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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현재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다양한 산

업에 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업계표준 3D 영상 프로그램인 마야와 실시간 렌더엔진 Unity를 활용하여 VR 

가상환경을 구축한다. VR기기를 착용하여 청주의 명물 ‘육거리시장’을 체험하며, 비대면 코로나로 인한현장 

체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키워드: 전통 시장(Traditional markets),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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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육거리종합시장’은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 5대 재래시장에 꼽힐 만큼 규모가 

크고, 점포 수, 방문객 수가 많은 곳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시장에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곳이나, 

주변 환경이 개발되면서 다른 재래시장처럼 침체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신 기술인 VR 영상을 개발해 각종 플랫폼에 홍보하여 육거리재래

시장의 옛 명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1]

Fig. 1. Metaverse Expec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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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장의 활성화

[1]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XR)에 기반해 온라인상에 구현된 가상현실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XR+Digital+Network+All)과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문화의 정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물리적 

공간 초월면에선 가상공간에서의 놀이가 게임을 넘어 콘서트, 팬사인

회, 영화관람, 회의, 모임등으로 확장됐다.생태계면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프로슈머 생태계가 운영중이며 여기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현실의 통화와 환전 가능하다.

앞으로의 메타버스 전망은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

에 따라 포스트 인터넷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문제로는 AR·VR기기의 기술적 문제(오감상호작용기술, 

무게 등)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제도적 문제로

는 가상공간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여부에 따라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 있다.[2]

Fig. 2. IDC Worldwide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Spending, 

IDC analysis, 2019.

1.2 언택트시대,실감콘텐츠 기술의 지향점

2019년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핵심 콘텐츠이자 기술로 급부상한 

실감콘텐츠는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으로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자 다시금 주목받는 콘텐츠이자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전 세계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산업규모는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 사태로 뜻하지 

않게 언택트(Untact)시대에 살고 있다.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사회

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비대면 관련 비즈니스, 기술 등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감콘텐츠는 대표적인 비대면 기술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미래를 견인할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감콘텐츠에서는 VR·AR 특성상 가상으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비롯한 기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창출하여 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연관된 작업을 실제와 같이 대체하여 경험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실감콘텐츠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실감콘텐츠 기술이 가져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실감콘텐

츠가 갖는 산업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언택트시대, 실감콘텐츠 기술의지향점이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3년에 이르면 전세계 규모는 

약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감콘텐츠의 특성상 비대면으

로 안전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실제와 같이 경험하면서도 실제와 유사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특히, 회의나 교육, 원격진료와 같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에서 대면이나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VR·AR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3]

Fig. 3. Watching the situation of a baseball stadium through 

virtual reality.

III. The Proposed Scheme

디지털 교육·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이 더 스마트해지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돼 골목

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 

시키며,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문화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오랫동안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최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로 지역을 알리고 

재래시장을 알리는 계기 마련하고자 한다. 화면구성은 fig4과 같다.[4]

3.1 시스템 구성도

Fig. 4. System Scree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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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발환경

Item Value

Unity 3D

Unity is a game engine that provides a 

development environment for 3D and 2D 

video games, and integrated production 

tools for creating interactive content such 

as 3D animation,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d virtual reality (VR).

Maya

Leading modeling with industry-standard 

3D animation software, modeling 

traditional market items in Maya and 

implementing them in Unity

HMD

Leading modeling with industry-standard 

3D animation software, modeling 

traditional market items in Maya and 

implementing them in Unity

Table 1. System Environment

3.3 결과화면

360° full 영상을 촬영 허용 시선이 닿는 곳에 캐릭터 혹은 그래픽 

처리가가 된 영상 소스들이 나와 재래시장 품목 설명하고 보는 재미를 

부여한다.

Fig. 5. Result screen

IV. Conclusions

지방 문화 및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침체 되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측면 즉, 전통시장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했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임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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