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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스마트폰용 증강현실게임 ‘포켓몬GO’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인과 포켓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가 ‘알파몬고’라고 말해서 주위를 웃음바다

로 만들어버렸다. 아마도 머릿속에 알파고

의 연장선에서 포켓몬고를 인식했나보다.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얼마나 매

력적인 세상인가!

VR이나 AR은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

다. 우리 팀은 기술 진보가 산업의 패러

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2009년에 AR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스터디했었다.  

당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AR사례 중 몇 

가지를 기억해본다. 

에스콰이어 잡지는 잡지 중간 중간에 AR

마커(marker)를 삽입해서 지면으로 정보

를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려했다. AR

마커를 웹캠에 비추면 동영상이 작동하여 

로버트다우니 주니어가 춤을 추거나, 의상

을 갈아입는 영상이 보여 지거나, 질리안 

제이콥스가 말을 걸어주기도 했던 거 같

다. 지면에서 AR을 접목한 재미있는 사례

로 기억된다.  

또 다른 AR에 대한 기억은 부동산 거래에

서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된 사례다. 스마트

폰을 통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실

제 영상에 건물의 각종 정보, 예를 들면 매

매가나 건물이력, 중개사 연락처 등을 텍

스트로 입혀서 보여주는 것도 있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됐던 도시가 늙어지

자 재생을 위한 리뉴얼을 하면서 1920년

대 도시의 모습을 AR로 보여주며 관광을 

유도한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는다. 1920

년대 그 거리로의 여행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멋진가! 

AR솔루션을 쇼핑몰에 적용한 사례도 있

다. 당시 온라인 패션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입어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술로 극복한 사례다. 온라인 쇼핑

몰 토비닷컴이라고 웹캠으로 내 위치를 조

정하여 서면 내가 선택한 옷을 인형 옷 입

히듯 입혀주는 것이었다. 구매결정에 호감

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입어본 

사진은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저장하여 페

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는 서비스였다. 베

스트바이도 지면 광고에 담아놓은 AR마커

를 웹캠에 비추면 상품을 3D로 구석구석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증강현실 광

고 동영상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해당 산업에 획기적인 변

화를 몰고 오지 않았을지 모르나, 지금 AR

이나 VR이 신세계를 열고 있는 것은 게

임 산업이다. 인지기술에 대한 다양한 방

법, 검색 매커니즘의 발전, 위치기반을 통

한 모바일 통합 솔루션의 발전 등 가상이

나 증강으로 새로운 현실감을 만들어줄 여

러 기반이 공고해졌기에 더욱 가속도가 붙

을 것이다. 

미국 전역은 지금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포켓몬고를 즐기며 교

류하는 유토피아적인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집에서 게임만 하던 청소년

들이 자전거며 킥보드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고 거리고 쏟아져 나와 포켓몬을 

찾아 헤매고 있고, 어린 자녀들과 포켓몬

을 잡으러 나들이하는 부모들도 있고 친구 

몇 명이 차를 끌고 동네방네 쏘다니기도 

한다는 보도를 접한다. 애고 어른이고 다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출시되지 

않은 한국에서 조차 속초마을 대소동이라

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켓몬고를 즐기려고 

속초로 인파가 쏠리고 속초는 시청 공식 

페이스북에 ‘주머니(포켓) 괴물(몬) 달려라

(고)’라는 우회적인 명칭으로 이 특수를 환

영하고 누렸다. 한때 성공의 신화였던 닌

텐도가 부진의 늪에 빠져 잊혀져가다가 다

시 부활하듯 체험가치가 중요해지는 패션

도 AR, VR의 첨단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방법을 모색할 때다.

주머니 괴물이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