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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목업을 활용한 협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 준 규
†

요 약

가상목업을 이용한 정비 시뮬레이션을 제품 설계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시제품 제작 전 정비성을 검증할

수 있고,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비 매뉴얼 컨텐츠로

재사용하거나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상 환경에서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비 시뮬레이션은 가상 제품의 물리특성, 부품의 조립관계, 조작 과정을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제공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협업 정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가상 협업 환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알려진 정비 시뮬레이션을 가상 협업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한 3계층 시스템

구조와 물리모의 기반 협업 인터렉션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협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가상목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VADE (Virtual Assembly Design

Environment) 사례와 비교하여 물리모의 기반 협업 인터렉션 기술로 다양한 정비 작업을 모의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Collaborative Maintenance Simulation System

Using Virtual Mockup

Junkyu Lee†

ABSTRACT

Applying maintenance simulation using virtual mockup in product design phase enables maintainability

test before prototyping physical products, and it is expected to reduce product development costs. The

simulation results can be reused as contents of service manuals and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alysis data. Maintenance simulation should provid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physical

property of virtual product, assembly relation between parts and manipulation process to verify feasibility

of product design. The simula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 to

perform collaborative maintenance procedures. In this paper, the three layered system architecture and

the physics based collaborative interaction technique are proposed to extend current maintenance

simulation into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as ViMMS

(Virtual Mockup Maintenance Simulation system), and compared with case study results of VADE

(Virtual Assembly Design Environment). As a result, the ViMMS encompassed broader range of

maintenance tasks by using physics based collaborative interac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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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 환경(Virtual environment)에서 제품의 정비

및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목업이나 시제

품 제작 후에 수행했던 제품의 정비성 검토, 생산 공

정 계획, 공구와 치구의 설계 활동을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립 작

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개발 비용의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립을 고려한 설계

(Design for assembly) 활동을 제작 전 가상 환경에

서 수행함으로써, 제작 후 발생하는 설계 변경을 최

소화하여, 제품 개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1-3].

또한, 가상 정비 환경을 기술 교범 저작과 정비 훈련

에 활용하면 노동집약적인 정비 매뉴얼 저작 과정을

개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유지 단계

에서 정비 절차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운영 중 정

비 오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영유지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조립 절차는 조립체를 구성하

는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완전

조립 절차(Complete assembly sequence)와 관심이

있는 대상 부품만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불완전 조

립 절차(Incomplete assembly sequence)로 분류되

는데, 본 논문에서 정비 절차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

한다 [4-5]. 정비 절차는 정비 작업(Task)을 선결 관

계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단위 정비

작업은 수행 방식에 따라, 1인의 작업자가 공구를 사

용하여 부품을 조립/분해하는 작업, 2인 이상의 작업

자가 공구와 치구를 사용하여 구성품을 구조물에 체

결/해제하는 작업, 다른 작업자의 보조 하에 지원 장

비를 운용하며 대형 설치품을 설치, 제거하는 작업으

로 분류 할 수 있다.

가상 정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비 대상 부

품, 작업 환경, 작업자를 가상 환경에서 재현해야 하

며, 가상 환경의 3차원 모델을 조작하기 위한 인터렉

션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 가상목업(Virtual mock-

up)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CAD(Computer Aided Design) 환경에서 생성된 제

품의 설계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의 3차원 형상과 제

품의 기계적 기능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여 실목업

(Physical mockup)을 대체한다 [6]. 가상목업을 구현

하기 위해서, 가상의 부품 모델에 대한 충돌 탐지와

같은 3차원 모델의 물리적 특성을 모의하는 기술과

사용자가 가상의 부품을 조작하기 위한, 기하학적 구

속 관계나 3차원 모델의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적용

한 인터렉션 기술이 필요하다[7-17].

가상휴먼(Virtual human)은 가상 환경에서 사용

자의 대리자로서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아바타(Avatar), 인체 측정 통계를 따

르는 3차원 마네킹 모델, 인간의 행동(Behavior)을

재현하기 위한 인간 성능 모델 및 인지 모델을 포함

한다[18-21].

가상휴먼이 가상 환경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공간과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전신 동작에서

부터 세밀한 손동작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인체

부위에 대해 실재감 있는 동작을 생성해야 한다. 그

리고 가상휴먼과 가상목업의 실시간 인터렉션에 의

해 정비 작업의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

bility), 자세의 안정성(Safety)과 같은 인간 공학 요

소(Human Factor)를 검증할 수 있다.

가상 정비 시 요구되는 가상휴먼 모델의 상세도,

가상 목업의 재현 정밀도는 작업 공간과 부품의 무게

로 정의되는 작업 스케일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

에 따라 햅틱 장치를 사용하는 1인형 데스크탑 환경,

트래킹 장치를 사용하는 CAVE 환경 등 다양한 유형

의 가상 정비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표 1에 작업 대상 스케일에 따라 가상 휴먼이 생성

해야 하는 동작(Action)과 일반적인 항공기 조립 시

발생하는 전형적인 작업 사례, 가상휴먼 마네킹의 세

그먼트 조절점 수와 표현 부위, 가상목업 모델의 허

용 오차를 제시하였다. 작업 스케일이 중형 이상에

서, 2인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협업을 모

의하기 위해서 가상 정비 환경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 환경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렉션을 동기

화 할 수 있는 가상 협업 환경(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 [22-24]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가상 정비 환경에 대한 연구는 소

형 작업 스케일의 경우 실시간 인터렉션의 정밀도와

현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알고리

즘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13-14]에서

1인형 데스크탑 환경에서 햅틱 장치를 활용하여 유

도무기의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15]에서

세밀한 손동작 인터렉션을 위한 파지 알고리즘 및

핸드햅틱 인터페이스를 제시한 바가 있다. 대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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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스케일 동작(Action) 작업 사례
가상 휴먼

상세도

가상 목업

모델 오차

소형, 경량

(공간< 10cm3)

- grasp, release

- insert, extract

- lattch, unlatch

- open, close, turn hold,

carrying

-케이스 덮개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

해제한다

-케이스를 열고 회로 기판을 꺼낸다

- 1인, 상체

-세밀한 손동작 제작 공차

중형, 경량

(공간< 1m3)

- grasp, release

- install, removal

- connect, disconnect

- open, close, turn,

hold, carrying

-엔진과 엔진 마운트 스트럿 구조물

사이에 제한장치를 설치한다.

-보조 작업자는 제한장치를 작업 중

지지한다

-협업, 전신

- 60개 이상의

관절 조절점

제작 공차～

수 mm

중형, 중량

(공간<1m3)

- push, pull

- install, removal

- guide, manipulate

- connect, disconnect

-엔진을 호이스트에 체결하고 4인의

지지하에 엔진 마운트 스트럿 구조

물 위에 설치한다

-협업, 전신

- 30개 이상의

관절 조절점

수 mm

대형, 중량

(공간>1m3)

heavy

- push, pull

- guide, manipulate

-지원장비에 탑재된 항공기포드를

장착점으로 이동한다

-협업, 전신

- 30개 미만의

관절 조절점

수mm～

수cm

표 1. 정비 작업의 분류 및 예

스케일의 경우, [16]에서 DELMIA [17]로 2인의 정비

사가 유도 무기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

하기 위해, 스크립트 언어로 가상휴먼의 애니메이션

을 생성하여 실제 정비 시간과 비교한 바 있다.

국내, 외 공통적으로 중형의 작업 스케일의 정비

과정을 모의하기에 적합한 가상휴먼의 실시간 인터

렉션에 기반한 협업 정비 환경을 구축한 사례는 알려

진 바가 없으며, 해당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인터렉션 기술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가상 협업 환경

에서, 다수의 가상휴먼과 가상목업 사이의 실시간 협

업 인터렉션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와 이를 구현하

기 위한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를 제안한다. 시스

템 아키텍쳐는 3계층 구조로, 가상휴먼 계층, 물리모

의 계층 및 협업제어 계층을 가진다. 가상휴먼 계층

은 가상 정비 환경에 참여하는 가상휴먼 클라이언트

로 구성되고, 물리모의 계층은 가상 정비 환경에 참

여한 3차원 개체들 사이의 충돌 및 동역학 연산을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로 처리한다.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비 과정 중 변경되는 가상

목업의 조립 상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가상휴먼이 하나의 가상목업의 부품 모델에 작용하

는 협업 인터렉션을 물리엔진을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협업제어 계층은 다수의 가상휴먼 클라이언트

와 물리모의 계층 사이의 메시지 및 분산 객체 상태

동기화를 담당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가상 정비 시뮬레이션 구현 사례를 기술하

며, 3장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계층의 동작 기법

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가상목업 정비 시뮬레

이션 시스템(ViMMS) 구현 결과와 고찰을,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 가상 정비 시뮬레이션 구현 사례

표 2에 기존에 제안된, 가상 정비 시뮬레이션 사례

를 사용자 인터렉션에 활용된 기술과 작업 스케일에

따라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가상 환경에서 현실

감을 높이기 위한 인터렉션 기술과 소형의 작업 공간

에서 세밀한 조립 작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

nology)와 워싱턴 주립 대학에서 개발한 VADE

(Virtual Assembly Design Environment) [7]는 Pro/

E 캐드 환경 [25]과 통합된 가상 검증 환경으로, 초기

에 SGI IRIX 환경에 구현되어 현재 Linux 환경에

포팅이 되었으며 Flock Birds, Cyberglove, Cyber-

grasp, 5DT data glove, ulstrasonic tracking 장치

등을 인터페이스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VADE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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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E[7] Motive3 [8] SHARP [9] Garbaya [3] Alleotti [10] Jack [31] ViMMS

작업Scale 소～대 소형 소형 소형 소형 소～대 소～중

충돌탐지
Swept

Volume
× VPS 기반 PhysX OPCODE × PhysX

구속기반

인터렉션
○ 제한적 × × × Scripting ○

물리기반

인터렉션
제한적 × VPS 기반 PhysX ODE × PhysX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Tracking

Glove

visual

Tracking

Glove

visual

Haptic

visual

Haptic

visual

Haptic

visual

Motion

Capture,

visual

Motion

Capture,

Tracking

visual

가상휴먼마네킹 전신 손 양손 손 손
전신,

정밀

전신,

정밀

협업 × × × × × Scripting ○

자동계획

생성
× 경로생성 × × 절차생성 × ×

표 2. 가상 정비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비교표

드 모델에 정의된 부품 간의 기하학적 구속 관계를

활용한 사용자 인터렉션 기술과 중력 효과 등을 모의

하기 위해 물리엔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26].

Motive3D [8]는 Wave propagation algorithm

[27] 기반의 해체 경로 자동 생성 모듈과 UG 캐드

환경[28]과 통합된 B-Rep 기반의 Parasolid 포맷 변

환 및 배포 모듈, Acension FOB motion tracker,

Anir Mouse, 5DT data glove 장치 등을 인터페이스

로 사용하는 가상 환경을 HP Unix 환경에 구현하였다.

SHARP(System for Haptic Assembly and Real-

istic Prototyping) [9]는 햅틱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물리엔진을 활용한 인터렉션 기술인 Voxmap point

shell [30] 기반의 충돌 탐지 및 햅틱랜더링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Garbaya와 Zaldivar-Colado

는 [3]에서 PhysX 물리엔진을, Aleotti와 Caselli은

[10]에서 Open Dynamics Engine을 적용하였다. 가

상 정비 시뮬레이션에 물리엔진을 활용하면, 3차원

모델 사이의 충돌에 의한 반발력, 외력에 의한 부품

간의 구속된 링크의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15,34]의 사례와 같이 세밀한 수작업 인터렉션 중

가상 휴먼의 손 모델과 물체의 접촉점 사이의 가상

링크의 동역학 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므로, 가상

환경을 보다 충실도 있게 재현할 수 있다.

Jack은 Parametric action representation [18] 기

반의 가상 휴먼으로 제품의 인간공학 요소를 검증하

기 위해서 Siemens 캐드 환경 [31]에 통합되어 있는

데, 이와 유사한 상용 소프트웨어로 Delmia [17]가

있다. 이들은 마네킹 모델에 스크립팅 유저인터페이

스를 제공하여, 연속된 자세를 생성하거나, 모션캡쳐

장비로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녹화할 수 있다.

Motive3D와 Alleotti 등이 제시한 기법은 자동계

획생성 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안된 조

립 경로 및 절차 계획법은 실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만족할 만한 해를 제공하는 실정이다[4-5].

3. 가상목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ViMMS)

3.1 시스템 구성

중형 이상의 스케일에서 정비 절차(Sequence)는

선결 관계를 가지는 단위 작업(Task)의 집합으로, 일

반적으로 2～6인이 치구와 지원 장비를 사용하여 부

분품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동작(Action)을 반복적

으로 포함한다. 협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행

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섭, 접근성, 가시성 등

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결 관계를

따르는 단위 작업과 동작을 재구성 하여 정비 절차를

재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목업 정비 시뮬레이션

시스템(Virtual mockup maintenance simulation

system)은 기술지시서(Technical order)를 분석하

여 설계한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에 따라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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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업 정비 시뮬레이션을 위한 3계층 시스템 구조

을 실행하고, 협업에 참여하는 가상휴먼과 가상목업

사이의 인터렉션 과정을 관리한다. 그림 1에서

ViMMS는 가상현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응되는

가상휴먼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가상휴먼 계층, 분

산 가상 환경의 미들웨어인 협업제어 계층, 물리기반

협업 인터렉션을 생성하는 물리모의 계층으로 구성

된다. 가상휴먼 계층의 가상휴먼 클라이언트는 3차

원 입력 장치로 모션캡쳐 장비와 트래킹 장비, 3차원

마우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정비 과정에 대한 명령

과 가상 휴먼의 동작을 입력받고, 3차원 출력 장치로

HMD(Head Mounted Display)와 대형 스테레오 디

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여 정비 과정을 보여준다. 협

업제어 계층은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에 정의된 실행

규칙에 따라 시뮬레이션 과정을 제어하고 가상 환경

에 참여하는 개체의 상태를 동기화하고 메시지를 전

달한다. 물리모의 계층은 캐드 환경에서 정의된 제품

트리를 기반으로 생성한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로,

가상목업의 조립 상태를 정의하고, 물리엔진을 활용

하여 가상휴먼과 가상목업의 인터렉션에 의한, 조립

상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3차원 모델의 충돌을

탐지하고 동역학을 생성한다.

3.2 가상휴먼 계층

가상휴먼 계층은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

해 확장이 용이한 가상 협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 가상휴먼의 동작

을 생성하는 모듈, 정비 과정 중 조립 상태를 변경하

거나, 사용자 편의 기능을 입력받고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명령처리 모듈, 협업 제어 계층에서 전달 된

메시지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소유하고 있는 분산 객

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기화하는 상태 업데이트 모듈,

협업제어 계층의 분산 객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분산객체 클라이언트 모듈, 협업제어 계층과 네트워

크 패킷을 주고 받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 모듈로 구

성된다. 가상휴먼의 동작을 생성하는 모듈은 3차원

입력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가상휴먼 세그먼트의

조절점의 위치 변화에 따라 가상휴먼 동작을 생성하

는데, 트래킹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된 조절점

값만 얻을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합성과 역기구학

모델로 동작을 생성하고, 모션캡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신에 분포하는 조절점 값을 얻을 수 있으므

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

협업제어 계층에서 작업 수준의 시나리오가 정의

되면 가상휴먼 클라이언트는 동작을 생성하기 전 대

기 상태에 진입한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라이

언트로 동작하는 가상휴먼은 협업제어 계층이 관리

하는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 아이디를 획득하고, 가

상목업과 가상휴먼을 구성하는 분산객체 상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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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령 조립 상태 변경 사전 조건 조립 상태 변경 결과

Attach -가상목업에서 분해 -휴먼과 목업 사이 충돌 발생

-대상부품은 "Dynamic" 타입

의 그룹으로 변경

-새로운 Action 생성

Attach without

changing scene

graph

-가상목업에서 분해

-상하관계가 있을 경우, 상위

모델도 포함

-휴먼과 목업 사이 충돌 발생 -새로운 Action 생성

Detach

to Storage
-저장 공간에 이동시킴

-대상 부품이 가상휴먼에

Attach

-대상부품 모의 대상에서 제외

-가상휴먼과 링크가 제거됨

Detach to Space -현재 공간에 놓음
-대상 부품이 가상휴먼에

Attach

-대상 부품과 가상휴먼 사이

링크 제거

Automatic

Assemble
-자동으로 조립

-대상 부품이 원래 조립되어

있던 위치와 자세로 이동
-원래 조립 상태로 복귀

Select Scene

Graph Node
-씬 그래프 노드 선택 -없음

-물리계층의 씬 그래프 노드

선택

Set Scene Graph

Node
-씬 그래프 노드 링크 설정

-선택한 노드의 상위 노드를

지정

-물리계층의 씬 그래프 구조

변경

Hide
-선택한 노드 모의 대상에서

제외
-없음 -노드가 모의 대상에서 제외됨

Change Camera -카메라 교체 -없음 -카메라 변경

Set Constraint -구속 조건 활성화 -없음 -구속 On/Off

Set Collision -충돌 활성화 -없음 -충돌 On/Off

Set View point -시점 이동 -없음 -선택한 곳으로 시점 이동

표 3. 가상휴먼 사용자 명령 및 조립 상태 변경

동기화 한다.

표 3에 가상휴먼의 사용자 명령과 이에 대응되는

상태변경 요청 이벤트, 가상휴먼 인터렉션 모델에서

상태 변경이 수용되기 위한 사전조건과 물리모의 계

층에서 요청이 승인 되었을 때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사용자가 선택한 가상휴먼의 명령은 사용자 인터페

이스 모듈을 거쳐 사용자 명령 처리 모듈에서 상태

변경 요청을 위한 로컬 이벤트 발생시킨다. 분산 객

체 상태 변경 요청 이벤트는 가상휴먼 인터렉션 모델

에 의해 물리모의 계층에 요청할 가상목업 대상 모델

과 가상휴먼 클라이언트 모델의 자세, 위치 값으로

변환되고, 네트워크 모듈은 협업 제어 계층에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3.2.1 가상휴먼 인터렉션 모델

가상휴먼의 3차원 모델은 가시화 및 가상휴먼의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한 66개의 세그먼크를 갖는 스

켈레톤, 단일 메시를 갖는 "Human model", 물리모의

계층에 전달되어 충돌탐지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한 "Physical Model"로 그림 5와 같이 구성된다.

하드웨어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실시간 모션

캡쳐 장비로 획득한 스켈레톤의 세그먼트 값을

"Human model"에 맵핑하거나, 트래킹 장치로 획득

한 좌표 값을 기반으로 가상휴먼의 동작 생성 모듈에

서 역기구학과 애니메이션 합성으로 "Human mod-

el"의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가상목업 모델과 가상휴먼 모델의 동역학 시뮬레

이션에 기반한 인터렉션은 "Physical model"을 매개

로 이루어진다. "Pyhsical model"은 "Human model"

의 손바닥 세그먼트 좌표계를 따르는 상자로 구현하

였다. "Physical model"은 "Human model"의 세그먼

트 중 가상목업 모델에 외력을 가하거나 접촉이 일어

날 수 있는 위치에 하나 이상 배치할 수 있다. 가상목

업 조립상태 변경 요청을 위한 로컬 이벤트는 표 3에

서 "Attach", "Detach" 타입의 명령을 통해 발생한다.

Attach 명령이 인가되었을 경우 사용자 명령처리 모

듈은 "Physical model"과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 사

이의 충돌 검사를 수행하고 충돌이 발생한 가상목업

의 모델 중 "Physical model"과 최단 거리인 가상목

업의 모델을 찾고, 협업제어 계층으로 전달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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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휴먼의 3차원 모델과 계층구조

그림 3.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의 구조와 속성

를 생성한다. 가상목업 조립상태 메시지는 최종적으

로 물리모의 계층의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를 재구

성하고, 재구성된 협업 씬 그래프를 따르는 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기적으로 모든 가상휴먼 클라

이언트에 전달된다.

3.3 협업제어 계층

협업 제어 계층은 상위 계층인 가상휴먼 계층의

클라이언트 세션 관리 및 사용자의 조립, 분해 명령

과 같은 인터렉션 요청을 취합하여 하위 계층인 물리

모의 계층으로 전송하고, 하위 계층에서 전송되는 분

산 객체의 물리엔진에 의한 시뮬레이션 상태를 업데

이트 한다.

협업 제어 계층은 양 계층 간 통신을 위한 네트워

크 모듈, 분산객체 서버로 접속하는 가상휴먼 클라이

언트의 접속 상태를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

양 계층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처리하여 분산 시뮬레

이션 진행 상태를 제어하는 계층 제어 모듈, 협업 정

비 시뮬레이션 진행 상태를 관리하는 시뮬레이션 관

리 모듈, 시뮬레이션 참여 개체의 시뮬레이션 진행

단계 별 전역 상태를 관리하는 모델 관리 모듈,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과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서 등을 생성하는 분석 모듈로 구성된다.

3.3.1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은 정비 도메인 지식을 추상

화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 구조와 시뮬레이션 실행

규칙을 정의한다. 협업 제어 계층의 시뮬레이션 관리

모듈은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에 정의된 관계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진행 과정을 관리한다. 그림 2에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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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을 따르는 시뮬레이션 실행 순서

차(Sequence)는 정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재사용 가

능한 논리적인 작업(Task)의 컨테이너로 절차에 대

한 서술과 작업 아이디 등을 저장한다. 작업은 정비

사가 수행해야 하는 동작(Action)의 컨테이너로 작

업에 대한 서술, 정비 대상이 되는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 작업에 참가하는 가상휴먼, 작업에 포함 된 동

작 시간의 총합 등을 저장한다. 작업 수준에서 가상

휴먼 클라이언트 세션을 관리하며, 협업 시뮬레이션

에 참여하는 개체의 상태를 초기화 한다. 동작은 가

상휴먼과 물리엔진에 의해 수행되는 협업 인터렉션

실행의 단위로 가상휴먼 클라이언트와 정비 대상 객

체, 동작 중 발생하는 조립과 분해 명령, 사용된 공구,

실행 시간 등을 저장한다. 동작의 시작과 끝은 가상

휴먼 클라이언트가 발생하는 가상목업의 조립 상태

변경 요청이 물리 모의 계층의 제어 모듈에서 승인된

시점부터 조립 상태가 변경 될 때까지로 정의되며,

동작에 대한 서술은 시뮬레이션 관리모듈이 자동으

로 생성 한다.

3.3.2 시나리오 템플릿을 따르는 실행 규칙

그림 3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시뮬레이션 관리자는 절차를 서술한다. 생

성된 절차 내에서, 작업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가상

협업 환경에 참여하는 가상휴먼 클라이언트가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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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협업 시뮬레이션 동기화 과정

에 등록된다. 가상목업 모델 중 물리 모의 대상이 되

는 모델를 선택하여 물리모의 계층에 전달하면, 시뮬

레이션 관리모듈은 물리모의 대상이 되는 가상목업

모델의 목록, 가상휴먼의 목록, 동작의 목록과 생성

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

기 위한 시간 변수를 초기화한다. 작업 인스턴스 내

에서 가상휴먼 클라이언트가 물리 모의 대상이 되는

가상목업의 모델의 조립 상태 변경 요청 명령을 발생

시키면 협업제어 계층을 거쳐 물리모의 계층에 전달

된다. 협업제어 계층이 상태 변경 요청에 대한 물리

모의 계층의 승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시뮬레이션 관

리 모듈은 동작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동작 인스턴스는 동작에 참가하는 가상휴먼 클라

이언트 아이디, 정비 대상 가상목업 모델명, 가상목

업 조립체의 조립상태를 저장한다. 가상목업 모델에

가상휴먼이 상태 변경 요청을 한 후, 또 다른 가상휴

먼이 동일한 가상목업 모델에 조립상태 변경을 요청

하면 협업 인터렉션이 생성되고 동작 인스턴스에 저

장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협업 인터렉션은 동작 인

스턴스 내에 참여한 모든 가상휴먼이 가상목업의 조

립상태를 변경한 후에 동작이 종료될 수 있고, 비협

업 인터렉션의 경우 다른 동작과 독립적으로 동작이

실행된다. 작업을 구성하는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구성하는 동작 수행 시간을 취합하여 작업에 소요되

는 인시를 산정한다. 절차를 구성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절차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모든 절

차가 완료된 경우 시뮬레이션을 종료한다.

3.3.3 협업 시뮬레이션 동기화

가상휴먼 클라이언트는 물리모의 계층에서 3차원

모델의 충돌과 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변경

되는 3차원 모델의 위치, 자세 상태 값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가시화한다. 또한 협업 제어 계층에 수신

되는 가상휴먼 클라이언트의 조립상태 변경 요청은

동작 수준에 할당하기 위해 물리 모의 계층으로 전송

된다. 물리 모의 계층에서 발생한 조립상태 변경 요

청에 대한 응답은 협업 제어 계층을 거쳐 각 클라이

언트로 전달된다.

그림 4의 시퀀스다이어그램에서 협업 시뮬레이션

수행 중 가상휴먼 클라이언트와 물리모의 계층이 공

유하는 분산객체의 상태를 동기화하는 과정을 보인

다. 협업 제어 계층의 네트워크 모듈은 메시지 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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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 패킷을, 시뮬레이

션 관리 모듈은 실행 규칙에 따라 양 계층에 전달할

제어 메시지를 저장한다. 계층 제어 모듈은 200Hz

주기 내에 메시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분산 객체 상태를 동기화한다. 이때, 클라이언트 관

리 모듈은 가상휴먼 계층의 클라이언트 세션을 유지

하며, 시뮬레이션 관리 모듈은 시뮬레이션 중 진행되

는 절차, 작업, 동작 단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저

장한다.

3.4 물리모의 계층

물리모의 계층은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과 가상

휴먼의 "Physical model" 사이의 충돌 탐지와

"Physical model"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과 기구학적

구속에 의한 동역학을 PhysX
™

물리엔진으로 생성

한다. 주요 구성 모듈로 네트워크 모듈, 시뮬레이션

진행 중 협업제어계층에서 수신된 메시지에 따라 물

리 시뮬레이션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계층 제어 모

듈,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의 위치, 자세 및 조립 상

태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 관리 모듈, PhysX
™

물리엔

진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다.

협업제어 계층에서 관리되는 작업 수준에서 물리

모의 대상 모델과 세션에 참여하는 가상휴먼 클라이

언트가 초기화되면, 가상목업의 조립상태 변경 메시

지는 물리모의 계층에서 동작 단위로 재구성된다. 가

상 협업 환경에 공유되는 가상휴먼과 가상목업의 분

산 객체의 상태는 모델 관리 모듈에서 동역학 시뮬레

이션 기반의 인터렉션을 위한 제품트리를 활용한 협

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로 관리된다. 물리엔진 인터페

이스 모듈은 PhysX
™

물리엔진이 계산한 분산객체

의 위치, 속도, 자세, 각속도 값을 모델 관리 모듈로

전달하고, 네트워크 모듈은 메시지 패킷을 생성하여

협업제어 계층으로 전송한다.

3.4.1 제품트리를 활용한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

정의

모델 관리 모듈은 캐드 모델을 변환한 가상목업의

조립상태와 PhysX
™

물리엔진에 전달할 동역학 시

뮬레이션의 입력 변수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씬

그래프를 생성하고, 동역학 시뮬레이션 중 조립상태

변경에 대응하여 씬 그래프를 재구성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일반적으로 1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캐드 모델의 조립 상태를 정의하고 부품 사이의 포함

관계, 기능의 유사성, 공간 배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 트리를 활용한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를

제안한다.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는 캐드 모델의 계층구조

를 따라 가상목업의 3차원 모델을 구조화하고 캐드

모델로 정의할 수 없는 정비 과정에서 동적으로 변화

하는 조립상태를 표현한다. 표 4에 씬 그래프 요소와

캐드 모델과 제품트리를 불러들였을 때, 씬 그래프로

변환되는 요소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보인다. 씬 그래

프의 요소 중 제품 트리에 대응되지 않는 요소는 협

업 인터렉션 시 변경되는 동적인 조립 상태를 정의

한다.

협업제어계층에서 가상휴먼이 참여하여 동작이

시작되면, 가상목업을 구성하는 3차원 모델은 초기

에 가상목업의 조립체 그룹인 “Ground Group”에 속

한다. 가상휴먼의 “Attach” 타입 명령이 발생하는 경

우, “Attachement Group”에 속하게 되며 “Attach” 타

입의 명령을 발생 한 가상휴먼 개체와 “Attachment

Node”를 생성한다. 하나의 부품을 2인 이상의 가상

휴먼이 동시에 상호작용 하는 협업 상황에서는

“Attachment Group” 밑에 가상휴먼의 “Physical

model” 마다 “Attachment Node”를 생성하여 씬 그

래프를 재구성 한다. “Detach” 타입 명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상휴먼 객체의 “Attachment Node”는

삭제되고 “Attachment Group”에서 조립 후 최종 위

치에 해당되는 “Ground Group” 내의 노드로 이동한

다. “Hide” 타입 명령이 발생하는 경우 “Hidden

Group”으로 3차원 모델의 노드가 이동하여 가상 협

업 환경에서 제외된다. “Constraint link”는 “Ground

Group” 또는 “Attachment Group”에 속하는 두 노드

사이의 기구학적 구속 관계를 생성하며 “Connector

Group”은 볼트, 너트와 같은 체결류에 의한 조립 관

계를 정의하고, 체결류 부품 모델을 자식 노드로 갖는

다. “Connector Group”에 포함된 모델은 “Connector

Group” 내의 체결류 모델이 모두 “Attachment

Group”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일 모델로 처리한

다. 노드 간의 상하 관계에 따라, 조립상태 상 하나의

모델로 취급 될 수 있는 하위 노드의 모델들을 병합

하여 충돌 탐지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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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상태 제품 트리 씬 그래프 요소

조립체에 조립(지면에 고정) - Ground Group

분해 후 저장(숨김) - Hidden Group

체결류로 연결 체결류 노드 Connector Group

- 파트 노드 Object Node

- 프로덕트 노드 Frame Node

구성품에 포함되어 조립 트리의 상하 관계 Parent-Child Link

부품 모델 간의 기구학적 구속 링크 구속 메타 모델 정보 Constraint Link

협업으로 부품의 조립 상태를 변경 - Attachment Group

부품과 가상휴먼 "Physical model"

사이의 동역학 링크
- Attachment Node

표 5. 제품트리와 가상목업의 조립상태를 정의하는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

그림 6.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 구성 예

3.4.2 협업 인터렉션을 위한 씬 그래프 재구성 순서

PhysX
™

물리엔진은 물리모의 모델의 질량, 관성

행렬, 탄성 계수를 입력으로 동역학을 시뮬레이션 하

고, 가상협업 환경에 참여한 가상휴먼의 “Physical

model”과 가상목업을 구성하는 모델 간의 협업 인터

렉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씬 그래프의 “Attachment

Group”을 생성하거나, 모델 간의 구속을 처리하기

위해 “Joint” 개체를 생성한다. 그림 6의 협업 인터렉

션 씬 그래프 구성 예에서, “Attach” 이후 씬 그래프

가 재구성된 결과를 보인다.

다수의 가상휴먼이 발생시키는 “Attach” 타입 명

령은 협업 제어 계층을 통해 물리 모의 계층으로 전

달된다. 전달된 “Attach” 타입 명령에 따라 물리엔진

인터페이스 모듈은 동일한 가상목업 개체에 “Attach”

요청을 한 가상휴먼 클라이언트에 대해 “Attach-

ment Group”을 재구성 한다. “Attach” 요청에 의해

해당 가상목업 개체에 “Attachment Group”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경우는 협업이 진행 중인 경우이며,

“Attachment Group”이 없을 경우 “Attachment

Group”을 생성한다. “Attachment Group” 내에서,

가상휴먼의 “Physical model”과 ”Attach” 대상 개체,

그리고 두 개체 사이의 스피링-뎀퍼 커플링을 위한

컨트롤러 객체를 생성하여 “Attachment” 노드를 생

성한다. 컨트롤러 객체는 “Physical model”과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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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가상목업의 “Target model”, 그리고

“Attach” 지점의 좌표를 포함한다. “Attachment” 노

드 내의 컨트롤러 객체로 물리엔진에 전달할 물리모

의 객체를 생성할 때 “Physical model”과 “Target

model”의 하위 수준의 노드는 병합되어 단일 모델로

한다.

구속 링크로 연결 된 모든 노드에 대해, “Ground

Group”에 속해 있는 노드는 “Static” 타입으로,

“Attachment Group”에 속해 있을 경우 “Dynamic”

타입으로 하위 수준의 노드를 병합하여 단일 물리모

의 모델로 물리엔진에 전달한다. 이때, 구속 링크는

물리엔진에서 “Joint” 객체로 생성된다.

3.4.3 협업 인터렉션 생성 및 분산 객체 위치 업데이

트 과정

“Attachment Node”의 컨트롤러 객체와 구속 링

크로 연결된 노드는 물리엔진에서 강체 시뮬레이션

의 대상이다. 씬 그래프에서 “Ground Group”에 속해

있는 노드는 “Static” 타입으로 질량이 무한대이며,

위치와 자세가 불변인 대상으로취급된다. “Attachment

Group”에 속해 있는 노드는 “Dynamic” 타입으로 외

력에 의한 병진, 회전 운동을 생성한다.

물리 엔진에 전달 할 물리 모의 대상이 되는 분산

객체에 대한 부피, 밀도, 관성행렬, 탄성 계수 등은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 노드의 속성으로 물리 모의

개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초기화 된다. 물리엔진의 전

역변수인 중력 상수, 스프링-뎀퍼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용수철 상수와 댐핑 계수는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의 “Attachment Group”의 컨트롤러 객체를

생성 할 때 정의된다. 또한 기구학적 구속에 의한 병

진, 회전 자유도와 운동 범위 제한 값은 “Joint” 객체

생성 시에 정의 된다.

물리 엔진에 전달 될 시뮬레이션 변수 초기화가

이루어지면, 물리엔진 계산 주기에 따라, 연산을 수

행하고, 가상휴먼의 “Physical model” 및 가상목업의

“Target model”의 위치와 자세 값을 “Attachment”

노드 내의 분산 객체로 업데이트 한다. “Attachment”

노드의 컨트롤러 객체는 이전 프레임의 “Target

model”과 현재 컨트롤러 객체의 변위 차이에서 아래

스프링-댐퍼 식 (1)에서 “Target model”에 작용할

외력을 계산한다.

  



 (1)

식 (1)에서 는 “Physical model”과 “Target

model” 사이의 가상의 용수철 상수를, 는 감쇄 상

수를, 는 현재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위치

벡터를, 은 과거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위

치 벡터를, 는 현재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속도를 나타낸다.

회전 운동의 경우 식 (2)에 따라 작용할 토크를

계산한다.

      (2)

식 (2)에서 는 용수철 상수를, 는 감쇄 상수를,

는 현재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회전각을,

은 과거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회전각을,

는 현재 프레임에서 “Target model”의 각속도를

나타낸다. 위의 식 (1)과 식 (2)에 의해 계산된 힘과

토크는 물리엔진 연산 주기마다 전달되며, “Attach-

ment Group” 내의 모든 “Attachment” 노드에 대해

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4. 구현 결과 및 고찰

4.1. 구현 결과

제안한 아키텍쳐에 따라 ViMMS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구현하였으며, 가상현실 사용자 인터페이

스 장치로 모션 어날리시스사의 Raptor-4 모션 캡쳐

장비[35], 인터센스사의 IS-900 트래킹 장치[36], 3D

Connexion사의 Space Pilot Pro[37] 및 키보드, 마우

스를 입력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가시화 장치의 경

우 Sensics사의 xSight HMD [38], 3D TV와 모니터

를 사용하였다. 물리엔진의 경우, NVIDIA PhysX
™

[39]을 적용하였으며, 3D 랜더링 및 가상휴먼 클라이

언트 저작 툴로 3DVia Virtools [40]를 활용하였다.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엔진 서버는 물리모의 계층에,

가상목업 시뮬레이션 통제 노드는 협업 제어 계층에,

하위의 4개의 노드는 가상휴먼 계층에 대응된다. 가

상휴먼 계층의 가상휴먼 클라이언트는 모션캡쳐,

IS-900 트래킹 장치, 스페이스 마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3종의 클라이언트 SW로 3D Via Virtools 환경

에서 구현하였다. 협업 제어 계층은 시뮬레이션 통제

소프트웨어로, 물리모의 계층은 물리기반 시뮬레이

션 엔진으로 C++ 및 C# 언어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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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iMMS 시스템 배포 다이어그램

그림 8. 협업 제어 계층의 시뮬레이션 통제 소프트웨어 GUI 구성 예

그림 8에 협업 제어 계층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통

제 SW의 실행 화면 및 절차, 작업, 동작을 입, 출력하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인다. 사용자

는 GUI 상단에서 정비 절차와 작업을 서술하고, 입력

화면 아래에 통제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동작

목록이 나타난다.

그림 9에 가상 휴먼 클라이언트가 참여하였을 때,

협업 인터렉션 실행 예를 보인다. 그림 9에서, 사용자

가 모션캡쳐 장비로 동작을 얻는 장면과, 트래킹 장

비를 사용하여 네 지점의 세그먼트 조절점 값을 입력

으로 하는 3차원 가상휴먼 모델, 항공기 엔진을 탈거

하기 위해 3명의 가상휴먼이 참가하여 협업 인터렉

션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인다. 그림에서 2명의 가상

휴먼은 항공기 외부 스킨을 함께 분리하고, 1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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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상휴먼 클라이언트 구성 및 협업 인터렉션 예

그림 10.정비 절차서 생성 예

상휴먼은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항공기의 엔진을 이

동시킨다. 엔진이 이동하는 과정 중 1명의 가상휴먼

은 호이스트를 조작하는 가상휴먼을 보조하여 엔진

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공기 스킨과 항공

기 구조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돌이

난 지점을 연결하는 파란색 실선을 생성하여, 정비

과정 중 부품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에 ViMMS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엔진 탈거 절차 과정을 수행 한 후 생성한 절차서

예를 보인다. 정비 절차서는 그림 8의 시뮬레이션 통

제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 진행 중 입력한 정비

절차, 정비 작업, 정비 동작 데이터를 변환하여 얻었다.

4.2. 고찰

구현한 ViMMS를 현재에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 인 VADE와 비교하여, 제안한 협업 정비 시뮬레

이션의 3계층 구조의 확장성과 시뮬레이션 가능한

정비 절차 범위를 확인하였다.

VADE는 [2]에서 산업 현장에 적용한 사례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 동일한 정비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수 없어서, ViMMS를 항공기 엔진 탈거 과정에 적용

하고, [2]에 VADE를 평가하는데 사용 된 샘플 시나

리오와 간접 비교하여, 표 5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 5에서, 기능 점수 중 상의 경우 해당 작업이 구현

한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원활히 수행 되는 것을, 중

의 경우 기능의 추가로 수행 가능한 것을, 하의 경우

기능을 추가할 수 없으며 수행 불가한 것을 나타낸다.

[2]의 사례 연구는 대형 크레인에 작업 대상 파트

를 부착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작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ViMMS는 이에 대응되는 기능 평가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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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대상 정비 작업
기능 점수* (상,중,하)

설 명
ViMMS VADE

조립 대상 파트를 다른 파트 위로 옮긴

다
상 상

- ViMMS의 경우,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에서 조

립 상태 변경을 통해 임의의 대상과 조립 관계 형

성이 가능함

파트를 크레인/호이스트에 부착한다. 상 중 - VADE의 경우 후크에만 파트가 부착 가능함

파트에 있는 임의의 수의 부착점에 케

이블로 크레인/호이스트에 부착한다
상 중

- VADE의 경우 4개의 부착점만을 지원하나, ViMMS

의 경우 임의의 개수의 구속 부여가 가능함

체결류를 손으로 조립한다 상 상

- ViMMS와 VADE 모두 해당 기능은 지원하지만,

세밀한 손동작을 위한 인터렉션 알고리즘을 구현

하지 않으면 정밀한 조립 과정을 모사할 수 없음

양손을 이용해서 조립 대상 파트를 다

른 파트에 놓는다
상 중

- ViMMS의 경우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로 임의

의 개수의 “Attachment Node"를 생성할 수 있으

나 VADE의 경우 1개의 picking point를 지원함

2인 이상의 정비사가 하나의 파트를 함

께 이동시킨다
상 -

- ViMMS의 경우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로 2인

이상이 "Attachment Group"을 생성하여 파트와

협업 인터렉션이 가능하나 VADE의 경우 협업 인

터렉션이 불가하며, 해당 기능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

1명은 크레인/호이스트를 좌우로 흔들

고 1명은 물체를 지지하였을 때 동역학

링크에 의한 2인의 협업 인터렉션 효과

상 하

- ViMMS의 경우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의

“Constraint Link”로 기계적 링크에 대한 연쇄적인

동역학 효과를 모의할 수 있으나, VADE의 경우

협업 인터렉션이 불가함

중형 크기의 파트가 크레인/호이스트

의 후크에 연결되었을 때, 작업자 앞에

서 중형 크기의 파트가 중력에 의해 흔

들림

상 상

-양 시스템 모두 중력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물리엔

진을 사용하여 크레인에 연결된 파트의 동역학 모

의가 가능함

해머/호이스트로 외력을 가하여 파트

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기
상 하

- ViMMS의 경우 물리엔진을 사용하여 호이스트로

파트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 시킬

수 있으나, 인터렉션 정밀도 향상이 요구됨

- VADE의 경우, 시각적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나 동

역학 연산을 포함하지 않음

표 17. ViMMS와 VADE[2]의 수행 가능한 정비 작업 비교표

위해 항공기의 엔진을 크레인과 유사한 호이스트로

체결하고 2인의 가상휴먼이 엔진 체결 구조물(Engine

Mount Strut)에서 탈거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

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ViMMS는 3계층 구조에서

가상휴먼 계층과 물리모의 계층을 분리하고 협업 인

터렉션 씬 그래프로 가상목업의 조립 상태를 실시간

으로 재구성함으로써, 2인 이상의 가상휴먼이 함께

조립 대상 파트나 기구학적 구속으로 연결된 파트의

위치 이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VADE의 경우

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ADE의 경우

물리엔진을 중력 효과 모의 및 3차원 모델의 Swept

volume 생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머나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작업 대상 파트에 외력을 가하

여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ViMMS

의 경우는 수행 가능하다.

그러나, ViMMS와 VADE 두 시스템 모두 가상휴

먼의 인터렉션의 정밀도 향상 문제는 연구 범위 밖에

있으므로, 파지 과정 중 가상휴먼의 손가락 관절과

가상목업의 체결류 모델 사이의 현실감 있는 모의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세밀한 인터렉션 기술은

ViMMS의 가상휴먼 클라이언트에 기존에 제안된

파지 과정을 정밀하게 모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

현함으로써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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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항공기와 같이, 2인 이상의 정비사가

참여하여 작업 반경이 1m3 이상인 중형 및 대형 작업

스케일의 가상 정비 환경에서 실시간 협업 정비 시뮬

레이션 구현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와, 캐드 모델의

제품 트리를 활용한 협업 인터렉션 씬 그래프를 제안

하였다. 이는 기존에 제안된 가상 정비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상휴먼 인터렉

션 기술과 가상목업의 조립상태 변경 과정을 분리하

여, 가상 협업 환경의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협

업 인터력션 씬 그래프를 2인 이상의 가상휴먼이 가

상목업의 부품을 조립 또는 분해 하는 과정에서 3차

원 가상목업 모델의 위치와 자세 값을 물리엔진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계층 구조로 구성되

는 협업 정비 시뮬레이션은 협업제어 계층에서 정비

시나리오 템플릿에 따라 협업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

을 관리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결과를 편집하고 재사

용할 수 있으며 가상 환경에서 정비 메뉴얼을 생성할

수 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가상휴먼 계층에서 보다 직

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해당 기술을 가상휴먼 클라이언

트에 구현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과정 중 사용자 편의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과

제로 가상휴먼이 가상목업 모델의 조립, 분해 절차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상휴먼의 작업 반경 내의 최적

불완전 조립, 분해 절차를 추론하여 작업 대상 파트

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술과 같은 지능적인 3차원

사용자 인터렉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

다. 이러한 지능적인 3차원 사용자 인터렉션 기술은

3차원 모델을 조작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빈도

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상현실을

혼합현실(Mixed Reality)로 확장하면, 항공기 및 자

동차의 정비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모의 계층의 경우, 캐드 모델에서 생

성한 가상목업에 대한 원활한 정비 시뮬레이션 수행

을 위해서는 500만개 이상의 메시 모델에 대한 실시

간 충돌 탐지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

나, 현재 제안된 시스템에서 활용한 PhysX™ 물리엔

진을 비롯한 현재 알려진 물리엔진의 경우 요구 성능

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충돌

탐지 및 동역학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한 GPU 가속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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