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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Web Feature Service를 지원하는 모바일 AR(증강 실)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스마트

폰 분야에서 심 받고 있는 증강 실을 이용한 모바일 AR에 웹 피처 서비스를 활용하여 표  인터

페이스를 통한 효율 인 질의와 다양한 정보를 통합 으로 리 할 수 있는 GeoAR 시스템을 설계  

구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 표 을 가능도록 구 하 다.

1. 서 론

  재 국내 모바일 컴퓨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기술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 으로 

통 인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폰에서 제공될 수 있는 높

은 CPU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통 인 공간 정보 기술인 

GIS(Geographic Imformation System)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사용하는 단말과 결합하여 다양한 

치정보를 질의할 수 있는 LBS(Location Based Service)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 LB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보안  안 , 교통, 내비게이션, 치를 기반으

로 하는 정보  엔터테인먼트, SNS등이 표 이다. 

한 최근 이슈가 되는 모바일 컴퓨  증강 실은 최신 스

마트 모바일의 기술 발달로 GPS, Groscope, 지자기 센서

등의 각종 센서들의 결합으로 모바일 컴퓨  환경을 기존

의 일반 피처폰 환경에서 불가능하던 일들을 가능  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치기반 AR 콘텐츠들이 만들어지

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치기반 AR 콘텐

츠들을 통합 으로 리하고 질의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치기반 데이터들을 AR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WFS를 이용하여 A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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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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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모바일 AR(증강 실)

  증강 실이란 실세계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써 실세계에서 사용자가 으로 보는 실 환경

과 가상물체나 가상정보를 보여주는 가상 환경을 겹쳐 보

여주는 기술이다. 실환경과 가상환견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실 시스템으로 최근 스마트폰이 리 보 되면서 

본격 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게임  모바일 솔루

션 업계·교육 분야등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재 모바일 스마트폰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 GPS, 지

자기, 가속도, 조도 센서등)들을 기본 으로 장착하고 있

기 때문에 치기반(LBS)의 많은 모바일 증강 실 로그

램들이 개발되고 있다[6].

  2.2 WFS(Web Feature Service)

  WFS(Web Feature Service)는 분산컴퓨  환경에서 

HTTP 로토콜을 이용하여 지리 피처(Feature) 단 의 

조작  처리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제공을 목 으로 표

화된 서비스이다[6]. WFS 표 은 INSERT, UPDATE, 

DELETE, QUERY, DISCOVERY 연산을 지원하기 하

여 다양한 연산자들을 정의하고 있다.[1] WFS 서비스는 

여러 개의 Web Feature Service로부터 클라이언트가 

GML로 인코딩된 공간 데이터를 검색  갱신하도록 지

원한다. 

  트랜잭션과 질의 처리를 해 다음의 연산자들을 정의

하고 있다.

 - GetCapabilities

   · 서비스 가능한 피쳐 타입  연산 반환

 - DescribeFeatur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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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쳐 타입 구조 반환

 - GetFeature

   · GML로 인코딩된 공간·비공간 데이터 반환

 - Transaction

   · 입력, 삭제 갱신 연산처리

 - LoackFeature(Optional)

   · 트랜잭션을 한 Lock 설정

  웹 피처 서비스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하나 이상

의 피처 인스턴스에 하여 잠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은 일 인 트랜잭션이 지원됨을 보장한다.

3. 시스템의 구조

  모바일 AR에서 앞서 설계된 WFS 이어를 표 하기 

해 GeoAR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 다.

(그림 1) GeoAR System 구조도

  GeoAR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이며, 로그

램의 뷰어에 해당하는 Android Activity 클래스와 증강

실에 필요한 연산처리  뷰어를 담당하는 ARKit 클래스

들이 있고 AR데이터  WFS 데이터를 질의하고 리할 

여러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어별로 데이터를 

질의하고 이를 통합 으로 GeoAR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GeoAdapter 클래스가 있으며, GeoSever:WFS 클래스는 

실제 국내 우편 주소 데이터(POI)를 가진 WFS 서버와 

통신하며, 치정보에 한 질의를 송하고 WFS 서버로 

부터 GeoWFSData 데이터를 질의 결과로 받는다.

 - GeoARViewer

   · Android Activity 클래스 종류로 실제 카메라뷰어를 

통해 AR정보를 표 할 Activity 클래스

 - GeoARListViewer

   · AR뷰어상에 표시할 AR 이어들의 리스트를 보여주

고 보여  이어를 선택하는 Activity 클래스

 - GeoARMapViewer

   · AR 이어들을 실세계(카메라뷰)에 아닌 Map(지

도) 상에 표시 해주는 Activity 클래스

 - GeoARView

   · 화면상에 표시될 여러 AR 이어 객체 Viewer클래스 

 - ARLayout

   · 화면상에 표시할 GeoARView의 체 인 화면구성

에 한 클래스

 - ARViewProcess 

   · 센서값이 변경할 때 마다 화면상에 표시될 변경된  

GeoARView(Geo 이어)에 한 치 정보 값을 계산하는 

클래스

 - GeoDataManager

   · 체 인 AR 이어들의 정보를 리하는 클래스

 - GeoLayerManager

   · 각 이어별 객체들을 리하는 클래스

 - GeoWFSClient

   · WFS 서버와 통신하고 질의를 던져 데이터를 받아 

AR 이어로 변환해주는 클래스

  이와 같이 GeoAR 시스템을 이용하여 GeoServer:WFS 

서버에 GeoWFSClient가 질의를 하여 치기반 데이터들

을 가져오고 이것을 서를 통하여 GeoData로 변환한다 

GeoLayerManager는 GeoLayer 단 의 클래스에 기본 

이어 정보와 GeoWFSClient에서의 질의를 통해 얻은 치

정보 데이터(GeoData)들을 리한다.

4. WFS 이어 구

  GeoAR에 WFS(Web Feature Service)를 통하여 지리 

피처에 한 정보를 ARViewer 에 표 하기 하여 다음 

WFS 이어를 구 하 고, GeoWFSClient를 통하여 

GeoServer:WFS에 연산자를 통하여 서버의 정보와 기본 

데이터들의 정보를 넘겨받고 XML 서를 통해 분석한 

후 연산자를 통한 역 질의를 통하여 지리 피처 정보를 

받아 우리가 설계한  (GeoData)GeoWFSData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GeoLayerManager에서 GeoLayer 단 로 각 

이어별로 리하도록 구  하 다.

(그림 2) GeoServer:WFS 흐름도

  GeoLayerManager는 여러 GeoLayer들을 리하며

각각의 GeoLayer들은 질의된 데이터들을 GeoLayer별로 

분류하여 받아와 장하고 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GeoWFSData 역시도 GeoLayer단 로 분류하여 리되며 

뷰어로 표 될 때 각각 데이터의 형식에 맞게 뷰어로 

표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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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eoLayerManager 구조

5. 결 론

  본 논문에서 설계 구 된 GeoAR을 통하여 웹 피처 서

비스의 장 인 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존재

하는 치기반 정보를 모바일 AR에서 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효율 이고 통합 인 치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구 하 다. 

  GeoAR 시스템은 일반 인 일회성인 콘텐츠 제공이 아

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 으로 리하고 기존의 다른 형

식의 지리 정보를 웹 피처 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 AR  

상의 지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통합성

을 향상 시켰으며, 향후에는 이러단 장 을 가지고 기존의 

웹 피처 서비스 기반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표  할 수 방

안과 다양한 질의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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