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기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장인규✽, 오규환✽✽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표
증강현실은 현존하는 3차원의 실세계와 컴퓨터를 활용해 생성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결합된 기술을 의미한다.1)2) 부동산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서비스는 부동산의 위치
및 정보를 실세계에 오버랩(Overlap)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부동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며, 지도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사용자가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부동산이

✽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석사과정
✽✽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접수일자: 2011년 7월 15일, 심사완료: 2011년 8월 3일.
1) Ronald Azuma. A Survey of Augmented Reality,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6(4), pp. 355-385, 1997.
2) Höllerer, T. and Feiner, S. Mobile augmented reality. In H. Karimi and A. Hammad,
editors, Telegeoinformatics: Location-Based Computing and Services. Taylor
and Fra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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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애플사(Apple Inc)10)에서 서비스하는 앱 스토어11)의 국내 비즈니스 카테고

장점들은 국내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에서 100위 내에 있는 부동산 서비스는 총 7가지이며, [표 1]과 같다(2011.

사용되고 있다.

7. 31. 기준). 이 중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부동산 서비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내 스마트폰 용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참고하여,

스는 1개이며, 위치기반 서비스만을 사용하는 부동산 서비스는 4개이다. 증

사용자가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접목한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정보

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검색 문자열에 의존하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디자인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한 사례를 소개

는 서비스는 2개이다. 조사한 부동산 서비스의 75%가 증강현실 또는 위치기

한다.

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2. 국내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에서의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

2. 서비스 디자인

의 사용 현황
[표 1] 국내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에서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 현황

2.1. 서비스 대상 지역 및 모바일 기기 선정

구분

증강현실

위치기반

<부동산 뱅크>3)

×

○

본 서비스는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국내의 전국을

<부동산 오픈마켓>4)

×

○

<매일경제 부동산>5)

×

×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 중 단일 OS를 사용하여 유지 및 보

<부동산 1번지>6)

×

○

수가 용이하고, 스마트폰 중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GPS, 나침반을 내장하여

<부동산 P2P>7)

×

○

효과적으로 기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애플사의 iPhone 3GS를 선

<부동산 AR>8)

○

○

<아파트 전/월세가 조회>9)

×

×

정하였다.

2.2. 서비스 구성
3) <부동산 뱅크>, http://itunes.apple.com/kr/app/id426895711?mt=8
4) <부동산 오픈마켓>, http://itunes.apple.com/kr/app/id419556000?mt=8
5) <매일경제 부동산>, http://itunes.apple.com/kr/app/id401504843?mt=8
6) <부동산 1번지>, http://itunes.apple.com/kr/app/id380887616?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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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서비스는 ‘증강현실’, ‘리스트’, ‘즐겨찾기’, ‘환경설정’, ‘계산기’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증강현실’은 서비스를 최초 실행 시 나타나는 화면으

7) <부동산 P2P>, http://itunes.apple.com/kr/app/id406940196?mt=8

로 사용자의 현 위치 또는 특정위치 주변의 부동산 정보를 지면의 높이에서

8) <부동산 AR>,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
IT&idx=294020

10) 애플(Apple Inc.), http://www.apple.com/

9) <아파트 전/월세가 조회>, http://itunes.apple.com/kr/app/id413244250?mt=8

11) 앱 스토어, http://store.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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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증강현실 화면과 하늘에서 지면을 바라보는 조감 화면 내에 아이콘

[그림 1] ‘증강현실’ 서비스 중

[그림 2] ‘조감화면’ 서비스 중

으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해당 아이콘을 터치하여 아이콘이 가리키는 부동

‘단지정보’ 화면(左)과 ‘직거래 매물’ 화면(右)

‘그림지도’ 화면(左)과 ‘위성사진’ 화면(右)

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리스트(List)’는 사용자의 현 위
치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의 부동산 정보를 테이블(Table)형태로 리스트화하
여 나타낸다. 테이블의 각 구성 요소를 터치하면 해당 구성요소가 나타내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 준다. ‘즐겨찾기’는 ‘증강현실’ 또는 ‘리
스트’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게 여겨서 이를 따로 보관하여 리스트화된 형태
로 볼 수 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보관되어 있는 각각의 테이블 구성요소
를 터치하면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 ‘환경설정’은 ‘증강
현실’ 및 ‘리스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매물의 가

의 부동산 정보를 기준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미지와 글자가 조합된 아

격, 사용자의 현 위치로부터 화면에 표시될 부동산 정보까지의 최대 거리 범

이콘의 형태로 화면에 표시한다. 각각의 아이콘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매

위, 표시될 매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계산기’는 부동산 매매 시 산술적

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표시되며, 사용자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가 작아지고, 화면의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기기의 후면 카메라가 바라보
는 정면을 기준으로 하여 –45 ~ +45°내에 위치하는 아이콘만 화면상에 표

2.2.1. ‘증강현실’ 서비스의 화면 구성

시된다. 지면에서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하여 기기를 좌우방향으로 회전시키
거나, 화면상의 공백을 터치 드래그하여 화면을 회전시켜 화면 내에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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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서비스는 카메라, GPS, 나침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지 않은 다른 방향의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다. 기기의 회전을 통해 아이콘

가 화면을 통해 현존감을 느끼면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을 화면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게 하거나,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아이콘이

서비스이다. 이에 더하여 본서비스에서는 화면상의 아이콘을 평면상에 배치

나타내는 부동산의 종류, 이름, 기준 위치로부터 거리와 같은 간략한 부동산

하여 부동산 정보를 한 눈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쉽게 선택하는 데 초점을 두

정보를 볼 수 있다. 여러 아이콘이 겹쳐 있을 경우 해당 아이콘을 터치 드래

고 개발하였다. ‘증강현실’ 서비스의 화면은 ‘증강현실 화면’과 ‘조감 화면’의

그하여 다른 위치로 옮긴 후 하단의 아이콘을 터치할 수 있다.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화면은 ‘단지정보’ 또는 ‘직거래 매물’

‘조감화면’은 [그림 2]와 같이 하늘에서 지면을 내려다본 화면이며, ‘증강현

의 두 가지 부동산 정보를 화면 우측 하단의 버튼에 의해 선택적으로 표시한

실 화면’에서 화면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 나타나게 된다. ‘조감화면’은 위성사

다.

진 또는 그림지도를 선택하여 나타낼 수 있다. GPS 또는 임의로 선택된 사용

‘증강현실 화면’은 [그림 1]과 같이 GPS로 측정한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

자의 위치를 화면 중앙에 위치시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에 부

준으로 하여 ‘환경설정’에서 설정된 최고 1,500m 범위 내에 있는 최대 50개

동산 정보를 아이콘의 형태로 표시한다. 기기를 지면과 수평방향을 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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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화면이 회전한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 터

[그림 3] ‘리스트’ 서비스 중 ‘직거래 매물’ 화면(左)과 ‘단지 정보‘ 화면(右)

치 후 손가락 거리를 넓히거나 좁히는 움직임을 통해 화면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며, 터치 드래그를 통해 화면을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아이콘이 나타내는 간략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터치하면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다. 화면 우측 하
단에 표시된 ‘타지역’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조감 화면’에서 화면 중앙에 표
시된 아이콘을 임의의 지점에 위치시키면, 해당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
산 아이콘을 나타낼 수 있다. 화면 우측 하단의 ‘현 위치’ 버튼을 누르면 GPS
로 측정된 사용자 위치가 화면 중앙에 표시된다.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버튼
을 터치하여, 부동산 정보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

2.2.2. ‘리스트’ 서비스의 화면 구성
‘리스트’ 서비스는 [그림 3]과 같이 부동산 정보를 리스트(List)의 형태로

2.2.3. ‘즐겨찾기’ 서비스의 화면 구성

[그림 4] ‘즐겨찾기’ 서비스 화면(左)과 서비스 내에서 셀 삭제를 위한 화면(右)

거리 순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이다. ‘리스트’ 서비스는 ‘증강현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GPS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 설정’에서 설정된 최대 1,500m
내의 주변의 ‘단지정보’ 또는 ‘직거래 정보’를 상단 버튼의 선택에 의해 테이
블 리스트의 형태로 선택적으로 나타낸다. 리스트에 포함된 각각의 셀은 하
나의 부동산 정보를 나타내며, 해당 부동산의 섬네일과 간략한 부동산 정보
가 표시된다. 각각의 셀을 터치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우측의 ‘+’ 버
튼을 눌러 ‘즐겨찾기’ 서비스에 해당 부동산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최초 출
력되는 부동산 정보는 최대 25개이며, 주변의 부동산 정보가 25개를 초과한
다면 리스트 최 하단의 ‘더 보기’ 탭을 터치하여 25개씩 더 많은 주변 부동
산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버튼을 터치하여, 부동산
정보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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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즐겨찾기는 ‘리스트’ 서비스와 유사한 테이블 형태로,

[그림 5] 안의 내용과 같으며, 사용자가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 검색할

‘단지정보’와 ‘직거래 정보’를 따로 구분하여 저장하며,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

때 중요한 정보로 여기는 가격과 건물의 유형,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매물까

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셀에는 ‘리스트’ 서비스의 셀과 동일

지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가격 설정’과 ‘거리 설정’은 각각 우측의 ‘설정’

한 정보가 표시되며, 해당 셀을 터치하면 해당 부동산 정보에 대한 세부 정

버튼을 터치하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건물유형’은 버튼을 터치하여 복

보를 볼 수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와 ‘리스트’ 서비스의 세부 정보 화면에서

수 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설정’에서 범위 설정 후 ‘증강현실’ 서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거나, ‘리스트’ 화면 셀의 우측 ‘+’ 버튼을 누르면 해

스나 ‘리스트’ 서비스로 돌아가면 수정된 범위가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다.

당 부동산 정보가 ‘즐겨찾기’ 서비스에 등록된다. 해당 셀을 가로로 터치 드
래그 하였을 때 나오는 ‘Delete’ 버튼을 터치하거나 우측 상단의 ‘Edit’ 버튼

2.2.5. ‘계산기’ 서비스의 화면 구성

을 누른 후 각각의 셀 앞에 등장하는 ‘-’ 기호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Delete’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셀을 삭제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계산기’ 서비스는 매물을 구입할 때 필요한 산술적 계산
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평형계산기, 중계 수수료 계산기, 양도 소득세 계

2.2.4. ‘환경설정’ 서비스의 화면 구성

산기, 취·등록세 계산기로 나눌 수 있다. 계산기 서비스는 ‘부동산 서브’12)사
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웹 계산기 페이지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5] ‘환경설정’ 화면(左)과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의 범위 선택 화면(右)
[그림 6] ‘계산기’ 서비스 화면(左)과 서비스 세부 화면(右)

[그림 5]와 같이 ‘환경설정’ 서비스는 ‘증강현실’과 ‘리스트’ 서비스에서 표
시될 부동산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택 가능한 범위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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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세부정보’ 서비스의 화면 구성

[그림 8] ‘직거래 매물’의 ‘세부정보’ 화면(左)과 중개인 연결 화면(右)

[그림 7] ‘단지정보’의 ‘세부 정보’ 화면 중 ‘매물보기’ 화면(左), ‘시세정보’ 화면(中), ‘단지정보’ 화면(右)

위치를 ‘조감화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즐겨찾기에 추가’ 버튼 터치를
통해 해당 부동산 정보를 ‘즐겨찾기’ 서비스에 추가할 수 있다.
‘세부정보’ 서비스는 ‘증강현실’, ‘리스트’, ‘즐겨찾기’ 서비스에서 특정 부동
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아이콘 또는 셀을 터치했을 때
등장하는 화면이다. 사용자가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단지정보’

3. 시스템 설계

인지 ‘직거래 매물’인지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진다.
‘단지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그림 7]과 같이 서

3.1. 시스템 구현 플랫폼

비스 제공자의 모바일 웹 페이지에 접근하여 해당 내용에 적합한 웹 페이지
를 보여 준다.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는 해당 단지에 포함된 부동산 매물의 정
보, 현재 단지내 매물의 시세정보, 단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직거래 매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서버로부터 부동
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내려받아서 [그림 8]과 같이 사진과 문자로 표시
한다. ‘중개인 연결’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부동산 등록자 또는 중개인과 통

[표 2] 국내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에서 증강현실과 위치기반 서비스 현황

Fardware Platform

iPhone 3GS

CPU

ARM11 620MHz (Underclocked to 400MHz)

RAM

128MB DRAM

OS

iPhone OS 4.0 이상

Graphic Library

OpenGL ES 1.0,

화를 할 수 있는 직접접인 연결이 가능하다. 사진을 터치하면 전체 화면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매물 보기’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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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비스를 위해 해당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iPhone 3GS를 하드웨어 플랫폼

UITableBarController를 더하고 각 탭 바 버튼 별로 지정된 서비스에서

으로 선정하였다. 성능은 [표 2]와 같다.

의 필요에 따라 지도를 표현하는 MKMapViewController, 테이블 리스
트를 표현하는 UITableViewController, 웹 페이지의 내용을 표현하는

3.2. 시스템 전체 구조

UIWebViewController를 더한다. 모든 그래픽 요소는 매 프레임마다 SDK에
의해 각 ViewController의 Parent부터 Child 순으로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본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서버는 사용자가 입력한 ‘환경

된다.

설정’ 서비스 값과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 값을 종합하여 네트워크 URL과
POST방식의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서버측으로 전달하며, 이후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를 파싱하여 ‘증강현실’ 및 ‘리스트’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4. 결론 및 향후 연구

데이터로 변환 후 이미지화하여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데이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완성된 형태

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에서 전달 받은 정보값을 활용하여 필요

의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증강현실 기

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후 XML의 형태로 클라이언트로 반환한다.

술은 증강현실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세부정보

정보와 실세계 화면을 완전히 정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매물의

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정보를 부동산 서브 측에 제공한 당사자 또는

방향과 증강현실 화면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용자의 흥미 증진에

대리인과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화 연결의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었다. 향후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여 정보와 실세계

성사에 따라 중개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비스의 정합이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증강현실 화면이 사실
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클라이언트 프레임 워크
프레임 워크는 Apple사에서 iPhone App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iPhone SDK 4.0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크게 4단계의 구조를 가
진다. SDK의 가장 하단에는 iPhone에서 그래픽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
해 필요한 UIWindow 위에 ‘증강현실’ 서비스에서 카메라로 쵤영된 실
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UIImagePickerController를 더한다. 여기
에 각각의 서비스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탭 바 버튼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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