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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구 배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

은 소파, 탁자같은 가구, 운동기구, 냉장고, 김치냉장고, TV등의 부피가 큰 제품들을 집에 들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공간 확보 및 

인테리어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미리 해보며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구입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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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자택근무, 

외출자제등으로 집콕생활이 요구되고, 명절이나 특별 기념일 같은 

날에도 국가안전령에 따라서 외출과 집회등, 모임이 전부 금지되어가

고 있는 현 시대에 집에서의 인테리어 배치와 가구 및 생필품 정리는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가구배치를 달리 하거나 작은 

소품을 바꾸는 등의 집

안 인테리어를 셀프로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셀프 

인테리어 가이드 역할을 해줄 앱을 제안하여 집 인테리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공간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올려줄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구배치나 인테리어를 할 때 

여유공간과 가구의 크기가 맞는지 또, 어떤 색상의 제품이 주변 가구들

과 어울릴지 등을 가상으로 확인하기 위한 AR 기능을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증강현실의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게임 또는 영화 재연등의 취미관

련 사례부터 심리치료와 매장운영 같은 전문적 분야에도 도입이 

될 정도로 매우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샘 인테리어에서

는 이미 이 기능을 개발하여 상용화[1]하였다.

Fig. 1. Hanssem Interior AR Application

삼성에서는 빅스비 비전[2]을 통한 ‘거리 측정’앱을 개발 하였고, 

삼성닷컴 앱을 통한 가전제품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상용화[3]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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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sung ‘Bixby Vision’

Fig. 3. Samsung ‘Samsung dot com’ AR Application

III. The Proposed Scheme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발 도구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발 툴

Unity 2019. 4. 12f

증강현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사용

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

션에 연결 시켜주기 위한 엔진 

Unity AR Foundation
Unity 엔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증강현실 개발 프레임워크

Table 1. IDE and Librarys to develop

아래 Fig.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시스템 진행도 

이다.

Fig. 4. System Process Chart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집을 

배경으로하여 가구 3D모델을 배치/비교하여 볼 수 있다.

Fig. 5. Result

Fig. 5의 첫 번째 이미지는 배치 할 가구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Fig. 5의 두 번째 이미지는 배치 할 가구를 카테고리를 통하여 선택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예시를 보는 과정이다. Fig. 5의 세 번째 이미지는 

가구 배치를 하는 과정이다.

IV. Conclusions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자택에서 머무는 날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는 집에서의 생활만족도를 위하여 

인테리어 정리와 가구배치 등은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는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등록되어 있는 가구의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 인테리어 

연습을 해봄으로써 실제 가구 구입과 배치 시, 가구와 공간의 크기 

측정부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간과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결정에 

도움을 준다. 문제점은 두가지로, 촉감 재현이 불가능한 점을 풀 

트래커 센서등을 응용하여 촉각까지 실현시키는 것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주택 및 아파트 데이터 등록을 용량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이 향후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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