마커기반 증강 실 기술에 집 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마커기반 증강 실의 트래킹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인 마커인식은 

학을 이용한 트래킹을 해서 주로 정사각

형의 검정색 테두리안에 특정한 패턴을 나타

낸 것을 마커로 사용한다. 마커기반 증강

실의 트래킹 과정은 먼  카메라에 입력된 

상 정보로부터 마커를 인식한다. 그리고 

마커 에 가상객체가 정합될 치와 방향을 

찾고 마커에 있는 패턴을 분석하여 마커를 

확인한다. 패턴이 확인되면 먼  계산된 

치와 방향에 맞게 가상객체가 정합되고 사용

자가 계속 으로 가상객체를 보게 된다. 그

런데 이와 같은 마커 기반 증강 실 시스템

은 마커 각각에 해 사  정의된 가상 객체

만을 보여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2.2 증강 실 기반 자상거래

증강 실 기술을 자상거래 기능 강화에 

용하는 연구는 아직 기의 수 이다. 첫

째, 증강 실 기반의 자상거래 시스템으로

서 이  포인터를 이용해 원하는 제품을 

재 환경에 증강시켜 볼 수 있는데 그 표

인 시스템으로 AR Pointer가 있다[15]. AR 

Pointer는 요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자

상거래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의 물리  정보

를 정확하고 인지하기 쉽게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상

품을 검색하다가 심 있는 제품이 나타나면 

드래그 앤 드롭하여 증강 실 창에 넣으면 

AR Pointer가 가리키는 실제 공간상의 사  

패턴 에 제품의 3차원 가상 이미지가 정합

된다. 사용자는 오 젝트를 회 시키며 제품 

폭과 높이가 당한지, 인테리어와 잘 어울

리는지, 여러 제품  어떤 것이 좋은지 등을 

유심히 찰하고 단할 수 있다. 

AR E-Commerce Assistant System은 

마커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으로 기존의 

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지 못했던 제

품에 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직 으로 

달해주고 실세계 제품에 한 경험과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한다[20]. 이 시스템을 이용하

면 실제 제품을 자신의 집이나 재 자신이 

있는 물리 인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다. 

증강 실 기반의 u-카탈로그 시스템은 color- 

code와 같은 identifier역할이 가능한 이미지 

에 가상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어 보다 더 

실감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이다[9]. 한편 Kim[10]은 증강 실 기

술을 유력한 미래형 고 디스 이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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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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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서비스 방법 

하 다. 증강 실이 실제세계와 자 미디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한 연구라고 볼 때, 

고라고 하는 매우 고품질이면서 특정 제품

이나 서비스과 연결된 컨텐츠는 체감형 인터

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증강 실의 좋은 

용분야일 것이다.

쇼핑은 증강 실이 용될 수 있는  다

른 좋은 분야이다. 장에서 상 물건을 보

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여 으

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자상거래 

시스템이 가지는 단 을 극복할 수 있다[20].

이상의 자상거래 련 연구들은 그 가능

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의 마

커에 하나의 가상 이미지가 사 에 결정되어 

있다. 동 인 시각화를 해서는 이미지를 

수동 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둘째, 가상 이미지의 고정으로 증강 실 이

미지 더링의 개인화가 어렵다. 셋째, 이미

지 더링에서부터 구매를 한 서비스로의 

이동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품

을 보는 것과 구매하는 행 가 별개로 이루

어져야 한다.

3. 연상 기반 증강 실 자 상거래

가상 이미지의 동 인 변화를 통한 증강

실 서비스의 개인화와 이미지 더링-서비스 

호출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해 본 논문에서

는 연상 메커니즘을 도입하 다. 

연상(association)이란 사  의미로 하나

의 념이 다른 념을 불러일으키는 상을 

말한다. 그동안 연상에 한 연구는 주로 언

어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11, 12]. 본 논

문에서는 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연상 서비

스를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에 

재의 상황과 개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추출된 

가장 유사한 사례에서 지속 으로 경험된 서

비스를 불러오는 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까지의 마커기반의 증강 실 서비스들

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구체 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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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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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연상 서비스 방법 

다음 <그림 2>와 같다. 제일 먼  마커를 

인식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사  정의된 가상 

이미지를 보여 다. 그리고 가상 이미지에 

합한 사  정의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보

여 다. 그리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

스를 탐색하여 근할 수 있다. 서비스를 연

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방식은 정

(static)이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과거 

서비스 방법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제

일 먼  마커를 인식하게 되면 사  정의된 

가상이미지가 아닌 마커를 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연상된 이미지가 나타난다. 여

기서 상황이란 그 개인을 둘러싼 재의 내

, 외  환경 정보들로서 개인의 로 일

이나 선호도부터 치, 활동, 날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연상된 이미지에 따른 개

인화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동  서비스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이다.

와 같은 연상 서비스 방법을 가능하게 하

기 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증강 실 

기반 연상 서비스 시스템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시스템은 크게 Experience Set Maker

와 Associated Service and Image Composer

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Experience Set 

Maker는 재 마커를 보고 있는 사람의 경험

집합(experience set)을 생성하는 모듈로서 

사용자의 개인 단말기로 마커를 비추는 순간 

그 마커에 한 이미지를 받게 되면 작동을 

시작한다. 여기서 경험집합이란 연상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정보들의 집합으로 

먼  개인 로 일 정보와 재 상황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사례베이스에서 재 사용

자의 상황과 로 일을 기반으로 가장 유사

한 사례를 찾고 그 추출된 사례의 경험 서비

스 정보와 서비스 경험 횟수 정보, 서비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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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증강 실 기반 연상 서비스 시스템 구조 

험시간 정보가 포함된다. 

Experience Set Maker는 사용자의 로

일과 련 개인 상황 정보를 단말기 내부 

혹은 외부의 장장치에서 획득한 다음 경험

집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경험 집합은 

과거의 경험집합들 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

를 재의 측된 경험으로 본다. 이를 해 

사례기반추론을 도입했다. 

한편 생성된 경험집합은 Associated Service 

and Image Composer라는 모듈로 보내진다. 

이 모듈은 가상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 연상이미지 정보, 연

상 서비스 정보를 받아와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험집합 생성 시 사례

베이스에서 사례를 추론하면 이미지 카테고

리 정보가 함께 추출된다. 이 게 하여 추출

된 이미지 카테고리 정보와  연상 기반 추론

에 의해 추론 된 연상 서비스 정보를 기반으

로 가상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상 이미

지  연상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연상 서비스는 실행 에는 

서비스 내용과 URI정보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상이미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어 있는 주요 속성들은 이미지 카테고리 

 그 이름, 서비스 카테고리  그 이름과 

URI, 내용 등이다.

4. 연상 기반 추론

4.1 개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연상 기반 추론 방법

은 사람이 이미지 등 어떤 자극으로부터 노출

될 때 그 자극을 있는 그 로 인식하지 않고 

그 자극과 연 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등

을 연상하게 된다는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를 들어 TV에서  덮인 산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등산을,  다른 사람은 이 내린 겨

울에 어울리는 스포츠를 연상하게 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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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험에 의한 연상 서비스 제공

거의 일반 인 추론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

은 노이즈로 인식되어 추론의 정확도를 떨어

뜨리는 요소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상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기존의 추론 

방식에 추가하게 되면 더욱 개인화 된 추론

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연상 강도를 측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

서는 사례기반추론에서의 유사도를 바탕으

로 하여 Rescorla-Wagner 모형을 기반한 연

상 강도 측정, 그리고 Galton의 실험에 의한 

연상 강도 측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정을 

통해 가장 연상강도가 높은 가상 이미지  

련 서비스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게 이미지로부터 연상된 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서 연상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요한 시사 을 제공한

다. 먼  Rescorla-Wagner 모형을 기반한 

연상 강도 측정은 연상에 있어서 새로운 자

극에 의한 연상보다는 이 에 지속 으로 경

험했던 자극이 더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이다. 그리고 Galton의 연상 실험이 

가지는 주안 은 이미지로부터 연상을 할 때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부분 인 형태의 향

보다 이미지와 련된 사용자 개인의 과거 

경험이 연산강도에 향을  수 있다는 

이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상황에

서 이미지를 보고 인식하게 될 때 개인의 경

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들을 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를 들어 이때 보여

진 이미지가 자 거라고 한다면 자 거와 

련된 이  경험들이 각자 다를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이  경험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

하 다. 자 거 제품에 심 있어 희귀 자

거 구매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우 희귀 자

거 구매 서비스에 한 연상이 강하게 일

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 거 여행 경험이 많

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 거 하이킹 장소 추

천 서비스에 한 연상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경험에 따라 

서비스에 한 연상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Rescorla-Wagner 모형과 Galton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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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마커)

연상기반 추론

경험집합

경험서비스

프로파일 정보 상황정보

경험 횟수 경험 시간

<그림 6> 연상 기반 추론의 개요도

상실험을 바탕으로 과거 경험의 횟수와 최  

경험시간을 연상의 요한 요인으로 추가하

다. 즉, 사용자 로 일 정보와 상황정보 

그리고 사용자 로그 일 는 사례기반추론

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연 되는 경험집합을 

추출하고 추출된 경험집합을 기반으로 연상

서비스를 호출한다.

다음 <그림 6>은 연상기반 추론의 개요

도이다. 먼  로 일 정보나 상황 정보 등

이 기록되어 있는 경험집합으로부터 연상기

반추론을 실시하되, 이때 과거 경험이 장

된 사례베이스와 연상 련 모형이 들어있는 

모형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며 재의 자극을 

통해 얻어진 재 상황 정보를 기 로 하여 

과거 경험집합과의 유사도  연상 강도를 

구하게 되고 결국 가장 연상강도가 높은 과

거 경험을 경험 집합에서 선정하게 된다. 그

리고 결국 선정된 경험과 연 되는 가상 이

미지  서비스 링크가 재 보여지고 있는 

마커에 증강되어 보이게 된다.

4.2 Experience Set을 포함한 사례기반 

추론에 의한 유사도 측정

연상 강도 계산을 한 첫 번째 변수인 재 

상황과 과거 경험과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경험집합이 필요하다.

유사도 계산을 한 한편 사례베이스의 사

례 구조는 다음 <표 2>와 같다. 크게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이 있으며 조건은 이미지 

정보, 개인 로 일, 개인상황 정보들로 이

루어져 있다. 따라서 재 사용자의 정보와 

사례베이스 안의 특정 사례와의 유사도()

는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1)

단, C와 S는 각각 재의 상황 집합과 사

례베이스 안에 존재하는 사례의 집합을 나타

내며, n은 사례 속성의 수로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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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로 일 정보()
일련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 번호, 나이, 성, 국 , 직업, 취미, 

소득, 주소

개인 상황정보()
일련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 번호, 치 1, 치 2, 날씨, 계 , 

요일, 시간 , 활동, 함께한 사람, 로그 일

경험 서비스 정보() 경험 서비스

서비스 경험 횟수() 서비스 경험 횟수

서비스 최  경험 후 경과 시간() 서비스 최  경험 후 경과시간

<표 1> 경험집합 정보

경험집합에 속한 속성의 총 수이다. 한 j는 

상황집합 상의 j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한편 

함수 f는 일반 으로 유클리디언 함수에 의

하여 표 되며 필요한 경우 가 치나 Tversky

의 승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에는 

상황 집합내의 각 속성들 에서 어느 것이 

더 유사도 계산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사  지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므로 

가 치나 승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경험집합이 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정보들의 집합으로 먼  개인 로

일 정보와 재 상황정보, 이에 한 가장 유

사한 사례의 경험 서비스 정보와 서비스 경

험 횟수 정보, 서비스 최 경험 시간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때, 경험집합은 다음 식 (2)와 

같이 구성된다고 보았다. 

           (2)

여기서 i는 사용자 일련번호, j는 집합을 

나타내는 일련번호이며 경험 집합은 다음 

<표 1>과 같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경험 집합을 토 로 하여 구

축된 사례의 구조는 <표 2>와 같다.

4.3 Rescorla-Wagner모형 기반 연상

강도 측정

본 연구에서 이미지로부터 연상된 서비스를 

찾아내기 해서 연상이론에 바탕을 둔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연상이론

의 가장 표 인 모형인 Rescorla-Wagner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모형은 지난 수십 

년간 인간 행동에 한 유추를 해 사용되

어 온 인지심리학 분야의 주요 이론  하나

이다[2]. 

Rescorla-Wagner 모형에 따르면 어떤 무

조건자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형성

의 체 양에는 한계가 있다. 즉, 조건반응으

로는 일정한 양의 강도만을 획득 할 수 있고 

그 강도는 무조건자극의 강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이 모형은 차폐 상을 잘 설명하는

데 만일 자극 A가 처음 몇 시행 동안 무조

건자극과 짝 지워지면 그 무조건자극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조건 형성의 체량  부

분은 자극 A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B가 

A + B 복합의 형태로 조건형성 차에 추가

되더라도 B와 무조건 자극 간에는 연합될 것

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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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사례베이스

이미지 이미지 카테고리

개인  로 일 정보()

나이

성

국

직업

취미

소득

주소

개인 상황정보()

치 1(실내 외 구분)

치 2(공간특성 구분)

날씨

계

요일

시간

함께한 사람

활동

경험 서비스 정보() 경험한 서비스

서비스 경험 횟수() 경험 서비스 경험 횟수

서비스 최  경험 후 경과 시간() 경험 서비스 최  경험 후 경과시간

<표 2> 사례베이스 구성 

Rescorla-Wagner 모형에 따르면 연상 강도

의 변화량()은 조건 자극의 강도(), 무

조건 자극의 강도(), 그리고 무조건 자극의 

연상강도()와 체 인 연상강도()와의 

차이의 함수로 나타낸다[21]. 

      (3)

여기서 무조건 자극의 연상강도()가 0일 

경우의 연상강도 변화량()은 식 (4)과 같

이 표 된다.

결국 Rescorla-Wagner 모형에서의 연상 

강도는 다음 식 (5)와 같이 나타난다. 

      (4)

    (5)

4.4 Galton 연상 실험 기반 연상 강도

측정

Galton의 연상실험에 의하면 언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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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 메커니즘에는 개인의 경험이 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수

의 연상이 최근 경험보다는 그 이 , 특히 어

릴  경험에서 온다는 것과, 연상에는 개인

차가 있고 불규칙성이 있으며, 논리  규칙

에 따르기 보다는 심성  특성에 의존함을 

보 다[17]. 따라서 Galton의 연상 강도를 나

타내는 함수 는 다음 식 (6)과 같이 서비스 

최  경험 후 경과 시간()의 함수로 표 될 

것이다.

  
  ≥         (6)

여기서 i는 사용자 일련번호, j는 특정 경험

집합의 일련번호이며, 시간의 경과 시간에 

한 승수를 의미하는 는 Galton이 과거의 

경험일수록 더욱 강한 연상강도를 보인다고 

하는 주장에 따라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4.5 총 연상 강도 측정

에서 살펴본 바 로 경험집합 정보를 근

간으로 한 유사도(), Rescorla-Wagner

모형 기반 연상 강도(), 그리고 Galton

의 연상 강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실제 이미지에 한 i번째 개인의 j번째 

이미지에 한 t시 에서의 특정의 가상 이

미지  서비스에 한 총 연상 강도( )는 

다음과 같은 식 (7)로 표 된다. 

          

            (7)

결국 추출된 경험집합이 여러 개 이고 경

험 서비스 정보, 즉 가 여러 개일 경우 

최 의 연상 이미지  서비스는 식 (8)과 

같이 연상 강도가 최 가 되는( ⋯ 
 ) 것으

로 결정된다. 

 ⋯ 
 ∀          (8)

이와 같이 총 연상강도를 최 치로 하는 

연상 서비스가 결정되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연상 이미지를 증강 실로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연상 서비스가 결정될 때 이미지 카

테고리 정보가 사례기반 추론을 통해 선택된

다. 이 게 추론된 이미지 카테고리 정보와 

연상 서비스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인 연상 

이미지가 증강 실로 보여지며 연상 서비스

들도 함께 제공된다.

5. 구   검증

5.1 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증강 실 기반의 개인화

된 연상 서비스 방법의 가능성을 보이기 

하여 로토타입 시스템을 구 하고 자상

거래 분야에서 용해 보았다. 로 일(profile) 

테이블은 사용자들의 기본정보를 가지고 있

으며 상황정보(context) 테이블은 사용자의 

재 상황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

스(service) 테이블은 연상 이미지와 연 성 

있는 서비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

(image) 테이블은 연상 서비스에 따른 이미

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베

이스 테이블은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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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의 연상서비스 실행

 

 

<그림 8> A의 연상서비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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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에 부착된 USB카메라를 통해서 마

커를 인식하여 연상 이미지, 연상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로

토타입 시스템은 Java 1.6.x 버 의 증강

실 기반 애 리 이션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증강 실기반 연상 

서비스는 사용자가 마커의 이미지를 보며 

자상거래를 할 때에 사용자의 재 상황과 

로 일을 고려하여 연상된 서비스와 연상

된 이미지를 제공해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를 들어 같은 자 거 그림이 

있는 마커를 희귀 자 거 구매가 취미인 A

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자 거 여행이 

취미인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본다고 

가정을 하자. 이 때 A는 재 화창한 날씨 

탓에 기분이 좋아 회사에서 출근해 잠시 시

간을 내어 인터넷 쇼핑을 하던 이다. 반면 

B는 재 화창한 날씨 탓에 기분이 좋아 집

에서 심 식사 후에 휴식을 즐기는 이라

고 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A와 B 각각의 개인 

로 일 정보와 상황정보의 차이에 따라 비록 

두 사람은 같은 그림의 마커를 보고 있지

만 각각 다른 서비스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때 Experience Set Maker는 개인 로

일 정보와 상황정보와 로그 일 정보를 기

반으로 경험집합을 생성하여 다. 이때 개인 

로그 일이 존재할 경우에는 앞에서 제안한 

연상강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연상강도를 

계산한 후 최 값을 연상 서비스를 결정한

다. 만약 사용자의 로그 일 정보가 없을 경

우 데이터베이스와 사례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게 추론 된 사례에서 경험한 서비

스를 추가하고 서비스 횟수를 추가하여 경험

집합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게 경험집합이 생성되면 Associated Ser-

vice and Image Composer는 연상강도를 계

산하여 가장 연상강도가 높은 서비스를 선택

하여 연상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게 연상 서비스에 결정되면 이미지 카

테고리 이름을 추출하여 이미지 데이터베이

스에서 증강시킬 가상 이미지를 찾는다. 

를 들어 A에게는 자 거 구매 이미지가 B에

게는 하이킹 장소와 련된 이미지가 증강

실로 제공된다. 결국 연상알고리즘을 용한 

증강 실 기반 연상 서비스 결과 A에게는 

자 거 구매 서비스와 그에 따르는 가상 이

미지가 제공되며 B에게는 자 거 여행지 추

천 서비스와 그에 따르는 가상 이미지가 제

공된다. <그림 7>과 <그림 8>은 이상의 시

나리오를 바탕으로 구 되는 로토타입 시

스템 실행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증강 실 사용자의 텔

즌스에 정 인 향을  것으로 기

한다. 더욱이 향상된 텔 즌스가 사용자

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것인지에 해

서도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5].

5.2 검  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상기반추론에 입각

한 개인화된 증강 실 서비스 방법론의 우수

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참여자들을 상

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우수성 검증을 

한 상황 정보 악을 해 원래는 과거에 센

서 등으로 상황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야 

하나 이러한 과거 자료가 미비했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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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을 하여 사용된 마커들

용되고 있는 사용자 상황 정보인 일련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 번호, 치 1, 치 2, 날씨, 

계 , 요일, 시간 , 활동, 함께한 사람, 로그

일 등은 본인 스스로가 상황정보로 획득되

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결국 실험을 

해 사용이 가능한 간  상황 정보인 사례 

정보를 이용하게 되었다. 

사례베이스 구축을 한 설문 조사는 2009

년 5월 14일부터 16일간 실시하 으며 설문

에 한 응답자는 총 35명이었고, 이  20  

이하 25명(71.4%), 30  이상이 10명(28.6%)

이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 20명(57.1%)

이고 여성은 15명(42.9%)이었다. 설문의 형

태는 직업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여 오

라인 상에서 조사 실시하 다. 먼  본 연

구의 취지를 소개하고 설문 내용과 답변 방

법을 충분히 숙지시켰으며 필요한 경우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연상의 출발 이 되

는 마커 이미지는 <그림 9>와 같이 자 거, 

책, 병원, 비행기 등 네 가지를 선정하 으며 

결국 자 거 이미지 31부, 책 이미지 14부, 

병원 이미지 14부, 비행기 이미지 31부가 회

수되었다. 그래서 사례베이스는 총 90건이 

되었다.

본 방법론의 검증을 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 다. 

[방법 1：PRESET] 기존의 마커 기반 증

강 실 방법으로 각 마커에 가상 

이미지와 서비스를 사 에 연결

시켜서 해당 마커가 나올 때마

다 사  설정된 이미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

[방법 2：CBR] 통 인 사례기반추론방

법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 로

일과 상황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화된 가상 이미지와 서비스

를 선정하는 방법

[방법 3：ASSOC_CBR]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방법론으로 통 인 사례

기반추론방법에 의한 유사도에 연상 

강도를 추가 용한 보정된 방법

으로 특정 개인 로 일과 상황 

정보를 기본으로 한 개인화된 가상 

이미지와 서비스를 선정하는 방법

본 방법론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채택한 

측정치는 정확도(accuracy)이다. 정확도는 각 

방법론에 의하여 선정된 연상 서비스가 실제

로 원하는 서비스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되 기

본 으로 세 가지의 서비스를 순차 으로 제

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시

한 서비스가 정확하면 3 을, 두 번째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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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세 방법의 정확도 비교

시한 서비스가 맞으면 2 을, 그리고 세 번

째로 제시한 서비스가 일치하면 1 을 부여

하 다. 그리고 세 가지 제시한 서비스가 다 

원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면 0 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정확도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측

정치인 소요시간은 비교한 모든 방법이  

단  정도의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본 검증에서는 제외하 다. 

실험은 총 7,500회 반복하 으며 매 회마

다 90건의 사례들 에서 무작 로 30%는 

검증을 한 자료로, 나머지 70%는 학습을 

한 사례로 선정하여서 수행하 다. 각 회

차에서는 다시 100회에 걸쳐 Galton 승수 값

을 변경시켜 가면서 성능 분석을 하 다. 

실험 결과 다음 <그림 10>과 같은 성과 

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시각 으로 볼 때 

ASSOC_CBR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더욱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계량 으로 분석

하기 해 t-test 방법을 사용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한 로 CBR 방

법은 PRESET 방법에 해서, 그리고 ASSOC_ 

CBR 방법은 CBR 방법에 비하여 p < 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SOC_CBR 방법과 PRESET 

방법의 비교는 성능의 차이가 무나 확연하

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의미가 없어 제외

하 다.

한편 Galton의 승수를 0.1부터 1.0까지 변

경시키면서 실시한 실험 결과 정확도 비교를 

수행하 으며 <그림 11>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결과 Galton승수(G)를 증가시킬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ASSOC_CBR)

의 정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최  연상 시 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이 연상 

강도에 미치는 향의 요도가 큰 것임을 

보여주어 과거 경험을 더욱 시하는 Galton

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편 PRESET방법과 CBR방법은 상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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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Galton의 승수(G)를 변경시켰을 때의 정확도 차이 비교

성 능 비교 방법 N 평 균 평균 차 공동 분산 T 통계량

정확도

CBR

 PRESET
7,500

0.9771

0.8278
0.1493 0.0056 122.411

***

ASSOC_CBR

CBR
7,500

1.0662

0.9771
0.0891 0.0073 63.916***

주) 단, 
***
는 p < 0.001 수 .

<표 3> 방법간 성능 차이 분석을 한 T-TEST 결과

G값의 변화에 에 띄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값을 변경시켜 가며 실험한 

결과가 G값의 변경 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결과의 신빙성을 나

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ASSOC_ 

CBR 방법, 즉 사례의 유사도에 Rescorla-Wagner 

모형에서 얻어지는 연상 강도  Galton의 

연상 실험에서 얻어진 연상 강도를 보정치로 

반 한 총 연상강도로 개인의 로필, 상황

에 맞는 가상 이미지와 련 서비스를 선정

하는 방법은 기존의 마커 기반 증강 실 방

법  사례기반추론에 의한 추론 방법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 Rescorla-Wagner 모형 뿐 아니

라 Galton의 연상 실험에 의한 연상 강도를 

구하는 모형도 함을 증명하 다.

다만 연상 추론으로도 실제 연상 내용을 

100%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의 규칙이 없는 경우의 추론 방법인 CBR 방

법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 본 실험에서 얻은 요한 발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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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최근 마커 기반 증강 실 애 리 이션들

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교육, 엔터테인

먼트 등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자상거래 도메인에서는 아직 

본격 인 애 리 이션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존하는 증강 실 기반 

자상거래 로토타입 시스템도 등록된 마커

에 해당하는 사  정의된 정보와 서비스를 

정 으로 제공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커 기반의 연상 기반 

증강 실 개인화 방법론을 제안하 으며, 노출

되는 증강 실 이미지를 개인화하기 해 기

존의 추론 방법에 연상 강도에 련한 심리학 

모형을 고려한 보정된 연상 강도 계산법을 

제안하 으며, 이에 기반하여 연상기반추론

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즉, 

마커 이미지 정보에 사용자와 유사한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연상 서비스 정보

를 동 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며 인지심리학 

모형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한 기존의 증강 실 구  도구에 연상기

반추론 모듈을 부가하여 개인화 된 증강 실 

인터페이스를 구 하 으며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에서 실제 으로 동작하는데 성공하 다. 

재 자상거래 분야에서 로토타입 시

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에 있으며 앞으로 

그린IT, 바이오/헬스 어 분야에도 용할 

사례를 개발할 정이다. 한 테스트 단계

에서 본 시스템이 제공할 텔 즌스가 사

용자의 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도 

추후 연구 이슈로 포함될 것이다. 한 향후

에는 실험자수를 재 수 보다 늘이고, 실

험에 사용된 자극의 개수를 더욱 다양하게 진

행함으로써 타당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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