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2, February 2017(pp. 298-312)

https://doi.org/10.9717/kmms.2017.20.2.298

4차 산업혁명과 멀티미디어 융합 기술 : 모바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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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show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develops among

different fields beyond boundaries through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fields. With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digital technology, users can receive information anywhere in the worl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interaction concept in a various environment by using a mobile robot based on

projection augmented reality (AR). Most previous studies have aimed fixed projector or projection for

a pre-designed environment. Thus, they provide only limited information.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problem, we provide the adaptive information by implementing a projection AR system that can be

mounted on the mobile robot. For that, the mobile robot based on the projection system was defined

as Pervasive AR. Pervasive AR is configured with a pervasive display, a pervasive interface, and seamless

interaction. The Pervasive AR technology enables the user to access information immediately by

expanding the display area into real space, which implies an environment of intuitive and convenient

interaction by expanding the user interface. This system can be applied to various areas, such as a home

environment and a public space.

Key words: Augmented Reality (AR), Mobile Robot, Projection AR, Interactive Space, Multimedia,

Interac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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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세계의 발전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경제포

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

업 혁명에 대해 "과거에 인류가 경험했던 어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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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low of Industrial Revolution.

혁명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눈부시게 빠른 속도

로 진전 될 것" 이라 하였다 [1].

농업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1차 산업혁명

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약 200년 전인 1780년대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다. 증기기관을 활용

한 공장의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영국 섬유공업의 거

대 산업화를 통해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 졌다. 이후,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컨

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표준화와 분업이 이루

어졌다. 이를 통해, 대량생산의 혁명이 발생하여 

1870년대,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였다. 1970년대, 로

봇, 컴퓨터를 기반으로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이 극대

화 되었고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세계 IT 기업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현

재 우리사회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

명은 인공지능,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기술간 융합

을 통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산체제

를 넘어서는 혁신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새로운 IT 중심의 사회로 발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이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

로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어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혁명[1]에서는 주요 

혁신기술을 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생물학 기술이

라는 메가트랜드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특히, 로봇,

디지털기술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3]. 그 중

에서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 융합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

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

하여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한다(Fig. 1).

다양한 플랫폼과 동적인 공간에서, 정보 및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등을 포함한 로봇 시스템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등과

의 융합하여 자율주행, 이동성을 포함한 로봇 기반에

서 사용자에게 적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

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보여 지고 있

는 기술의 융·복합 트렌드에 맞서 로봇과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디지털 기술의 흐름: 이동형 프로젝션 기술
4차 산업혁명에서의 디지털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이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초연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초연결

성으로 연결된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패턴을 파악

하고 행동을 예측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16]. 이러한 

초연결, 초지능, 예측의 특징은 모든 것이 연결된 사

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궁극적으로 커

넥티드 홈(Connected Home)의 실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커넥티드 홈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은 클라우스 슈

밥의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인터넷(Wearable Internet), 유비쿼터스 컴

퓨팅(Ubiquitous Computing), 증강현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로봇 공학 등이라 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웨어러블 인터넷,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의 

기술들은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며,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증강

현실,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석이 수행되어 초지능성

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사용자들에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된다.

근간에는 로봇 공학이 이슈화 되면서 로봇공학과 주

요 소프트웨어 기술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적용되고 있다[17,18,19]. 특히, 소셜 로봇[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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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ed works of Projection based AR.

의 등장으로 일반 사용자들도 친근하게 로봇이 제공

하는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술 간의 융합으로 

사용자는 다양한 장소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센서를 이용하여 주

변 환경 및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카메라 영상

을 분석하여 장소에 맞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씬-언더스탠딩(Scene-Understanding) 기

술을 이용하여 공간 및 물체를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5, 6]. 최

근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응용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여 스마트 공간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8년 R. Raska et al.[7]

은 미래의 사무실에 대한 비전으로, 특정 공간에 몰

입형(Immersive)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공간과 물

체에 대한 정보를 증강시키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최

근에는 사용자만을 위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주변 

공간을 파악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공간 

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는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정보를 증강시

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

표적인 연구는 카메라와 프로젝션을 이용한 프로젝

션 기반 증강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증강현실 연

구에서 파생된 연구로,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실제 환

경에 가상의 정보를 증강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실제 환경에 디스플

레이가 증강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정보를 제공받

게 된다.

프로젝션 기반 AR 연구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 형태, 포터블 형태, 이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Fig. 2). 고정 형태는 한곳에 고정되어 있는 형

태로 주로 천장형이나 벽면에 고정되어 정보를 제공

한다[8]. 고정 형태의 초창기 연구로는 1999년 Reki-

moto 의 Augmented surface [7]로 프로젝션 시스템

을 통해 협업 환경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1년 IBM

에서 발표한 Everwhere [8]는 거울의 반사각을 통해 

여러 곳에 있는 실제 사물에 정보를 증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프로젝션 기

반 AR 기술과 팬틸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동적인 공

간에 프로젝션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10]. Microsoft의 Beamatron [4]의 경우, 서보모터 

2대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프로젝션을 수행하며, 공

간의 기하학적 구조(Geometry)를 계산하여 왜곡보

정을 수행하였다. 고정 형태의 프로젝션 기반 AR 기

술의 경우, 시스템을 설치한 공간에서만 동작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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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Pervasive AR System.

기 때문에 공간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간

상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웨어러블, 포터블 형태의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iLamps [9], sixthSense [11],

OmniTouch [12] 등의 연구가 웨어러블, 포터블 형태

의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iLamps [9] 의 경우 

포터블 형태로 사용자가 손에 들거나 임의의 장소에 

두고 사용가능하다. sixthSense [11], OmniTouch

[12]는 웨어러블 형태의 대표적인 연구로, 사용자의 

머리, 어깨 등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제스처 

터치를 이용하여 제어하면서 동작 가능하다. 특히,

연구 OmniTouch [12]의 경우, 사용자의 손에 프로젝

션하여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

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웨어러블/포터블 형태의 연구들이 공간상의 제약

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사용자가 들고 있거

나, 계속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13].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사용성이 저

하되고 결국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프로젝

션 기반 AR 기술을 로봇에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하

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13,14]. 이러한 시스템은 

로봇이 사용자를 추적하여 스스로 동작하며, 원하는 

공간에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증강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 이는 입력되는 영상과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 및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없이 프

로젝션을 통해 증강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로봇 

기술과 융합된 프로젝션 기반 AR 시스템 대부부분

의 연구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알림만을 제공하고 

있다[14,15].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동하여 주변 상점

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28], IoT 기술과 융합하여 

집안의 기기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사용

자와의 인터랙션이 강조되면서, 일방적으로 로봇에 

명령을 주는 것 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

분의 연구들은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약속된 인터랙

션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기반의 프로젝션 AR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모바일 로봇기

반  프로젝션 AR 시스템을 Pervasive AR 시스템 

이라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Pervasive AR 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Fig. 3).

∙ Pervasive AR Display

동적인 공간에서의 프로젝션 AR 기술을 이용하

여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왜곡 없는 

화면을 증강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왜곡 보정을 위해 

주변 공간의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면을 검출한다. 이렇게 검출된 평면정보를 기반으

로 팬-틸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적의 프로젝션 영

역을 찾아 정보를 증강한다.

∙ Pervasive AR Interface

다양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및 증강된 정보를 제

어하기 위해,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컨트롤러뿐만이 아닌 모바일 기

기, 제스처. 터치 기능 등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편리

하고 직관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Pervasive AR Interaction

공간에 따라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최적

의 기능 및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적응적으로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사전에 정의된 공간, 기능뿐만이 아닌 동적

인 공간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 제안하는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기술과 로봇의 융합, 응용분

야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시스템의 검증을 위

한 사용성 평가 결과를,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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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 of Pervasive AR System.

Fig. 5. Hardware of Pervasive AR System.

3.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기술과 로봇의 융합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기술과 로봇의 융합을 위

해, 본 논문에서는 Pervasive AR 을 정의하였다. 제

안하는 Pervasive AR은 Pervasive AR display,

Pervasive AR Interface, Pervasive AR Interaction

으로 구성된다. Pervasive AR display의 경우, 고정

된 위치에서 제공되던 정보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원

하는 위치 또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팬틸트 시스템 기반

의 프로젝션-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생

성된 디스플레이 및 정보를 제어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도출된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의된 공간이외에서도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성을 

강조하여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자 한

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Pervasive AR 시스템을 통

한 컨셉은 Fig. 4와 같다.

Pervasive AR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공간은 이동

형 스마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포터블 형태로 제

작되어, 로봇 등 기존의 플랫폼에 확장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360도 제어 가능한 카메

라를 통해 주변 공간의 3D 맵을 구축하고, 공간 및 

물체를 인식하고,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사

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

간 및 기능, 예를 들어 퍼스널 비서, 박물관의 큐레이

터, 네비게이션 등에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 

할 수 있을 것 이다.

3.1 Pervasive AR 시스템의 구성

3.1.1 하드웨어 구성

Pervasive AR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하

드웨어는 360도 제어 가능한 프로젝터와 카메라 기

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360도 제어를 위해, 서보

모터 2개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 움직임이 가능한 팬

틸트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팬틸트 시스템은 Servo

City의 PT785-S System을, 이를 제어하기 위한 서

보모터와 칩은 Hitec의 HS-785HB 서보모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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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ta flow of Pervasive AR System.

Fig. 7. Plan detection for Pervasive AR Display.

Arduino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팬틸트 제어시스템 

위에 Epson의 EB-1171w 프로젝터와 KINECT 360

카메라를 부착하여 Pervasive AR HW를 구성하였

다. 전체적인 시스템 제어는 소형 컴퓨터 NUC를 이

용하였으며, Pervasive AR HW는 Fig. 5와 같다.

Pervasive AR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

며, Fig. 5와 같이 로봇 등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하게 

설계 되었다.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세부 설명은 챕터 

3.1.2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1.2 소프트웨어 구성

Pervasive AR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체적

인 로봇 제어를 포함하며, 프로젝션을 위해 주변 공

간 파악을 위한 평면검출과 시스템 제어를 위한 인터

페이스를 포함한다. 전체적인 Pervasive AR 시스템 

구성도는 Fig. 6과 같다. Fig. 6.(a)는 하드웨어 제어

의 흐름을 나타내고, Fig. 6.(b)는 정보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생성, Fig. 6.(c)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

이션에 최적인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하드웨어 제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봇 시스

템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게 Embed 칩 기반에서 

설계 되었으며, 팬틸트 시스템은 아두이노를 이용해 

시리얼 통신으로 동작하게 설계되었다. 정보제공을 

위한 평면검출 기법은 키넥트를 통해 입력된 영상으

로 수행되며, Fig. 7과 같은 흐름으로 동작한다.

먼저, 팬틸트 시스템에 부착된 키넥트를 이용하여 

래스터 스캔 기법으로 3D 깊이 맵을 구축한다. 구축

된 3D 맵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 분할(Depth

segmentation)을 수행한다. 이후, 분할 된 영역을 기

준으로 RANdom SAmple Consensus(RANSAC)

[26]을 수행하여 평면 영역을 검출 한다. 이후, 검출

된 평면 내에서 최대 프로젝션 영역을 검출하고, 평

면 영역의 법선 벡터를 이용하여 프로젝션 왜곡을 

줄여 최종 프로젝션 하게 된다. 프로젝션 영역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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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수행하여 계산된 카메라-프로젝션 캘리브레이

션 매트릭스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

된 프로젝션 영역은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혹은 주변 객체들에 

대한 정보, 또는 씬 언더스탱딩을 통해 도출된 실시

간 정보 등이 출력된다.

기존 Desktop PC 에서부터 사용되었던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는 2D 공간에서 사용하는 입력

장치로, 제안하는 Pervasive AR 공간에서 사용하기

에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에, Pervasive AR 공간

에서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 제공을 위하여 Tangible

User Interface(TUI) 기술과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Natural User Interface(NUI) 기술,

그리고 Ubiquitous User Interface (UUI) 기술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차세대 Pervasive AR 공간 제어

를 위한 직관적인 NUI 기술을 이용한 상호작용 기술

을 연구하고자 한다. 공간 제어를 위한 NUI 기술로

써 3D 인식이 가능한 NUI 인식 기술을 설계하였다.

실시간 인식을 위하여 깊이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하

여 빠르고 정확하게 제스처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NUI 기술과 직관적이고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TUI 기술을 융합하여 실제 Perva-

sive AR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와 컨텐

츠 제어를 위한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인터페이스 선호도를 조사하여 도출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3.2 Pervasive AR 시스템의 응용분야 : 시나리오 컨
셉 제안

연구의 목표인 Pervasive AR 시스템은 Pervasive

AR Display, Pervasive AR Interface, Seemless

Interaction으로 구성된다. Pervasive AR Display는 

동적인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왜곡 없는 화면을 제공

하기 위해 최적의 프로젝션 영역을 찾아 디스플레이

를 생성한다. Pervasive AR Interface는 다양한 공간 

및 기능에 적응적인 컨텐츠 제어를 위해 최적의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Seamless Interac-

tion의 경우, 공간별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동

적인 공간에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하여 사용

자에게 적합한 정보(Adaptive Information)를 제공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환경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Pervasive AR Space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적용할 대상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rvasive AR 시스템은 프로젝션 

기반 형태의 기기로 구성되며, 이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다양한 곳에서 주변 환경 및 기기와의 연동

을 통해 적응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프로젝

션 AR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환경에 직접 정보를 

증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감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Pervasive AR 환경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Smart Space 환경을 확장하여서 Pervasive

AR space를 다양한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NUI기반의 상

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호작용 

시스템은 모바일 프로젝터 환경이나 증강현실과 같

은 환경에서 제스처나 터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

는 응용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고, 이를 사용자 테

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성을 측정하였다.

스마트 공간이란 지능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

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연결하여, 공간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이 경계와 구분이 없이 소통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공간을 지원하고 제어하기 

위한 Pervasive AR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에 지능형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

구를 진행한다. Pervasive AR를 적용할 수 있는 장

소는 크게 집안환경(Home environment)와 공공장

소(Public space)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집안

환경에서는 소셜 로봇의 기능과 집안 내부 제어를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공공장소는 병원, 박물

관&미술관, 쇼핑센터와 회의공간으로 나누어 각각

의 시나리오를 정의하였다(Fig. 8).

3.2,1 집안 환경(Home Environment)

집은 사용자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동

시에 집안 내부 정보를 많이, 또는 자주 파악하는 장

소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집안 내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기기 앞에 가거

나 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만 했었다. 또한 

집안 외부에서는 집안 내부에 있는 기기에 대한 제어

가 불가능하였고, 사용자가 잃어버린 정보 또한 파악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하여 집안 기기를 제어하는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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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ous Pervasive AR environments.

Table 1. Interaction Scenario in Smart Home

제안되었으며, Internet of Things(IoT) 기술을 이용

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사물에 직접 증강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기에 알림 형태로 

전달되며, 알림을 놓칠 경우에는 정보를 파악하기 힘

든 단점이 존재한다.

집 환경 에서 제안하는 Pervasive AR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사물의 현재 상황

을 필요시에 직접 정보 증강이 가능하다. 사물에 직

접 정보를 증강할 경우, 사용자는 기기 내부의 정보

를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집안 모든 기기와의 연동

으로 실시간 적응적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2.1.1 소셜 로봇(Social Robot)

∙가이드 역활(Guide)

사용자는 익숙치 않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조작, 수리

하는 경우) 관련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Pervasive A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물

체에 직접 투영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가이드 할 수 

있다. 물체에 직접 투영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주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비서 역활(Personal assistant)

사용자는 중요한 일 또는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두거나, 스케줄링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잊

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모바일 로봇 기반의 Per-

vasive AR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터를 통

한 스케줄링 알림 제공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구성

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적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형 모바일 로봇 기반의 간병 

도우미의 기능도 가능하다. 약을 먹는 시간을 알려주

거나, 사용자의 이상동작(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지

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을 감지하여 주변에 알리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 업무, 심부름 등을 대신 

수행하여 사용자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친구, 동료(Friend, Compa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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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action Scenario in Hospital 

최근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울증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Pervasive AR 시스템에 적용하여 소셜 로

봇의 기능인 사용자와의 간단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얼굴, 또는 스케줄링을 인식하여 사

용자에게 알림을 주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집에 들어오면, 프로젝터를 통해 

메시지나 영상을 증강하여 가족, 친구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외로

움을 덜어주고,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심리 로봇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24].

3.2.1.2 집안 내부 제어(Home Controller assistant)

∙집안 기기 제어(Home assistant)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IoT 기술이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기들이 출

시되고 있으며, 많은 기기들이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Pervasive AR 시스템의 경우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없는 기

기 또는 환경에 제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내부 재료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으며, 집안의 온

도 및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여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data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Media

server 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 도 가능하다.

∙보안(Security)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상 동작, 예를 들어 연

기가 발생하거나, 제어하고 있는 기기에서 이상 정보

가 발생했을 때,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

여 식별되지 않은 사람이 발견 됐을 경우에도 사용자

에게 알려주어 조치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 한다.

3.2.2 공공장소(Public space)

본 연구에서의 Public space는 병원, 회사, 박물관

과 미술관,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하였다. Pervasive

AR 시스템을 공공장소에 적용하여 이동형 스마트 

공간을 구축하고, 각각의 환경마다 다양한 인터랙션

을 정의하였다.

∙병원(Hospital)

병원 수술실 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설치 위치 및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술실에서 

위생상의 문제로 장갑을 착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손

이 자유롭지 않아 정보를 자유자제로 볼 수 없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의 병원에서 증강현실 기술

을 접목한 실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본 

pervasive AR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실 및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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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action Scenario in Shopping Center 

Table 4. Interaction Scenario in Conference hall 

의 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에 맞는 프로젝션 영역을 

통해 환자의 상태, 알림 등을 자유로운 인터랙션을 

통하여 정보를 조작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Table

2는 병원에서의 자세한 시나리오를 표현하고 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Museum)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를 위해 큐레이

터 혹은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오

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몇몇 작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장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곳에 

Pervasive AR System을 적용한다면, 작품에 대한 

세부 설명은 프로젝션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사운드

로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쇼핑센터(Shopp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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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estionnaire of Usability test  

Question No.

Contents

Usefulness

1. It helps me be more effective.

2. It is useful.

3. It makes the things I want to accomplish easier to get done.

4. It meets my needs.

Ease of Use

5. It is easy to use.

6. It is simple to use.

7. It is user friendly.

Ease of Learning

8. I learned to use it quickly.

9. I quickly became skillful with it.

Satisfaction

10. I am satisfied with it.

11. It is wonderful.

Table 6. Usability test results for scenario concept in each environment

Average score(Rating scale 1～7)

Home Environment Public Space

G PA F HA S H M SC C Avg.

Question

No.

1. 4.67 4.44 4.22 5.33 4.89 5.89 5.89 5.56 5.89

5.09
2. 5.22 4.44 4.33 5.00 4.56 5.00 5.56 5.22 5.44

3. 5.56 5.56 5.56 4.78 5.56 4.56 4.89 4.33 4.78

4. 5.89 4.89 5.67 4.56 5.44 4.89 5.22 4.78 4.78

5. 5.22 5.33 4.78 4.44 4.44 5.78 6.00 5.56 5.78

5.076. 4.44 4.56 5.44 4.67 5.78 4.67 5.00 5.22 4.78

7. 4.89 5.00 4.56 5.00 4.78 4.89 5.33 5.11 4.56

8. 5.44 4.67 4.89 4.33 5.00 4.56 5.00 5.22 5.22
5.01

9. 4.89 4.89 5.78 6.00 5.11 4.44 4.56 5.56 4.44

10. 4.67 4.44 4.78 5.67 4.89 4.22 4.56 5.56 4.67
5.03

11. 5.22 4.56 5.11 5.00 5.44 5.11 5.11 5.33 5.00

Avg by Space
5.10 4.80 5.01 4.98 5.08 4.91 5.19 5.22 5.03

4.99 5.09

G: Guide; PA: Personal Assistant; F: Friend; HA: Home Assistant; S: Security; H: Hospital; M: Museum;

SC: Shopping Center, C: Conference.

대형 쇼핑몰, 아울렛, 공항 등 넓은 장소 혹은 길을 

잘 모르는 경우,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프로

젝션을 통해 길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

는 길 안내 받음과 동시에 실시간 주변 상가의 정보

(쿠폰 또는 이벤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의 공간(Conference hall)

대부분의 회사에서 회의 공간에 고가의 대형 TV

또는 고정형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원격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Pervasive AR System을 

적용한다면 한 대의 기기로 특정 장소로 국한되어있

는 회의공간을 특정 장소가 아닌 어느 공간에서도 

스마트한 회의 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수 있다.

이처럼, 모바일 로봇 기반의 프로젝션 시스템은 

이동가능하고, 실제 환경에 정보를 매핑하여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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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usability test.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곳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예를 들어, 머신러닝, 빅

데이터 등)을 Pervasive AR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특수한 환경(병원, 군대 등) 에 적용되어 더 많은 기

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Pervasive AR

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를 크게 집안환경(Home en-

vironment)와 공공장소(Public space)로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하였다. 집안환경에서는 소셜 로봇의 기능

과 집안 내부 제어를, 공공장소에서는 병원, 박물관&

미술관, 쇼핑센터와 회의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

나리오를 정의하였다. Pervasive AR System의 시나

리오 증명을 위해 2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공간별 시나리오 콘셉트를 증명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공간에서 최적의 인터페

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젝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공간에 적응적인 

시나리오 및 인터랙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

해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나이는 25～

32살 이였고, 남성 8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있

다. 실험을 시작 전에 참가자에게 각각의 환경에 대

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시나리오를 데모를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실험대상은 가정환경과 공공장소(병원,

쇼핑센터, 박물관, 회의 공간 등) 두 가지로 제공하였

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각의 환경에서 기본 인터페

이스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

성(usefulness), 용이성(ease of use), 성취도(ease of

learning), 그리고 만족도(user satisfaction)에 대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25].

Table 5는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 질의 내용이

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6은 각 공간별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결과내용이다.

유용성의 평균점수는 5.09, 용이성은 5.07, 성취도는 

5.01, 만족도는 5.03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간별 시나리오에 대한 평균점수는 Home-G: 5.10,

Home-PA: 4.80, Home-F: 5.01, Home-HA: 4.98,

Home-S: 5.08, Public-H: 4.91, Public-M: 5.19,

Public-SC: 5.22, Public-C: 5.03로 나타났다. Public-

SC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Home-PA의 경

우 개인비서 디바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유사한 기능

으로 인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Fig. 9는 각 

공간별 시나리오별 세부 평균점수를 표현한 것이다.

Fig. 9의 공간별 사용자 평가를 보면, 박물관 시나

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Public-M 의 유용성과 용이성 

점수가 5.39와 5.4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길안내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Public-SC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44, 5.39 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보다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많은 Home-PA,

Public-H, Public-M 시나리오 성취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

면, 제안한 시나리오에서 집안 환경보다는 공공장소

에서의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실험은 각 공간별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실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공간에 따라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집안 환경에서는 음성인식(Voice Re-

cognition)과 터치(Touch) 인터페이스가 최적의 인

터페이스라고 대답하였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제스

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집안에서는 

공간 전체와 각 기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작 가능한 음성인식과 터치 인터페

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장소

에서는 범용적인 사용과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 기준에서 쉽게 사용가능한 제스처 인

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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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ference interface

Controller Gesture Touch Voice Etc.

Home

G 2 0 1 5 1

PA 2 3 1 3 0

F 0 1 0 5 3

HA 1 2 5 1 0

S 3 0 6 0 0

Public

Space

H 3 3 2 2 1

M 2 5 2 0 0

SC 1 4 3 1 0

C 2 4 1 2 0

G: Guide; PA: Personal Assistant; F: Friend; HA: Home Assistant; S: Security; M: Museum, Docent; SC: Shopping

Center, C: Conference.

5. 결  론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간 융합에 초점

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정

보 제공이 가능한 프로젝션 AR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이러한 시스템을 Pervasive AR이라 정의하고 모

바일 로봇과 프로젝션 AR의 융합으로 시스템을 설

계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정보 및 원하는 정보를 적응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Pervasive AR은 pervasive display, pervasive in-

terface, and seamless interaction으로 구성된다. 우

리는 실제 환경에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공간

별 시나리오 컨셉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스템 검증을 

위해 사용성 평가와 공간별 최적의 인터페이스에 대

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추후, 정의되

지 않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3D 맵구축을 통해 평면을 검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프로젝션 영역을 설정 하고자 한다. 추

가적으로 물체 인식 모듈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이러한 디스플레

이와 정보 제어를 위해 사용자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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