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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에 증강 실 기능의 추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페이스북(facebook)에서 친구 목록을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최근 체크인 좌표

를 추가하고, AR을 이용하여 추가된 치 좌표를 실제 환경에서 표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했던 

마커기반 AR 시스템은 핸드 장치 구동에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소모가 많다. 그러나, 치기반 AR 

어 리 이션은 기존 마커기반 AR 시스템의 단 을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스템은 향후 iOS 핸드 장

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GPS기반 AR 시스템을 Wifi와 4G 네트워크에 해 최 의 속도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ABSTRACT

Recently, researches on augmented reality(AR) are actively being conducted, and on addition of AR in social network system has become a 

necessity. In this paper, we propose GPS-based AR system for social network. This proposed system adds the recent check-in coordinates by 

automatically synchronizing a friend list in facebook and represents those added location coordinates in a real-world environment by using 

AR. Marker-based AR system that was commonly used by existing users consumes too much storage space and processing frequency for 

driving handle devices. But, location-based AR application can solves the disvantages of the standard marker=based AR system. Therefore, 

this proposed system allows an user with iOS hand devices to use GPS-based AR system by automatically searching the optimal speed for wifi 

and 4G. This will improve 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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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 실은 사용자가 으로 보는 실 세계가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 실은 인터넷상에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증

강 실 어 리 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그  GPS 기반 

AR 어 , 상 인식 기반의 AR 어 리 이션, 차세  

AR 어 리 이션 개발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1]. 

한, 스마트폰 기기의 발 과 보 을 통해 가상 실  

증강 실,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증강 실이 용된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의 개발이 으로 필요한 

시 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의 문제 은 GPS

가 iPhone에서의 작동방식을 알아야 LBS 정보의 수집 

 장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iPhone은 다

른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OS보다 GPS기반 응용 개발

이 쉽다. 따라서, iOS에서 GPS를 실행 할 때 자동으로 

Wifi와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찾는다. 그러나, 다른 문제

은 증강 실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치 기반 

AR 어 리 이션이다. 기존 마커기반 AR시스템의 구

동에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핸드 장치에 

한 소모가 많은 단 을 해결 할 수 있고. GPS을 이용해

서 정확도가 높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모델 기반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 모델에 한 내용을 제안한다. 결론  향후 연

구 과제는 4장에서 기술한다.

Ⅱ. 련연구

2.1. AR(Augmented Reality)

증강 실은 실세계의 화면에 부가정보를 실시간

으로 송하여 가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술로 혼합 

실(Mix Reality)이라고도 한다. 실 환경과 가상 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

로 1990년  후반부터 미국, 일본을 심으로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2,3]

증강 실은 실세계 환경에 가상 오 젝트를 합성하

여 실세계 환경에 한 실감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실

세계 환경과 가상 환경을 무조건 합성하 다고 증강

실이라고 하지 않으며, 합성된 실세계와 가상 환경과는 

서로 유기 인 계가 존재하여야 된다. 즉, 실세계 환경

과 가상 환경을 합성한 상을 사용자가 보았을 때, 사용

자는 합성된 흔 을 느끼지 못하도록 실세계 환경과 가

상 세계 환경 간에 3차원으로 정확한 정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가상 세계 환경과 실세계 환경 간에는 상호작용

이 있어야 한다[4]. 이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혼합 실 
Fig. 1 Mix Reality

기존 마커 기반의 AR 시스템은 첫째로 카메라가 실

제 상을 받고 컵퓨터에 송한다. 둘째로 소 트웨어

에서 얻어진 상화면의 각 임에서  이미지 마커를 

찾는다. 셋째로 카메라에 상 인 치와 마커의 치

정보를 계산한다. 넷째로 치정보를 받은 후, 모델링의 

방향 치를 조정한다. 다섯째로 마크업되어 있는 상

의 각 임에서 모델링을 더링한다. 마지막으로 최

종 결과는 디스 이 장치에서 처리된 상을 보여 

다[5]. 

2.2. 페이스북 iOS SDK[6]

페이스북은 2012년 08월에 애  iOS 운 체제를 한 

소 트웨어 개발키트(SDK) 3.0 베타버 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능은 첫째, 사용자 토큰을 쉽게 리할 수 

있도록 향상된 사용자 세션 리. 둘째, 미리 만들어진 

UI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개발 가능하게 하는 네

이티  UI 뷰(Native UI Views). 셋째, 페이스북 SDK에서 

애 의 iOS 환경으로 쉽게 환할 수 있도록 최근 

Objective-C 언어 지원. 넷째, 향상된 페이스북 API 지원

으로 API 요청의 호출시간을 단축한다.

2.2.1. 오  그래  퍼블리싱의 동작 원리

오  그래 의 퍼블리싱은 아래의 설명과 같은 방식

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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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타임라인 앱에서 특정 액션을 수행

∙ 타임라인 앱에서는 HTTP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달

∙ 페이스북 서버는 HTTP POST 요청을 받는 즉시 매개

변수로 달받은 웹 페이지를 방문한다. 이때 방문한 

페이지의 메타데이타(Metadata)를 해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썸네일 등 필요한 이미지를 얻어 

페이스북 서버에 데이터를 캐싱

2.3. AR + APP + LBS 시스템[7]

AR + APP + LBS(Location based services) 시스템은 

SNS + AR + GPS 시스템의 이  기술이다. 당시 아이폰 

3GS에서 이슈화 되던 앱은 일반인들에게 처음 선보인 

AR 앱이다.

AR기술 자체는 이 부터 있었지만 아이폰 출시 이

후 각  받게 된 이유는 ‘이동성’ 이라는 스마트폰의 특

성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동하면서 보

여지는 실세계의 모습과 LBS기반의 치정보가 결

합되어 앞에 있는 장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는 것

이 가능해 지고, 증강 실의 강력한 기능을 바로 느낄 

수 있다.

2.3.1.  LBS의 POI(Point Of Interest) 정보

AR 앱의 핵심은 치기반의 POI 정보와 정확하고 갱

신 주기가 일정해야 한다.

재, LBS기반의 문제 은 POI 정보를 수집하고 

리하는 것이다. 기 네비게이션 회사들이 자체 인 비

용을 투자하여 POI 정보를 수집하 고, 정보의 정확성

을 유지하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다[8].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책이 AR은 아니지만 LBS 정

보와 SNS를 결합하여 POI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문제

들을 보완 할 수 있다. 그림 2에 SNS + AR + GPS 시스템 

구조를 보인다.

Ⅲ.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 구

3.1. 구  방법

GPS-enabled AR 앱은 근처 있는 페이스북 치를 찾

기 한 iphone API을 지원하고, 아이폰에 공개된 무료 

AR 라이 러리를 고려하여 AR을 한 기술지원을 보

다 효율 으로 하는 ARkit를 사용하 다[9].

3.1.1.  ARkit의 기본 구조[9]

ARCoordinate는 증강 실에 나타내는 치에 필요

한 각도, 방 각, 반지름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ARGeoViewController는 ARCoordinate 클래스에 좌표정

보가 추가된 것으로, 실제 증강 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정의되어 있다. ARGeoViewController는 증강

실 데이터와 재 치에 한 계를 정의하고 있다. 

자신의 치가 변경되면 등록된 증강 실 표시 데이터

와 자신의 치에 한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한다. 즉, 

AR로 시작되는 증강 실에 한 데이터  view를 처리

하고, Geo가 붙으면 GPS 정보와 연 된 일을 한다. 

ARkit의 생성 시 기본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SNS + AR + GPS 시스템
Fig. 2 SNS + AR + GPS system

그림 3. ARkit의 생성시 기본구조
Fig. 3 Creation the basic structure of ARkit

3.2.  모델 제안

이 에서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한다. 방 각(Azimuth)은 천문학, 포술, 항해술, 지

도 같이 지표 에 물체의 치를 나타내는 좌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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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진북을 기 으로 시계방향으로 수평각을 표시하

는데, 간혹, 진남이나 자북을 기 으로 하기도 한다. 지

평좌표(Horizontal coordinate)에서 물체의 치를 나타

내는 데 고도와 함께 사용되고, 경 의(經緯 )에서는 

수평환의 이 나타내는 각이 방 각이 된다. 이에 

해 그림 4에 보인다[10].

그림 4. 과 북극의 방 각은 80도
Fig. 4 Azimuth of the point and the north pole 

is 80 degrees

본 시스템에서는 방 각을 이용하여 사람에 한 시

을 GPS의 좌표로 환시킨다. 하지만 환하는데 시

간이 오래 걸린다면 다음과 같은 더욱 간단한 방법을 이

용한다. 를 들면, 도 φ1, 경도 0인 치에서, 도 φ2, 

경도 L(positive eastward)인 치의 방 각을 찾으면 아

래 식과 같다[11].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 된다.  첫째,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게 되면 iphone에 포함된 Cam을 구

동시키고 출력하여 데이터의 정보들을 기화한다. 기

화가 끝남과 동시에 실질 으로 ARViewController에서 

구동이 되는데 ARKit에서는 강 실을 해서 GPS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동

시키고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는 delegate에 의해서 재 

iphone의 치 련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View가 로

딩 시 타이머 기능이 구동되며, 그 타이머에 의해 증강

실 화면을 그려주는 방식이다. POI 정보와 페이스북에 

로그인된 친구 정보를 비교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갱신

하고 가상 화면을 보여 다. 친구가 있는 치가 화면에 

표시되고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도 승 할 수 있다. 친구 

치 정보에 한 정보도 추가 할 수 있다. 제안모델 개

요는 그림 5와 같다.

제안모델을 한 클래스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 제안모델 개요 구성
Fig. 5 The proposed model's Outlining

그림 6. 시스템 한 클래스 구조
Fig. 6 The class structure f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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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 결과

구  시 치 공유 권한을 부여해야 카메라 뷰를 나타

낸다. 사람의 이름과 페이스북 장소의 이름을 이용하여 

좌표를 오버 이한다. 치하고 있는 장소의 거리, 경사 

등 속성들을 장 한 후에 자기 치를 갱신한다.

페이스북 컨텍스트에 추가하고 페이스북 친구들의 

치를 받아 볼 수 있은 화면 각도(범 )를 계산하다. 친

구 정보를 얻고 방 각을 찾으면 친구 치가 있은 장소

에서 친구 이름이 나온다. 이에 한 내용을 그림 7, 8에 

보인다.

그림 7. 친구 치 정보를 표시(1/2)
Fig. 7 Display Friend-location information(1/2)  

그림 8. 친구 치 정보를 표시(2/2)
Fig. 8 Display Friend-location information(2/2)

친구 이름을 클릭하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길 수 있

다. 이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페이스북 메시지를 추가
Fig. 9 Send fac따book message

3.4. 고찰

본 시스템은 실행 iPhone 모델이 iPhone 4이고 iOS 버

은 5.0.1버 이다. 실행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친구 

치 정보를 30회씩 표시하는데 평균  실행 결과는 그림 10

과 같다.

그림 10.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30번 실행한 결과
Fig. 10 The results of running on the different 

network environment for 30 time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제안하여 언제 어디서든 근성 있는 소

셜 네트워크를 사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치 기반 AR 어 리

이션이다. 기존 마커기반의 구동에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핸드 장치에 한 소모가 많은 단

을 해결하 다. 한, GPS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혔다. 

향후 핸드 장치와 네트워킹 속도가 증가하는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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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에서 

많은 장 을 가질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Wifi와 4G 

네트워크에 해 최 의 속도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GPS기반 AR 시스템에 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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