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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마케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Augmented Realit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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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마  분야에서 증강 실의 사용 황에 해 이해하기 해 디스 이, 콘텐츠 유형별로 

나눠 표 사례와 특징에 해 분석하 다. 증강 실의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마  분야에서는 

‘증강 실 마 ’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정도로 증강 실 기술의 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증강 실 기술을 

마 으로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사용 빈도와 특징을 정리하여 향후 증강 실 마  연구를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증강 실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디스

이 유형은 개인 컴퓨터, 모바일, 공공장소 디스 이, 로젝션 디스 이로 나눠 분석하 고 콘텐츠 

유형은 정보형, 게임형, 가상체험형, 비주얼 이펙트형으로 분류하 다. 디스 이 유형은 시간과 장소에 제

한 받지 않고 고객과의 1 1 마 이 가능한 모바일 디스 이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콘텐츠 유형은 

이용자의 심을 끌고 공유성이 강한 비주얼 이펙트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 중심어 :∣증강현실∣마케팅∣증강현실 디스플레이∣증강현실 콘텐츠∣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study the usage of augmented reality(AR) in the marketing field by 

classifying them into display and content types and analyzing the typical cases and 

characteristics. The market for AR has been on the increase and has been a big influence in the 

marketing field, resulting in the generalization of the term “AR marketing.” By analyzing the 

marketing cases which use AR technology and organizing the frequency of use and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a basic material for future studies on AR 

marketing. In this study, AR marketing cases are classified into different categories including 

display and contents. First, AR display category includes personal computers, mobile, public 

display, and projection display. AR contents category includes informative content, game 

contents, virtual experience, and visual effect. While investigating, it was found that the most 

used type of AR display was mobile, which has the advantage of not being limited by time and 

place and is also capable of one-on-one marketing with customers. The most used type of AR 

content was visual effect type, which evokes curiosity and is easily shared among people.

■ keyword :∣Augmented Reality∣Marketing∣AR Display∣A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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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상 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은 IT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캐피탈(Digi-Capital)의 조사에서  세계 

가상 실과 증강 실 비즈니스 규모를 2016년에는 약 

5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약 1500억 달러로 망

하고 있다[1][2]. 실제로 가상, 증강 실 기술이 용되

는 산업은 제조업 분야(자동차, 조선, 항공 등)부터 과

학기술연구 분야, 건설  건축, 교육, 국방, 디자인, 마

, 의료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2].

증강 실 기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증강 실 기술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사례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여러 분야 에서 마  분야는 증강 실 마

(Augmented Reality Marketing)이라는 용어가 보

편화될 정도로 증강 실 기술의 향을 많이 받고 있

다. 한 마 은 일반 이 증강 실 기술을 가깝

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분야이며, 다양한 활용사례가 존

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증강 실 마  사례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강 실 기술을 용한 마  사례

를 연구한다. 사례 분석에 앞서 증강 실의 개념  역

사에 해 이해하고, 증강 실 콘텐츠 유형과 증강 실 

디스 이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특징을 확인해본

다.

증강 실 마 의 특징을 이해하고, 142개의 증강

실 마  사례를 콘텐츠 유형, 디스 이 유형에 따

라 분류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분류된 결과에서 유형별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증강 실 마 의 사용 황을 이해하여 새로운 

증강 실 마 을 기획할 때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

는지 도움을  것이라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증강현실의 개념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은 컴퓨터가 생성

한 3차원의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실제 환경에 합성하

여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로 드 아즈마(Ronald T. 

Azuma)는 실과 가상의 결합, 실시간 상호작용, 3D증

강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 증강 실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3]. 증강 실은 실을 보완하는 기술

로 실을 체하여 가상세계의 몰입과 상호작용을 다

루는 가상 실(VR, Virtual Reality)과는 차이를 보인

다. 폴 그램(Paul Milgram)은 실과 가상 사이에 존

재하는 환경의 연속성을 Reality-Virtuality Continuum 

으로 정의하 다[4].

그림 1. Reality Virtuality(RV) Continuum

증강 실(AR)과 증강가상(AV)은 실 정보와 가상 

정보의 혼합 비율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증강 실

(AR)은 실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 정보를 합성하고, 

증강가상(AV)은 가상 정보를 바탕으로 실 정보를 합

성한다. 즉 증강 실(AR)은 실 정보의 비율이 높고, 

증강가상(AV)은 가상 정보의 비율이 높다.

2. 증강현실의 역사

증강 실은 1966년에 미국의 과학자 이반 서덜랜드

(Ivan Sutherland)가 HMD(Head Mounted Display)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의 개발 이후 증강

실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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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설명
1966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모델인 HMD 개발

1989 Jaron Lanjer가 컴퓨터에 의해 제작된 몰입된 시각적 경험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상현실(VR)이라는 용어를 만듦. 첫 번째로 

가상 세계를 이용한 수익 모델을 고안

1990 보잉사의 항공기 전선 조립과정에서 가상이미지를 실제화면에 

중첩해 설명하면서 처음 증강현실(AR)이란 용어를 사용

1999 1990년대 후반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Marker 이용 현실 세계에 3D 영상기술로 가상의 이미지를 겹

쳐주는 기술 개발 완료

2005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 및 시범적인 적용 단계가 시작

일부 기업에서도 기술을 적용

2009 무선통신, GPS 기술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상용화 단계 진입

표 1. 증강현실의 역사

3. 증강현실 콘텐츠 유형

스마트폰의 보 화로 증강 실 기술이 상용화 되면

서 다양한 증강 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증강 실 콘텐츠는 정보형, 게임형, 가상체험형, 비주얼 

이펙트형 등으로 구분된다[5].

정보형 증강 실은 화면에 나오는 상물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유형이다. GPS로 얻은 치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커, QR코드 등을 인식하여 상물의 정

보를 표시해 다.

게임형 증강 실은 사용자가 화면 속 가상의 물체와 

게임을 진행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다.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는 실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추가하여 보여주고 가상의 물체와 인터랙션을 하며 게

임을 한다. 실세계와 혼합되어 있어 일반 게임과는 

다른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

가상체험형 증강 실은 사용자에게 가상의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고,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여 실제로 체험하

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의류, 가구 등의 

랜드에서 가상체험형 증강 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다.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 실은 다른 유형과 달리 단순

히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게임형 증강 실과 

비슷하지만 게임형에서 사용되는 인터랙션이 거의 사

용되지 않고, 시각  효과에 을 두어 사용자의 

심을 끄는 차이가 있다.

그림 2. 정보형 그림 3. 게임형

그림 4. 가상체험형 그림 5. 비주얼 이펙트형

이와 같은 증강 실 유형들은 각각의 목 에 맞게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제품 홍보를 해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하는 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기

존 마 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랜드  제품을 홍

보할 수 있다.

4.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유형

증강 실 디스 이 유형은 개인컴퓨터 디스 이, 

공공장소 디스 이, 모바일 디스 이, 안경형 디스

이, 로젝션 디스 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 이 유형을 이동성과 람인원수에 따라 분류

해 보았다[6][7].

이동성은 디스 이의 휴  여부를 말한다. 모바일 

디스 이나, 안경형 디스 이는 가볍고 크기가 작

기 때문에 휴 가 편리하여 ‘이동형’의 특징을 갖는다. 

개인컴퓨터나 공공장소 디스 이, 로젝션 디스

이는 고정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분류된다.

람인원 수는 증강 실 콘텐츠가 실행될. 때, 콘텐츠

를 시청할 수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 일반 으로 디스

이의 크기, 설치 치 등에 향을 받는다. 개인컴퓨

터, 모바일, 안경형 디스 이가 1인 유형으로 분류되

고 공공장소 디스 이, 로젝션 디스 이가 다수 

유형으로 분류된다.

디스 이 유형 이동성 람인원 수
개인컴퓨터 디스플레이 고정형 1인

공공장소 디스플레이 고정형 다수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동형 1인

안경형 디스플레이 이동형 1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고정형 다수

표 2. 디스플레이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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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강현실 마케팅 특징

기의 마 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홍보하는데 

집 하 다. 하지만 요즘은 기업의 랜드를 알리고 가

치를 높이기 한 마 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인쇄매체 고는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효과 이지만 고객과의 상호작용  랜드 경험을 제

공하고 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증강 실 마 은 다양한 실시간 인터랙

션과 개인화 응이 가능하여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증강 실 마 의 특징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8].

첫째,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다. 증강 실은 고객

에게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노출이 가능하여 기존 

매체와 차별화된 마  용이 가능하다. 한 고객의 

시간, 장소,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응이 가능하

다.

둘째, 타겟 마 이 가능하다. 치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 맞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타겟 마 이 

가능하다. 한 체형이나 스타일 등 개인의 특성을 고

려하여 구매해야 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상품의 경우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증강 실 체험을 통해 개인

의 특성에 합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의 자발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 증강 실

은 3차원 상,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

객이 즐기면서 자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

의 자발 인 참여는 직 으로 행동을 유발시켜서 고

객의 랜드 경험을 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랜드 

경험은 잠재의식 속에 해당 랜드에 한 정 인 인

식을 남겨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향을 다.

Ⅲ. 분석 결과

1.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증강 실을 사용한 디지털 고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인터넷을 출처로 한 총 142개의 사례를 

상으로 하 고 이를 각각 정보형, 게임형, 가상체험

형,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 실로 분류 하 다. 한 사

용한 디스 이 유형별로 개인컴퓨터, 공공장소, 모바

일, 안경형, 로젝션 디스 이로 분류하 다.

2. 사례 분류 결과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142개의 증강 실 마  사례를 분류했다[9]. 

사례 연도 사례 연도

사진

사례 유형

사진

사례 유형

콘텐츠 유형 콘텐츠 유형

디스플레이 유형 디스플레이 유형

그레나다 2014 앵그리 버드 2015

관광 만화/캐릭터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랑콤 2014 메타버스 2015

미용 미용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반스 앤 노블 2011 크리스마스 이벤트 2013

서점 쇼핑몰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도미노 2014 믹서리 2014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버드와이저 2013 스타벅스 2011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스타벅스 2012 앱솔루트 2012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우르서스 2013 웨이트로즈 2011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카프리선 2014 코카콜라 2015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펩시 2014 펩시콜라와 슈퍼볼 2013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하겐다즈 2013 레스토랑 2012

식약품 음식점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표 3. 전체 사례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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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2012 랭글러 2012

의류 의류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랭글러 2012 마이아 어패럴 2015

의류 의류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원더브라 2013 잡지와 신발 2012

의류 의류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기아 2011 렉서스 2012

자동차 자동차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아우디 2010 아우디 2015

자동차 자동차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캐딜락 2013 폭스바겐 2011

자동차 자동차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폭스바겐 2011 폭스바겐 2012

자동차 자동차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토이저러스 2015 디지털월드엑스포 2011

장난감 전시/쇼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뮤지엄 홍보 2013 벽화 2013

전시/쇼 전시/쇼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예술작품 또는 화보 2012 구글 2015

전시/쇼 전자/IT제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안드로이드 킷캣 2013 This DarkEndeavour 2011

전자/IT제품 책/잡지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동경신문 2013 색칠공부 책 2015

책/잡지 책/잡지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잡지 2012 탑 기어 2012

책/잡지 책/잡지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비자 2015 빅 2015

카드 캘린더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2010 오바마 기금모금 캠페인 2012

캠페인 캠페인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모바일

교육 2012 클럽 마힌드라 2015

학교/교육 리조트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모바일 공공 디스플레이

South Park 2014 디즈니 2012

만화/캐릭터 만화/캐릭터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AXE 데오드란트 2011 링스 2012

미용 미용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임펄스 2012 BBC earth 2015

미용 방송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1 ICC크리켓 월드컵 2015

방송 스포츠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브라질 월드컵 2014 스포츠 경기장 2010

스포츠 스포츠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밀카 2015 코카콜라 2014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파나돌 2014 펩시 2014

식약품 식약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펩시 2014 분노의 질주 2015

식약품 영화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 2014 인투 더 스톰 2014

영화 영화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천재강아지 Mr.퍼바디 2014 아디다스 2011

영화 의류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자키 2013 휴고보스 2014

의류 의류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가상의 도시 2013 모터쇼 2014

전시/쇼 전시/쇼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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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렐리 2011 보쉬 2014

전시/쇼 전자/IT제품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2014 니베아 2012

전자/IT제품 미용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공공 디스플레이 개인컴퓨터

코카콜라 2009 레바논 Byblos유적 2013

식약품 관광

비주얼 이펙트형 비주얼 이펙트형

개인컴퓨터 프로젝션

르노 2014 이케아 2012

자동차 가구

비주얼 이펙트형 정보형

프로젝션 모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3 크로아티아 2014

관광 관광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Worten 2014 대형마트 2013

쇼핑몰 쇼핑몰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쇼핑몰 2013 신세계백화점 2013

쇼핑몰 쇼핑몰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테스코 2011 KFC 2015

쇼핑몰 식약품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스텔라아르투아 2009 앱솔루트 2012

식약품 식약품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하이네켄 2012 하인츠 토마토 케쳡 2011

식약품 식약품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아카니시 진 2015 Manor 2015

앨범 의류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닛산 2013 폭스바겐 2013

자동차 자동차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여행잡지 2013 잡지 2012

책/잡지 책/잡지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모바일

Simpson College 2013 레고 2011

학교/교육 장난감

정보형 정보형

모바일 공공 디스플레이

노키아 2015 도시바 2010

전자/IT제품 전자/IT제품

정보형 정보형

공공 디스플레이 개인컴퓨터

이케아 2011 이케아 2013

가구 가구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모바일

홈데포 2013 메이블린 2012

가구 미용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2013 이하오디앤 2012

쇼핑몰 쇼핑몰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모바일

찰리피자 2013 라코스테 2014

음식점 의류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모바일

안경 2011 벤츠 2011

의류 자동차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모바일

세서미 스트리트 2012 쉬크 2013

장난감 생활용품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모바일 공공 디스플레이

펩시 2013 스와치 2010

식약품 의류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안경 2014 웨딩드레스 2012

의류 의류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트라이라이브 2013 팀버랜드 2014

의류 의류

가상체험형 가상체험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머그잔 2013 커피잔 2013

생활용품 생활용품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2014 엔겐 2015

쇼핑몰 쇼핑몰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전단지 2012 Glizz 2013

쇼핑몰 식약품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네스카페 2015 맥도날드 2014

식약품 식약품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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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 2012 앱솔루트 2012

식약품 식약품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Pub 매장 2013 레노버 2013

음식점 전자/IT제품

게임형 게임형

모바일 모바일

F&N 2011 KFC 2012

식약품 식약품

게임형 게임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아디다스 2013 타임스퀘어 2012

의류 전시/쇼

게임형 게임형

공공 디스플레이 공공 디스플레이

소니 2014 티-포스트 2010

전자/IT제품 책/잡지

게임형 게임형

공공 디스플레이 개인컴퓨터

콘텐츠 유형
디스 이 유형

정보형
가상
체험형

게임형
비주얼
이펙트형

합

개인컴퓨터 디스플레이 1 1 0 2 4

공공장소 디스플레이 2 6 7 28 42

모바일 디스플레이 20 12 12 51 94

안경형 디스플레이 0 0 0 0 0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0 0 0 2 2

합 23 18 18 83 142

표 4. 증강현실 유형별 사례 분류 결과

사례 유형 개수 사례 유형 개수
가구 4 영화 4

관광 4 음식점 3

리조트 1 의류 18

만화/캐릭터 3 자동차 12

미용 7 장난감 3

방송 2 전시/쇼 8

생활용품 3 전자/IT제품 8

서점 1 책/잡지 8

쇼핑몰 11 카드 1

스포츠 3 캘린더 1

식약품 32 캠페인 2

앨범 1 학교/교육 2

표 5. 사례 유형별 개수

증강 실 콘텐츠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비주얼 이펙

트형 증강 실이 83편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형 증강

실은 23편, 가상체험형 증강 실은 18편, 게임형 증강

실은 18편으로 분류되었다. 증강 실 디스 이 유형

0 5 10 15 20 25 30 35

가구

관광

리조트

만화/캐릭터

미용

방송

생활용품

서점

쇼핑몰

스포츠

식약품

앨범

영화

음식점

의류

자동차

장난감

전시/쇼

전자/IT제품

책/잡지

카드

캘린더

캠페인

학교/교육

비주얼이펙트형

정보형

가상체험형

게임형

그림 6. 사례 - 콘텐츠 유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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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례 – 디스플레이 유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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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했을 때는 모바일이 94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으며 그 외 공공장소 디스 이는 42편, 개인컴퓨터

는 4편, 로젝션 디스 이는 2편, 안경형 디스 이 

0편으로 분류되었다.

체 142개의 사례의 유형별 개수는 와 같다. 식약

품, 의류, 자동차, 쇼핑몰 등의 유형에서 증강 실 마

이 많이 사용 되었다.

3. 증강현실 콘텐츠 유형 대표사례

3.1 정보형

[그림 8]은 앱솔루트 증강 실 사례이다. 앱솔루트 제

품 구매 시 병에 달려있는 태그를 앱으로 스캔하면 앱

솔루트 제품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칵테일 

시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서 형

인 정보형 증강 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은 하인츠 쳡 증강 실 사례이다. 하인츠 

제품을 앱으로 스캔하면 제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시피 정보를 제공한다. 이 한, 제품 활용 방법을 흥

미롭게 달하는 정보형 증강 실 사례이다.

3.2 게임형

[그림 10]은 2013년도 아디다스 신제품 부스트 모델

을 홍보하기 해 증강 실을 활용한 사례이다. 참가자

들은 아디다스 부스트 모델을 착용하고 행사장에 설치

된 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신발의 움직임에 맞춰 뛴

다. 참가자들이 신제품을 착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여하면서 제품의 장 을 더욱 

재미있는 방법으로 몸소 체험해볼 수 있다.

3.3 가상체험형

[그림 11]는 증강 실 마  활용 사례로 유명한 이

아 증강 실 활용 사례이다. 애 리 이션 실행 후 

방을 스캔하면 이 아 제품을 방 내부에 배치해볼 수 

있다. 상 으로 이동이 불편한 가구를 미리 크기나 

색상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3.4 비주얼 이펙트형

[그림 12]은 화 인투더스톰 증강 실 활용사례이

다. 설치된 화 포스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풍이 몰아치고 근처 건물들이 무 지

는 모습과 차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다. 화 

주제에 어울리는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 실 활용 사례

이다. 

[그림 13]은 스타벅스 홀리데이컵 사례이다. 앱 실행 

후 스타벅스 홀리데이 컵을 스캔하면 화면 속에 크리스

마스 캐릭터가 등장한다. 화면 터치를 하면 캐릭터가 

반응하는 인터랙티  증강 실 사례이다.

그림 8. 앱솔루트 정보형 증강현실

그림 9. 하인츠 정보형 증강현실

그림 10. 아디다스 부스트 게임형 증강현실

그림 11. 이케아 가상체험형 증강현실

그림 12. 인투더스톰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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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스타벅스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현실

4.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유형 대표사례

4.1 개인컴퓨터 디스플레이

[그림 14]는 제품을 웹캠으로 스캔하면 가수의 공연

을 감상할 수 있는 니베아 사례이다. 니베아 홈페이지 

속 후 제품을 웹캠으로 스캔하면 가수 리한나의 공연

을 감상할 수 있다.

4.2 공공장소 디스플레이

공공장소 디스 이를 활용한 사례는 형 스크린,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다양한 랫폼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은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형 스크린 속에

서 디즈니 캐릭터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 

디스 이 활용 사례이다. 지정된 장소에 서면 화면 

속에 디즈니 캐릭터가 나와 함께 상을 을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타임스퀘어에 설치하여 다수의 참가

자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6]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KFC 증강 실 활용 

사례이다.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 마커를 비추면 

화면 속에 신선한 재료가 나타나서 재료를 캐치하는 게

임을 해볼 수 있다. 게임에 성공하면 KFC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SNS에 공유 가능하다.

4.3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림 17]는 원더 라 증강 실 활용 사례이다. 잡지

에 출력된 원더 라 고를 앱 실행 후 비추면 모델이 

옷 속에 입고 있는 제품 사진을 볼 수 있다. 1인 사용 

랫폼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퍼스 한 제품인 속옷

을 히 홍보할 수 있는 증강 실 활용사례라고 볼 

수 있다. 

4.4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그림 18]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축하를 한 행

사로 증강 실을 이용한 사례이다. 바논 비블로스 유

지에서 로젝션 맵핑을 통해 도시의 역사 인 순간

들을 시각 으로 표 했다. 증강 실과 로젝션 맵핑

을 동시에 사용한 규모 로젝트로 바논 유 지의 

환상 인 모습을 효과 으로 표 했다.

그림 14. 웹캠을 사용한 니베아 증강현실

그림 15. 대형스크린을 사용한 디즈니 증강현실

그림 16. 키오스크를 사용한 KFC 증강현실
.

그림 17.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원더브라 증강현실

그림 18. 프로젝션 맵핑을 사용한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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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류결과 분석

증강 실 마  사례를 증강 실 유형별, 디스

이 유형별 분류하여 사례를 분석 하 다.

첫째, 증강 실 콘텐츠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면 비주

얼 이펙트형 증강 실 활용사례가 83편으로 가장 많았

다.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 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고

객의 길을 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투더스톰, 스

타벅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  효과만으로 사람

들을 즐겁게 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사람들로 하여  

경험을 공유하게 만든다. 부분의 비주얼 이펙트형 증

강 실은 SNS에 공유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주얼 이펙트형 증강 실은 다른 유형보다 다양한 

디스 이를 활용한 특징이 있다.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 공공장소 디스 이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이나 기차역 등에 설치된 스크

린을 통해 증강 실 상을 보여주었다. 형 스크린을 

사용함으로써 시각 인 효과와 메시지를 극 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형 증강 실 사례가 23편으로 많

았다. 복잡한 설명서나 두꺼운 매뉴얼 없이 증강 실을 

통해 간단하게 구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

징 때문에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강 실

을 이용해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제품에 한 

안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다.

가상체험형과 게임형 증강 실은 각각 18편으로 비

교  은 편이었다. 가상체험형과 게임형은 사용자와

의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한 유형으로 비주얼 이펙트형

에 비해 개발의 복잡도가 높아 게 사용된 것으로 보

인다. 가상체험형 증강 실은 주로 가구 혹은 의류 

련 제품에 많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제품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증강 실을 통해 효과 으로 달하

여 구매를 유도하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용 디스 이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모바일 

디스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94편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을 사용하는 경우 마커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

간  장소에 제약 없이 고객에게 노출된다는 장 이 

있다. 앱솔루트 사례에서 병에 달린 태그만 있으면 

구나 어디서든 앱솔루트 시피를 볼 수 있듯이 모바일 

디스 이를 사용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고객에게 

메시지를 달할 수 있다.

공공장소 디스 이나 로젝션 증강 사례는 한정

된 기간에 진행되는 반면 모바일 디스 이를 사용하

는 경우 장기 으로 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 

있다. 하인츠나 앱솔루트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스마트

폰 내에 앱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이를 실행해볼 수 있

기 때문에 고객과 지속  계 유지가 가능하다.

공공장소 디스 이가 42편으로 모바일 디스 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형스크린을 사용한 증강

실 사례의 경우 부분 한정된 기간 내에 진행하는 

이벤트성 로젝트로 진행했다. 루미아폰, 아디다스 부

스트 사례처럼 신제품을 홍보하기 해 활용되는 경우

가 많았다. 한 인투터스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짧

은 기간 내에 집 인 메시지 달을 해 공공장소 

디스 이를 많이 활용하 다. 그 외에도 개인컴퓨터, 

로젝션 맵핑, 로젝션 스크린 등 다양한 디스 이

가 활용되었다.

셋째, 사례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가구와 의류로 분류

된 사례가 다른 사례보다 가상체험형 콘텐츠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 아의 사례처럼 이동이 쉽지 않

은 가구를 미리 배치해볼 수 있도록 하거나 버랜드의 

사례처럼 사고자하는 신발을 간편하게 착용해볼 수 있

도록 하는 가상체험형 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제품 선

택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되었다.

화, 시, 방송, 스포츠 등 들이 참여하는 사례

에서는 공공장소 디스 이를 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라질 월드컵, 화 인투더스톰 사례처럼 

들이 즐기는 행사를 홍보하기 해 많은 사람들에게 동

시에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공공장소 디스 이를 

선택하 다. 

체 사례 유형 분석 결과에서 식약품 유형이 증강

실 마 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식약품 유형은 스타벅스, 코카콜

라, 펩시, 맥도날드 등 부분 형기업이 포함된 유형

이다. 스타벅스 사례에서는 컵을 스캔하면 애니메이션 

상을 재생하 고, 코카콜라의 사례에서는 로고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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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하면 홀리데이 상을 보여주었다. 두 사례 모두 단

순히 제품을 홍보하기 해서가 아니라 기업 랜드를 

홍보하기 해 증강 실 마 을 활용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형 기업에서 기업 랜드를 홍보하기 

해 증강 실 마 을 활발히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증강 실을 활용한 마  사례 분석에 

한 연구로 증강 실 콘텐츠 유형, 디스 이 유형으로 

분류하여 증강 실이 마 에 어떻게 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디스 이 유형은 모바일이며 비

주얼 이펙트형과 정보형 콘텐츠가 많이 이용되었다. 

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시간과 장소에 제한 받지 않으

며 소비자에게 집 으로 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증

강 실 마 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그 다음은 

공공장소 디스 이가 사용되었다. 공공장소 디스

이의 경우 다수가 참여 가능하며 집 으로 많은 사

람들에게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 외에

도 다양한 디스 이가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디스 이 유형별 마  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증강 실을 다양하게 활용한 략 수립에 한 

필요성을 보여 다.

증강 실 콘텐츠 유형에서 비주얼 이펙트형 콘텐츠

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이용되었다. 비주얼 이펙트

형은 사람들의 심을 끌고 공유성이 강하다는 장 이 

있으나 가상체험형을 이용한 이 아 사례나 정보형을 

사용한 하인즈 사례와 같이 달하고자하는 메시지에 

맞는 한 콘텐츠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증강 실 활용 사례에 비해 국내 사례가 은 

편이었으며 부분 비주얼 이펙트형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아쉬웠다. 알리고자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분석 이후 그에 맞는 증강 실 마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 실 마  유형 분석을 주로 

한 정량  분석이 진행되어 증강 실 마 의 실제 효

율성에 한 정성  분석내용이 부족하다. 고의 효율

성은 투입 비용 비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근성과 각

인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성은 모바일을 사용한 증강 실 마 에서 

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특성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소

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는 과정을 추 하고 분

석해야 한다. 하지만 고주와 고회사에서 정확한 자

료를 공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벤트성 고라는 이유

로 정확한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증간

실 마 을 통한 매출 향상이 가시 으로 증명된다

면 좋겠지만, 이는 복합 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제품의 

랜드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어 단독으로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각인성은 공공장소 디스 이를 사용한 증강 실 

마 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는 특성이다. 공공장소 디

스 이를 사용한 증강 실 마 이 람자의 유인

과 보유 그리고 람자를 얼마나 각인시켰는지에 한 

것을 명확하게 분석할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증강 실 마 에 한 사실에 입각한 정성  분석

을 해서는 연구자가 하나의 로젝트에 참여하여 효

율성 측정을 한 장치를 사 에 기획하는 것이 마땅하

다. 본 연구진은 재보다 객  효율성을 가진 검증

을 한 증강 실 로젝트를 비하고 있으며(탁툰 엔

터 라이즈-뾰족뾰족 포크가족), 본 연구는 이를 한 

이론  배경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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