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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그래픽, 영상인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증강현실 기술 및 이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제품의 조립 및 유지보수, 

교육 훈련 등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출성형장비의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제목제목제목제목 
 

증강현실이란(Augmented Reality, AR)이란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의 중간단계를 나타내며, 

현실세계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더 높은 현실감을 

부여한다. 2 

주로 데스크탑 환경에서 구현되었던 

증강현실 시스템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능해지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관련 증강현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은 확장성이 높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 때문에, 이를 

교육 및 훈련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 현장에서 실제 장비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출성형장비의 

공정을 시뮬레이션 함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출성형장비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비의 일부분 실제 영상을 입식하면, 

영상 분석을 통해 어느 부분이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증강현실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였다. 이때 영상 

분석시에는 별도의 마커 부착없이도 실제 

환경의 대상물을 기반으로 인식하는 방법인 

마커리스 인식 기술을 활용하였다. 

 

 
 

Fig. 1 Flowchart of mobile AR simulation  

 

증강현실기반 사출성형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행 후 로그인 기능으로 보안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영상보기와 

AR 영상보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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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jection molding process simulation 

 

전체영상보기에서는 사출성형장비의 

3D 모델링 영상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장비의 

전체적인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작업현장에서 실제 장비의 동작과 비교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AR 영상보기에서는 사출성형장비의 주요 

부분인 사출부와 형체부로 구분하여, 실제 

장비에서 각 부분의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취득한 후, 증강현실 구현을 통해 사출부와 

형체부의 3D 모델링 영상을 시뮬레이션하면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출부에서는 노즐, 호퍼, 사출용 서보모터 

등, 형체부에서는 금형, 토글링크, 형체용 

서보모터 등의 주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 동작 순서에 따른 설명을 

증강현실로 구현하였다. 

 

 
 

Fig. 3 Mobile augmented reality based simulation 

-injection part  
 
 

 
 

Fig. 4 Mobile augmented reality based simulation 

-molding part 

 

3.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출성형장비의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제조 

현장에서 실제 장비를 보면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후기후기후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입니다. [10040952, 

신속대응 가능한 BIS 기반 자율지능형 사출 

성형 시스템 개발]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1. Nee, A. Y. C., Ong, S. K., Chryssolouris, G., and 

Mourtzis, D.,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s in 

design and manufacturing,” CIRP Annals-

Manufacturing Technology, 61, 657-679, 2012. 

2. Carmigniani, J., Furht, B., Anisetti, M., Ceravolo, 

P., Damiani, E., and Ivkovic, M., “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systems and applications,”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51(1), 341–

377, 2011. 

 

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