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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요식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색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메뉴 이 제공

하는 정보는 음식들의 재료와 가격에 한정되어 있어 손님들이 메뉴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음식 메뉴 안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과 동 상 콘텐츠를 결합하여 메뉴 의 음식에 한 정보를 동 상으로 제공한다. 따

라서  기존 메뉴 이 단순 이미지 형태로 음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보다 더 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상을 제공한다. 한 제안된 시스템은 지 시 , 박물 , 미술 에 용시켜 텍스트와 이미지 주의 

안내 책자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안내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Recently, as competition in the food industry intensifies, restaurants offering unusual foods are increasing. However,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nu is limited to the ingredients and prices of the foods, which does not help the 

guests choose the menu.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food menu guidance system using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e proposed system combines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video conten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food on the menu as a video. Therefore, it provides more realistic and vibrant images than 

the existing menu board provides food information in a simple image format.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ourist attractions, museums and galleries as a new type of guidance system beyond the 

limitations of text and image-oriented broch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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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삶의 질의 향상과 음식에 한 심의 증 로 

맛집이나 특별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1]. 음식 을 찾는 손님들은 음식의 재료, 원

산지, 조리방법  효능에 한 많은 정보들에 알고 

싶어 하지만, 음식 에서 제공되는 메뉴 은 단순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하지 못한다.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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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mple of AR systems

Table 

Manners 

Education 

System

AR

noodles

Menu

AR

표 1. 요리와 련된 증강 실 시스템들
Table 1.  Augmented reality systems related to food

서 가상의 물체를 정합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로써 손쉽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교육, 의료, , 제조업,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2-7].  

를 들면 가구를 구매할 때도 증강 실로 미리 배치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의상을 미리 가상으로 입어보며, 

온라인 안경 에서도 구매할 안경을 가상으로 써 

으로써, 구매 만족도를 올리며 반품률을 낮출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음식 메뉴 안내에 증강 실 기술을 

목하여 음식 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식에 한 다

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증강된 동

상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는 음식 메뉴 안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과 동 상 콘텐츠를 

결합하여 메뉴 의 음식에 한 정보를 동 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메뉴 이 단순 이미지 형태로 음

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더욱더 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손님들에게 더

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음식의 유래, 조리과정, 양분 

등의 스토리텔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제안된 

시스템은 지 시 , 박물 , 미술 에 용해 텍

스트와 이미지 주의 안내 책자의 한계를 벗어난 새

로운 형태의 안내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음식 안

내에 증강 실이 활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3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증강 실 기반의 메뉴 안내 

시스템을 설계한다. 4장에서는 구  결과를 보이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증강 실은 모든 환경을 컴퓨터 로그램으로 제작

하는 가상환경과는 달리 사용자가 보고 느끼는 환경

에 가상의 정보를 덧 워 보여주는 기술로 실의 정

보에 데이터, 상, 3D 모델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기술로써 교육, 의료, , 제조업, 교통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요식업 분야에서 증강 실을 목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8-11]. 특히 증강 실 기술

을 활용하여 손님을 한 음식  테이블 매 를 교육

과 직원을 한 서빙 상황 훈련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8].

그리고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음식 이미지 서비

스가 실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결과로는 높은 

심미성으로 높은 구매 의사로 이어짐을 보 다[9].

이러한 음식과 련된 증강 실 기술에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표 1에 련된 연구들을 요

약하 다.

테이블매  교육 시스템은 증강 실 기반으로 음식 

테이블 매 를 익힐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에 참여

한 사용자들의 매 에 한 학습성,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0].

AR Noodles는 면 종류의 음식에 마커를 활용하여 음

식 용기와 부가 식재료들을 증강시켜 먹는 사람에게 심

리 인 만족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주도록 한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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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AR은 음식을 주문하기 에 메뉴를 미리 

3D 모델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원하는 음식이 실

제 환경에 배치되어, 음식이 실제로 앞에 있는 것처

럼 제시된다. 한, 음식 3D 모델을 확 , 축소하거나 

여러 각도로 회 시킬 수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증강 실 시스템들은 음식에 한 

조리과정, 재료의 원산지, 완성된 후의 상, 주방장의 

음식에 한 마인드 등의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Ⅲ. 증강 실 기반 식당 메뉴 안내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음식 을 찾는 손님들이 맨 처음 

하는 메뉴 을 통해 각 음식에 한 조리과정, 재료의 

원산지, 완성된 후의 상, 주방장의 음식에 한 마

인드 등을 증강 실을 통해 동 상으로 제공하는 메

뉴  안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메뉴  안내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카메라로 메뉴

을 비추면 메뉴 의 음식을 인식하여 음식 에 정합

된 동 상에서 음식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해 두 개의 단계로 나 어 동 상 증강 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메뉴 의 음식을 구별해 인식할 수 있도록 메

뉴  이미지를 장하고 특징 들을 추출하는 단계이

고, 두 번째는 추출된 특징 들을 이용해 메뉴 을 식

별하고 정확한 치에 동 상을 정합하여 이하는 

단계이다. 표 2와 3은 각 단계별 과정을 나타낸다.

Step Description

1

Shoot the menu board with the tablet 

PC's camera.  Build an image database 

for the menu board.

2

The feature points of the images stored 

in the menu image database are 

extracted.

3
Store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in the 

database.

표 2. 메뉴  상인식을 한 사  단계
Table 2. Preliminary Steps for Menu Image Recognition

Step Description

1
Shoot the menu board with the tablet 

PC's camera.

2
Extract feature points for acquired 

images

3

Similarity check is performed on the 

stored feature database using SURF 

algorithm

4
When the video is matched, the video is 

loaded and matched to the screen

5
If the images do not match, execute 

step 1 again.

표 3. 메뉴  인식  동 상 증강단계
Table 3. Steps for menu recognition and enhanced video

3.1  메뉴  상인식을 한 사  단계

메뉴  상인식을 한 사  단계는 메뉴  이미

지를 장하고 특징 을 추출한다. 특징  데이터는 

특징 의 수, 치, 크기, 라 라시안(laplacian), 특징

벡터(descriptor)로 구성되며 하나의 특징 은 2차원 

좌표와 크기, 라 라시안, 그리고 SURF[13]차원 수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징 벡터를 지닌다. 이 게 추출된 

특징 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장하여 상 

인식 단계에서 활용된다. 다음 표 4는 특징 들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나타낸다.

앞의 메뉴  상인식을 한 사  단계를 통해 특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카메라에서 취득된 상에서 음식을 인식하

고 정확한 치에 동 상을 증강해 나타내야 한다. 

그림 1. 특징  데이터베이스 구축
Fig. 1 Building a fea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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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name Data type Description

no int
Sequence number

(Auto_increment)

scene_id int scene number

coordinate_x float x coordinate

coordinate_y float y coordinate

size float size

laplacian int laplacian

descriptor
float

<vector>

feature vector 

information 

128 dimensions

표 4. 특징  테이블
Table 4. Feature table

3.2 메뉴  인식  동 상 증강단계

그림 2는 메뉴 을 인식하여 동 상을 증강하는 과

정을 나타낸다. 먼  스마트폰 는 태블릿PC의 카메

라를 메뉴 에 향하게 하여 카메라 상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한다. 카메라 상에서 

추출된 특징 과 특징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특징

들을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수행해 상 매칭을 시도한다.

그림 2. 메뉴 인식  동 상 증강과정
Fig. 2 Steps for menu recognition and 

enhanced video

 매칭이 이루어지면 카메라 상 임별로 트래

킹하여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동 상을 정합할 좌표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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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카메라 좌표계를 의미하며 , 

, 은 실세계 상(메뉴 )의 좌표계이다. 그리고 

, , ⋯ , 은 회 성분을 의미하며,  , , 

는 이동변환 벡터를 의미한다.

Kato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 , ⋯ , 

과  , , 을 구하여[14] 카메라 좌표계를 계산한 

다음 동 상의 각 임별로  회   이동변환을 수

행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한다.

그림 3. 동 상 정합 치, 스 일, 회 각도 계산
Fig. 3 Calculation of enhanced video location, scale, 

rotation

Ⅳ. 구  결과

앞에서 제안된 메뉴  안내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카메라 상 에 동 상을 증강시키는 안드로이

드 앱을 개발하 다.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  10개의 메뉴 의 이미지를 촬 하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의 특징 들을 추출하

여 특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그림 4는 메뉴

 이미지와 이에 한 특징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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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발환경
Table 5. Development environment

Item Description

OS

Minimum

Spec.
Android 4.4

Implementation 

Spec.
Android 9.0

Language Java

메뉴  에 증강시킬 동 상은 태블릿PC의 사양

을 고려하여 16:9 비율의 854×480 해상도로 메뉴  

샘 와 동일한 10개를 제작하 다. 제작된 샘  상

은 그림 5와 같다. 

(a) Food image (b) Feature points

그림 4. 메뉴  샘
Fig. 4 Sample of menu

사용자들의 편리를 해 메뉴 과 태블릿PC를 거

치할 스탠드를 제작하 으며 이를 활용해 증강 실 

기반의 메뉴  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구 한 결과

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 샘  동 상
Fig. 5 Sample video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상으로 메

뉴를 안내하는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메뉴 안내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스

럽게 메뉴 과 음식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디

지털 메뉴 이 단순 이미지 형태로 음식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비해 더욱더 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상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에게 편리하고 재미있게 음

식의 유래, 조리과정, 양분 등의 스토리텔링을 제공

할 수 있다. 

한, 제안된 시스템은 국내외 지 시 , 박물

, 미술 에 용시켜 텍스트와 이미지 주의 안내 

책자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안내 시스템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림 6. 구  결과
Fig. 6 Implementation result

본 논문은 2018년도 한국 자통신학회  학술

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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