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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가상 실(VR)의 이슈화를 따라 많은 분야에서 가상 실(VR) 기술을 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가상 실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인간이 가진 감각을 그 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며, 이

는 실 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  체험 할 수 있다는 에서 차세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가상 실기술은 게임, 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 실을 활용한 

시뮬 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가상 실을 활용한 시뮬 이션도 운동, 교육, 재난 모의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염에 의한 질병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인

루엔자 재난 응 훈련 시뮬 이션에 한 기술검토  분석연구를 진행하 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 로엔자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정작 막아  수 있는 해결책이나 방법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조

류인 루엔자는 사회 으로 큰 장을 일으키고 경제 으로 막 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조류인 루엔자나 구

제역과 같은 가축 염병은 농가에 미치는 피해 범 가 크기 때문에 사  방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조류인 루엔자 재난 응 시뮬 이션을 통해 방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시하고 분석하 다.

ABSTRACT

Simulation using the virtual reality has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xercise, education, disaster simulation 

training, but there is a little research on disease caused by virus transmiss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simulation 

studies and analysis of avian influenza disaster response training. The annual avian influenza virus is recurring every 

year in Korea, but there are still few solu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ng the avian influenza. The 

avian influenza can cause a great deal of societal harm and enormous economic damage. Prophylaxis is important 

because livestock epidemics, such as avian influenza and foot-and-mouth disease, have a large impact on farm 

households. Therefore, we proposed and analyzed contents that can be avoided through simulation of avian influenza 

disaster response pres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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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매일 안 사고에 

한 뉴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제천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 사건 등 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 사고 발생에 한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 사고 발생 시 처 

방안을 숙지하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는 국민  인식도 커지고 있다[1].

최근에는 의학 분야에서 가상 실을 활용한 시뮬

이션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상 시술을 실

으로 실행해 으로서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가상 실을 활용한 시뮬 이

션은 운동, 교육, 재난 모의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에서도 바이

러스 염에 의한 질병 방을 상으로 한 가상 실

을 활용한 시뮬 이션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

과거에 조류인 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방

역 체계를 개선과 이에 한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

으나, 조류인 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발생을 

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3].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책 미흡하다. AI 

의심 신고 시 강원, 경기, 북, 충남, 경남 지역에서

만 자체 으로 H5, H7 진단 AI 1차 검사(유 자 검

사법으로 H형만 확인) 확진 기능이 있고, 농림축산검

역본부에서 최종 유형을 확진하고 병원성 검사를 실

시하 다[4]. 1차 검사 확진 기능이 없는 시 도의 경

우 의심신고 건에 한 AI 확진 지연으로 AI 바이러

스 확산이 우려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의 시료 송부

에 추가 시간(4시간가량) 소요  이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도 지연 우려된다[5].

Ⅱ.  련  연 구

2014년 정부는 조류인 루엔자 긴 행동 지침을 발

표하 다. 이후 2017년에 개정을 하고, 농림축산식품

부와 한국 농  경제 연구원은 축산 부문 문가와 

외부의 수의 부문 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을 

구성하여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

다. 해당 연구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 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 을 악하여 AI 발생 방과 확산 방지를 

한 근본 인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림 1. 조류독감의 인간감염발생지역
Fig. 1 HPAI infection route

이 게 정부가 AI가 발생할 때마다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책을 마련하며 연구를 발표하지만, AI 발

생 방과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림1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AI 발생지역에 한 지도로서 2017년까지 닭 약 3천

만마리, 오리는 약 3백만 마리가 가 류 매몰 처분되

었다[6].

조류인 루엔자 발생 시 주요 방역조치 사항에 

하여 농가 등 장에서 쉽게 지킬 수 있도록 긴 행

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명확

하고 구체 으로 제시한다. 주요 방역조치의 개선 사

항으로는 소독  통제시설 운 체계 개선, 살처분 방

식  사후 리 보완, 축산차량 방역 요령 마련, 방역

지역 내 가   알 이동제한 일부 개정, 방역  설정 

 살처분 범  보완, 일시 이동 지 명령제도 개선 

등이다.

이 게 세부 으로 긴 행동지침(SOP)을 배포, 농

가에 교육정보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들이 있다. 첫째, 담당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

다로 체계  업무 진행이 이 지지 않는다. 둘째, 조

류인 루엔자 긴 행동지침(SOP)이 배포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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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 소독시설 차량 세부소독 실시
Fig. 2. Tips on disinfecting a car disinfection facility

그림 4. 가상오리농장 조감도

Fig. 4 Virtual farm bird's eye view

과 사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보의 달 효율

성이 떨어진다. 셋째, 검역 의 부분이 수의학과 출

신으로 지식은 문가 이상의 수 이나 방역 과정  

농장 구조에 따른 방역 과정 변화에 한 지식이 다

소 부족하다. 넷째, 염병사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

으므로 방교육이 최우선이어야 하나 농장 섭외가 

어렵고, 조류의 상태가 다르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날씨, 조류의 상태, 시간  등 다양한 변수 요

소에 해 처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긴

행동지침(SOP)을 바탕으로 설계된 가상 실 방역 훈

련 시스템은 한계와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

라 사료된다.

그림 3. 시나리오 구상도

Fig. 3 Scenario Conception

이러한 문제를 사  가상 훈련 콘텐츠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VR 기기  증강 실 구 으로 능동  

정보 인지 활동(학습활동)을 진하고, VR 교육의 몰

입감에 의해 통 인 교육보다 시뮬 이터 기반의 

교육이 효과 이다. 방역인력  농가에 가축 질병

응 교육을 가상 실을 용한다면 매우 효과 일 것

으로 단된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더링 문 로

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최근 물리기반 더링(Physically 

Based Rendering) 기술을 활용한 더링 로그램들

이 각  받고 있다.  간단하고 편리한 사용법과 수  

높은 결과물로 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

에서 일어나는 빛 반사의 물리 인 메커니즘을 컴퓨

터 더링에 최 한 재 하는 것이다. 기존의 더링 

로그램들은 들의 하드웨어 사양이 낮을 것을 

고려, 빛 반사를 정확히 재  어려웠지만  높은 수

의 하드웨어 보편화로 사용자들의 이 높아져 PBR 

기술이 각  받게 되었다[7-9].

쉐이더(Shader)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음 ’이라 하

고 느낌상 그림자라는 표 보다 그늘이라고 비슷하게 

의미가 되며, 그래픽 데이터의 음 과 색상을 계산하

여 다양한 재질로 표 하는 방법이다. 아티스트 인 

역에서의 쉐이더로 근, 활용하여 술 인 감성 

 리티 높은 표 을 하기 해서 배우는 것이고 

근본 으로 말하면 쉐이더의 시작은 원래 ‘그래피 아

티스트들이 원하는 3D질감을 자유롭게 제어하도록 하

자[7]’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쉐이더는 사실 아티

스트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8].



JKIECS, vol. 14, no. 01, 19-26, 2019

22

그림 5. 육용오리 리깅작업
Fig. 5 Duck Rigging Work

그림 6. 오리 리깅작업 메쉬(상)  더링(하)
Fig. 6 Duck Rigging Working Mesh (top) and 

Rendering (bottom)

더링 될 각각의 픽셀들의 색을 계산한다. 때문에 

픽셀 쉐이더는 최종 으로 픽셀이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한다[9]. 픽셀 쉐이더는 간단하게 언제나 같은 색

을 출력하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텍스처로부터 색을 

읽어오거나, 빛을 용하는  것, 범  매핑, 그림자, 

반사 , 투명처리 등 복잡한 상 등을 수행할 수 있

다. 픽셀 쉐이더는 각각의 픽셀들이 더링될 때  수

행되기 때문에, 다른 픽셀들과 아무런 연 이 없다. 

픽셀 쉐이더는 오직 한 픽셀만을 연산하기 때문에, 주

변의 픽셀이나,  그리는 도형에 한 정보를 알 수 없

다. 이 때문에 픽셀 쉐이더는 스스로 매우 복잡한 효

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픽셀 셰  이더는 픽셀의 

색 말고도 깊이(Z버퍼에 쓰인다)나  다른 색(다른 

더 목표물에 쓰인다)을 출력할 수 있다.

Ⅲ. 연 구 개 발

가상 실 기술은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에 구성된 

가상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가상공간에 있는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가

상공간에서 인체의 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 등을 

자극을 통해 실제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실감을 제공하는 융합 기술이다. 최근 디스 이를 

머리에 착용하여 실제로 가상공간에 있는 것처럼 사

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해주는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들과 다양한 센서와 정보처리 기술의 발

달로 손이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제스처 센서와 

가상 환경에서 보다 더 직 이고 자연스러운 가시

화  인터랙션이 가능해졌다. 최근에 몰입형 가상

실분야에서 이러한 장비들이 출시되어 다양한 인터페

이스를 지원하기 한 기반은 조성되었지만 가상의 

객체와 효과 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는 여 히 필요하며 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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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차량소독기의 분무구
Fig. 10 Spray Implementation of Vehicle Disinfector

그림 9. 육용오리 리깅작업
Fig. 9 Duck Rigging Work

그림 8. 축사  병아리의 실사 더링
Fig. 8 Duck Rigging Work

그림 7. 축사 외부(상)  내부(하)
Fig. 7 The farm outside (top) and the inside (bottom)

3.1 농장  오리 모델링

육용오리농장을 실제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축

사(그림 7)  오리병아리(그림 8) 그리고 그 외의 오

젝트를 3D모델로 제작하 다. 그림 4는 가상농장의 

경을 보여 다.

3.2 오 젝트 리깅작업

그림 9에서 오리 병아리(Litte Duck)를 한 리깅

작업으로 작업 로그램은 3DMAX로 진행을 하 으

며 Cat Motion의 설정을 통한 리깅작업으로 진행을 

하 다. 리깅  애니메이션 작업 후에는 유니티 엔진

으로 일을 Import하여 구 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용을 하 다. 작업  오류사항이나 문제 은 직

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3.3 티클시스템응용

방역 의 실제상황과 유사한 기후환경을 티클시

스템을 응용하여 구 하 다. 

오큘러스로 빌드하여 훈련의 몰입감을 높이고 터치

컨트롤러  손아바타를 구 하여 실제와 같은 인터

액션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극 화하 다.

방문한 농장의 실사정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육용오리농장을 재구성하 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육용오리농가 장 답사 진행을 토

로 하여  농가들의 미비 된 검역시스템을 바탕으

로 제작된 가상 실 콘텐츠를 구 분석을 진행하 다. 

해마다 꾸 히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 루엔자는 경제

·사회 으로 큰 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조류인 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이러스에 감염

된 조류와의 으로 발생되므로 그 에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한 조류인 루엔자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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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큘러스 터치 손아바타
Fig. 11 Hand avata of the Oculus touch controler

실 콘텐츠 단계별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이해함으로써 

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상 실 시뮬 이터는 

가상 실기술의 요한 응용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상당한 피해를 인간에게 가져다  수 있는 재난·재

해에 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

인 교육도구로써 그 활용범 가  더 확  발 될 

망이다. 가상 실 기반의 조류인 루엔자 방 시뮬

이션을 통해 실제 방 교육에 한 용 가능성과 

정 인 교육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재 나와 

있는 조류인 루엔자 방법에서는 단순히 과 사진 

는 동 상 등의 자료이지만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

경을 재 하기에는 시·공간  비용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 시뮬 이션 수행을 통해 조류인 루엔자 

방교육 환경을 구 하여 반복 으로 방 교육이 가

능하고 시·공간  교육 인 측면에서 효율 인 것을 

확인하 다. 농가별로 검역시스템이 갖추어진 단계를 

상, , 하로 나 고 실제 농가와 유사한 3D가상 실 

콘텐츠를 활용해 실감 있는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조류인 루엔자 방을 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I 방역 로그램 오 젝트 리스트를 활용해 실제 

농가와 같은 분 기를 조성해 사용자가 미비 된 소품

이나 방역과정, 청결하지 못한 소품들을 보고 잘못된 

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간

인 체험을 통해 조류인 루엔자 방을 학습할 수 있

는 교육 인 효과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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