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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wo-dimensional drawings are widely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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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ker-based augmented reality, for visual assistance, detailed information, and prevention of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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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도면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와 

같은 참여자들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

나 2차원 도면은 3차원 구조물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담고 있

어 설계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도면에

서 묘사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프로젝트 참여자들

의 도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3차원 현실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3차원 시각화 도구인 

3D CAD, BIM 모델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두 모델은 

구조물의 상세 요소(Element)들과 관련 정보들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포함할 수 있고, 3차원 모델로 표현되어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두 모델은 몇 가지 단점이 있

는데, (1) 모델을 관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는 컴퓨

터의 높은 성능을 요구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2) 두 모델을 관찰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점, (3) 두 모

델이 보여주는 복잡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환경에 익숙

하지 않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

는 점, (4) 많은 경우 시설물 전체 설계도면은 설계 업체의 기

술 경쟁력과 관계된 기밀한 것이므로, 시공을 위해 시공업체

에게 제시할 때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별 모델 구축에 추가 비용 및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들이다. 따라서 3D CAD, BIM 모델은 직관적 

이해를 돕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단점들로 인해 실제 

건설 현장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모델 대신 기존의 익숙한 2차원 도면을 계속해서 의사소

통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모델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

상현실 기반 4D CAD 도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도면은 기

존에 널리 사용되는 2차원 CAD 도면 위에 마커(Marker)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카메라나 두부 장착형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와 같은 장비로 도면을 보았을 때 

2차원 도면에 표현된 부재를 3차원 모델로 증강시켜 보여준

다. 기존의 2차원 도면에 익숙한 사용자가 2차원 도면과 3차

원 모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의 3차원적 구

조 해석 및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직관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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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돕기 위하여, 사용자가 도면의 구조물을 3차원 모든 

방향으로 이동, 회전, 확대, 축소시킬 수 있는 제어 기능과, 

구조물의 상세 정보 및 시공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4D CAD 기능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면과 2

차원 CAD 도면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토목 공학을 전

공하는 101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유용성을 검증

하였다.

2. 문헌고찰

2.1 건설분야에서의 AR 기술 적용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은 실제 현실에 가상현

실을 중첩시켜 시각화하는 기술로, 전술한 3D 모델들의 단점

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마커기반 증강현실(Marker-

based augmented reality)을 예를 들면, 사용자가 카메라

와 같은 영상장비를 통해 현실을 보았을 때, 현실에서 마커

(Marker)가 있는 부분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덧씌우

게 된다. 사용자는 현실을 기반으로 증강된 가상현실을 보

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

점 및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상현실만으로 이루

어진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사용자가 관찰하는 대상 및 그 

배경이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용자가 이해하

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찰자가 가상공간

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표현을 현실로써 이해하기 위해서 별

도의 유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증강현실을 활

용한 모델링의 경우, 관찰자는 현실을 배경으로 증강된 정보

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현실과 증강된 가상현실의 관계를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건설 현장의 업무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특정한 대상을 3D 

CAD로 모델링 하고, (2) 3D CAD과 현실을 중첩시켜야 하며, 

(3) 건설 현장의 특정 업무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고, (4) 사

용자가 증강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소프

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앞서 많은 연구자들이 AR 기술을 

건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unston and Wang (2005)은 증강현실 기술로 나타낸 3D 

CAD 구조 모델을 관찰할 때 인간의 인지(Cognition) 및 협

업(collaboration)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Wang and Dunston(2006)은 건설 관련 사

물을 표현한 증강현실을 관찰할 때 두부 장착형 디스플레

이(HMD)를 활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시야와 증강된 현실

의 시야각도를 일치시킬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이해에 도

움이 됨을 밝혔다. Shin and Dunston(2008)은 증강현실 기

술이 AEC(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의 분야에서 어떤 업무에서 쓰이기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Hammad et al.(2009)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작업 시뮬레이

션을 증강현실을 통해 시각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Kim et al.(2012)은 건설 장비 운영 최적 시

나리오 도출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장비 운영 시뮬레이션 시

스템을 제시하였다. Behzadan and Kamat(2009)은 건설 활

동의 이산형 사건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에

서 연속적인 건설활동 에니메이션(Animation)을 자동적으

로 생성하기 위해 새로운 증강현실 에니메이션 컴퓨터 언어

를 개발하였다. Shin and Dunston(2009)은 철근 기둥을 설

치하기 전과 후에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증강현실 기술

을 활용하여 철근 기둥의 시공 전 위치 확인과 시공 후 철근

의 배근(Arrangement of bar)의 수직성(Plumbness)을 확인

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그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증강현

실 기술을 활용한 철근 기둥 검사 시스템 및 실제 현장 적용

을 위한 요구 사항들 도출하였다(Shin and Dunston 2010). 

Behzadan and Kamat(2010)과 Dong et al.(2012)은 증강현

실 이미지를 현실에 중첩시킬 때 발생하는 중첩(Occlus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Chang et 

al.(2012)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증

강현실로 시각화 하여 보여줌으로써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

을 향상시켰다. Yeh et al.(2012)은 건축물의 정보를 취득하

기 위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현장의 도면 및 관련 정보를 실제 

건물에 투사하여 보여주는 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증

강현실을 활용하여 미숙련 인력이 증강현실을 통해 시각적으

로 공학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생산성

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Dong et al. 2013, Dunston and Wang 2005, Hou et 

al. 2013a; Hou et al. 2013b).

2.2 시공모니터링의 AR기술 적용

시공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

켜 건설 현장에 완공(As-built) 모델과 계획(As-planned) 모

델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관리, 의

사소통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Golparvar-Fard et al. 

2009, Golparvar-Fard et al. 2011, Jeong, S. et al. 2009, 

Moon, D. and Kwon, S. 2014). Dai et al.(2011)은 건설 현장

의 이미지에 3차원 지하 구조물을 증강하여 건설 엔지니어들

이 시공 중인 구조물의 품질 및 진척 상황을 판단하기 수월하

게 하였다. Kamat et al.(2011)은 건설 현장의 활동(Activity)

과 작업(Operation) 업무의 시각화를 통해 진척도(Progress)

를 확인하고 활동 순서 및 공간적, 시간적 간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들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Zollmann et 

al.(2014)은 비행기를 이용해 항공 사진을 찍어 자동적으로 

진척도 확인(Progress monitoring)을 해주는 증강현실 시스

템을 제시하였다.

마커 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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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D CAD의 활용

4D CAD에서 4D는 공간상에서 x, y, z 축을 이루는 3차

원에 시간 차원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4D CAD 모델에서

는 3D CAD 모델에서 묘사하는 구조물을 시공의 순서에 따

라 시간 순으로 관찰할 수 있다. 특정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

뮬레이션 해 볼 수 있어 건설 참여자들이 시공 프로세스를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의 방지, 최적 시공 계획, 타 공정과의 간섭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4D CAD가 건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공 프

로세스에 대한 스케쥴링,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 등에 활

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artmann et al. 

2008, Heesom and Mahdjoubi 2004, Kim et al. 2011, Koo 

and Fischer 2000, Mahalingam et al. 2010). Jongeling 

and Olofsson(2007)은 건설 현장에서 자원의 흐름(Flow of 

resource)을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할 때 4D CAD를 활용하

는 것이 유용함을 보였다. Chin et al.(2008)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4D CAD를 함께 사용하여 고

층 빌딩 구조공사 작업에서 진척도 관리를 수행하는 시스

템을 제시 하였다. Russell et al.(2009)은 고층 빌딩의 건

설시, 공기 단축, 작업 용이성(Workability), 스케쥴의 현

실성(Schedule quality)을 고려한 여러 전략들을 비교할 때 

4D CAD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였다. Benjaoran 

and Bhokha(2010)는 4D CAD가 안전 관리 및 건설 관리

의 두 가지 목적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Chua 

et al.(2010)은 작업 현장(Work space)에서 발생하는 활동

(Activity)간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4D CAD를 사용하여 혼잡

도(Congestion)를 정량화하고 평가하였다. 4D CAD 자체에 

포함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작업 스케줄, 자재 정

보, 비용 정보 등을 연동하는 것과, 4D CAD 모델 자체를 업

데이트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Feng et al. 2010, Kang 

et al. 2010, Kang et al. 2013, Kim et al. 2013).

선행 연구들에서 AR기술이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한 영역

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R 기술을 기존

의 2차원 도면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AR 기술을 

활용한 도면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한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Wang and Dunston 2006), 실용적인 시스템 및 도면으로 

개발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4D CAD와 증강

현실이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 및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도

울 수 있음에 착안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2차원 도면에 3차원 

구조물을 증강시켜 사용자가 구조물 및 시공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도면을 제시한다. 개발된 도면의 유용성을 설

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3. 마커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3.1 마커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커기반 증강현실 도면은 1) 마커를 

포함한 건설 도면, 그리고 2) 증강현실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

스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Fig. 1). 외형은 기존의 2

차원 도면과 비슷하며, 자재의 정면과 측면, 차원, 시방, 주석

이 건설 도면에 나타난다. 증강현실 시스템의 마커는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건설 도면의 핵심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Fig.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차원 

가상 모델을 실제 도면에 증강하고 있다. 카메라가 마커를 관

찰하는 각도 및 관찰 거리에 따라 증강된 가상 모델 여러 측

면과 다른 크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는 도면에 묘사된 자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표시한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들이 

간단한 자판조작을 통하여 가상의 구성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다. Fig. 3은 개발한 설계도면의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Fig. 1. Example of marker-based construction drawing

Fig. 2. The user interface of AR-based construction drawing

본 논문에서 개발한 도면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지

고 있다. 2D CAD도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재에 대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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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정보만을 마커에 담도록 개발되어, 프로그램을 통해 3

차원 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한 요구 컴퓨터 사양을 대폭 낮추

게 된다. 이로 인해 시공 현장 또는 외부 어디에서나 종이 한 

장, 컴퓨터(또는 노트북), 웹 카메라(또는 HMD)를 가지고 본 

도면을 활용할 수 있어 이동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게 된다. 

도면에서 마커는 구조물 전체 설계에 대한 정보가 아닌, 참여

자들간의(예: 시공사: General Contractor, 협력업체: Sub-

Contractor, 공급업자: Supplier or Vendor) 의사소통에 필

요한 3차원 구조물 정보만을 증강하여, 설계정보에 대한 보

안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증강현실 마커 위에 증강된 구

조물을 컴퓨터 화면의 간단한 키조작을 통해 확대, 축소, 회

전, 시공 시뮬레이션, 시공 관련 주의사항 검토, 기타 상세 제

원 정보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어, 미숙련자도 쉽게 구조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3.2 시스템의 개발

3.2.1 3D CAD 모델과 파일 형식 변환

3D CAD 모델은 2D 도면에 자재의 3차원 모습을 시각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D CAD 모델은 

이전 연구에서 획득되었으며, 원본 모델은 Autodesk, Inc.

의 Revit Architecture Suite 2008 platform에서 개발하였

다. 그러나 원본 모델의 데이터 형태(rvt extension)는 증강

현실 기반 도면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

템은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VRML)의 파일 포

맷(wrl extension)을 사용하는데, Revit Architecture Suite 

platform의 파일변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Autodesk, 

Inc.에서 개발된 3Ds MAX를 사용하여 파일을 VRML 포

맷으로 변환하였다. 즉, Revit 환경에서 Revit 파일(rvt 

extension)은 먼저 AutoCAD 파일 형태(dwg extension)로 

변환된 후 3Ds MAX에서 VRML 파일 형태(wrl extension)

으로 변환되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The VRML 파일 형식

으로 된 3D 모델은 증강현실을 구현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

의 증강현실 도면은 ARToolkit library, OpenGL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서 만들어졌다. OpenGL은 3차

원 모델을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API로써 ARToolkit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데 필요하고, ARToolkit 은 marker-based 

AR application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C/C++ Language 

software library이다 (Kato et al. 2000). ARtoolkit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는 2D CAD 도면에서 설명하

는 3차원 구조물을 관찰하고 시공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3.2.2 시스템의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3가지 기능 – (1) 3D 

Model Visualization, (2) Specification Information, (3) 

Construction Process Simulation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능은 도면 위에 3차원 모델을 증강시켜 보여주

는데, 이 구조물을 사용자가 x, y, z축으로 이동 및 회전, 확

대, 축소를 하며 관찰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도

면상에 나타난 구조물 혹은 구성 요소에 대한 충분한 관찰

을 할 수 있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엔지니어가 간

단한 키 조작(Fig. 4(a)) 만으로 3차원 모델을 이동, 회전, 확

대 및 축소 시켜 볼 수 있도록 하여 구조물을 보다 자세히 살

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두 번째 기능은 3차원 모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제원 과 구조물의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여 단순한 2차원 도면에서 제시하는 한

정적인 정보가 아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준다. Fig. 4(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마커 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Fig. 3.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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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화면 중앙의 흰색 박스 안에 기술되어 있고, 화면의 

하단 부에는 구조물의 정보(family, type, length, process, 

stud#, model, camber, manufacturer, cost, materials, 

weight)가 나타나 있다. 세 번째 기능은 건설 공정 4D 시뮬

레이션인데, 구조물이 어떤 순서로 시공이 되는지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해 시공 정보를 시각적으로 화면상에서 보여 준다

(Fig. 4(c), 4(d), 4(e)). 또한 시공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줌으로써 시공 과정 중 유의해야 될 사

항을 화면 하단의 설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Fig. 4. Marker-based 4D CAD drawing

Fig. 5. Examples of the drawing observation method

4. 기대효과 및 검증

4.1 기대효과

첫 번째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시공도면을 개

발함으로써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보다 정확하게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기존

의 2차원 도면에서 보여주지 못한 3차원의 구조물 형태를 도

면상에 보여주어 2차원 도면과 3차원 모델을 비교해 보며 구

조물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조물이 형태가 복잡할 경우 정

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던 부분까지도 키 조작을 통하여 정확

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 시공 현장에서 엔지

니어가 작업 수행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도면을 보면서 정

확히 전달 받을 수 있다. 화면상에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사

항 및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따로 나타나게 하여 시공의 정확

도 향상 및 시공 오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

공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구조물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이 부

족한 유지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구조물의 형태와 시공 상황

에 대한 도면 별, 구성 요소 별 정보를 제공해 보다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게 해 궁극적으로 구조물의 수명을 연

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설계 및 시공 엔지니

어 그리고 관리자 사이에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공사 참여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그램

이 고사양의 컴퓨터 연산 성능을 요구하지 않아 대부분의 일

반적인 컴퓨터 및 노트북 환경에서 시스템이 쉽게 구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2차원 도면에 익숙하지 못한 비전

문가나 토목/건축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도면을 접했을 

때, 화면에 표시된 3차원 모델 및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실

제 구조물 형태 및 시공 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들이 함께 4D CAD 

도면을 관찰할 수 있어, 전문가 및 비전문가의 효과적인 협

업 환경이 구축되어 시공작업의 속도 및 정확도의 향상이 이

루어 질 수 있다.

Fig. 6. The 9th question of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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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증

4.2.1 설문지법(Questionnaire method)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면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면이 건

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특정 구조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인력과의 의사소통 및 이해에 유용함을 알아보기 위

하여 작성되었고, 실제 설문조사는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

는 10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한번

에 1명 ~ 5명 정도의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2D CAD 도

면과 마커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이하 AR도면)을 비교

해가며 설문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2D CAD 도면을 보고 설문에 답한 다음, AR 도면을 본 후 설

문에 다시 답하였다. 설문지의 질문들은 각 도면 별로 총 10

가지 문항 구성되어, 도면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편리성, 

실용성을 확인하고 도면에서 제시된 구조물을 제대로 선택하

는지, 제시된 도면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문하였다. Table 1

에 설문조사 내용이 있는데, 1에서 7의 문항은 질문의 내용에 

사용자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에서 5까지 Likert scale내에

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8번 문항은 응답자가 도면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퍼센티지로 적게 하여 주관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9번 문항에서는 Fig. 6과 같이 다섯 가지 

유사한 구조물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도면을 통해 

본 구조물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구조물 형

태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0번에

서는 금방 보았던 도면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형으로 기술하

도록 하였다.

4.2.2 설문조사 결과 분석(Questionnaire Results 

Analysis)

2D CAD drawing의 설문지에서 1번 문항은 설문 조사 대

상의 기존 도면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는 문항이었다. 설문 응

답자들은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101명의 대학생들 이어서 대

부분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은 아니었지만, 도면

에 대한 경험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번 문항을 통해 통계

를 내었다. Fig. 7의 1번 문항(2D CAD 도면에 대한 공부 또

는 활용 경험을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 히스토그램 차트”에

서 보듯이, 응답자의 63.4% (64명) 가 도면에 대한 경험이 평

균 이하(3이하 scale 선택)라 답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한 통

계 결과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2D CAD 도면 설문지 1

번 문항의 설문 결과로 평균 2.54, 표준 편차 1.35를 나타내

어 경험이 없는 인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2:1의 비율로 있

음을 보였다. 따라서 설문 조사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인력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인력 양쪽에서 두 도면에 대한 이해도 

및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a)는 2D CAD 도면의 설문과 AR 도면의 설문 중 구조

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동일한 문항의 결과 비교이

다. 동일한 6가지의 설문을 통해 두 도면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설문 결과 AR 도면이 기존의 2D CAD 도면에 

비해 이해도 및 활용성에서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Fig. 7. Result of the question 1

(a) Results of the same questions

(a) Results of the question 8 and 9

Fig. 8. Comparisons of the results

마커 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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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로, “CAD 도면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

하기 쉽다.” 질문(설문지 1: Q2, 설문지 2: Q1)에 대해서는 

2D CAD 도면이 평균 2.21, AR 도면이 평균 4.47로 큰 차이

로 AR 도면이 기존의 도면에 비해 우수함을 보였다. 마찬가

지로, “CAD 도면에 묘사된 평면도 및 측면도를 통해 대상 구

조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CAD 도면에 묘사된 것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시공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장 및 

실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 된다.” “CAD 도면의 정

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문항들에서도 AR 도면이 매우 우

수함을 약 2배 가량 차이 나는 점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두 도면에서 그나마 가장 유사한 응답 결과를 낸 문항은 

“CAD 도면에 나와 있는 부재의 치수를 통해 구조물의 실제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다.” 인데, 평균이 2D CAD 도면 2.56

과 AR 도면 3.54으로 차이가 0.98이었다. 두 도면에서 묘사

하는 구조물이 실제 치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두 도면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어 다른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면을 통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보로 나타났

다. 이 항목은 AR 도면의 설문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

록한 것으로, 실제 치수의 비교를 위해 추가적인 비교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D CAD도면에서는 가

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도면에 나타난 구조물이 실제

로 어떻게 시공이 될 건지 이해도를 묻는 문항 – 2D CAD 도

면 설문 4번 문항 – 에서였다. 2차원의 도면에서는 도면을 

보는 사람이 시공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

려움을 알 수 있었다. 대조적으로, AR 도면(3번 문항)에서는 

4.44라는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시공과정

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움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AR 도면의 

4D CAD 기능에서 사용자가 직접 시공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시공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 이해도를 크게 높인 것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b)에서는 도면에 대한 주

관적인 이해도를 묻는 문항의 결과와 도면에 나타난 구조물

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응답

자들은 자신들이 2D CAD 도면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를 평균 

27.8%, 표준편차 20%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

해 건설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이 경험이 없는 

사 용자에게 이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

로, AR 도면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73.6%, 표준 편차 17%로 

높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통해 AR 도면이 시각적

으로 제공해주는 정보, 구조물의 조작, 그리고 시공 시뮬레이

션이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면에서 묘사된 구조물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문항에

서 2D CAD 도면 64.4% 정답률에 대비하여 AR 도면이 100% 

정답률을 보여, AR 도면을 활용한다면 시공 과정 중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착오 및 오류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다. Table 

2에서 두 도면의 설문 결과 통계치 중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

로 AR 도면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볼 때, 도면에 경험이 없거

나 경험이 있는 설문 대상자들 모두에게 도면에 대한 높은 이

해를 가져와, AR 도면이 숙련된 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협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두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 10번에서는 응답자가 본 도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을 정리한 결과, 각각의 도면에서 비슷한 내용의 의견들을 정

리할 수 있었다. 주관식 설문에서 공통된 사항을 요약한 결

과, 2D CAD 도면의 장점으로는 (1) 별도의 장비 필요 없이 종

이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 (2) 널리 사용되어 업무에 활용

하기 좋은 것, (3) 정확한 수치 및 치수의 파악이 가능한 것, 

Table 1. Questionnaire contents

Question Number Question Scale

2D CAD 

drawing

Q1. I have experienced 2D CAD drawing, in terms of either making, studying or   applying in real tasks. 1 - 5

Q2. I can easily understand all contents of a 2D CAD drawing. 1 - 5

Q3. I can comprehend the subject structure in a 2D CAD drawing by its front and side view description. 1 - 5

Q4. I can easily conjecture the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descriptions in a 2D CAD drawing. 1 - 5

Q5. I can assume a structure’s real size through the drawing scale. 1 - 5

Q6. I think 2D CAD drawings provide convenience in a construction site and in real tasks. 1 - 5

Q7. I can easily utiliz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2D CAD drawings. 1 - 5

Q8. In what percentage do you think you understand the shape of the structure in this drawing? 0 - 100%

Q9. Which one of these do you think has the closest shape with the described structure of this drawing? Multiple-choice

Q10. What do you think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2D CAD drawings? Subjective

4D CAD 

drawing

Q1. I can easily understand all contents of a 4D CAD drawing. 1 - 5

Q2. I can comprehend the subject structure in a 4D CAD drawing by its front and side view description. 1 - 5

Q3. I can easily conjecture the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descriptions in a 4D CAD drawing. 1 - 5

Q4. I can assume a structure’s real size through the drawing scale. 1 - 5

Q5. I think 4D CAD drawings provide convenience in a construction site and in real tasks. 1 - 5

Q6. I can easily utiliz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4D CAD drawings. 1 - 5

Q7. I can understand the terms used in a 4D CAD drawing. 1 - 5

Q8. In what percentage do you think you understand the shape of the structure in this drawing? 0 - 100%

Q9. Which one of these do you think has the closest shape with the described structure in this drawing? Multiple-choice

Q10. What do you think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4D CAD drawings?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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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2D CAD 도면

의 단점으로는 (1) 구조물 형상의 이해하기가 어려워 해석하

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 정보의 공유가 불편하고, (3)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고, (4) 시공 프로세스와 관련한 정

보가 부족하고, (5) 도면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짐이 있었다. 

AR 도면의 장점으로는 (1) 실제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 비전문가의 직관적 이해가 쉬움, (3) 시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4) 공 오차를 줄이는 데 좋을 것이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AR 도면의 단점으로는 (1) 노트북이나 영상장비

(카메라, HMD)와 같은 별도 장비가 필요한 점, (2) 도면의 작

성이 어려운 점, (3) 증강현실 3D 모델을 관찰하기 위해 프로

그램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객관식 문항과 주관

식 문항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사용자들은 증강현실 도면의 

우수성 및 유용함에 매우 동의하나 별도의 장비의 휴대가 필

요한 점,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되었다. 또한 AR 도면의 시스템 조작이 매우 간단하더라

도 추가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면

에 익숙한 사용자의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용성이 검증된 새로운 기술을 건설 현장에 새롭게 도입되

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동기부여 및 지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증강현실 도면을 도입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

를 하였을 때, 시공 오차 감소, 비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및 협

업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식 설문에서 추가적인 의견으로, 증강현실상

에서 구조물이 실제 설치될 좌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으

면 좋겠다는 의견처럼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

견이 있었다. 저자들은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수록 프로그

램은 무거워 지기 때문에 정보의 상세함과 사용성과의 상쇄 

효과를 잘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Statistics of the resul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2D drawing

Q1 2.54 1.35

Q2 2.21 0.82

Q3 2.48 1.08

Q4 2.00 0.92

Q5 2.56 1.02

Q6 2.67 0.85

Q7 2.32 0.86

Q8 27.8% 20%

Q9 64.4% -　

4D CAD drawing

Q1 4.47 0.54

Q2 4.58 0.57

Q3 4.17 0.78

Q4 3.56 0.86

Q5 4.44 0.75

Q6 4.25 0.65

Q7 3.04 0.89

Q8 73.6% 17%

Q9 100.0% 　

4.3 기술적 한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면을 실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기술적 한계 및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한

다. 건설 프로젝트의 구조물 부재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수

백, 수천 장의 도면이 존재한다. 각각의 부재들에 대한 3차원 

정보를 마커에 담기 위해서는 3차원 구조물 정보를 개별적으

로 생성하고 개별 마커와 연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목표로 하는 구조

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AR 도면의 3차원 구조물 

정보를 다시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3차원 정보를 자

동적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3차

원 CAD 도면 또는 BIM 모델에서 원하는 구조물 정보를 찾아 

AR 도면 마커와 연결하는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조물의 3차원 모

델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

우에 AR 도면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구조물 AR 라

이브러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2D 

CAD 도면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도면의 

구조물에 대해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2D 

CAD 도면에 마커기반 증강현실을 추가하기 위해 OpenGL 

API에서 ARToolkit library를 활용하였다. The Revit 

Architecture Suite 2008 platform에서 구축된 원본 3D 

Model의 file format을 증강현실로 옮기기 위해 3Ds MAX를 

활용해 VRML file format으로 변환 하였다. 개발한 AR 도면

을 기존의 2D CAD 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비전문인력인 101

명의 토목 공학 전공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

문 결과 AR 도면이 2D CAD 도면에 비해 전반적인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을 바

탕으로, AR 도면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숙련 인력 및 비숙련 

인력의 협업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구조물의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및 오류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면은 컴퓨터 환경에서 구동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모바일 환경으로 시

스템을 이식한다면 이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어 대형 건설 현

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

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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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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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 프로젝트에서 2차원 도면은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표기 방식으로 인해 도면에 경험
이 많은 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들이 쉽게 도면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증강
현실 및 4D CAD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도면에서는 사용자가 기존의 2차원 도면 위를 웹카메라
와 같은 장비로 관찰할 때 3차원 구조물을 증강시켜 자재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 도면을 통해 기존
의 도면에 익숙한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및 경험이 적은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한 도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2차원 도면 대비 개발
한 도면의 유용성이 자재 정보, 시공 과정, 3차원 구조의 이해 등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키워드 : 마커 기반 증강현실 4D CAD 도면,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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