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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AR 로그래 에 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쉽게 모바일 AR 콘텐츠 제작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마커와 가상모델 그리고 인터랙션의 형태와 가상모델의 반응형태를 인

터랙티 하게 연결하는 인터랙티  모바일 AR 콘텐츠 빌더 로토타입을 설계  구 하 다. 우선, 

모바일 AR 콘텐츠에서 인터랙션과 반응형태를 분석하기 하여, 시 에 유통되고 있는 AR 앱들을 수

집하여 앱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사용되는 인터랙션의 종류  반응형태를 조사하

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AR 콘텐츠 빌더에 포함시킬 인터랙션의 종류  반응형태

의 메뉴항목들을 설계하 고, 단  AR 객체를 정의하기 한 클래스와 이를 장할 데이터베이스 테

이블을 설계하 다. 한, 정의된 단  AR 객체의 내용을 다른 응용 로그램들에서 쉽게 읽고, 가시

화 시킬 수 있는 모바일 AR 가시화 클래스를 포함한 모바일 AR 콘텐츠 빌더 로토타입을 구 하

다.

1. 서론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이란 실세계와 가

상세계의 통합으로, 물체나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실

세계 이미지와 매칭시켜 사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증강시켜주는 기술이다.[1] 증강 실은 사용자로 하여  

높은 집 도와 심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주는 직  인식률로 인해 화, CF 등 각종 미디어 매

체들의 차세  기술로 각 받고 있다. 과거 증강 실을 구

하기 해선 카메라, 화면표시, 처리 등의 기능을 포함

한 여러 장비를 필요로 했으나 재엔 카메라  각종 센

서, 고속 처리장치, GPS 환경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 없이 증강 실 구 이 가능하

다.[2] 이러한 연유로 모바일 환경과 AR 기술을 목시킨 

아이디어들이 수없이 제안되고 있으나 AR기술 구 의 높

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 되고 있는 AR 앱의 수는 그다

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3] 만약 개발자가 Mobile AR 지

식 습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AR 콘텐츠 작 

도구와 같은 로그램을 사용하여 AR기능을 추가·설계한

다면 개발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들 역시 손쉽게 AR기술이 

목된 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AR 로그래 에 한 지식이 

+ 본 연구는 2013 KGIT X-Program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없는 사용자가 쉽게 모바일 AR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하여 마커와 가상모델 그리고 인터랙션의 형

태와 가상모델의 반응형태를 인터랙티 하게 연결하는 인

터랙티  모바일 AR 콘텐츠 빌더 로토타입을 설계  

구 하 다. 

2. Mobile AR 개발환경  황 

   부분 SDK나 Toolkit의 형태로 AR기술 개발환경이 

제공[4]하고 있으며. 크게 iOS용과 Android용 두 가지 모

바일 환경을 지원한다. iOS, Android 두가지 환경을 모두 

지원하며 Unity 지원, 마커 리스 성능이 뛰어난 QCAR[5], 

PC  모바일 지원, 마커 리스, SLAM, Unity 지원을 제

공하는 Metaio SDK[6], PC  모바일 지원, 마커 리스, 

작도구를 제공하는 Total Immersion[7], Android 용 

ARToolkit[8]을 제공하는 AndAR[9] 등이 시 에 리 알

려진 AR 개발환경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증강 실이 가상 실의 한 역으로 실의 상

정보와 3D 가상물체의 합성이 주 다면, 최근의 증강

실은 카메라, 네트워크, GPS 치정보, 방향센서 등의 기

술을 토 로 한 정보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매쉬업, 

정보 제공 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QR코드 인식 등을 통

한 비  기반과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통한 치기반 

- 474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그림 3) 센서 기반 AR앱에서 사용한 센서

(그림 2) 증강된 정보의 유형별 분류 

(그림 1) 명시된 카테고리별 분류 

증강 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실제 환경을 인식

하고 이와 련된 맥락을 악하고 그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 할 망이다.[10][11]

3. Mobile AR 개발 황 분석 

   2013년 5월 16일 기  Google play와 App store 페이

지에서 ‘증강 실' 키워드로 검색한 약 400여개의 앱  

평가자가 일정 수 이상인 앱에서 제 로 동작하는 앱 39

개를 분석하 다. 가상과 실사가 자동 로직이 포함된 앱만

을 증강 실을 사용한 앱으로 분류하고 분석하 다. 카메

라 상이 비춰지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가상의 객체 치

를 맞추는 형태의 앱은 제외하 다. 

  Google Page와 App Store이 제공하는 앱 분류 기 에 

따라 명시된 앱 분류 카테고리 별로 각 앱을 분류한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AR기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증강된 정보의 유형의 

부분은 치정보로 그 쓰임이 한정 이었다.

 가상과 실제 객체 정합을 한 정보 기 별 분류는 <표 

1>처럼 크게 카메라 상 기반과 센서 기반을 나뉜다. 카

메라 상 기반은 센서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카메라 

상만을 가지고 가상과 실제 객체를 정합한다. 이 경우 마

커를 사용하는 마커 기반과 사용하지 않는 비마커 기반으

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의 앱들  카메라 

상을 기반으로 앱들은 모두 마커를 사용하 다.

카메라 상 기반 센서 기반

앱 수 5 34

<표 1> 가상과 실제 객체 정합을 한 정보 기 별 분류

  센서 기반은 카메라 상 주가 아닌 GPS, Compass

등의 센서를 주목 으로 사용한다. 센서 기반에서 사용한 

센서는 방향정보를 나타내는 Compass, 력방향을 탐지

하는 Gyro, 성으로  치정보를 탐색하는 GPS, 순간 

속도를 구하는 Accelerometer 총 4가지이다. 증강된 정보

의 유형 분류 차트에서 치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치정보 표시에 한 GPS와 

Compass 센서의 사용이 많았다. 가장 많은 사용을 보이

는 Compass의 경우 치정보 앱과 증강물체를 찾는 게임

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GPS의 경우 모든 치정보 탐색 

앱에 필수로 사용되었으며 Gyro센서는 주로 길 찾기 앱에

서 스마트폰이 바닥 방향과 수평 할 때 지도를 보여주고 

수직할 때 목 지 치정보를 표시해주는 앱에서 사용되

었으며 물체의 수직, 수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기능하는 앱, 증강된 캐릭터가 력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게임 앱에서도 사용되었다. Accelerometer센서는 화면을 

Shake하는 Interaction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앱에서 그 

사용이 발견되었다. (그림 3)은 센서 기반 AR앱에서 사용

한 센서의 종류와 센서가 사용된 앱의 개수를 나타낸다.

  

인터랙션은 크게 Screen-touch기반과 Sensor기반, 그리고 

아무 Interaction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Screen-touch기반은 사용자가 스크린을 tab하거나 

pinch하는 등의 터치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Sensor기반은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Accelerometer센서를 이용한 

shake와 같은 동작으로 Interaction하는 것을 뜻한다. (그

림4)를 보면 조사 앱  반에 가까운 앱이 Interaction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반은 

Screen-touch기반의 Interact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의 앱만이 Sensor기반의 Interaction방법을 취하고 있

다. Screen-touch기반의 Interaction은 tab, double tab, 

pinch, spread, pan 등의 Interaction 방법으로 나뉜다. 특

히 tab은 스크린을 한 번 터치하는 동작으로 19개의 

Screen-touch기반의 Interaction  12개의 앱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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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teraction 여부 설명 속성값 

int marker_type
내부 마커인지 사용자 제의 

마커인지 구분

1. 내부마커 /사용자 

제의 마커

string[] 

marker_name
마커ID와 모델 일명 장

1. 마커 ID

2. 마커 일명

int model_type
증강하는 모델이 무슨 

타입인지 구분

 1. 2D이미지 / 

3D모델 / 동 상

string[] 

model_name
모델과 모델 일명 장

1. 모델명

2. 모델 일명

Interaction_Event*

pEvent

Interaction event를 

지정해주는 객체

1. Interaction_Event 

객체

<표 3> ARModel 클래스

설명 속성값

int interaction 인터 션의 종류

1. Tab / Double Tab / Two 

Finger Tab / Pinch / 

Spread / Pan

int event 이벤트의 종류

1. 객체 동작함 / 객체 사라짐 

/ 객체 확  / 객체 축소 / 객

체 이동 / 객체 사라짐 / 

Sound 재생 / 모델 변환

char* sound_file

int event에서 Sound 재

생 선택 시 사용하는 

char* 변수

사운드 일 이름

char* model_file

int event에서 모델 변환 

선택 시 바뀔 모델 일 

이름을 지정하는 char* 

변수

모델 일 이름

<표 4> Interaction_Event 클래스

설명

ARModel myModels[]
사용자가 정의한 모델 혹은 기존에 설정

된 모델을 장한 객체

class ModelLoader
ARModel myModels[]에 장된 마커와 

모델을 매칭시켜주는 클래스

<표 5> ARModelLoader 클래스 

정도로 많이 쓰 으며, 그 반응의 종류 한 다양했다. 자

세한 Interaction방법과 반응은 아래 <표 2>에 기술하

다.

<표 2> Screen-Touch Interaction 방법과 반응 종류

4. Interactive Mobile AR Contents Builder 설계 

 구

(그림 5) AR Class의 사용 

  Interactive Mobile AR Builder(MARB)는 개발자가 별

도의 공부 없이도 원하는 AR기능을 손쉽게 설정 할 수 

있는 일종의 AR 콘텐츠 작 도구이다. MARB에서 사용

된 AR 기능은 Class 단 로 설계되는데, (그림 5)처럼 

AR Class는 오직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 속에 존재하

는 모듈들과 쉽게 상호작용한다. 이는 어떤 앱이든 개발자

가 미리 제작된 AR Class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AR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ARB을 구성하는 AR클래스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 클

래스로는 ARModel 클래스, Interaction_Event 클래스, 

ARModelLoader 클래스를 들 수 있다. 이들 핵심 클래스

의 세부속성은 <표 3> ~<표 5>와 같다. 

MARB는 크게 시작 화면, 마커 추가 화면, 마커 편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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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증강 실 보기 화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마커추가 화

면에선 사용자가 원하는 마커, 가상객체, 이벤트를 선택하

여 장할 수 있고, 마커 편집화면에선 이 에 설정했던 

마커들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모든 설정을 마

친 뒤 증강 실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최종 으로 사용

자가 선택된 마커에 미리 설정한 객체와 Interaction 이벤

트를 증강시켜 다. <표 6>은 로토타입 화면 구성 계

층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은 최종 실행화면이다.

  

0.1. 로고화면

0.2. 시작화면

1. 마커 추가

1.1. 마커 선택

1.2. 가상객체 선택

1.2.1. 2D 이미지

1.2.2. 3D 모델

1.2.3. 동 상

1.3. 이벤트 지정

2. 마커 편집

3. 증강 실 보기

<표 6> 로토타입 화면 구성 계층구조

(그림 6) 로토타입 앱 MARB의 실행화면 

5. 결론 

   Mobile AR은 풍족하진 않으나 Mobile AR 개발을 

한 어느정도의 환경이 갖춰진 상태이며, 통한 비  기반과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통한 치기반 증강 실이 주류

를 이루고 있었다. Google Store과 App Store에서 제공하

는 AR 앱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에 AR이 용되고 있었고, 실제 AR앱이 제공하는 치정

보, 3D모델 증강, 2D이미지, 동 상 정보의 네 가지 정보

유형으로  치정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 센서 기반의 앱으로 작동하는 앱  상당수가 방향과 

치정보를 나타내는 Compass센서와 GPS 센서를 사용하

고 있었으며, 센서 기반 앱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상 

기반 앱은 모두 마커 기반의 앱이었다. 가상객체와의 

Interaction을 제공하는 앱과, 사용하는 하지 않는 앱이 반

반의 비율로 거의 비슷했으며 Interaction을 사용하는 앱 

은 부분 Screen-touch를 기반의 tab과 같은 간단한 기

능을 사용하 다. 의 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랙션의 종류 

 반응형태의 메뉴항목들을 설계하고, 단  AR 객체를 

정의하기 한 클래스와 이를 장할 데이터베이스 테이

블을 설계하 다. 정의된 단  AR 객체의 내용은 다른 응

용 로그램들에서 쉽게 읽고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모바

일 AR 가시화 클래스로 구성하 으며, 최종 으로 사용자

가 선택한 마커와 객체, 이벤트를 연결하는 모바일 AR 콘

텐츠 빌더 로토타입을 구 하 다. 그러나 아직 로토

타입 단계이므로 세부 인 기능보완이 더 필요하며, 향후 

안드로이드 센서에 련된 채워나가 완성도 높은 Mobile 

AR Contents Builder을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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