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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gmented visualization of analysis results can play an import role as a post-processing tool

for the modeling & simulation (M&S)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develop such

an M&S tool which can run on various multi-devices. This paper presents an augmented real-

ity (AR) approach to visualizing and interacting with M&S post-processing results through

mobile devices. The proposed approach imports M&S data, extracts analysis information, and

converts the extracted information into the one used for AR-based visualization. Finally, the

result can be displayed on the mobile device through an AR marker tracking and a shader-based

realistic rendering.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 can superimpose AR-based realistic

scenes onto physical objects such as 3D printing-based physical prototypes in a seamless man-

ner, which can provide more immersive visualization and natural interaction of M&S results

than conventional VR or AR-based approaches. A user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the

qualitative usability. Implementation results will also be given to show the advantage and effec-

tiveness of the proposed approach.

Key Word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visualization & interaction, Modeling & simulation,

Rapid prototype

1. 서 론

최근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급변하면

서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빨라

지고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제

품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생산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하여 설계 단계부터 폭넓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

발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제품의 설계 및

검증 등 다양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제

품개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1-6]. 

새로운 제품개발 패러다임 중에서 Modeling &

Simulation (M&S) 시스템은 설계·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에 대한 검증을 지원한다. 즉, 설계·개발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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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량적으로 강도, 피로 수명 그리고 안전 계

수 등을 해석하고 변화량을 예측하여 설계 개선

및 검증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 실제 프로

토타입 제작을 통한 검증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4-6]. 

또한, M&S 해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는 많

은 개발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

양한 환경(사무실 및 회의실, 작업실)에 위치한 개

발 관계자들이 M&S 해석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

로 인지하고 검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식 수준 등에 따라 M&S

해석 결과의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카메

라 영상을 통한 실제 환경에 추가적인 정보(이미

지, 텍스트, 3D Model 등)를 증강시킴으로써 사용

자에게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여주며 보다 효과적

인 정보전달 및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제품 품평, 제조 시스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7,8], 최

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증강현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S 해석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M&S 증강가

시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컴

퓨터에서 수행된 M&S 해석 결과를 네트워크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전달하면, 사용자는 지리적 환

경에 대한 제약없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M&S

해석 결과를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M&S 해석 결과를 사

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증강현실 상에서 이미지기

반의 마커뿐만 아니라 실 프로토타입이나 Rapid

Prototype (RP) 위에 M&S 모델 및 해석 결과를 증

강가시화 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과업

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 아닌, 증강현실을 이용함으로써 현실 공간

혹은 실 객체에 가상의 정보를 정합시켜 효과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초기단계나 해석단계에서는 실 제품이나 실 프로

토타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P를 대체물로 제

작하여 분석 및 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사

용자의 상황에 따라 실 객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 객체가 존재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다른 환경에

위치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RP는 실 객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다. 따라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RP 위에 시뮬레

이션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질 등의 가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 결과 분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증강

현실 기반의 M&S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시하는 M&S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증강가시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구

현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

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증강현실을 이용한 Modeling & Simulation 

증강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환경에 가상

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Huang[9] 등은 실 객체에 대해 다중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시

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였다. Uva[10] 등은 전통적

인 2D 기반의 설계도에 시뮬레이션 결과 및 주석

들을 함께 증강시켰으며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협업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에서 증

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실 세계에 정합시킬 수

있어서 사용자는 보다 효과적인 가시적 정보를 습

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Bruno[11] 등

은 VTK4AR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환

경에서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가시화시켰다. 또한

Heuveline[12] 등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실

외에서 빌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

다. Weidlich[13] 등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기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Weidlich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Server-Client 방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rver는 데이터를 읽고 시

뮬레이션 결과를 계산하며 Client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렌더링하여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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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D(LArge-scale Realistic Design platform)[4] 프

로젝트는 슈퍼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범용적인

대규모 해석을 지원하며 시뮬레이션의 전·후처리

단계에서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도 제공한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각 마커(Rectangular

Marker) 기반의 인식 기술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이나 실제 제품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확하게 정합시키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가

상모델과 실물모델간의 자연스러운 정합모델(Mixed

Model)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제시된 방법을 통

해 사용자가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성 평가가 미흡하였다. 

2.2 Tangible Interface를 이용한 증강현실 기

반 가시화 및 상호작용

증강현실에서 Tangible Interface를 활용한 가상

객체 가시화 및 상호작용 방법은 주로 디지털 제

품에 대한 디자인 리뷰에 많이 사용되었다[14-18].

Tangible Interface라 할 수 있는 RP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제 제품 혹은 프로토타입 개발 전이나 활

용이 여의치 않을 때 대체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디자인 단계나 품평 단계에 활용될 수

있다. 가상현실과 달리 실 객체를 모사했기 때문

에 현실감이나 현장감을 높일 수 있지만, 정적인

실 객체만으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

강현실을 활용하여 실물 객체에 가상의 정보를 정

합시켜 다양한 상호작용, 가시화 및 몰입감을 증

진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5]. 

일반적으로 증강현실 기반의 가시화 및 상호작

용을 위한 기존 연구들은 사각 마커를 이용하여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켰다. Heun[14] 등은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가상 객체에 대한 기능들을 가시

화하였으며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객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Lee[15],

Park[16-18] 등은 RP를 이용하여 설계한 제품을 가

시화하고 Pointer 등을 이용하여 제품의 기능들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Tangible

Interface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시화 및 상

호작용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사용하는 디바

이스에 제약이 따랐다. 또한, 단순한 디지털 모델

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공

간 및 디바이스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복잡한

M&S 결과에 대한 가시화 및 3D 프린팅기반의 RP

와의 정합을 통한 현실감이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M&S 해석 결과 증강가시화 방법은 초기

디자인 및 해석단계에서 모바일 증강현실을 활용

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예를

들어, 사무실 및 회의실, 작업장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 객체

를 대체할 수 있는 RP에 직접 M&S 해석 결과를

정합시킴으로써 보다 현실감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렌더링 쉐이더(Rendering Shader)

를 활용하여 투명 가상모델과 실 객체의 자연스러

운 정합(Mixed Model)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 객

체에 대한 정보 왜곡을 제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P나 Natural

Marker를 이용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환경에서

M&S 해석 결과 가시화 및 상호작용에 대한 사용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3. M&S 시스템 구성

3.1 Modeling & Simulation 시스템 

현재 진행 중인 M&S 시스템은 비전문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활용

하여 개발된 보급형 구조/유체 시스템이다. M&S

시스템은 전처리 단계를 통해 해석을 위한 모델과

기능 조건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구조와 열유체

해석을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는 3차원 해석 렌더

링과 차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

체적인 프로세스는 M&S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워크플로우의 절차를 따라서 단계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Fig. 1). 

전처리는 오픈소스 캐드커널인 Opencascade[19]

를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CAD 모델을 읽어오

고 해석 목적에 따른 사면체 격자모델과 시뮬레이

션을 위한 물성치 설정, 구속, 하중, 접촉 처리 등

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석

은 오픈소스 구조해석기인 Calculix[20]와 오픈소스

유체해석기인 Openfoam[21]을 통합 중에 있으며 이

는 ezSIM 서버에 병렬화되어 설치되어 있다. M&S

시스템에 연동된 인증정보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

하여 스케줄러에게 해석 모델을 제출한 후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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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 수행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해석이 완료

되면 해석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다(Fig. 2). 해석

결과는 해석기로부터 계산된 결과 파일을 분석하

여 분석된 데이터 정보를 3차원 정보로 표현한다.

3.2 M&S 해석 결과 증강가시화 통합 프로세스

M&S 해석 결과에 대한 증가가시화는 Fig. 3과

같은 UNIT들로 구성된 워크플로우에서 이루어진

다. 워크플로우 내에서 M&S 해석 및 가시화에 대

한 이벤트 및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제공된다. 사용자에게 제공된 인터페이

스를 통한 이벤트 및 설정은 전처리와 후처리 단

계에서 이루어진다. 전처리에서는 데이터의 형상

을 가시화 해주는 View Geometry UNIT 후에 이

루어지며 후처리 단계에서는 해석데이터를 저장

하고 분석해주는 Post Processor UNIT 후에 이루

어진다.

Fig. 1 M&S system architecture 

Fig. 2 M&S analysis using solvers in ezSIM

Fig. 3 Workflow for the structural analysis of M&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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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해석 수행을 위해 유한요소망에 대한 수

정 및 개선작업을 지원한다. 또한, AR 통합을 위

한 모듈이 해석 시스템과 연결되어 입력 파일 변

경, 데이터 변환, 설정 파일 생성 및 변경이 자동

화되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서 이를 지원해 준다. 구축된 통합 인

터페이스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도움

말 형태의 사용자 가이드를 제공한다.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M&S

해석 결과를 증강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설계·개

발 단계에서 실 제품을 대신하여 RP에 해석 결과

를 정합시키기 때문에 높은 현실감과 몰입을 제공

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해

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모델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증강가시화 및 상호작용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M&S 결과를 증강가

시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보 즉, 정점(Vertex),

사면체(Tetrahedron) 및 색(Color)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 정보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Vertex: AR 메쉬(Mesh)를 생성하기 위한 Point

의 위치 정보

• Tetrahedron: 4개의 삼각망으로 구성된 AR 메

쉬를 생성하기 위한 정점(Vertex)의 인덱스(Index)

정보

• Color: M&S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각 정점의

색 정보

앞에서 언급된 3가지 정보를 토대로 AR 메쉬를

생성하고 해석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AR 메쉬에

쉐이더를 적용시킨 후 3D 렌더러를 통해 가시화

한다. 또한, 증강현실 가시화를 위해 이미지 기반

의 Natural Marker와 RP를 이용하여 해석모델을

정합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실시할 수 있다(Fig. 4).

4.1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 표현을

위한 AR 메쉬 생성 및 쉐이더 구성

M&S 모델을 증강가시화하기 위해서는 M&S 결

과 데이터를 Import한 후 증강가시화가 가능하도

록 AR 메쉬 생성과 쉐이더를 구성해야 한다(Fig.

5).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AR 메쉬를 생성하고 해

석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점, 사면체 및 색

정보가 필요하다(Fig. 6).

M&S 해석을 통해 얻은 정점(Vertex) 정보의 형

태는 Fig.  6(a)와 같다. 각 정점에 대한 색인(Index)

및 3 차원 위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정점 정보

를 활용하여 메쉬를 생성하는데 Fig.  6(b)와 같은

사면체(Tetrahedron)  정보가 필요하다. 사면체 정

보는 사면체를 구성하는 정점의  색인 정보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4개의 정점에 대한 색인 정

보를 활용하여 하나의 사면체를 구성하고 사면체

가 모두 구성되었을 때 Fig. 7과 같은 M&S 해석

모델에 대한 가시화 모델이 생성된다. Fig. 6(c)와

같은 색(color) 정보는 M&S 해석 모델에 대한 해

석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색 정보는 각

정점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M&S 해석 결

Fig. 4 Augmented visualization and interaction of M&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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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neration of AR meshes and shader mapping 

Fig. 6 M&S postprocessing data format based on Calculix: (a) vertex, (b) tetraheron, (c) color

Fig. 7 Visualization of an M&S result without a

rendering shader
Fig. 8 Visualization of an M&S result with a rendering

sh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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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색 정보의 형식을 RGB

형태로 변환시킨다.

M&S 결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모델

에 색 정보를 이용해 쉐이더를 적용해야 한다. RGB

형태로 변환된 색 정보는 해당 정점에 적용된다.

그리고 사면체를 구성하는 면(Face)의 색은 3개의

정점들의 색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ig. 8의 로봇 팔의 End Effect와 같은 M&S 해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쉐이더를 통해 M&S의 결

과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S 모델의 실

제 모습(색상, 재질 등)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또

한 AR 메쉬 생성 및 쉐이더 적용을 통해 Fig. 8과

같이 표현된 M&S 모델은 다른 요소의 추가적인

가시화를 통해 해당 객체의 전체적인 모습을 검토

할 수 있다.

4.2 M&S 모델에 대한 증강가시화 및 상호작용

AR 메쉬 및 쉐이더를 통해 렌더링된 M&S 모

델은 마커리스 증강현실 상에서 사각 마커 위나

RP와의 정합을 위해 실린더 마커 위에 증강가시

화된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터치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M&S 모델의 이동, 회전 뿐만 아니라

색·재질을 변화시키는 등의 상호작용을 함께 실시

할 수 있다(Fig. 9). 

M&S 모델을 사각 혹은 원통형 Natural Marker

에 정합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카메라

로부터 획득한 이미지 프레임에서 Key Feature을

추적하고 이를 Natural Marker와 매칭시킨다.

Natural Marker를 이용하여 M&S 모델과 같은 모

습의 실 객체(RP)에 정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

다 자연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렌더링 쉐

이터를 적용시켜 M&S 해석을 실시하지 않은 형

상모델에 대해 투명 쉐어더가 적용된 가상모델을

증강시켰다(Fig. 10(c)). 즉, Fig. 10(b)와 같이 실

객체 위에 M&S 해석 모델을 바로 증강시킬 경우

실물 객체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본 연

구는 Fig. 10(c)와 같이 투명 가상 모델과 M&S 해

석 모델을 함께 증강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현실감

을 제공할 수 있고 실 객체와 가상객체와의 불일

치(Mismatch)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투명 쉐이더

Fig. 9 Visualization and interaction management of M&S results

Fig. 10 Mixed model to remove the mismatch between

the physical and virtual models for the

visualization of the M&S result: without (b) and

with (c) transparent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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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재질 변경 등을 통해 사

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스

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지리적 위치 및 공

간의 제약없이 M&S 해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

다. 즉, 사무실, 작업장 등 여러 장소에 위치한 사

용자들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RP나 실 객체

에 M&S 해석 결과를 증강가시화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설계단계에서 실 객체나 실 프로토

타입이 제작되기 전에 RP를 활용할 수 있다. 비록

외부형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 정적인 RP 모델이

더라도 증강현실기반의 해석 결과를 정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 프로토타입과 같은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M&S 해석 결과

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초기 설

계단계에 사용성 평가나 사용자경험 평가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M&S 목적은 주로 초기단계에서 설계·개발된 제

품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M&S

모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상호작용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의 터치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M&S 모델에 대한

이동, 회전 등의 형상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Fig.

11은 M&S 해석 결과와 다양한 재질을 적용시킨

M&S 모델을 RP(Fig. 11 좌측 상단) 위에 증강가

시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11 우측 상단의 모

습은 M&S 모델의 재질을 변경한 후의 결과를 도

시하고 있다. Fig. 11 좌측 하단의 증강가시화 결

과는 로봇 팔의 몸통 부분은 특정 재질을 적용하

고 End Effect 부분에 대해서는 M&S 해석 결과를

가시화한 모습을 도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ig.

11 우측 하단의 모습은 로봇 팔의 몸통 부분에는

투명 가상 객체를 적용하고 End Effect 부분에는

M&S 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M&S 해석 결과가 실

객체, 즉 RP와 자연스럽게 정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5. 시스템 구현 및 사용성 평가

모바일 증강현실 환경에서 M&S 해석 결과에

대한 가시화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Unity3D[22]와

Vuforia SDK[23]를 사용하였다. Unity3D는 가시화

를 위한 증강현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되었

으며, Vuforia SDK는 Natural Marker의 Key

feature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Android 기

반의 운영체제(Lollipop, MarshMellow)를 가진 스

마트 패드(갤럭시 Tab S2, 해상도: 2048 × 1536,

디스플레이: 9.7인치)와 스마트 폰(갤럭시 노트5,

해상도: 2560 × 1440, 디스플레이: 5.7인치)을 사

용하였다. 한편, 스마트 글래스에도 제시된 연구

방법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

용한 Epson MoverioTM BT-200[24]의 경우, 해상도

는 960 × 540, FOV(Field of View)는 23°이며 카

메라 성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폰이나

패드에 비해 M&S 해석 결과를 검토하는데 몰입

감이나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M&S 해

석 데이터 크기 문제로 BT-200에서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00을

활용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적용 및 구현은 제

외하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단계를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추후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론

부분에 이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M&S 해석 결과의 증강가시화에 대

한 정성적인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5.1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M&S 해석 결과 가

시화(사례 1)

본 논문에서 실행한 첫번째 사례는 자전거 프레

임이다. 자전거 프레임은 주행 상태에서 연속적으

로 하중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물리적 손상을 발

생할 수 있다. 이런 물리적 손상은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프레임의 반복

하중이나 피로 파손 등이 프레임을 설계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Fig. 12와 같이 설계된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M&S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스마트Fig. 11 M&S results augmented on an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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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증강가시화 시켰다(Fig. 13).

자전거 프레임의 M&S 해석 결과에 대한 증강가

시화는 평면 마커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

자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M&S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을 실시할 수

있다. 먼저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M&S 모델을 선택하면 이동 및 회전에 대한 Gizmo

가 생성되며 Gizmo의 각 축을 선택하며 각 축에

따라 이동 및 회전의 상호작용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례는 실 객체에 정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현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다.

5.2 로봇 팔에 대한 M&S 해석 결과 증강가시

화(사례 2)

로봇 팔은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스템에

서 사용된다. 특히,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부품조

립 과정에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로봇 팔의 End

Effect가 로봇 팔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 팔의 End Effect에 대

한 M&S 결과 증강가시화는 Natural Marker를 결

합한 RP를 활용하였다(Fig. 14). RP는 M&S에 활

용된 로봇을 3D Printing로 축소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RP와 M&S 모델을 정합시켰으며 사용

Fig. 12 CAD model of a bicycle

Fig. 13 Augmented visualization of the M&S result of

the bicycle in Fig. 12 

Fig. 14 Augmented Visualization of the M&S result of a robot arm onto an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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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해석 결과와 재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M&S 해석이 필요없거나 수행되지 않은 실 객

체에 투명 가상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RP와 불일

치를 없애고 보다 자연스럽게 정합시켰다. 특히,

M&S 모델에 대한 이동 및 회전과 같은 상호작용

은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RP를 직접

이동시키거나 회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

다. 로봇 팔의 RP에 사용되는 Natural Marker는

실린더 형태로 사용자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

라도 실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RP를 직

접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으며 동시

에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켜 M&S 해석 결과를 검

토할 수 있다. 

5.3 사용성 평가의 절차 및 과업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M&S 증강가시화

방법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15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2명은 1대의

디바이스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3명은 2대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한 적이 있거나 사

용하고 있었다. 또한 참가자 중 2명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나머

지 참가자는 경험이 없었으며 RP를 이용한 증강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평가를 위한 로봇 팔의 End

Effect에 대한 M&S 해석 결과를 증강가시화하였

다. M&S 결과 가시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구성

하였다.

1. AR based visualization with an RP

2. AR based visualization without an RP

3. VR based visualization

또한 평가를 위해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3가

지 과업을 수행하였다. 

1. Visualization of the M&S model

2. Changing material properties of the M&S model

3. Interaction (Translation + Rotation)

첫번째 과업은 M&S 모델 가시화 평가로, RP를

이용할 경우 Fig. 14(우측 하단)와 같이 실 객체에

투명 가상 객체를 정합하였다. 두번째 과업에서는

3가지 방법 모두에서 버튼을 이용하여 M&S 모델

에 대한 재질을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M&S 모

델에 대한 이동 및 회전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시

하였다.

RP를 이용한 가시화 방법에서는 RP를 직접 이

동 및 회전시켰다. 반면에, 다른 가시화 방법에서

는 터치 인터페이스의 제스처를 이용하여 상호작

용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가지 과업을 수행

한 후 참가자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사용 편의성’, ‘상호

작용 흥미성’, ‘상호작용 용이성’, ‘자연스러움’이

었으며 7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

시화 방법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하

였다.

 Fig. 15 Usa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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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성 평가 분석 결과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 15와 같이

3가지 가시화 방법에 대해 사용 편의성(p < 0.05),

자연스러움(p < 0.05)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상호작

용에 대한 흥미성, 용이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AR 기반의 RP를 이용한 방법과 AR 기반의

Image Marker을 이용한 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AR 기반의 가시화와 VR 기반의

가시화 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성 평가 참가자들을 통해 조

사한 가시화 방법에 따른 선호도는 Fig. 16과 같이

주로 AR 기반의 가시화 방법을 선호하였고 VR

기반의 가시화 방법은 선호하지 않았다. 

특히, RP와 함께 AR 기반의 가시화 및 상호작

용 방법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는 RP를 이동, 회

전시키거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동, 회전시키면

서 상호작용을 진행하였지만, VR 접근방법을 활

용할 경우, 사용자는 가상의 M&S 해석 모델을 스

마트 디바이스의 터치 패드를 통해 이동 및 회전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사용성 평가

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을 관찰한 결과, AR 접

근방법이 M&S 해석 결과 검토하는데 보다 높은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AR 환경에서

실제 설비나 제품 등에 직접 적용된 결과를 검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VR 환경에 비해 보

다 현실감이나 자연스러움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S 해석 결과에 대한 모바일

증강가시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M&S 해석 결과

로부터 AR 메쉬를 생성하고 자연스러운 증강가시

화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 쉐이더 등 다양한 쉐이

더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

한 모바일 증강현실 환경에서 M&S 해석 결과를

RP 상에 증강가시화 시킬 수 있었다. 특히, 렌더링

쉐이더를 활용하여 투명 가상모델을 실물에 증강

시켰기 때문에 투명 가상모델과 실물모델과의 자

연스러운 정합(Mixed Model)을 통하여 보다 높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설

계단계에서 실 제품이나 실 프로토타입 개발 전이

나 이의 활용이 여의치 않을 때 RP를 대체물로 활

용하여 M&S 결과를 RP 위에 증강가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정이나 협업과정에서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M&S 시스템 개발의 궁극적 개발 목표

는 구조 해석과 유체 해석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

지만 현재까지 구조해석 기능만 개발되었고 유체

해석 기능은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

조 해석 결과 가시화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유

체 해석에 대한 M&S 결과 증강가시화 방법을 제

공할 수 있도록 OpenFoam[21]과 같은 유체 해석 프

로그램 등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비록, 본 연구에

서 정성적인 사용성 평가만 이루어졌지만, 추후 연

구로 보다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실물 재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특히,

Natural Marker를 인식하는 방법이 아닌 RP나 실

객체를 직접 인식하여 M&S 모델을 정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비록 Epson Moverio BT-200에는 적용이

어려웠지만, 최근에 출시된 MS HoloLens[25]와 같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 증대, 깊이 센서 탑재, 시

스템 성능 향상 및 시야각(FOV)의 제약을 보완

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하여 M&S 해석 결과를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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