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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시장의 구매활동은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는 방식이

다. 특히,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가구 같은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보고 구입해도 실제로 가구를 배치 할 때는 주변의 어울림과 맞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실제로 가구

들을 미리 놓아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화된 스마트기기에서 가구들을 미리 배치해보고 해당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한 뒤 불만을 없앨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가구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스마트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구매 방식을 제안한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OPGL(Open Graphic Library), 증강현실(auggmented reality)  

I. 서 론

현재 소비자의 주된 소비형태는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구매활동으

로 나눌 수 있다. 온-오프라인 구매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온라인 

구매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클릭 한번으로 모든 상품들을 구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하기전 실제 물품을 볼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원할 

때 환불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구매

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피가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긴 

후 주변과의 어울림을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구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바일 증강현실(Mobile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의 카메라화면 위에  

3D로 구현된 가상 가구를 미리 배치 해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스템구조는 안드로이드의 후방카메라 위에 안드로이드 

OPGL중의 하나인 Min3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3D 객체를 표출 

했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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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SurfaceView위에 3D객체를 올릴 수 있는 Min3D 
SurfaceView를 겹쳐서 올린 뒤 3D 객체를 Min3D SurfaceView
위에 올렸다. 그 뒤 Min3D SurfaceView 배경을 투명색으로 만들

어 마치 카메라 위에 3D객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개발했다. 
SurfaceView는 View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유는 일반 View는 많은 그리기 작업을 하면 메인 스레드의 자원을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SurfaceView는 VideoMemory로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View에서의 랜더링 속도보다 빠르고 오버레이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아래 표는 Min3D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설명이다.

라이브러리 기능

Animation 3D 모델 동작 설정

Core 색, 모서리, 객체 테스처

Interfaces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Vos 카메라, 빛, 렌더 타입

Parser 3D 확장자 로드, 객체 각도

표 1. Min3D Library

Table 1. Min3D Library

 라이브러리에는 3D객체를 로딩 할 수 있는 Parser 라이브러리

와, 객체의 움직임, 재질 매핑을 할 수 있는 Cor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3D객체의 카메라 리뷰, 렌더링 등을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메인 화면을 개발했다. 후

방 카메라 화면 위에 Min3D OPGL을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의 가구 

모형 3D 객체이미지를 표출하였다. 
화면에는 3D 객체를 조절 할 수 있는 각 종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표출한 3D 객체를 사용자의 터치 이벤트를 인식해 회전과 

이동 뿐만 아니라 3D 객체이미지의 크기까지 조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가구 배치 시스템 구현

Fig. 2. implement of Funiture placement System

IV. 결 론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실제 사물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여 주변과 조화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화를 파악

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집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이 상용화 된다면 온라인 구매 시 

마치 오프라인에서처럼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어 보다 나은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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