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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기술이 적용된 혼합현실콘텐츠 제작에 대한 연구
*

김태은

A study on the Fabrication of Mixed Reality Content with Coloring Technology
Tae-Eun Kim*
요 약
본 논문은 AR컬러링기술과 가상의 환경 그리고 여러 VR기기들을 접목시켜 현실의 정보를 받아 가상환경
에서의 인터랙션 등을 구현한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혼합현실 콘텐
츠를 제작하고 시연하기 위해서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였다. ‘신데렐
라’는 사용자가 직접 색칠한 도면의 색을 Oculus Rift를 이용해 보이는 가상공간에서 3D모델링에 입혀 보여주
고, Leap-Motion을 활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 정보를 받아 모델링 된 구두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였다. 트
레드밀 위에서 발을 굴러 특정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전시 및 체험용 가상증강 인터렉션 콘텐츠이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기술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혼합현실 게임콘텐츠 제작에 대
한 제작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좀 더 보편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mixedeality contents by realizing AR coloring technology, virtual
environment, and VR devices by realizing the interaction in virtual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designed and
produced the content from a fairy tale called 'Cinderella' to produce and demonstrate real mixed reality contents.
'Cinderella' shows 3D modeling in the virtual space using the Oculus Rift, and the modeled shoes can be lifted using
Leap-Motion. It is a virtual augmented interaction content for exhibition and experience that can move a specific range
from the foot on the treadmill. In this paper, we try to share the experience of creating new mixed reality game
contents, which is a mixture of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continuation of universal use of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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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기기들과 기술을 이용한

대한 개발이 많은 나라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2016
년 초부터 각종 가전기기 및 IT 전시회를 통해 가상
현실 기기들이 소개되며 서서히 일반 대중들이 가상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게임 콘텐츠들에

현실(VR)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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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를 통해
가상현실은 더욱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지난 해 월
스트리트저널에서는 "성능 좋은 신형 HMD가 나왔지
만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콘텐
츠도 별로 많지 않고 깊이도 매우 얕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기기들이 있음에도 계속 문제
가 되는 콘텐츠의 부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VR)의 기술을 접목해 Leap-Motion
과 Oculus Rift, 그리고 트레드밀을 활용한 가상현실
에 AR컬러링 기술을 더하여 현실의 정보를 가상세계
에 넣은 혼합현실(MR) 콘텐츠 개발을 한다[1-3].
그림 1. ‘신데렐라’ 메인 화면 Top view
Fig. 1 'Cinderella' main screen top view

Ⅱ. 혼합현실기술이 적용된 단계별 컬러링
콘텐츠제작
2.1 혼합현실(Mixed Reality)
현재까지의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혼합현실을
1994년 폴 밀그램(Paul Milgram)에 따라 정리해보면
현실세계(re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가
혼합된 상태로 정의된다. 혼합 현실은 현실을 기반으
로
가상의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부분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
미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신데렐라’라는 콘텐
츠는 증강가상의 형태를 띄운 혼합현실이다[4-5].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신데렐라’는 가상현실에 립모
션, 트레드밀, 그리고 AR컬러링 기술을 접목하여 사
용자가 VR에서 보다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
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VR은 그저 시각적으로

가상환경을 보여주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할 뿐
이지만 우리는 이 콘텐츠를 통해 현실에서 각자 원하
는 색으로 모델링을 색칠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걷
고 뛰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손가락의 움직임 정보를

먼저, 전반적인 3D가상공간의 디자인을 시작하였
다. 이때, 맥스를 이용해 큰 오브젝트(궁전)들을 먼저
만들고, 이 후 유니티엔진 내부기능 중 터레인을 이
용하여 지형, 나무, 물 등 전체적인 배경을 꾸며 마무
리하였다. AR부분 모델링은 맥스에서 AR컬러링에 쓰
일 구두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그림 2. ‘신데렐라’ AR
화면이다.

그림 2. ‘신데렐라’ AR 화면
Fig. 2 'Cinderella' AR screen

정확히 받아 물체를 집는다고 착각 할 만큼의 현실의
정보를 넣어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였다. 이 외
에도 핵심적으로 적용한 웹캠은 증강현실의 실시간

모델링이 마무리 된 후 시간 초 바, 씬 전환 등의
간단한 스크립트를 넣어 게임요소를 더했다. 그 후 뷰

현실에 3차원 가상정보를 보여주어 도면위에 직접 색
칠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쓰였다. 그림 1은

포리아에 이미지마커를 등록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을 추가하였으며 유니티 엔진에서 AR컬러링 기술을

신데렐라 메인 화면 Top vie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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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AR화면을 제작하였다. 그 후 AR화면에서 받아
온 정보를 VR씬으로 넘겨주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림
3은 ‘신데렐라’ VR 화면이다1)2).

그림 4. ‘유리구두’ 3D모델링
Fig. 4 3D Modeling of glass shoes

그림 3. ‘신데렐라’ VR 화면
Fig. 3 'Cinderella' VR screen

마지막으로 립모션과 트레드밀에서 모션 정보를 받
아주는 작업과 가상환경에서의 최적화 단계를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추가 및 시간 초 바 등
의 유니티 기본 기술들 외에 기기를 통해 정보를 받
아오고 구현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2 3차원 모델링(3D Modeling)

모델링 작업은 Autodesk에서 내놓은 3d 모델링
애니메이팅 겸 설계 툴 3D MAX 을 사용하여 작업
한다. 우선 구두의 전체적인 모양을 [Splines]탭에서
[Line]으로 모델링 한다. 필요한 부분을 [Extrude]기능
이나, [Shell]로 두께를 준다. 전체 덩어리를 만든 후
[Modify]에서 [Line]과 [Vertex]를 이용해 모양을 잡
는다. 구두 장식 꽃 모양은 같은 방식으로 [Line]으로
꽃잎을 만든 후 [Rotate]복사로 꽃잎의 방향을 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폴리곤은 그 꼭짓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파일 크기와 메모리를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산 량과 비례한다[6-10].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최적화 작업, 대표적으로 물체의 질감을 폴리곤
으로 표현하기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이걸 텍
스쳐로 대신하는 표현해주는 일종의 ‘눈속임’ 기술이
라고 얘기하는 노말 맵핑 (Normal Mapping)이나 수
작업을 통해 [Vertex]나 [Line]등을 삭제하여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자가 색칠한 색 그대로를
텍스쳐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노말 맵핑이 아닌 수
작업을 통한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5 ‘유리
구두’ 모델링의 Vertex이다.

Clone Options 메뉴에서 복사할 꽃잎 개수를 정하여
복사한다. 그 후 꽃잎을 구두와[Align]메뉴를 통해 정
렬 시키고 [Group]시킨다. 구두의 어색한 곡선을 더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 [NURBS]를 이용하여 자연스

그림 5. ‘유리구두’ 모델링의 Vertex
Fig. 5 Vertex of the 'glass shoe' modelling

럽게 변형한다. AR컬러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구두
텍스쳐 부분을 사용자가 색칠한 색상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Unwrap UVW]를 이용해 구두 폴리곤을 펼

2.3 궁전 모델링 및 맵(map)의 콘셉트
궁전 모델링을 디자인하기 위해 먼저 [Standard

쳐준다. 그림 4는 ‘유리구두’ 3D모델링이다.
1) http://korea.unity3d.com
2) http://developer.vuforia.com

Primitives] 탭에서 [box]오브젝트를 생성 후
[Convert to Editable poly] 로 폴리모델링으로 변환
시켜준다 [Modify] 탭에서 [polygon]선택 툴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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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잡고 [Inset] 기능으로 작은 면을 생성하여
[Extrude] 한다.

Ⅲ. 개발기술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높이를 잡고 [Inset]기능
으로 면을 생성하고 [Move]로 들어간 모양을 만든다.

‘신데렐라’ 작품의 개발에는 Unity Engine을 기반
으로 증강현실을 위한 AR컬러링기술과 가상현실을

타워는 따로 만들어 [Attach] 기능을 통해 완성된 하
나의 궁전으로 만든다. 재질은 [polygon]기능으로 지
붕은 벽돌 텍스쳐, 궁전의 벽은 돌 질감의 텍스쳐를

위한 트레드밀 접목, 립모션으로 구두를 잡고 범위 안
에 두면 인식하는 스크립트, 그리고 일정한 구간을 바

따로 입힌다. 그림 6은 궁전을 모델링한 3D 영상이다.

라보면 씬이 전환되는 UI 버튼 인식을 위한 스크립트
등을 컴포넌트로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AR컬러링기
술의 경우에는 3ds Max에서 작업한 결과물의 도안을
포토샵에서 수정 및 보안 후 도안을 만들어 Unity
Engine내의 Vuforia를 통해 마커가 인식되도록 프로
그래밍하였다.
3.1 유니티 엔진

그림 6. 궁전 모델링
Fig. 6 Palace Modeling

맵의 콘셉트는 ‘신데렐라’ 동화의 설정임으로 분홍
잎의 나무들로 공주 풍 분위기를 살렸고 중세의 집들
을 배치하여 마을 분위기를 살리고 동화적 배경에 맞
춰 어두운 컬러는 빼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색
상만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길을 찾기 쉽도록 길 주
변에 울타리 오브젝트를 넣고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최적화를 위해 나무 모델링을 사용자가 보이는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림 7은 VR화면에서의 ‘궁
전’ 모델링한 3D 영상이다.

Unity Engine은 멀티 플랫폼 게임 엔진으로 컴포
넌트를 사용한 직관적인 사용성과 스크립트를 활용해
다양한 사용자 정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바
일, VR, MR, 데스크톱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 배
포 가능한 엔진이다. Unity Engine을 이용해서 물리
적인 코딩의 구현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했
다[6].
3.2 UI 구현
UI는 사용자가 화면을 머리를 움직여 바라보게 될
때 항상 중앙상단에 위치하도록 그림 8와 같이 1인칭
시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8. VR씬 화면에서의 UI구현
Fig. 8 UI implementation in VR scene screen.

3.3 이미지마커 등록해 증강현실 제작

그림 7. VR화면에서의 ‘궁전’ 모델링
Fig. 7 Palace modeling on VR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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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foria 홈페이지[7]서 로그인 후 Develop의
License Manager를 선택한다. Add License Key버튼
을 눌러 Development에 체크하고 App Name을 적어
준다. 확인을 누르고 나면 Name부분에 추가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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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면 AR이 가능하게 되는 키
가 주어진다. 그것을 복사해둔다. 유니티엔진 내에 붙

업을 해두어 시용자가 색칠했던 색이 그대로 3D모델
에 texture로 입혀지게 되면서 칠했던 색이 정교하게

여넣기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License
Manager옆의 Target Manager라는 곳에 들어가 본

입혀지게 된다. 그림 10은 인식반경 크기 조절 스크립
트를 나타낸다.

다. Add Database를 눌러 이미지의 이름을 적고
Device Type으로 Create한다. 새로생긴 Database를
누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타겟을 등록한다. Add
Target을 눌러 도면 Single Image Type에 만들어둔
도면 이미지파일을 등록하고 Width는 1로 해두고
Add한다. 혹시 등록할 때 png파일이 잘 안된다면 다
시 jpg파일로 만들어서 등록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 이제 이미지가 등록되면 오른쪽 상단버튼인
Download Database(All)을 눌러 다운받는다. 이때
Select a development platform을 UnityEditor로 선택
해두고 Download한다. 그림 9 뷰포리아에 구두 도면
이미지를 마커로 등록한 예시이다.
그림 10. 인식반경 크기 조절 스크립트
Fig. 10 Perceptual radius sizing script.

Ⅳ. 결 론

그림 9. 뷰포리아 구두 도면 이미지마커 등록
Fig. 9. Vuforia shoe drawing image marker
registration

3.4 AR 컬러링 기술의 가상현실 적용
AR컬러링 기술을 가상현실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
한 방법은 3D 모델링에 사용자가 색을 칠하는 작업
한 도면을 AR마커로 사용하고 그 마커를 통해 AR카
메라로 실시간 색을 받아 연결된 3D 모델에 저장한
material을 입혀주어 그 값을 저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증강현
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AR컬러링기
술과 가상의 환경 그리고 여러 VR기기들을 접목시켜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환경내에서 인터랙션
등을 구현한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신데렐라’ 콘텐츠는
LeapMotion, 트레드밀, 웹캠 등의 기기들로 현실의
정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가상세계에 전달하
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빠져들고 현실과의 괴리
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연구를 통해 VR, AR 그리고 MR까지 여러가
상현실 기기들을 적용하여 여러 정보를 추가하여서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았다. 본 연구
가 유사한 혼합현실 콘텐츠작업을 하는 초보연구자들
에게 가이드역활을 하는 논문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material을 입혀준 후 그 값을 저장하게 되면 제작한
3D모델에 미리 도면 텍스쳐를 모델링에 적용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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