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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래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한 증강정보 기술에 한 심이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여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 미디어에 증강정보를 통합하는 랫폼을 제안한다. 증강정보 융합 

랫폼의 개념과 구조에 해서 서술하고, 상 미디어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증강정보

를 융합하는 증강정보 작 도구 개발을 기술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 미디어에 증강 정보를 융합하

여,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증강정보 융합 랫폼을 제시한다. .

1. 서론

  최근 미래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한 증

강정보(Augmented Information) 기술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발표한 가트 (Gartner)의 

하이퍼 사이클에 의하면 증강 실은 각성의 단계

(Trough of Disillusionment)에 있으며 기술이 안정

기로 어들어 상용화되는 시 을 향후 5-10년 사이

로 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폭발 인 확산으로 

스마트 컴퓨 , 웨어러블 컴퓨 , IOT 기술과 결합

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요구 확 되고 있다. 하

지만 부분은 증강정보를 한 디바이스 개발에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가가 아닌 일반사용자

들도 쉽게 근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개발이 요청

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단순히 달받기 한 상미

디어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증강정보를 상미디

어에 사용자의 정보와 경험을 직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미디어

에 다양한 증강정보를 통합하는 스마트 상미디어 

서비스 랫폼의 아키텍처를 서술하고 랫폼기반의 

상미디어에 증강정보를 통합하는 응용서비스 수행 

결과를 보인다.

2. 련연구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1998년에 발표한 SAMI 

(Synchronized Accessible Media Interchange)는 미디

어 근 제안방법으로 마크업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

으며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미디어 재생용 자막을 간

단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두고 설계되어 

방송용으로는 합하지 않다. SAMI 문서는 문자열

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문서 편집기로도 기록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일 확장자는 .smi 는 .sami이

며, SMIL 일의 확장자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smi가 보통 쓰인다. 

  최근 HMD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스마트폰과 

연계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카메라의 상에서 실세계의 특정 

지 에 한 가상 상을 실제 상과 합성하는 마커

인식과 합성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유비쿼터

스 컴퓨 을 한 가상 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교육 컨텐츠에 

을 두어 증강 실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 이외에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가상 실과 

증강 실 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3. 증강 실 정보 융합 랫폼

3.1 랫폼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미디어 증강정보 융합 

랫폼은 (그림1)과 같다. 제안된 랫폼은 증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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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다루기 한 템 릿에 정의 되어 있는 다양

한 멀티디이어 데이터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

리고 텍스트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리한다. 그리고 

랫폼 상의 Manager와 Designer 컴포 트를 통해 

Presentation Packager의 API를 통해 손쉽게 통합되

어 웹 라우 나 동 상뷰어와 같은 응용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 증강정보 융합 랫폼 구조

3.2 증강 상 미디어 포맷

 통합된 증강 상 미디어 포맷은 (그림 2)와 같다. 

기존의 AVI container에 body와 index 사이에 증강 

정보를 추가하는 axa 역을 추가로 정의하 다. 기

존의 비디오 포맷에 별도의 변화를 주지 않고, 증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 다. 추가되는 증강정

보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와 제어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 증강 상 미디어 포맷

4. 증강정보 융합 사례

증강정보 작도구를 통해 axa 역에 증강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용 이어로 실행한 결과에 

하여 서술한다. (그림 3)는 증강정보 융합을 한 

작도구의 화면을 보인다.

 증강정보 작도구로 상미디어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증강정보를 추가할 수 있

다. 온톨로지 기반의  증강정보 작도구는 임 

치 지정, 증강정보 치 지정과 제어 등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 통합된 증강정보 융합 결과는 용 

이어와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증강정보 융합 작 도구 수행 화면

 (그림 4)와 (그림 5)는 앞서 증강정보 융합 작도

구를 통해 개발된 증강정보를 실행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는 상미디어에 text 융합정보 활용

된 결과와 상미디어에 image 융합정보 활용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상미디어에 audio와 

video를 융합하여 활용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a) (b)

(그림 4) text와 image가 융합된 증강정보 활용 결과

(a) (b)

(그림 5) audio와 video가 융합된 증강정보 활용 결과

 제안한 융합 랫폼은 증강정보 융합과 폅집, 증강정보 실

행, 증강정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등을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 미디어에 증강정보를 통합하

는 랫폼을 개발하 다. 증강정보 융합 랫폼 구

조와 증강 상 미디어 랫폼을 보 다. 상 미디

어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다목

 증강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증강정보 융합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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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개발하 다. 한 증강정보가 포항된 상 

비디어 용 이어와 뷰어를 개발하여, 상 미

디어에 증강정보가 융합하는 응용 서비스 개발 환경

을 구축하 다. 

  향후 연구로는 특정 응용분야에 용하기 한 연

구와 HMD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상에서 활용하

기 한 스마트 증강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

고 정보 공유를 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과 연계

하여 서비스 확장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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