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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 객체 검출을 이용한 AR 관광 서비스 프레임워크

AR Tourism Service Framework Using YOLOv3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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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 수단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관광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중 한 분야인 증강현실과 관광 콘텐츠의 접목 또한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인공지능은 이미 관광 산업과 다양한 
방향으로 접목되어 관광객의 여행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지역을 축소해 제작한 미니어처 모형
을 스캔하면, 사전에 딥러닝을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관광지를 찾은 뒤 관련 정보와 3D 모델을 AR 서비
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양한 딥러닝 신경망 중 하나인 YOLOv3 신경망을 사용해 모델 학습과 객체 검출을
진행하므로, 빠른 속도로 물체 검출이 이루어져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mobiles demand for tourism travel is increasing
and related industries are also developing significantly. The combination of augmented reality and 
tourism contents one of the areas of digital media technology, is also actively being studie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combined with the tourism industry in various directions, enriching tourists' travel 
experi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scans miniature models produced by reducing 
tourist areas, finds the relevant tourist sites based on models learned using deep learning in advance,
and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and 3D models as AR services. Because model learning and object 
detection are carried out using YOLOv3 neural networks, one of various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 
object detection can be performed at a fast rate to provide real-tim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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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으로의 관광 여
행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모바일의 발전으로 대부분 
사용자는 성별과 나이에 불문하고 스마트폰의 정보를 활
용하여 관광지의 정보를 검색,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정

보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이미지와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끼친다.[1] 이렇듯 교통수단과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관광 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중 한 분야인 증강현실과 관광 콘텐
츠의 접목 또한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2] 인공지능은 이
미 관광 산업과 다양한 방향으로 접목되어 관광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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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
인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은 관광 산업과 접목되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여행을 돕는다.[3-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관광지 모형을 스캔하
면, 사전에 딥러닝을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
당 관광지를 찾은 뒤 관련 정보와 3D 모델을 AR 서비스
로 제공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관광 서비스, YOLOv3 객
체 검출, 증강현실(AR)에 관해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전
체 시스템 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제4장은 실제로 시스템
을 적용해서 물체 인식에 적용될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AR 서비스를 구현한다. 제5장은 시스템 요약 및 향후 연
구 과제에 관하여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관광 서비스
관광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

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육박함에 따라, 모바일에서의 관광 정보는 관광지 이미지 
결정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즉, 관광객은 모
바일에서의 관광 정보를 이용할 때 실시간 피드백, 소통, 
새로운 정보 확인 등의 상호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으며 
관광 만족도에도 영향력이 높다. 이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1]

2. YOLOv3 객체 검출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검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

목되어 발전 중이다.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 됨에 따라 모
바일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로 CNN을 활용해 문화재를 
인식한 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많은 딥러닝 신경망 중 YOLOv3 신경
망을 사용한다.[6] YOLO 모델은 단일 CNN 모델 하나로 
이미지 전체를 보고 bounding box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bounding box regression과 multi-class 
classification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높은 mAP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객체를 검출
할 수 있다. 이러한 YOLO를 더욱 개선한 YOLOv3는 
정확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빠른 속도가 유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점으로 YOLOv3 신경망을 이용해 

실시간 객체 검출을 수행한다.

3. 증강현실(AR)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사용자가 눈으로 보

는 현실 세계에 3D 가상 이미지를 혼합하는 컴퓨터 그래
픽 기법이다. 시각적, 청각적인 정보에 대한 경험을 극대
화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실제로 관광객의 오프라인 상
점 방문, 관광지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증강현실의 적용
으로 매출 증대 등 관련 상업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
다.[7] 5G 상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증강현실(AR)과 관
련 기술은 더욱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8][9] 
실제로 관광 문화유산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10] 모바일에서 
AR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웹 브라우
저를 통해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ebXR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다.[11] 

Ⅲ. 제안하는 AR 관광 서비스의 프레임워크

그림 1.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Fig. 1. Propos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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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를 나
타낸 것이다. 입력 영역과 출력 영역은 클라이언트 측에
서, YOLOv3 예측기 실행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서버
에서 이루어진다. 

입력 영역에서 사용자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접속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받기 원하는 관광지
역의 미니어처 모형을 스캔한다. 스캔 된 이미지 파일은 
웹 소켓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에서 이미지를 전송받으면 사전에 학습된 모델과 
YOLOv3 예측기를 통해 해당 모형에 해당하는 관광지를 
예측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예측된 관광지
에 해당하는 AR 콘텐츠를 클라이언트 측에 전송한다. 

예측이 완료된 후 출력 영역에서 사용자가 AR 콘텐츠
를 띄울 Anchor를 지정하면 예측된 Class에 해당하는 
관광지의 AR 콘텐츠를 제공한다. 

Ⅳ. 제안하는 시스템 적용

1. 객체 검출을 위한 학습 모델

그림 2. 서울 주요 지역 축소 모형
Fig. 2. The Miniature Model of Seoul's Major Areas

그림 2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행정구역을 축소해 제작
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관광지인 
맥스타일을 검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테스트한다. 

그림 3. YOLOv3 학습을 위한 레이블링
Fig. 3. Labeling for YOLOv3 Learning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구성은 2D 이미지와 이미지
에 해당하는 레이블이다. 레이블링 진행은 그림 3과 같이 
yolo mark를 활용하였다. 

그림 4. 레이블의 형식
Fig. 4. Format of Label

레이블의 형식은 그림 4와 같다. 레이블링이 완료된 
후 실제로 YOLOv3 신경망을 사용해 학습을 진행하였
다.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는 총 374개이며, 80%의 데이
터는 학습에 이용하고 20%의 데이터는 성능 측정에 이
용했다. 단일 클래스로 학습했으며 30번 반복하여 학습
했다. 

그림 5. mAP 측정 결과
Fig. 5. The Result of mAP Measurement

그림 5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mAP(Mean Average 
Precision)을 측정한 결과이다. 반복 횟수가 28번 이상
일 때 mAP의 큰 변화가 없어 30회 반복 후 학습을 종료
했다. 학습이 종료될 때의 mAP는 약 0.92이다. 학습을 
완료한 후 학습기에 입력하지 않은 사진을 이용해 물체 
검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6과 같이 맥스타일 건물
을 검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관광지 모형 검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맥스타일 건물이 아닌 흥인지문 건물의 검출을 위
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맥스타일 데이터셋의 학습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단일 클래스로 총 230회 반복하여 학습
을 진행하였다.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mAP는 약 
0.9이다. 맥스타일 건물 검출을 위한 학습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7은 흥인지문 건물의 검출을 위한 
학습의 mAP를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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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맥스타일 검출 결과
Fig. 6. The Result of Detection of Maxillae

그림 7. mAP 측정 결과
Fig. 7. The Result of mAP Measurement

학습이 완료된 후 마찬가지로 학습기에 입력되지 않은 
이미지를 이용해 흥인지문 검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8. 흥인지문 검출 결과
Fig. 8. The Result of Detection of Heunginjimun

그림 8은 흥인지문 검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실제로 흥인지문 건물을 찾은 박스도 있지만, 검출할 물
체가 아닌 곳을 예측한 박스도 존재한다.

YOLOv3 신경망의 특성으로 크기가 작은 물체의 경
우 비교적 학습과 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성과 테스트를 진
행할 경우 너무 작은 물체의 검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서버에 저장되어 관광 모
형 인식을 위해 사용된다.

2. AR 관광 서비스 적용 예

그림 9. 제안된 AR 관광 서비스 적용 예
Fig. 9. Examples of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9는 학습에 사용된 모형과 같은 모형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이
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①에서 사용자가 웹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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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에서 관광 모형을 촬영한다. 촬영된 이미지는 ②에
서 웹 소켓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 전송받은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진행한다. 
이때 예측을 위한 신경망 또한 YOLOv3를 이용하며, 서
버에서 예측된 클래스는 맥스타일에 해당한다.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맥스타일의 AR 콘텐츠를 ③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AR 
콘텐츠를 띄울 위치를 지정하면 ④를 통해 해당 위치에 
맥스타일 AR 콘텐츠를 제공한다. AR 콘텐츠 구현에는 
WebXR 프레임워크의 Hit Test 기능을 이용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관광지 모형을 스캔하면 딥러닝을 이용해 
해당하는 관광지를 검출한 후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모형을 스캔할 때 2D 이미지를 이용하므로 
스마트폰 기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YOLOv3
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물체 검출이 이루어져 실시간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관광지역 모형을 스
캔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3D 모델과 관련 정보를 AR 
서비스로 제공한다. 넷째,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웹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용이하다. 
추후에는 GNN 등의 다른 딥러닝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만, 크기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검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습 및 검출 실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더욱 많은 지역과 관광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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