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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제품 공정에서 스타일링과 디자인 과정에서 제작하게 되는 다양한 재질의 Digital-

Mockup을 품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타일드 디스플레이, 워크벤치, 혼합현실 디스플레이, 데스

크탑 디스플레이와 같은 여러 가상 환경에서의 다자간 연결을 통해 원거리 참여자들이 공유된 시각 작업 

공간상에서 원활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하여 씬-그래프(scene-

graph)에 나타나는 3차원 제품 모델의 재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서  론 

오늘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 기기, 통신 

단말기관련 산업 등에서는 기업간의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의 급변하는 취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가상 현실 기반의 Rapid Prototyping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품 제조 공정의 스타일링과 디자인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시 진흙 및 플라스틱 등 

재료를 이용하여 목업을 만드는 방법은 기간 및 

제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재료를 재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 많은 제조 기업들이 CAD (Computer Aided 

Design), PDM (Product Data Management), VR (Virtual 

Reality)과 같은 시스템들을 도입하여 고객과 협력업체 

및 생산자가 협업을 통해 제품 설계 공정에서 3차원 

가상 제품 모델의 저작, 관리 및 품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디자인 품평인 경우, CVE 

(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 기술을 통해 형상 

정보의 공유와 가시화 및 사실적인 Digital-Mockup, 

원격지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현실감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가상환경에서는 공동 

작업을 위해 참여자들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고 

공동작업을 위한 도구로서 그룹웨어가 제공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공정에서 스타일링과 디자인 

과정에서 제작하게 되는 다양한 재질의 Digital-

Mockup을 품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타일드 디스플레이, 워크벤치 디스플레이,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혼합현실 디스플레이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씬-그래프(scene-graph) 동기화를 통한 

다자간 협업을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혼합현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하여 제품 모델의 재질 

정보를 직접 변경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CAD 

시스템과 VR 시스템간의 원할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미들웨어 시스템을 이용하며, 가상환경에서 3차원의 

제품 모델이 사실적으로 보이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BRDF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Factorization하고 

이를 쉐이더에 적용하고 있다.   

2. 관련연구 

협업을 위해 사용되는 그룹웨어는 시간 및 공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나누게 된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다루어지는 시스템은 face-to-face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동일한 시간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실시간 분산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특히, MPG (mixed presence 

groupware)는 동일한 공간이나 원거리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도록 

지원한다.[1] 

 

그림 1. 시간/공간에 따른 혼합 현실 그룹웨어 

 
그림 2. 다른 공간상에 있는 세 팀이 MPG를 통해서 

가상공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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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참여자들이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대형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와 같은 여러개의 상이한   

디스플레이상에서 운용이 되는 그룹웨어를 통하여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상에 운용되는 그룹웨어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자신만의 입력 장치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구동되는 

각각의 디스플레이와 고유의 입력 장치를 통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마치 하나의 가상 테이블에서 협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디스플레이상에서 운용되는 그룹웨어는 공유된 시각 

작업공간(shared visual workspace)상에서 참여자들이 

3차원 제품 모델과 같은 오브젝트 정보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 조작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웨덴에서 개발한 Touch Desktop은 다중 사용자 

CAVE-like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3차원 가상현실을 디스플레이해주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물리적인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입력은 가상현실속의 

가상테이블에 그대로 반영된다.[2] 그러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과의 연결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MPG의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box를 

위한 다중 사용자 게임인 Halo가 있다. 같은 공간상의 

사용자들은 분할된 화면을 통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원거리의 사용자들도 여러개의 Xbox를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다. 모든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은 각 사용자의 

씬-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 Carpeno system 

뉴질랜드의 Carpeno는 테이블탑 인터랙션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참여자들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CVE기술을 지원한다.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사용자가 공유된 디지털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wall 타입의 디스플레이는   

3차원 가상 공간속에 각 사용자들의 인터랙션이 반영된 

가상테이블과 영상회의 화면을 통하여 원거리 

사용자와의 협업을 도와준다.[3] 

본 논문은 이와 같은 CVE기술을 발전시켜 원거리의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입력 장치와 디스플레이 시스템 

즉,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형태인 워크벤치와 대형 

타일드 디스플레이와 데스크탑 디스플레이와 

혼합현실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공유된 3차원 제품 모델에 대한 실제적인 

디자인 품평이 가능한 MPG 시스템을 제안한다.  

 

3. 가상 디자인 품평 시스템  

3.1 CORE  

CORE (COllaborative Review Environment) 시스템은 

가상현실 기반의 네트워크 협업과 고품질 사실적 

렌더링을 지원하는 디자인 품평 어플리케이션이다.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서버-클라이언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서버는 MEMPHIS (Middleware for 

Exchanging Machinery and Product Data in Highly 

Immersive Systems)[4] 미들웨어로부터 제품 모델의 

형상 정보를 갖고 오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뷰-

클라이언트들과의 협업을 위한 세션, 씬-그래프, 유저 

관리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클라이언트인 경우, 타일드 디스플레이, 워크벤치,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HMD 디스플레이와 같은 뷰 

시스템에서 구동이 되며,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 씬-그래프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그려준다. 

또한 입력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해 준다.  

 

그림 4. CORE 시스템 구조 

특히, Material Manager는 사용자에게 사실감을 주기 

위한 재질의 물성치인 BRDF와 페인트의 입자 등의 

가공조건에 따른 재질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쉐이더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실시간 렌더링을 지원한다. 

현재는 BRDF 측정 데이터를 Factorization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여 실시간 렌더링에 활용하고 있으며, 

페인팅을 위한 펄과 운모의 페인팅 쉐이더와 수지로 

만든 재질을 위한 수지 쉐이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가전 분야의 제품을 위한 10개 가량의 쉐이더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5. Aluminum/Resin 쉐이더를 적용한 제품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CORE 시스템은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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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가상현실 시스템들간의 네트워크 협업을 

지원한다. 특히, 타일드 디스플레이와 워크벤치, 

혼합현실의 HMD (Head Mounted Display) 시스템들은 

특별한 디스플레이 장비와 고유의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상현실에 몰입하여 실제감을 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MEMPHISMEMPHIS Collaboration Server

Mixed Reality Workbench Desktop Tiled Display

그림 6. CORE 시스템 구성도 

3.1.1 데스크탑 뷰 

데스크탑 뷰는 일반적인 PC 시스템으로 가장 

기본적인 뷰이다. 사용자는 마우스, 키보드, 모바일을 

이용하여 3차원 가상 현실 화면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3.1.2 워크벤치 뷰 

워크벤치 뷰는 ART(Advanced Real-time Tracking)와 

여러 개의 입력 트랙킹 장치로 구성된다. ART 시스템은 

트랙킹 서버와 연결된 두개의 트랙킹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밀한 적외선 트랙킹을 지원한다. 헤드 

트랙커, 자동차 네비게이터, 펜 마우스는 입력장치로서 

제공된다. 헤드 트랙커는 사용자의 viewpoint를 

변경하며, 자동차 네비게이터는 제품 모델의 중심과 

위치를 변경한다. 펜 마우스는 제품 모델과 3차원 메뉴 

선택을 위해 사용된다. 뷰는 두 개의 스크린이 L-

형태로 만나게 되며, 두 개의 프로젝터와 infitec필터와 

안경을 기반으로 한 passive stereoscopic vision이 

포함된다. 

 

그림 7. 워크벤치 시스템의 구조 및 각종 입력장치들 

3.1.3 타일드 디스플레이 뷰 

7x4 화면으로 분할이 된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전체 

면적이 5.6m x 2.4m 이며 7168x3072 픽셀의 

초고해상도를 지원해준다. 제품 모델에 대한 씬-

그래프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중앙 화면에서 렌더링 될 

것이며, 좌우상하의 화면에는 원거리 사용자들과의 

협업을 위하여 영상회의 장면이 나올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고해상도와 고품질의 실시간 렌더링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 모형을 정확히 표현한다. 따라서, 

디자인 품평에서 최고 임원급의 최종 결정시에 사용될 

것이다.   

그림 8.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3.1.4 혼합현실 뷰 

혼합현실 뷰는 사용자가 익숙한 실제 세계와 가상 

오브젝트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는 Video see-

through HMD인 경우 카메라로 들어온 배경 화면에 

가상 오브젝트를 적용 후 사람의 눈에 출력하는 

비디오이다. 카메라 배경 화면(즉, 실제 세계)에서 가상 

오브젝트 위치는 HMD에 부착된 position tracker와 

orientation tracker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viewpoint를 예측하고, 추적하게 된다.[5] 

 

그림 9. HMD 시스템  

3차원 펜은 가상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Logic-Box는 씬-그래프에서 사용자 

아바타와 영상회의의 사용자 비디오의 위치를 

결정해준다.  

 

그림 10. 혼합현실 시스템 

영상회의 

씬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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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상회의를 위한 비디오 패널   

비디오 패널은 원거리에 있는 참여자들의 협업을 

돕기 위하여 사용된다. 4개의 서로 다른 뷰 시스템들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받아들인 QVGQ급 

동영상을 H.264로 인코딩하여 서버에 보내고, 서버는  

UDP를 통해 상대방의 뷰 시스템에 전송한다.  

3.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버와 무선으로 연결된 모바일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뷰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제품 모델들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viewpoint 변경, 오브젝트 선택, 재질 적용 및 변경을 

위한 GUI를 제공한다.   

 

 

 

 

 

 

 

그림 11.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12. 데스크탑 뷰에서 쉐이더를 적용한 Digital-

Mockup을 모바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 

4. 구현 

CORE 시스템은 몰입형 가상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VR/AR Library Toolkit인 AICI (Advanced Immersive 

Collaborative Interaction framework)[6]를 이용하였다. 

서버-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모듈 구현은 ACE 

(ADAPTIVE Communication Environment)[7] Toolkit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워크벤치 뷰와 타일드 디스플레이 

뷰는 현재 개발중이며 데스크탑 뷰와 가상혼합현실 

뷰는 완성하여 테스트 단계에 있다. 그림 13을 보면, 

3명의 사용자가 가상품평하는 모습으로, 두명은 

데스크탑 뷰를 이용하고 한명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혼합현실 뷰를 통해 TV모델을 품평하고 있다. 각 

사용자의 비디오 패널 위치는  사용자가 TV모델을 

바라보고 있는 뷰 시점을 나타낸다.  

그림 13. 다중 사용자들과의 TV모델 가상품평 

5. 결론 

CORE 시스템은 가상환경을 통해 3차원 제품 모델에 

대한 몰입감을 지원하며 BRDF와 쉐이더를 이용하여 

3차원 제품 모델의 사실감을 부여한다. 또한 타일드 

디스플레이, 워크벤치, 혼합현실의 HMD 디스플레이, 

데스크탑 디스플레이와 같은 여러 가상 환경에서의 

다자간 연결을 통해 공유된 시각 작업 공간상에서 

원거리 참여자들이 원활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과 같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씬-그래프에 나타나는 3차원 제품 모델의 

재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협업으로 인해 스타일링/디자인 단계의 가상 디자인 

품평에서 다양한 재질에 대한 3차원 제품 모델에 대한 

최종 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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