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03 -

소셜 네트워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 제안

유걸*· 박종일* · 이성옥* · 정회경**
배재 학교

GPS-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Social Network Proposition
Jie-Liu* · Seong-geun Jin*· Seong-Ok Lee*· Hoe-Kyung Jung**

Paichai University
E-mail : { liujietym, parkji }@pcu.ac.kr, jesuissarah@hotmail.com, hkjung@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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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스북(facebook)에서 친구 목록을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최근 체크인 좌표를 추가하고, AR을 이용하여 

추가된 치 좌표를 실제 환경에서 표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했던 마커 기반 AR
시스템은 핸드 장치 구동에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소모가 많다. 치 기반 AR 어

리 이션은 기존 마커기반 AR 시스템의 단 을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스템은 향후 iOS 핸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GPS기반 AR 시스템은 

Wifi와 4G 네트워크에 해 최 의 속도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

공이 가능하다.
ABSTRACT

Recent research on Augmented Reality is Actively expand and Augmented reality feature added to the social 
network system (Social Network System) has become a necessity. 
In this paper, GPS-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Social Network is introduced. is proposed. This system 
can add recent check-in friends in facebook by automatically to synchronizing the location coordinate, and it 
could also adding location coordinates system is represented in a real-world environment by AR.  is 
Marker-based AR system that was Commonly used AR system is a huge cost by handheld devices in processing 
and storage space.  the disadvantages of the marker-based AR systems can be solved by using Location-based 
AR applications,
 Therefore, the proposed GPS-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Social Network , automatically searches for 
the optimal speed for Wifi and 4G network to iOS Hand AR system was desired in future.

키워드
AR, GPS, Social Network, 치 기반 AR 어 리 이션, ios핸드 장치

Ⅰ. 서  론

증강 실은 가상의 공간과 사물만을 상으로 

하는 기존의 가상 실과는 달리 실 세계의 기

반 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여 실 세계만으로

는 얻기 어려운 부가 인 정보들을 보강해 제공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제 증강 실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바탕으로 증강 실 어 리 이션이 개발

될 것이다. 그  GPS 기반 AR 어 , Beyond 
Navigation, AR as Marketing Platform, 상 인식 

기반의 AR 어 리 이션, 차세  AR 어 리 이

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소셜 네

트워크는 세계의 주요 흐름이 되고있다.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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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발 과 보 을 통해 가상 실  증강

실,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증강 실이 용된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의 개발이 으로 필

요한 시 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치 기반 AR 어

리 이션이다. 기존 마커기반 AR시스템의 구동

에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핸드 장

치에 한 소모가 많은 단 을 해결 할 수 있고. 
GPS을 이용해서 정확도도 높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모델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에 한 내용을 제안한다.  
결론  향후 연구 과제는 4장에서 기술한다.

Ⅱ. 련연구

2.1  AR(Augmented Reality)
증강 실은 사용자가 으로 보는 실 세계가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실세계의 

화면에 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송하여 가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술이 혼합 실(Mix Reality)이
라고도 한다. 실 환경과 가상 환경을 융합하는 

복합 형 가상 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1990 년  후반부터 미국, 일본을 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마커 기반의 AR 시스템은 첫째로 카메라가 

실제 상을 받고 컵퓨터에 송한다. 둘째로 

소 트웨에서 얻어진 상화면의 각 임에서  

이미지 마커를 찾는다. 셋째로 카메라에 상 인 

치와 마커의 치정보를 계산한다. 넷째로 

치정보를 받을 후, 모델링의 방향 치를 

조정한다. 다섯째로 마크업 되어있는 상의 각 

임에서 모델링을 더링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는 디스 이 장치에서 처리 된 상을 

보여 다. 
2.2 Facebook iOS SDK
페이스북(facebook)은 2012년 08월에 애  iOS 운

체제를 한 소 트웨어 개발키트(SDK) 3.0 베
타버 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능은 첫째, 사용자 토큰을 쉽게 리할 

수 있도록 향상된 사용자 세션 리. 둘째, 미리 

만들어진 UI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개발

을 가능하게 하는 네이티  UI 뷰(Native UI 
Views). 셋째, 페이스북 SDK에서 애 의 iOS 환경

으로 쉽게 환할 수 있도록 Modern Objective-C 
언어 지원. 넷째, 향상된 페이스북 API 지원으로 

API 리퀘스트(request)의 호출시간을 단축한다.
2.3 AR + APP + LBS 시스템

AR + APP + LBS(Location based services) 시스

템은 SNS + AR + GPS 시스템의 이  기술이다. 
당시 아이폰 3GS에서 이슈화 되던 App은 일반인

들에게 처음 선보인 AR앱인 Layer이다.
AR기술 자체는 이 부터 있었지만 아이폰 출시 

이후 각  받게 된 이유는 '이동성' 이라는 스마

트폰의 특성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동하면서 보여지는 실세계의 모습과 LBS기반

의 치정보가 결합되어 앞에 있는 장소의 정

보를 실시간으로 찾는 것이 가능해 지고, 증강

실의 강력한 기능을 바로 느낄 수 있다.

그림 1. SNS + AR + GPS 시스템

Ⅲ. 시스템 설게

3.2  모델 제안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 된다.  
첫째, facebook에 로그인하게 되면 iphone에 

포함된 Cam을 구동시키고 출력하여 데이터의 

정보들을 기화한다. 기화가 끝남과 동시에  

실질 으로 ARViewController에서 구동이 되는데 

ARKit에서는 강 실을 해서 GPS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을 

구동시키고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는 delegate에 

의해서 재 iphone의 치 련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View가 로딩시 타이머 기능을 하고, 구동을 

시키며, 그 타이머에 의해 증강 실 화면을 

그려주는 방식이다. POI 정보와 facebook에 

로그인된 친구 정보를 비교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고 가상 화면을 보여 다. 친구가 

있는 치를 화면에 표시되고 facebook에서 

메시지도 승 할 수 있다. 친구 치 정보에 한 

정보도 추가 할 수 있다. 제안모델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모델 개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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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모델을 한 클래스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 한 클래스 구조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제안하여 언제 어디서든 근

성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 할 수 있다. 
L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마커 기반의 AR 시
스템처럼 필요한 로세싱 빈도와 장 공간의 

소모가 많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핸드 장치. 한 

네트워킹 속도가 증가하는 실에서 소셜 네트워

크를 한 GPS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많은 장

이 있다. 
GPS-enabled AR APP은 근처에 있는 facebook 
places(facebook 포지셔닝 시스템)를 찾기 한 

iphone API을 지원하고, 아이폰에 공개된 무료 

AR Library 고려하여 AR을 한 기술지원을 보다 

효율 으로 하는 ARkit를 사용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ARkit를 사용법과 Wifi와 4G 네트워크

에 해 최 의 속도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GPS기반 AR 시스템을 연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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