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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상증

강현실을 활용한 산업적인 기술의 적용에 대한 관점은 초창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시

작하여 현재에는 교육, 문화, 광관 및 체육, 예술, 의료, 재난, 국방 분야에서도 많은 요구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산업적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을 위한 공정의 활용에 관한 연구와 구체적인 공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작에 따른 기술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 산업적인 전반에 필요한 공정의 방

법들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기술을 통해서 훈련과 실제 공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

다. 이를 통해서 향후 많은 산업적 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Virtual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s rapidly grow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y. 
The perspective on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using this virtual augmented reality is at an early stage. 
Beginning with entertainment elements in Korea, there are many demands and demands in education, culture, tourism, 
sports, arts, medicine, disasters, and defense. In this paper, the study of the process of applying the process for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the design of the technology 
according to the various operations necessary for the specific process are conducted. The study contains research results 
to provide services for training and actual process through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is suggests 
that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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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상

증강현실의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해당하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시작하여 교육, 문화, 광관 및 

체육, 예술, 의료에 해당하는 많은 분야에 요구되고 있

고 제작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가상증강현

실 기술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선도하

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 및 부품 제공업체와 가상증강현

실의 저작도구의 발전을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 미디어의 시대와 5G시대에 맞게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1].
전 세계적인 산업적 가상증강현실 포럼이 개최되었

고 이로써 가상증강현실의 기술에 해당하는 S/W와 

H/W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가상증

강현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의 콘텐츠로써 

자리매김하였으며 점차 교육, 문화, 관광 및 체육, 예술, 
의료에 해당하는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실제 현장업무에 직접적으

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현장 맞춤형 기술로

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최근 BMW사의 공장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여 산업적 도입을 이끌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

재 국내에는 가상증강현실의 협회는 만들어졌지만 구

체적으로 산업적인 장치나 모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적 적

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작에 따른 컨트롤러의 동작에 관

한 연구와 동작에 따른 결과에 표현과 적용 기법들에 관

한 연구를 다루어 많은 산업적 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가상현실기술

가상현실 기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HMD(Head 
Mount Display)를 사용하며 밀폐된 공간에 디스플레이

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기능의 선택과 제어를 위하

여 전용 컨트롤러를 활용한다. 이러한 컨트롤러는 해당

되는 HMD와의 연결과 제어를 통해서 가상현실 내에서 

특정한 3차원 객체와의 상호작용과 이벤트가 가능하도

록 기본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며 이를 응용하거나 필요

에 맞게 사용자의 형태로 제작하여 활용될 수 있다. 기
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Fig. 1 Virtual Augmented Reality Latest Device List

가상현실 콘텐츠는 3차원 객체의 제어를 위한 컨트

롤러의 이벤트에 따라 스크립트로 제작되는 콘텐츠는 

개발하는 저작도구인 언리얼(Unreal)과 유니티(Unity), 
이온리얼리티(Eon-reality) 등을 통해서 개발이 되며 위

와 같은 가상현실 장비들과 가상현실의 콘텐츠를 제공

하는 유통 플랫폼인 Steam VR과 Oculus Store등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2.2. 손동작 컨트롤러

대표적인 손동작 인식과 상호작용을 위한 가상현실 

글로브인 VR 글로브는 햅틱 데이터를 장갑으로부터 실

시간으로 전달하고 손가락과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콘텐츠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개발된다[3]. 
Manus사의 VR 글로브는 [그림. 2]와 같이 여러 센서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향은 가속도, 자이로 및 

자력계 센서를 통해 측정되며 각 손가락은 VR 글로브

에 의해 설계된 두 개의 센서, 엄지에는 세 개의 센서가 

있으며, 양쪽 손 합쳐 22개의 핑거 센서가 있다. 손 위 진

동 모터로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며, 데이터

는 무선 RF 송신기를 통해 낮은 대기 시간(<5ms)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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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VR 글로브는 가상현실에서 주로 조작을 통한 

교육, 설계, 협업 시뮬레이션 및 새로운 재활 치료 기술 

개발에 사용되며 이 밖에 손 데이터 모션 캡처, 로봇 및 

기계 팔 제어에 사용한다.

Fig. 2 Manus’s VR Glove Controller

2.3. 증강현실기술

증강현실 시장은 모바일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제

작 플랫폼인 Apple의 ARKit와 구글의 ARCore가 개발

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pple은 ARKit 출시 후, iOS 
기반 증강현실 콘텐츠 다수가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

이며, 향후 1-2년 내에 자체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출시

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출시한 MicroSoft사의 Hololens 
2는 증강현실 개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글래

스 제품이며 향후 글로벌 업체들이 최신 글래스로 상용

화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structure diagram

증강현실 기술은 [그림. 3]과 같이 내부적으로 카메라

의 촬영한 영상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의 영상 프

레임을 덧대는 기술로써 영상에 대한 인식에 필요한 마

커 기술과 인식이후 이벤트에 따른 표현 기술로써 구분

하여 기술할 수 있다[4].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용 공정에 필요한 작업의 지원적 차원에서의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제안 연구

산업용 작업공정 미션 수행 시 스토리를 제외한 범용 

컴포넌트들을 작성하여 템플릿화 하여야 한다.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와 같은 객관성을 유지하여 컴포넌트

를 작성하고 추후 절차적 콘텐츠 조립 시 실제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탑재하여 시스템에서 작업공정 미션 수행

에 대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5,6,7].
협업 중인 클라이언트 간 필요한 네트워크 메시지들

을 전송/수신 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작

업공정 미션 수행에 대한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안한다.

3.1. 가상현실기반 기술

3D 프로그램 개발환경 도구인 Unity에서 연출 기획

된 카메라 워킹을 설정하고 카메라에 들어올 객체 및 

3D 콘텐츠 리소스를 활용하여 환경설정을 세팅한 후 기

본 SDK(Software Development Kit)에서 제공되는 라이

브러리를 통해서 [그림. 4]와 같이 상호작용과 출력 및 

기획 내용에 맞는 콘텐츠의 동작 구성을 제안한다[8,9].

Fig. 4 Content Implementation using Virtual Reality Display

3.2. 증강현실기반 제안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기반 콘텐츠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와 같은 카메라가 탑재된 디스플레이 기기나 

MS Hololens 같은 스마트 글래스 디스플레이 기기에 탑

재해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디스플레이 기기는 Vuforia 
엔진을 사용한 마커 방식을 사용하며 AR Glass는 MS 
Hololens같은 기기를 사용해 공간 기반 증강현실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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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제안한다[10,11].
마커 방식의 증강현실 콘텐츠는 Vuforia 엔진이 이미

지 프로세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

의 마커와 이를 인식했을 때 실행할 콘텐츠를 탑재한 앱

으로 구성된다. 실행할 콘텐츠는 3D 저작 도구로 개발

하며, Vuforia SDK를 사용해 마커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 기반 증강현실 콘텐츠는 MS Hololens로 현재 

위치한 공간을 스캔해 가상의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그림. 5]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오브젝트와 인터페이스 또한 가상증강현

실 저작도구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Fig. 5 Contents using augmented reality display

3.3. 제안 내용

산업용 작업 공정은 조립, 생산, 가공, 처리 등으로 다

양하므로 단위공정별 교육훈련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작업 공정별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사

용되어 각 공정의 작업에 맞는 상황별 가상현실 장비와 

컨트롤러, 증강현실 글래스와 스마트 패드 등의 장비가 

기획되어지고 해당되는 기술로써 공정에 맞는 콘텐츠

를 설계하게 된다[12].
산업용 작업 공정을 훈련하기 위한 관리자에게 제공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관제 기술을 적용하고 해당되는 

작업 공정에 대한 작업의 미션 형태로 제공되기 위한 가

상 및 증강현실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

계 제안하여 [그림. 6]과 같다.
공정을 위한 미션 제공의 플랫폼에서는 관리자를 등

록하는 기능과 관리자가 공정 훈련을 공정 교육자에게 

공정별로 특정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특정한 콘텐츠를 선택하면 콘텐츠는 훈련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부분품의 3D 모델링과 사용자 제

어에 따른 공정의 훈련에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소

리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관리자

가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6 Diagram of work process mission providing platform

Fig. 7 Diagram of the work process providing platform

[그림. 7]과 같이 공정별로 필요에 따라 훈련 대상 체

에 덧대어 표현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가상의 공간에 전체의 훈련 부품과 환경이 필

요한 상황으로 제공되어 실물만큼 현실감이 있게 제공

되어 지도록 설계하고 제안하였다. 각각의 공정에 따라 

훈련을 위한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관제를 위한 관리자와 교육자의 협업과 

여러 교육자의 협업을 위해서는 다수 사용자가 같은 가

상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네

트워킹 기술로 제안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

로 스캔하여 가상환경으로 보내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체험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증강현실의 기술에서 산업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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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한 공정중심의 모듈과 단계별로 적용하기 위

한 여러 가지 기반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연구

에서는  산업적으로 공정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심의 가상증강현실 훈련이나 공정교육을 

위한 연구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방법으로 산

업용 공정에 필요한 작업의 지원적 차원에서의 가상증

강현실 기술이 이제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 기술로써 제안되고 개발되

어 현재 가상증강현실의 다양한 기기에 따른 콘텐츠의 

제공으로 향후 산업용 가상증강현실의 응용개발에 필

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 방법과 제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조 공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

적인 공정을 찾고, 해당 공정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전 새로운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상의 환경에서 

업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공정 전체를 살피며 

어떤 기능의 개선이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스트레스

를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제안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 산업에 기반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가상증강현실 도구에서의 다양한 

사용자 움직임 및 동작 인식과 처리와 인지를 위한 목적

으로 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의 움직임과 동작

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가상증강현실 기술 및 응용 분

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체감에 있어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

로는 인지와 동작마다의 기반 기술과 복합적으로 혼합

한 혼성모델 기능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적 적용을 위한 여러 가

지 조작에 따른 컨트롤러의 동작에 관한 연구와 동작에 

따른 결과에 표현과 적용 기법들에 관한 연구를 다루어 

많은 산업적 응용분야에서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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