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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 증강 실 작과 일반 데스크 탑 증강 실 작의 차이 을 분석하고, 사용

자가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이동 에 장에서 직 작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방법에 해서 제안한

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서 증강 실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증강 실 시스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 개인의 맥락 정보를 직  

장에서 작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증강 실 콘텐츠를 손쉽게 작하

기 해 제한 인 모바일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극 화 하여야 한다. 이를 해 시각  큐를 활용한 콘텐츠

의 조작, 애니메이션 지정 등의 속성을 간단하게 부여 한다. 그리고 작 과정에서 부착된 카메라를 활용

함에 생기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하여 획득된 정지 상을 기반으로 선택  환경에서 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획득된 상을 활용하여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콘텐츠를 함께 작 할 수 있는 업 

환경 구 이 가능하다. 제안된 인터페이스들의 유용성은 사용자 설문을 통하여 검증 해 보았다. 제안된 

방법이 모바일 환경에서 증강 실 콘텐츠 작에 효과 인 인터페이스로 활용 될 것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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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difference between mobile Augmented Reality (AR) authoring and 

desktop AR authoring, and suggests an interface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in-situ 

authoring of AR contents on a mobile device. The mobile devices have enabled users to use 

the AR system anytime and anywhere. It is now necessary to create user's individualized 

context information using mobile devices on the spot. To author AR contents easily with mobile 

devices, we need to maximize the convenience of mobile systems, which have yet limitation. 

To do so, this paper suggests new interaction approaches that manage augmented contents 

using visual cues and other simple attribute settings. In addition, to solve the problem that 

users have to hold their mobile devices to track markers while authoring contents, this system 

enables users to author contents in environment based on captured images. This interface 

system also can make cooperation environment for more than one users to author contents. 

This paper verifies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interface by user tests. The results of an 

analyzing users' comments show that the proposed interface is suitable for in-situ mobile 

auth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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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개념의 확산은 개발자 심의 시

스템에서 사용자 심의 시스템으로 컴퓨  패러다임

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로 인해 정보나 콘텐츠를 실

제 정보와 가상의 정보가 혼합된 증강 실에 한 심

이 고조 되고 있다[1]. 이와 동시에  모바일 장치의 성능

이 향상되고 빠르게 보  되면서 증강 실 기술을 모바

일 장치에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장

치의 사용으로 인해 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장치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이동간의 문제 들을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효율 인 인터페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2-4]. 이들은 사용자의 취향과 

상 없는 일률 인 콘텐츠의 제공이며 유비쿼터스 환

경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용

자의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맥락기반 모바일 증강

실 환경에서 사용자는 개인성과 이동성을 갖춘 모바

일 장치를 활용하면서 이동, 혹은 작업 간에 재의 상

황에 맞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들의 정보를 

사용,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모바일 장치 증강 실 기술의 확산

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  개인

화된 맥락 정보 기반의 콘텐츠 작의 필요성이 커져가

고 있다. 하지만 일반사용자가 직  C / C++와 같은 

Low Level 언어를 활용하여 증강 실 콘텐츠를 작 

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증강 실 환경에서 작에 

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다[5][6]. 하지만 이들은 모두 

데스크톱 환경에서 작에 한 연구들이며, 모바일 환

경에서의 작은 입력장치, 카메라 활용, 마커 활용, 시

스템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스크톱에서의 

작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을 고려한 모바

일 장치에서의 콘텐츠를 증강, 이동  속성 부여에 

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를 해 본 논문에서는 데스크톱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

서 작의 차이 을 알아보고,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장에서 UMPC,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활

용하여 콘텐츠의 간편한 증강, 효율 인 배치  다양

한 속성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 공유, 업을 해 필요

한 작 인터페이스에 해서 제안한다. 

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 증강 실 작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모바일 장치에서의 작과 

데스크톱에서의 작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며 4장에서 

작을 한 인터페이스들에 해서 제안한다. 5장에서 

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

은 평가에 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6장을 통해 앞으로 

본 연구가 개선되어야 할 방안에 해서 확인을 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관련 연구 

작과 련된 연구는 모델링 분야에서 일 부터 연

구 되었다. 그 결과 3D Max, Maya, AutoCAD와 같은 

 세계 으로 리 쓰이는 상용 모델링 작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증강 실 환경의 작은 이에 

비해 역사가 짧고 상용 제품도 은 실정이다. 다만 세

계 으로 조 씩 증강 실 콘텐츠 작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게다

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작은 더욱 부족하다[7]. 

기존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증강 실 작 도구로

는 AMIRE, DART, iaTAR, 3DARModeler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들은 모두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작 툴이며 아직 모바일 환경에서의 작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까닭에 의 작도구들을 본연구의 

련연구 범주에 포함하여 살펴본다. 

AMIRE[8]는 마커와 툴바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는 작도구이다. 특히 작 과정에서 GEM이라는 

객체들을 블록과 같이 결합 하는 형식으로 작을 하여 

실제 세계와 같이 시각 으로 처리 할 수 있다. 

iaTAR[5]은 마커를 활용한 텐 블 인터페이스 기반

의 작도구이다. 각각의 기능을 두고 있는 다양한 마

커를 활용하여 객체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

(Inspector)마커와 선택된 객체를 연결하여 상태 정보

를 확인하며, 다시 검사 마커와 키 마커의 조합으로 객

체 속성을 지정 /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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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6]는 Macromedia Director의 콘텐츠 작 

로그램에 증강 실 콘텐츠를 작 할 수 있도록 한다. 

DART는 Director의 Stage, Score, Sprite  Behavior

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그 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사용해 본 사람이면 모두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3DARModelar[9] 은 기하도형을 활용한 증강 실 환

경에서 3D Max, Maya와 같은 모델을 작하는 시스템

이다. 3DARModeler는 텐 블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메

뉴, 툴바, 음성 등의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 하이 리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모두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작 환경 들이다. 

모바일 환경 작 시스템으로는 최근 아이폰 어 리

이션으로 Junaio[10]의 작 시스템이 출시되었다. GPS

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며 화면을 움직이며 상 화면

의 가운데 역에 객체를 증강하는 방식의 작 시스템

이다. 하지만 Junaio는 사용자가 증강 된 객체들을 조작

하며 원하는 치에 배치하기가 어려우며 항상 모바일 

장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들고 작을 해야 하는 불편함

이 존재한다. 

이밖에 다양한 작에 련된 연구들[11][12]도 있으

나 모바일 장치의 장 과 단 을 고려하여 장에서 

작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들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III. 데스크톱과 모바일 저작 환경

데스크톱과 모바일 환경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증강 실 콘텐츠 작시스템의 차이 은 [표 1]과 같다. 

표 1. 데스크톱과 모바일에서의 저작 환경의 차이
Desktop Authoring Mobile Authoring

Input 
Devices

Tangible, Sensor, 
Mouse, Keyboard, 
음성인식 등의 다양한 방법

Touch Screen, Sensor
(장치에 따라 다름)

Marker
사용자 마커의 조작 및 사용
이 가능 일반적으로 고정된 마커 환경

Camera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분리 모바일 장치에 부착

System 
높은 프로세싱 파워, 큰 디스
플레이 

낮은 프로세싱 파워, 작은 디
스플레이

1. 저작 입력 장치 
데스크톱에서의 작은 하드웨어의 성능 제약이 없

음으로 마우스, 키보드를 활용한 통 인 방법의 입력

장치뿐만 아니라, 텐지블 인터페이스, 센서, 음성인식 

등의 증강 실 환경에서 용 가능한 부분의 인터페

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모바일 장치에서 

작은 데스크톱에서와 달리 2차원 터치스크린 인터페이

스와 모바일 장치의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 탑재된 센서

(Gyro, GPS 등)를 활용 할 수 있다.

2. 마커활용
데스크톱 환경의 작에 있어 마커는 마커 자체로 인

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작의 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한손으로 모바일 장치를 들

고 다른 한손으로 마커를 사용하며 인터페이스로서 사

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까닭에 모바일 

환경 작과정에서 마커는 일반 으로 고정된 장소에 

부착되어있는 상태에서의 작이 일반 이다. 

3. 카메라 활용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카메라와 디스 이가 따로 

분리 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

고 마커를 돌려가며 확인하기도 할 수 있으며,  카메라

만 원하는 시 으로 옮겨 놓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증

강 객체의 확인이 가능하다. 한 하나 이상의 카메라

를 설치하여 증강 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모

바일 장치에서는 카메라가 장치에 부착되어 있어, 고정

된 마커의 원하는 방향을 보기 해서는 사용자가 직  

모바일 장치를 들고 치를 옮겨 가며 마커를 바라보아

야 한다. 

 

4. 하드웨어 성능
CPU뿐만 아니라 GPU를 활용한 로세싱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데스크톱에서 증강 실 작에 있어, 매트릭

스, 벡터  부동 소수  연산을 포함한, 높은 수 의 

3D 더링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 인 모든 기능의 사용

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반면, 모바일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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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C와 같은 Tablet PC를 제외한 PDA, 스마트 폰 과 

같은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성능이 낮아 부동소수 , 벡

터 등의 연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시스템 속도

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까닭에 자연특징  기반 

추 (Natural Feature Tracking)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IV. 모바일 현장(In-Situ)저작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모바일 환경 인터페이스의 유용성 여부

의 연구  실험을 해 UMPC(Sony VGN- UX17LP)

와 스마트폰(Samsung SPH-M480)의 두 가지 환경에

서 간단한 작 시스템을 구 해 보았다. 최근 스마트 

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는 각각 상이하

다. 그럼으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 인 터치스크린

과 카메라에 기반을 둔 인터페이스로 가정한다. 

그림 1. 모바일 환경 현장 저작의 흐름

체 인 작 시스템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카

메라 상을 입력 받고 마커 등록 후, 카메라 상제어

를 통해 장(In-situ) 작에 알맞은 환경을 선택 으

로 지정한 후 모델을 등록 / 배치한다. 본 장에서는 

작에 꼭 필요한 카메라 상 제어와 콘텐츠 속성 부여

를 으로 다루어본다.

1. 카메라 영상 제어
모바일 장치에서 작과정에 등록해 놓은 마커가 화

면에서 사라질 경우 증강된 물체 한 화면에서 사라지

기 때문에 작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사용자는 작

과정에 모바일 장치를 들고 계속 마커를 바라보고 있어

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해 카메라 상 조작 기능이 필요하다. 

작 에 마커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문제 은 

한 임의 정지된 상을 획득하고 이 상 에서 

작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림 2.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좌)과 변경된 파이프라인(우)

일반 인 증강 실 이 라인은 [그림 2-(좌)]와 같

지만, 이를 [그림 2-(우)]의 방법으로 수정을 하여 필요

할 경우 정지된 상에서 작을 한다면 이와 같은 문

제 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한 장의 정지 상

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필요한 

다수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게 획득된 상

들은 사용자가 손쉽게 선택/ 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작 과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물

론 사용자가 다시 새로운 상을 받으며 실제 상에서

도 작/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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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택           (b) 이동            (c) 회전         (d) 크기변환        (e) 그림자
그림 5. 객체조작을 위한 시각적 큐와 그림자

그림 3. 획득된 카메라 영상 이미지 제공 방법

여러 각도에서 획득된 다양한 상들은 [그림 3]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 방법들

은 서로 각각의 장단 이 있으며 작 과정에 따라서 

사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의 왼쪽과 같은 방법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

서 선택된 상들을 마커의 기울기를 기 으로 4방

로 정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마

커를 정 하게 제공해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한 번에 근할 수 있는 상의 수가 최  네 

가지로 제한되며, 획득한 상이 재 마커로부터 한쪽 

방향으로만 여러 장이 있는 경우, 원하는 기울기의 이

미지를 찾기 해 여러 번의 탐색과정을 거쳐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획득된 상들을 

화면 안에서 작은 창을 추가 으로 제공 해 주는 방법

이다. 이는 사용자가 하단 상의 이미지를 2방 (좌/

우)로 정렬하여 제공이 가능하며 이미지를 직  보며 

원하는 각도의 상 선택이 가능하다. 한 이미지가 

많아질 경우 하단의 창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좌우로 

어가며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은 창을 

직  보고 선택하기에, 왼쪽의 그림의 방법에 비해 정

한 기울기의 이미지의 선택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제안된 방법에 한 사용자의 선호와 편의성에 한 

설문조사 결과는 5장에서 언 하도록 할 것이다. 

2. 객체 조작 및 속성부여
본 시스템은 기본 으로 텍스트/ 2D 이미지 / 3D 메

시의 객체 증강을 제공한다. 객체의 등록은 텍스트의 

경우 자 을 활용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문자인식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직 인 입력이 가능하며, 2D/3D 객

체의 경우도 웹을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장된 

일을 직  선택하여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특히 2D

객체는 작 과정에 원하는 사진을 촬 하는 방법으로 

장에서 작이 가능하다[그림 4]. 

그림 4. 객체의 등록

2.1 객체 조작
증강된 객체들의 3차원 공간에서 조작은 이동, 회  

그리고 크기변경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

서 조작을 할 경우,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2차원의 디스

이에서 간단한 터치(Touch)와 드래그(Drag)만을 

사용하여 3차원공간의 객체들의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

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에서 조작할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조작 가능한 속성(이동, 회 , 크기변환)을 메뉴에

서 선택하여 제어 할 수 있도록 시각  큐를 부여 한다

[그림 5][13]. 사용자는 2차원 화면에서의 시각  큐를 

활용하여 축을 선택하고, 화면상에 클릭되거나 드래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76

되는 좌표 값들은 3차원 공간의 좌표 값으로 변환되어 

원하는 치에 배치한다. 

증강객체들 에서 텍스트 / 이미지와 같은 객체들은 

콘텐츠 작에 있어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할 경우가 있

다. 정보 제공의 목 으로 작이 될 경우에는 객체들

이 항상 카메라(사용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정보 기능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까닭에 제안된 시스

템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빌보

드 여부를 지정하여 마커를 바라보는 어느 각도에서나 

작물을 정면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지정해  수 있

다. 

그밖에, 컴퓨터 그래픽에서 그림자는 공간 인지, 몰

입, 사실성에 큰 역할을 한다. 실제와 가상이 혼합되는 

증강 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작과정에서 

그림자는 [그림 5(e)]와 같이 여러 객체들이 3차원 공간 

인지  사실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림자 

더링은 수행과정에서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그래

서 아직은 하드웨어 제약이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그림자를 구 하지 못하 고 UMPC환경에서만 구 하

다. 

2.2 이동 경로 지정
작과정에 증강된 객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이 필요

하다. 그러기 해서는 움직일 경로의 지정이 필요하다. 

경로의 지정 방법은 3차원 공간의 이동을 지정하기 

해, 모바일 장치를 움직여 가며 경로를 지정 해 주는 방

법과 직  모바일 장치의 디스 이에서 경로를 지정

해 주는 방법이 있다. 자의 경로 지정 방법을 사용 할 

경우 지속 으로 상이 입력되고 있어야 한다. 한, 

이동경로 지정  마커가 화면에서 계속 보여야 한다. 

하지만 후자와 같은 모바일 장치의 디스 이에서 지

정 하는 방법은, 카메라 상 조작 단계에서 획득된 

상 에서 경로 지정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디스

이에서 이동경로를 지정해 주는 방법을 기본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직  스타일러스 펜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2차원 공간의 좌표 값을 화면에 

보이는 마커 기 의 3차원 공간의 좌표를 획득하여 [그

림 6(상)]과 같이 지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법은 화

면에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객체의 이동 속도를 사용

자가 경로를 지정해 주는 속도와 같게 지정 해  수 있

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정 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

기에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기 해 스

라인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 한 객체의 경로를 지

정해 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어 스 라인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구 하 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그림 6 - 

하]와 같이 컨트롤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 이 컨트롤 포

인트들의 치를 고려하여 부드러운 곡선을 지정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가능하지

만, 굴곡이 큰 곡선에서 의 수가 많아져 이동속도가 

균일하지 못한 단 이 있다.

그림 6. 이동경로 지정 방법 
(상 - 직접 지정 방법 / 하 - 베이지어 곡선 활용 

지정방법)

3. 획득된 카메라 이미지를 활용한 협업 환경 구축
모바일 장치의 큰 장   하나는 개인화 장비의 네

트워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거의 부

분의 모바일 장치들은 Wi-Fi, 블루투스, 외선통신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를 기본

인 기능으로 탑재하여 출시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은 

개인화 장비로써 개인화된 콘텐츠의 작 서비스가 가

능하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용자와 함께 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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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상 전송을 통한 협업을 통한 저작 환경 흐름도

다수의 사용자들은 작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업

을 통해 증강정보를 수정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4.1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마커를 바라보며 작하는 

방법에는 불편함이 있으며, 같은 장에 존재하여야 한

다. 하지만 카메라 상 조작 과정에서 획득된 여러 

상 이미지 정보들을 장에 없는 다른 사용자에게 송

을 해 으로써, [그림 7]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장에 없

는 사람들도 장에서 작한 사용자와 동일한 환경에

서의 작이 가능하다.

V. 사용자 테스트 결과

본 작 방법에서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20∼30  일반인 40명에게 스마트폰에 구 된 

작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의 편의성, 유용성에 

한 설문 조사  평가를 받아 보았다. 이들  증강

실에 해서 들어보거나 잘 아는 사람이 27%(11명), 일

부만 들어보았다는 사람이 15%(6명),  몰랐다는 사

람이 58%(23명)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에 잘 

아는 기술자들 보다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터페이스

를 활용하게 될 일반 사용자들을 주로 설문조사를 하

다.

평가는 체 5  만 으로 측정되었다. 각 요소의 평

가 수는 객체의 증강  등록에서 평균 4.23, 조작  

치 지정에 한 평가는 3.95 을 받았다. 조작  배

치에 한 평가는 스마트폰 환경 시스템의 속도가 빠르

지 못해(12∼15Fps) 배치  조작을 함에 있어 일반 상

용화 된 툴에 비해 조작과정에서 끊김 상으로 인해 

어색하 다고 하 다. 이 문제는 최근 스마트폰의 하드

웨어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로의 속성 부여는 4.05 을 받아 쉽게 

지정이 가능하 다고 하 으며 이들  72%의 사람들

이 직  경로를 화면에서 그려 가며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더 직 이라고 평가하 다[그림 8(B)]. 하지만 

재 마커 기 의 2차원 평면 이동 밖에 되지 않는 부

분에 해서 추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

었다. 그리고 작과정에서 실제 상을 받아 보며 

작 하는 것과 원하는 각도의 상을 획득하여 작 하

는 방법에 해서는 80%의 사용자가 상을 획득한 정

지 상태에서 콘텐츠를 작하는 것이 쉽고 편했다고 답

하 다[그림 8(C)]. 한 4.2장의 카메라 제어 에서 

제안한 상 선택의 두 가지 방법 , 어떠한 방법을 선

호하느냐에 한 질문에는 60%가 획득된 상을 하단

에 추가 인 뷰를 두고 선택 하는 선호 하 으며 이 방

법이 직 성 면에서4.23의 수로  받을 수 있었다[그림

8(D)]. 

그림 8. (A)각 요소별 평가 점수, (B)이동경로 지정 선호
도, (C)카메라 영상 제어 선호도, (D)획득된 영상 
선택 방법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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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본 작 시스템의 유용성에 해 3.94의 

수를 받을 수 있었다[그림 9(좌)]. 이 과정에 가장 큰 

보완  개선사항은 속도의 향상과 일반 사용자에게 시

각 으로 불편한 마커 추 의 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커의 사용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제안된 작 인터페이스가 증강 실의 어떤 분야에

서 활용하면 유용 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해  ( 복 

선택 가능) 메시징, 태깅(Tagging)과 같은 정보공유에 

한 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볼을 마커로 활용하여 개

인, 기업 등의 홍보,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모바일 장치

를 들고 다니며 이동해가며 하는 게임 등에서 본 작 

시스템의 사용이 유용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

었다[그림 9(우)].

그림 9. 전체 평가(좌) / 적용 가능 분야 평가(우)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의 작이 데스크톱에 비

해 제약사항들을 비롯한 차이 에 해서 확인하 다.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서 카메라 상

을 획득하여 이동 에 획득된 상 에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증강하며, 조작, 속성 부여를 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에 해서 제안하 다. 한 이 방법들을 설문조사

를 통해 유용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제안한 작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장치를 들고 다니

는 사용자가 장에서 개인의 정보를 남길 수 있으며, 

이 정보의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의 메시징  태깅이 가

능 하다. 를 들면 커피 , 음식 과 같은 특정 장소에

서 특정 심벌을 마커로 활용하여 사용자는 메뉴 과 같

은 곳에 음식에 한 평가, 혹은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작이 가능하다. 이 게 

작된 정보는 마커 정보와 함께 장이 가능하며, 사

용자는 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송하는 방법으로 메시

징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한 커뮤니티와 같은 웹사

이트 등을 통하여 작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작기능은 특정한 심벌( 를 들면 

기업 마커, 간  등)과 같은 부분에 한 작을 통해 

홍보물 제작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제안된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하여, 

직  무엇인가를 증강하고, 이를 배치하는 다양한 어

리 이션에도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시스템은 특징  기반 추

(Natural Feature Tracking)의 기능이 용되어 있지 

않으며, 본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오

스트리아 Graz 학의 Daniel Wagner가 개발한 시스템

[14]과 같은 추 방법과, 하드웨어의 성능이 나날이 발

되는 상황에서 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 시스템의 환경에는 어떠한 센서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스마트폰에는 자이로 센서, 멀

티 터치, GPS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의 탑재되고 

있으며, GPS를 활용한 콘텐츠 작 정보의 활용, 다양

한 센서를 활용한 콘텐츠 조작 인터페이스, 그리고 

업에 해서 구체 인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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