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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전시회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비디오 방명록 시스템을 제
안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텍스트나 음성 서비스 중심적인 전시장 안내 시스템과는 달리 증강현

실 기술과 사용자의 참여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

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을 설명하고 추후 연구방향을 논한다. 
 
 

1. 서론 

인간과 컴퓨터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몰입감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실감형 상호작용적 게임이 대중화 되
면서 멀티 터치, 모션 인식, 또는 제스쳐 인식 등 다
양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방법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효과적

인 상호작용 방법과 유비쿼터스 컴퓨팅과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웹 2.0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

하고 함께 공유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나 지식인 같은 서비스는 이를 잘 적용한 
사례이며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를 제공함으로써 폭발

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증강현실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고 사용자가 만

들어가는 서비스의 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매쉬 콘텐

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기 적합한 환경은 
박물관 같은 전시장이다. 그런데 현재 전시장 안내 
시스템은 주로 키오스크나 PDA 같은 모바일 기기로 
RFID 나 적외선을 이용한 사용자 위치 감지 방식을 
사용하여 텍스트나 음성 서비스로 작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가 해당 
전시물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인식하며 다른 용도로

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각 마커를 각 전시물에 
부착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한 마커 트랙킹 방식을 사
용한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면 작품에 대한 추가적

인 3 차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기존의 텍스트나 음성 서비스 중심인 전시

장 안내 시스템과는 달리 증강현실 기술과 사용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증강

현실 기반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증강현실 기반 박물관 안내 시스템(예를 들어 [1])이 
주로 작품에 대한 제작자들의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

를 증강하여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관람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소개하고 작품 전시회에서 사

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구현 모듈들을 설명한다. 아직 

시스템 프로토타입이 구현된 상태이며 전체적인 시스

템 구현을 완료한 후 전시회에서 사용성 평가를 할 

예정이며, 그 외에 추후 연구방향 대한 설명으로 결

론을 맺는다. 
 

2. 증강현실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 설계 

그림 1 은 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여러 개의 모
바일 시스템과 서버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공유 등 전체적인 증강현실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작품에 대한 설명 

(Commentary), 작품에 대한 동영상 방명록 녹화

(Video recording), 재생 (Video playing), 작품 추

천 (Recommendation), 및 증강현실 데모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마커를 이용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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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동영상 녹화 및 

재생 또는 추천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면 각 

작품의 번호를 선택하는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동영상 녹화 및 재생 또는 추

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바일 시스템은 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각 시스템에서 녹화된 동영상은 서버

와 공유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하여 공유된다. 이 시

스템은 작품에 대한 설명과 방명록 녹화, 방명록 재

생 및 추천으로 구성되며, 모바일 기기의 시스템 성

능 한계 때문에 비교적 단순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대형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인식된 실시간 영상을 기본적인 배경 화면으로 사용

하며, 작품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커를 카메라를 통하

여 인식하게 되면 그곳에 증강된 메뉴가 나타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및 서버 시스템은 중앙 저

장소(Centralized repository)방식을 사용하여 동기

화를 이루며, 각 모바일 기기와 대형 디스플레이 시

스템에서 녹화된 영상과 추천 점수가 무선 네트워크

를 통하여 전송되어 각 작품의 해당폴더에 저장된다.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각 시스템에서 요청이 

이루어졌을 시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현 

Open Scene Graph (OSG)[2] 2.8.0 기반의 

osgART[3]과 OpenAL[4]를 사용하여 메인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각 시스템 

당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하나의 카메라는 마

커를 인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나머지 하나는 사용

자가 방명록을 녹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림 2 에서 보이듯이 대형 디스플레이의 초기 화

면은 상단에 5 개 아이콘으로 메인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인터랙션은 마커를 인식하면서 발생되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용자의 마커 기울기와 거리 

조작으로 이루어지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마커의 인식 

후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터치스크린을 조작으로 

이벤트가 발생된다.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동영상 재생은 Open Scene 

Graph(OSG) 기반에서 QuickTime Plug-in 을 사용하였

다. 모바일 시스템에서 동영상 재생은 단말기의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모바일 시스템에서 동영상 재생 구현은 

DirectShow 를 사용하였다. 

동영상 녹화 기능은 DirectShow 를 이용한 AMCAP 프

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동영상 방명록 메인 시

스템에서 AMCAP 를 위해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생성하

여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녹화된 파일

이 압축이 되지 않은 AVI 형식이라서 ffMPEG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MPEG 형식으로 포맷

을 바꾸어서 저장한다. 

동영상은 서버의 각 해당 작품의 공유 디렉토리 폴

더에 저장되어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기

기에서 동영상 재생 시 공유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

든 동영상에 대한 리스트가 재구성되어 전송되어 보

여준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동

영상 방명록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설명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시회나 박물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커를 사용한 사용자 

인터랙션 방법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대형 

디스플레이와 서버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간의 데이

터 전송을 테스트 및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작품 전

시나 사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각 다양한 추가 기능을 

발전 시킬 계획이다. 또한 AR 데모의 기능을 확장하

여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부가적인 기능 구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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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왼쪽 메뉴를 선택하여 오른쪽 동영상 재

생을 실행하는 모습  

 (그림 1) 증강현실 동영상 방명록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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