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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그림과 사진을 포함한 문서 그리고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공장 내 현장 

안전교육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D영상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급증하고, 3D영상을 넘어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정보 제공의 효율을 높이는 증강현실 기술과 같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있다. 

    본 논문은 문서나 영상과 같은 2차원 그래픽(2D)기반 도구를 

안전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한계점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증강현실 기술 적용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이루고자함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다양한 조사 및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최근 

증강현실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한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구축 및 이의 

효과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신의 증강현실 기술 기반 교육의 구현을 

넘어,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교육의 3D 컨텐츠를 증강할 위치 

인식 및 추적에 이용되는 인식 매개체 중 하나인 이미지 마커의 개선 

또한 진행되었다. 이미지 마커의 개선 방법은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이용되었으며 개선된 마커는 본 

연구의 목표인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증강현실, 안전교육, 텍스트마이닝, 마커 

학   번: 2016-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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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장의 안전교육은 공장 노동자들이 취직하였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가장 중요시 되는 교육 중 하나이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동화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직접 기계들을 다루는 곳이 

많으며 특히, 로봇의 발전과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표 1-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재해율 변화 

 

 

    제시된 [표 1-1](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년동안의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 수와 재해 건수는 

미미하게나마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5년만을 보았을 때, 아직도 재해자 수가 한해에 9만명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산업재해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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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표 산업재해 지표 변화 

 

    뿐만 아니라 [그림 1-1](안전보건공단)의 대표 3대 산업재해 

지표인 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의 10년간 추세를 보면 역시 감소 추세가 

굉장히 미미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재해 건수, 근로 손실일 

수가 여전히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다. 즉 2015년을 기준으로 10년간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재해자 발생 후 대처 시스템의 보완 및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해자 발생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를 보다 현실감 있게 인식하는 증강현실 기반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구축을 통해 효과적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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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안전교육 구축의 효과성을 높이고 

좀 더 생생한 컨텐츠를 실제 공장 현장의 각 기계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 교육보다는 현장 안전교육에 집중하여 안전교육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는 현재 협소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안전교육의 많은 부분이 실내공간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즉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교육을 제안하고 교육자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증강현실 적용 시, 단순한 증강현실 기술 적용이 아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증강현실 기술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응용하여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적용시킬 것이며. 개선할 부분은 증강현실의 여러 

요소 중 마커의 개선에 집중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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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현재 산업재해의 

전반적 분석과 세부 기준 별 상세 분석을 통해 현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안전교육임을 밝혔다. 또한 해결 

수단인 안전교육이 현재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전교육 구축 그리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마커를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현장 안전교육 구축의 증강현실 기술 요소 선택 및 

적용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산업현장 안전교육시스템 구축의 단계별 

구현 과정 및 설명 또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을 

넘어, 증강현실의 인식 및 추적에 이용되는 요소 중 하나인 마커를 

개선시켜서 안전교육을 증강시키고자 함을 밝히며 이 과정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구현된 결과를 실행해 보면서 이의 예상 효과 및 구현 시 

생기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해결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 및 결과물로 

해결하였는지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그리고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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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현황 및 연구의 목표 

 

 

    이 장에서는 국내 안전보건공단 ① 의 자료를 통해 본 논문이 

개선하고자 하는 현 산업재해의 현황 및 연구의 목표를 밝힐 것이다.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현재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 또한 정의할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반 안전교육 그리고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가 필요함을 설명할 것이다. 

 

2.1 산업재해 현황 분석 

 

2.1.1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구의 배경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효과적으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음을 [표 1-1]과 [그림 1-2]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는 

예방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국내 산업재해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2014년 기록을 토대로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①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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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분포도 

 

    첫째로 [그림 2-1](안전보건공단)를 통하여 산업별로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별 분포로는 기타의 사업이 전체 재해의 

30,335명 (33.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제조업이 

28,649명(31.51%), 건설업이 23,669명(26.04%), 

운수·창고·통신업이 4,188명(4.61%), 광업이 1,235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량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의 사업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산업재해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다. 두 

산업의 재해율의 합은 전체 재해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가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지만 각각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로부터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산업재해를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7 

2.1.2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 

 

    2.1.2 부분에서는 1장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한 산업재해 자료와 

2.1.1에서 제시한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들이 어떠한 원인 혹은 유형으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같은 연도의 2014 안전보건공단의 기록을 

토대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발생 형태별 

부상 사고자 현황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그림 2-2] 재해 유형별 업무상 사고 재해 현황 분포도 

 

    [그림 2-2](안전보건공단)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의 발생 형태별 

산업재해 자료를 통해 재해 유형별 분포는 넘어짐이 전체 재해의 

15,967명(19.18%)로 가장 높고, 다음은 끼임이 14,673명(17.63%), 

떨어짐이 14,104명(16.95%), 절단·베임·찔림이 7,802명 (9.37%), 

물체에 맞음이 7,284명 (8.75%)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유형별 업무상 사고 자료 이외에 

산업재해 유형별 사고에 대한 관련 연구를 좀 더 참고하여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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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자 ‘제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례 분석’ 논문을 인용하였다 

(홍성만, 2009). 이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인적/물적 

원인으로 분류하고 인적 원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참고하여 현 

산업재해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표 2-1] 재해 원인 분류 

 

 

    논문에서 제철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재해를 재해원인으로 

분류한 결과인 [표 2-1](안전보건공단)을 분석해보면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원인은 5가지이다. 이 중 운전 중인 기계의 손실을 

제외하고 모두 작업자의 정보 및 경각심의 부족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운전중인 기계 손실 또한 관리자의 관리소홀 및 실수의 

요소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즉 참고한 2014년 전체 산업재해 유형과 인용한 제철 현장의 재해 

유형을 통해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인적 원인으로부터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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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적/물적 재해 원인 분류 

 

    나아가 인용한 논문에서 인적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인 [그림 

2-3]을 참고하면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불안전한 행동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1.3 근무 경력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분석 

 

    산업별, 재해유형별로 산업재해를 조사해본 후 마지막으로 근무 

경력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보았다. 이는 산업재해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 또는 적응도와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표 2-2] 근무 경력에 따른 재해자 비율 

 

 

    다음 [표 2-2](안전보건공단)는 안전보건공단의 부상 혹은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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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던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에 따른 재해 비율을 2013년부터 

2015년 3년동안 조사한 결과이다. 다음 표로부터 주목해야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근로자 중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수는 전체 인원 

대비 무척 작은인원이다.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입사한지 6달이 채 안된 사람임을 다음 표로부터 알 수 있다. 6개월 

미만 그리고 유일하게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6개월 ~ 1년 미만 

근로자들과 그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환경 정보 및 적응도의 부족이다.  

 

 

[그림 2-4]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기존 근로자 대비 신규입사자들의 환경 정보 및 적응도 부족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위해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교육 이행 

제도가 신규입사자가 채용 되었을 시 또는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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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우에 [그림 2-4](안전보건공단) 같이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시간만큼 이행되도록 법으로써 교육자들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표 2-1](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원인 분류표와 [표 2-

2](안전보건공단)의 근무 경력에 따른 재해자 비율 표는 현재 정보제공 

및 적응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자료이다. 즉 부족한 안전교육으로 인하여 불안전한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안전교육이 가장 문제이자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의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본 논문에서는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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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목표 

 

2.2.1 안전교육의 필요성 

 

    현재 산업재해가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 알 수 있었다. 이에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현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부재를 자세히 지적하고 이에 따라 개선하고자 한다.  

 

    재해 유형별 분석에서 조사한 산업재해의 현황 내용처럼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부터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안전보건공단의 자료 중 산업재해발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도 [그림 2-5](안전보건공단)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2-5] 산업재해발생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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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표본 중 하나로 알려진 Heinrich 

(1941)의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의 내용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인리히의 법칙과 함께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통하여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사고 그리고 부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6]에서 제시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란 재해 수준에 이르는 대형 사고의 

발생까지는 여러 단계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재해(Injury)까지의 사건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림 2-6] 도미노 이론 

 

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Ancestry& Social Environment)  

② 개인적인 결함 (Fault of Person) 

③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Unsafe Act or Condition) 

④ 사고 (Accident) 

⑤ 재해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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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도미노 이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면 가운데 도미노가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있다 

(Heinrich, 1941). 

 

    앞서 제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지표들과 인용한 논문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의 대표적 이론으로부터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무 경력에 따른 분석과 

여러 지표를 통해 안전교육에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 산업재해의 해결책 

 

    또한 [그림 2-7]과 같이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에도 안전교육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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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증강현실기술 적용의 필요성 

 

    앞선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효과적으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산업재해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문제점 도출 및 이를 해결해야함을 논문의 연구 

목표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안전교육 중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집중하여 문제점 정의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기에 산업현장 안전교육 진행방식 및 여러 요소의 문제점을 

정의하고자 한다.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하여는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 아래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공장 내 현장 

안전교육의 방법은 [그림 2-8]과 같이 종이 혹은 영상자료를 포함한 

2차원 기반의 도구와 함께 직접 혹은 헤드폰을 통한 안내자의 설명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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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현재 안전교육의 방식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되는 절차는 위험한 기계나 위치에 

관련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주고, 안내자가 학습자들을 안내한다. 

또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장소가 소음이 심한 공장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시 헤드폰을 통하여 안내자의 음성이 마이크에서 헤드폰으로 

전달된다. 

 

 

[그림 2-9]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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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림 2-9]와 

같은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현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9]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비효율적 정보 전달 

② 교육자들을 위한 몰입도 있는 정보 제공의 부족 

③ 유연성의 부족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이 비효율적 정보 전달의 문제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종이에 담긴 무수히 많은 양의 사고 이력, 

기계의 위험한 부분 그리고 공장내 일부 위험 장소의 관한 정보를 

한번에 전달함에 있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또한 음성을 통한 교육은 

많은 교육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헤드폰은 수신 불량 문제와 헤드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된다는 

비효율성 또한 초래된다 

 

    다음으로 교육자들을 위한 몰입도 있는 정보 제공의 부족한 문제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소 많은 양들의 서류 및 책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종이에 적힌 정보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생명과도 연관되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교육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가 없다. 즉 2D기반의 도구를 통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전달은 

교육자의 흥미도와 몰입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기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부족의 문제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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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은 일반적으로 안내자의 계획에 맞추어 교육자들이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진행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시 개개인은 설명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다시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20~30 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단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요구에 따른 안내 진행 시 교육 스케줄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 및 안전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사항이 반영되기 싶지 않은 유연성 부족 문제가 있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안전교육은 교실 혹은 회의실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대부분이 종이 또는 TV의 2D 그래픽 기반의 도구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수단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3D영상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3D영상을 이용한 안전교육 또한 연구되며 실제로 구현 및 시도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전교육일 

것이다. 가상현실 기반 안전교육은 실제 공장 내에 일어나는 안전 

사고들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위험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종이, 모니터 또는 가상현실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모두 

실내에서 실시되는 간접교육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한계점에 부딪힐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실제 현장에서 각 기계, 장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 효과적이다 (르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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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현장에서 3D 영상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며 이러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증강현실이다. 

증강현실이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증강현실 기술이 처음 소개 된지는 20년 이상 되었고, 증강현실 

기술이 처음 응용된 것은 1990년 파일럿 교육이었다 (Caudell & Mizell, 

1992).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으며 구현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시각화 하기 위한 

장비들도 부족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증강현실 기술은 3D 공간과 상호 

작용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고 생생하게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 

하고 있다.  

 

 

[그림 2-10] Web of Science 연도별 인용 횟수 

 

    [그림 2-10]의 Web of Science②의 ‘증강현실’ 키워드 기준으로 

연도별 인용 횟수를 제공한 결과와 같이, 전반적 성장과 함께 2012년 

이후로 증강현실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http://apps.webofknowled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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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대 기술 트렌드 

 

     뿐만 아니라 [그림 2-11]과 같이,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로서 신기술 분야의 영향력 및 기술 방향에 대하여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트너③의 2015년부터 

2017년 TOP 10의 트렌드를 볼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 Digital 

분야에서 가상현실과 함께 증강현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2017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 

 

                                            
③ https://www.g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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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트너의 대표적 연구물인 [그림 2-12]의 2017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7년 하이프 사이클의 환멸 

단계(Trough of Disillusionment)에 증강현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멸 단계란 위키피디아④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에 관한 실험 및 

구현이 결과물을 내놓는 데 실패함에 따라 관심이 시들해진다. 제품화를 

시도한 주체들은 포기하거나 실패한다. 살아 남은 사업 주체들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제품의 향상에 성공한 경우에만 투자가 

지속된다’이다. 

 

    이와 같은 환멸 단계의 정의를 참고해보면 최근 들어 AR 기술이 

연구 되고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제품화 혹은 여러 분야의 적용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환멸 단계의 정의에 따라 증강현실 분야가 

실패 할 수 있지만 현재 앞선 여러 세계적 전시회 및 우수한 기관들의 

예측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의 성장세가 지속됨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트너에서 제공하는 하이프 사이클은 구간뿐 아니라 각 

기술 안정화 단계까지의 시간을 예측하는 정도를 색깔로 표현한다. 

증강현실 기술의 경우 약 5년에서 10년안에 안정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기술 구현의 안정화 단계에 

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 및 연구의 가치를 입증해 준다고 생각된다. 

  

                                            
④ https://ko.wikipedia.org 



 

 22 

 

[그림 2-13] 가상현실/증강현실 관련 시장 규모 전망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중강현실 기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전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 투자회사 Digi-

Capital⑤에서는 [그림 2-13] 과 같이 2020년이 되면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의 4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앞서 

증강현실의 필요성 부분에서 다룬 것과 같이 가상현실 기술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한계 아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적용 가능성의 무궁무진함이 주요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국내는 실감 콘텐츠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이 많이 

응용되고 관심을 받고 있기에 가상현실이라는 용어와 가상현실 시장의 

규모에 관한 기대감이 더욱 실감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예측을 참고하여 증강현실의 기술 발전, 습득에 관하여 좀 더 많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많은 여러 회사에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관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⑤ https://www.digi-ca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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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기업 내 가상현실/ 증강현실 적용 추세 

 

    [그림 2-14]의 자료는 전세계 조직의 20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Touchstone Research⑥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49 %는 IT 

업계에서 일한다고 답했으며 46 %는 임원 또는 관리직에 있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 자신의 회사가 

가상현실기술을 만들고 있으며, 응답자의 19%가 그들의 회사가 

증강현실기술을 만든다고 답했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48%의 회사가 

가상현실기술을 회사에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7%의 

회사가 증강현실기술을 회사에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세계의 추세 및 발전에 맞추어 경쟁력을 

갖추기위하여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기술도 더욱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의 대표적 3가지 응용분야 중 직원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 논문에서 증강현실을 산업현장 

안전교육 적용하려는 것이 충분히 세계적인 흐름과 기술발전에 맞는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⑥ https://touchstone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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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증강현실 기술 적용 분야 

 

    [그림 2-15]는 2005년부터 2014년동안 증강현실 관련 ‘user 

study’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자료이다(Dey et al., 2016). 

[그림 2-15]와 같이 증강현실 기술은 점점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되어지고 user study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교육 분야에 있어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이 교육 구축에 있어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증강현실 기술을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적용하여 

안전교육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부터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안전교육에 어떠한 개선점을 보일 수 있는지 기존의 다양한 

증강현실 연구들을 토대로 조사하고 이로부터 현장안전교육 개선의 

관점에서 적절한 증강현실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정의한 후 적용할 

것이다. 

 



 

 25 

2.2.3 텍스트마이닝기법 적용의 필요성 

 

    본 논문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반영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구축을 

넘어 증강현실 기술 적용에 필요 요소 중 하나인 tracking부분에서의 

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Tracking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제공할 3D 컨텐츠 위치의 인식 

및 추적 기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tracking 기술의 인식 매개체 

중 하나인 이미지 마커를 개선하고자 한다. 마커는 인식 매개체로써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 

휴대폰의 카메라를 가져다 되면 되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증강현실 적용의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림 2-16]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마커 디자인 

 

    현재 대표적으로 증강현실 시스템에 쓰이고 있는 마커 디자인은 

[그림 2-16]와 같다. 본 논문은 보편적인 마커를 쓸 경우의 비 

효과성을 지적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마커는 특정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마커와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현재 마커가 인식 및 추적 외의 기능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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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 적용을 통한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의 핵심 목적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마커에도 안전교육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2-17]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마커 형성 

 

    이러한 역할을 가진 마커 형성의 아이디어는 [그림 2-17]과 같다. 

마커를 디자인할 시 [그림 2-17]과 같이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특정기계(예로 Machine A)의 위험요소와 관련된 이미지로 마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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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하는 것이다.  즉 각 기계의 사고이력들을 텍스트마이닝하고 

이를 통해 각 기계가 어떠한 위험요소와 관련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마커의 디자인으로 

채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증강현실 기반 안전교육의 시작을 위해 마커를 핸드폰의 

카메라로 인식시키는 순간, 교육자는 위험요소를 마커의 디자인으로부터 

미리 알 수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다. 또한 교육 

후에도 각 기계 및 장소 별 부착되 있기에 마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의 역할과 교육내용 상기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개선된 마커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KoNLPy(박은정 & 조성준, 

2014)를 통해 Python 환경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형성 할 

것이다. 또한 KoNLPY를 통해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KKMA ⑦ , twitter ⑧  그리고 HanNanum ⑨  형태소 

분석기 3가지를 이용하여 특정 기계의 사고 이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정 기계에 적절한 마커를 형성할 것이다. 마커의 구현 과정은 본 

논문의 본론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⑦ http://kkma.snu.ac.k 
⑧ https://github.com/twitter/twitter-korean-text 
⑨ http://semanticweb.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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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현실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이용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제안 

 

 

3.1 관련 연구 중심의 증강현실 기반 산업 현장 안전교육 

제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증강현실 기술이 개발 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교육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풍부한 환경을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은 훌륭한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erawalla et 

al., 2006; Shelton & Hedley, 2002). 

  

    최근 몇 년간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들의 발전도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 예로 핸드폰의 

발전을 손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기술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피시 및 HMD(Head Mounted Display)로도 접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되어 프로그램을 접하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또한 생생하고 이질감 없이 현실에 가상 콘텐츠를 합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개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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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증강현실 기술 구현 3가지 요소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림 3-

1]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증강현실 구현 선택 단계를 나누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안전교육에 적합한 선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선택 단계에 따라 증강현실 기술에 관한 이론 및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그림 3-1]의 단어 중 영어 표기 단어가 한국어 번역 

단어보다 자주 쓰이고 익숙한 것들이 존재하여 통일성을 위하여 모두 

영어 단어로 제시하였다. 

 

    증강현실 교육 구현 요소 중 가장 처음 선택을 진행한 요소는 

tracking이다. Tracking이란 증강현실 컨텐츠를 나타낼 위치에 대한 

인식 및 추적을 하는 방법이다. 즉 tracking 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3D 

컨텐츠들을 적절한 위치에 교육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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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racking 방법 

 

    Tracking 방식은 [그림 3-2]와 같이 크게 vision tracking, 

sensor tracking 그리고 hybrid tracking이 존재한다(Rabbi & Ullah, 

2013; Wang et al., 2016; Zhou et al., 2008). The Postech Times⑩의 

vision tracking 설명을 인용하면, vision tracking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2D Image Marker’ 그리고 ‘3D 

Marker’이다. 이 두가지를 ‘마커’ 그리고 ‘마커리스’라고도 표현한다. 

마커란 흰색 바탕에 굵은 정방형의 테두리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흔히 접하는 QR코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있다. 이는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아도 쉽게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인식된 

마커 위에는 3차원 좌표계가 형성하고 최종적인 3D 그래픽을 합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는 ‘증강한다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마커를 움직이거나 또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 상대적인 좌표를 

실시간 생성하고 그 좌표에 맞도록 3D 그래픽을 다시 그려내기 때문에 

관찰자의 눈에는 가상의 3D 그래픽 정보가 실존하는 듯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마커리스란 앞서 말한 마커를 기계에 부착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닌 기계 자체를 혹은 필요시 3D물체 자체를 인식물로 등록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애기한다.  

                                            

⑩ http://times.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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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마커리스 방법 즉 3D 마커 방법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가장 안정적으로 교육이 

진행 가능한 2D 마커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2D 마커의 

개선을 통한 의미 있는 2D 마커의 구축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 

다룰 것이다. 

 

[표 3-1] 위치 인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듈 

 

 

    Tracking의 두번째 방법은 sensor tracking 방법이다. 위치 인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듈은 [표 3-1](한상준, 2011)과 같고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센서는 GPS 와 Wifi일 것이다. GPS를 이용하여 각 

위치별로 증강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정해 두면 그 위치에 3D 콘텐츠를 

교육자가 접할 수 있다. Sensor tracking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포켓몬 GO’의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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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의 경우 현장 안전교육 구축에 있어서 기계가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 각각을 GPS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의 GPS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좀 더 정확한 GPS 

기기를 구입할 경우 경제적 비용 지출 및 구매와 유지보수 등의 

번거로움이라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vision tracking과 sensor tracking을 통합하여 쓰는 

hybrid tracking이 있다. 이는 특별한 방법이기 보다는 두가지 방법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다. 현재는 한가지를 방법을 통한 증강현실 적용도 

충분히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기에 편리함과 안전성 그리고 여러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vision tracking의 2D image marker를 본 

논문에서는 선택하였다(Uematsu & Saito, 2008).  

 

    증강현실 시스템 구현 요소 중 두 번째 증강현실 요소는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 중 증강현실을 구현을 위해 전체적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엔진이다. 최근 증강현실 엔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Unity® 와 Unreal® 이다. 엔진 환경에서 Vuforia® 라는 

Software Development Kit을 통하여 마커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이 현재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주요 방법이다. 

기존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ARtoolkit® 이라는 SDK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널리 쓰였으나 현재는 Unity® 와 Unreal®  엔진 아래 

Vuforia® 를 통한 증강현실 시스템 구현이 지배적이다(Harrell et al., 

2017; Juan et al., 2017). 그 중 Unity® 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쉬운 접근성 및 편리한 

환경의 제공이다. 이에 본 논문은 Unity®  소프트웨어 아래 Vuforia®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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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산업현장 안전교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즉 본 논문은 현재 

가장 편리하며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 

방법을 선택하여 산업현장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시스템 구현 요소는 display이다. 구현된 

증강현실 컨텐츠를 보기 위한 display 장치는 크게 HMD(Head 

Mounted Display)와 Non HMD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3] 증강현실 Head Mounted Display (구글 글래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세계적인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HMD 제품들이 

[그림 3-3]과 같이 출시되고있다. 현재는 가상현실 기술을 위한 

HMD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상현실이 가상을 

배경으로 구현되는 기술이기에 가상 환경을 좀 더 실감나게 보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강현실 기반 내용을 

보기위하여도 충분히 많은 HMD 선택사항이 제공된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장치는 [그림 

3-3]에서 제시하는 구글 글래스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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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안경 혹은 보안경을 쓰듯 간편하게 교육자들이 쓴 상태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자유롭게 눈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까지 여러 기술적, 보완적 문제가 있기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림 3-4]  증강현실 Non Head Mounted Display 

 

    [그림 3-4]와 같이 Non-HMD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휴대폰과 테블릿 PC이다. 특히 휴대폰의 급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식률과 컨텐츠를 접하는데 있어서 용량 및 화질 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이주현 & 김미정, 2010; 주헌식, 2012).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구현된 시스템을 보는데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교육자들의 편의성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핸드폰을 교육을 접하는 가장 효율적 기기로 선정하였다. 

휴대폰 뿐 아니라 테블릿 PC등 Display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여러 논문에서 주장하는 증강현실의 장점 중 

산업현장 안전교육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크게 4가지로 [표 3-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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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출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다루고자 한다.  

 

[표 3-2]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증강현실의 대표적 장점 4가지 

증강현실 기술 장점 관련 연구 

새로움(novelty effect)를 

통한 교육 컨텐츠의 몰입  

(Bressler & Bodzin, 2013; Dunleavy et 

al., 2009; Ferrer-Torregrosa et al., 

2015; 장상현 & 계보경, 2006) 

교육자가 콘텐츠를 직접 

조작 및 제어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Billinghurst et al., 2005; Kaufmann & 

Schmalstieg, 2003; Lu & Liu, 2015; B. 

Shelton, 2003) 

현실 및 현장과의 상호적 

컨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 

현존감 상승 

(Chen et al., 2017; Lee, 2012; Ong et 

al., 2008; Stevens et al., 2002; Zhao, 

2014; 계보경 & 김영수, 2008; 김희수 et 

al., 2001; 르쾅, 2016; 장상현 & 계보경, 

2007) 

실수 및 위험에 관한 

경각심 고취에 탁월 

(Agrawal et al., 2016; Fu et al., 2013; 

Graafland et al., 2015) 

 

    증강현실 기술의 첫번째 장점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교육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움 경험 

제공의 관점에서 증강현실 기술의 역할을 다룬 논문은 [표 3-2]처럼 

여러 논문에서 다루어 졌으며 기술의 새로움이 갖는 장점을 ‘novelty 

effect’라고 지칭하는 논문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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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nglish vivid Science(EVS) 교제 

     

    증강현실 기술의 novelty effect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 중 

하나는 [그림 3-5]처럼 텍스트 기반의 교제를 3D 기반의 체험형 

교제로 제공하는 교육 부분이다. 기존의 2D 방식은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증강현실로 제공하는 3D 기반의 내용은 교육자의 관심과 

몰입도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며 이로부터 긍정적 학습효과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의 두번째 장점은 교육자가 콘텐츠를 직접 조작 및 

제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2D 방식은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 내용은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에 이를 경험하고 만지고 돌려보는 등 직접 

체험하며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B. E. 

Shelt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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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helton & Hedley의 실험 사진 과 Arloon Geometry 시현 

영상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환경은 [그림 3-

6]과 같이 ‘Learning by Doing’의 교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습득하는 것이 아닌 교육자의 동작에 따라 교육 컨텐츠들이 

동작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변환되는 환경은 Tangible User 

Interface(TUI)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교육자가 교육에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의 세번째 장점은 현실 및 현장과의 상호적 컨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 현존감 상승이다. 그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의 현장과 

관련된 실용적 경험 제공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이해도와 학습성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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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교육 구축 관점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차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유연한 가상 배경을 제공 가능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공간적 

현존감 상승 

3D 효과 및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 

가능 

실제 존재하는 현실 물체 이용 및  

상호작용이 가능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이용되기에  

Head Mounted Display(HMD) 

이용 용이 

현실 배경에 3D 내용을 합성하는  

Head Mounted Display(HMD)의  

높은 기술 수준 및 한계점  

 

    최근 3D영상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급증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 기술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 [표 3-

3]은 교육 구축의 관점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비교한 표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의 기본적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공하는 3D 컨텐츠를 가상 공간에 

제공하는지 또는 현실 공간에 제공하는지 차이다.  

     

    가상현실은 가상 공간을 배경으로 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기에 배경을 

컴퓨터로 디자인하여 생생하고 교육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배경 안에 3D 

컨텐츠를 합성하는데 있어 구현이 용이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현한 내용을 체험하는데 있어 Head Mounted Display(HMD)가 

매우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HMD로 

접하는 것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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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은 실제 교육자가 바라보는 현실에 교육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가상의 콘텐츠를 합성하는 기술로써 가상현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로 

만들어 3D 컨텐츠를 합성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매우 정교하고 이음새 없는(seamless)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색하고 적절한 위치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즉 기술적인 

수준에서 좀 더 높은 수준 및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자가 실제로 콘텐츠가 있음을 

더욱 느끼고 실제 배경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점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3D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밝혔듯이 증강현실 기술은 단순히 생생한 3D 기반 콘텐츠의 제공이 

아닌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기에 이를 접하는 

display 중 하나인 HMD의 기술 수준도 매우 높고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Lee (2012)의 주장에 따르면 ‘증강현실 기술을 

안전교육에 적용하면 그래픽과 휴대성 및 유연성 관점에서 가상 현실 

기술보다 발전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증강현실 기반 

장치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실제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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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아이나비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현장과 상호작용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는 [그림 3-7]과 같이 네비게이션 분야이다. 가상이 아닌 실제 

바라보는 현실 도로 상황에서 표지판을 포함한 실제 이미지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해결하여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가능하다. 

 

    증강현실 기술의 마지막 장점은 실수 및 위험에 관한 경각심 고취에 

탁월하다는 점이다. 때론 근로자가 재해를 겪는 이유는 위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닌 안전 불감증 및 위험 정보에 대한 간과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강현실 교육은 실제로 놓치기 싶거나 

보이지 않는 점들을 주의 할 수 있는 정보를 교육자의 눈 앞에 생생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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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natomy 4D 와 Bentley System 

 

    다음과 같은 기능은 [그림 3-8] 왼쪽 예시와 같이 해부학 영역 및 

수술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몸은 입체적으로 장기들이 

구성되어 있기에 이미지를 통해 내부의 장기 및 조직들을 쉽게 알기 

힘들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주의해야할 부분 혹은 피부에 가려진 

내부의 장기 부분들을 3D 모형으로 증강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및 형태 

그리고 주의해야할 여러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3-8] 오른쪽 예시와 같이 도로 밑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의 배치 및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보수 공사가 필요할 시 특정 도로 

밑에 내부 구조를 실제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 시행착오 및 위험한 

부분들을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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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설계 

 

    본 논문은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밝힌 대표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증강현실 기술로 개선해야함 또한 

밝혔다.  

 

 

[그림 3-9] 증강현실을 통한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문제점 해결 계획 

 

    다음 [그림 3-9]는 본 연구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현 

안전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을 각각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증강현실 요소를 이용하여 개선된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구현할지 나타내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안전교육 구축의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세가지 큰 단계에 따라 기술 요소 선택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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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세가지 큰 단계는 증강현실 구현 요소 

부분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tracking, software 그리고 display이다. 

각 단계에서 이용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본 논문은 산업현장 

안전교육 구축에 있어 각 증강현실 단계별로 적절한 요소를 선택하였고 

이는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산업현장 안전교육 구현을 위한 증강현실의  

3가지 요소 선택 

 

    첫번째 tracking 부분에서의 구현 단계는 다음과 같다. Image 

marker를 선택하였고 소프트웨어는 Unity®
⑪ 와 Vuforia®

⑫ 를 

이용하기로 선정하였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image marker를 [표 3-

4]와 같이 등록 하여야 한다. 

 

 

 

 

                                            

⑪ https://Unity3d.com/kr 

⑫ https://developer.vufo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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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마커 등록 과정 

마커 등록 단계 내용 

[1] Database 생성 

 

마커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Vuforia®  사이트에서 마커를 등록할 

database를 생성한다. 

[2] Marker 등록 

 

마커의 타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여러 

타입 중 본 논문에서 선정한 2D image 

marker를 이용하기 위하여 single image 

타입을 선정하여 등록한다. 

[3] Marker 확인 

 

마커를 등록한 후 등록 및 타입을 확인 

할 수 있으며 Vuforia® 에서 제공하는 

Rating을 통해서 마커의 성능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등록된 마커를 Unity®  환경에서 업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2D 이미지 마커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적합한 마커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Unity®  환경에서 Vuforia®  Software 

Development Kit을 이용한 가상 버튼을 마커 위에 형성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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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가상 버튼 형성 

 

    [그림 3-11]과 같이 마커 위에 가상 버튼을 형성 가능하다. 마커 

위에 형성 된 버튼을 실제로 손으로 클릭 시 마커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인식하여 버튼이 눌려졌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지 동작(터치)이 

일어났을 시 다음 동작 혹은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Unity®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가상 버튼을 형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지적한 현 안전교육의 대표 문제 중 하나는 비효율적 정보 전달이였다. 

비효율적 전달의 주된 이유를 2D 기반의 도구를 통하여 교육의 내용을 

한번에 다량으로 전달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압축적으로 3D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증강현실 기술이 

필요함을 다루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 버튼 형성을 통하여 단순한 

증강현실 기반 3D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버튼 구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컨텐츠들이 구성시켜 이를 교육자에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 시, 직접 선택을 통해 교육을 동작 

시킴으로써 ‘Learning by Doing’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각 버튼 별, 분배된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위하여 가상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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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3D 텍스트를 증강시킬 수 있다. 각 컨텐츠 하나마다 마커를 

형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뿐만 아니라 버튼 위에 증강된 3D 

텍스트를 통해서 다음에 보게 될 컨텐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11]에서 3D 텍스트로 제공한 ‘숙련공’ ‘신규 입사자’라는 

텍스트의 의도는 앞서 조사한 산업재해자를 근무기간별로 나눈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근무기간 별 위험 정보 습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교육자에 맞는 컨텐츠를 각각의 버튼으로 통해 

접할 수 있게 구현 시킨 것이다. 이는 [그림 3-11]에서 제시하는 예시 

외에도 각 컨텐츠의 특성 별, 기간별 등 다양하게 컨텐츠를 분배하고 

컨텐츠 내용을 알리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증강현실 구현 3가지 단계에서 2번째 단계는 

software의 선택이다. Tracking을 하기 위해 마커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이미 Unity® 와 Vuforia® 라는 소프트웨어의 선택이 본 눈문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전체적 증강현실 기술 구현 및 

실행하는 단계 관점에서 마커를 형성하고 난 뒤,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하고 실행시키는데 있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가장 극대화 되기에 

2번째 단계로서 선택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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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Unity 소프트웨어 장점 

Unity®  장점 상세 내용 

[1] Unity®  와 Vuforia® 의 연동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는 SDK이자 본 논문에서 선택한 

Vuforia® 의 기능을 기존의 수동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에서 좀 더 개선하여 Unity®  

환경 내에서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연동 

가능하다 

[2] 개발 환경의 간결함 및 편리함 

 

교육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요소들을 

Scene창에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실행과정을 Game 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각 콘텐츠들의 구현에 이용되는 

스크립팅 및 영상 그리고 증강하고자 하는 

3D 모델들을 간단한 마우스 드레그를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 및 연결이 대부분 가능하다. 

[3] 에셋 스토어의 편리함 

 

유니티에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3D 모델, 스크립팅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 등을 무료 혹은 유로로 쉽게 구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표 3-5]에서 설명한 장점을 가진 Unity®  소프트웨어속에서 

Vuforia® 를 연동하여 증강현실 기반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컨텐츠를 

제공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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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증강현실 기반 산업 현장 안전교육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은 [그림 3-12]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고 

이력 이미지, 위험 사고 영상 그리고 위험 기계 3D 모델을 통해 

안전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커 위에 구현한 가상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안전교육 컨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특정 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를 교육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만든 현장안전교육 시스템은 Unity® 내에서 안드로이드 

및 IOS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HMD 및 Non-HMD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가 가능한 Non-HMD 중 스마트폰을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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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display 단계에서 선택하였다. 또한 Non-HMD 기기 중 휴대 및 

경제적 효율이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행한 결과와 웹캠과 연결된 

노트북으로부터 실행된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계점은 없는지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표 3-6]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성능 

갤럭시 S7 기기 엘지 그램 노트북 

CPU: 1.6GHz,2.3GHz 

RAM: 4.0 GB 

CPU: 1.8GHz, 2.4GHz 

RAM: 8.0 GB 

갤럭시 S7 카메라 로지텍 BRIO 웹캠 

4K Ultra HD 

(3840×2160)@30fps 

4K Ultra HD 

(4096×2160)@30fps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사양의 핸드폰을 쓸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의 사양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7년 기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s8의 전 기기인 s7으로 

구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의 

비교를 위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였으며 웹캠 

같은 경우는 로지텍에서 최근 출시한 웹캠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노트북 혹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해본 결과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시한 [표 3-6]처럼 핸드폰 카메라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시중의 웹캠을 노트북과 함께 이용할 시 아직까지 화질 차이는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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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본 눈문에서 제공하는 3가지 컨텐츠를 각각 

마커에서 구현하였을 때는 컨텐츠 실행이 이음새 없이(seamless) 

가능하였지만 한 마커에서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3가지 교육 내용들을 

구현하고 이를 가상 버튼으로 동작시킬 시 약간의 부 자연스럼움이 

느껴지고 간혹 어플을 재 실행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또한 정성적인 결과이다. 

본 논문은 증강현실에 사용되는 기기의 기술적 상세한 차이 및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결과에 상세한 기술적 원인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 안전교육 시 개개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시간적, 경제적 및 

편리함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 직관적으로 

스마트폰보다 노트북 및 웹캠이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듯 증강현실을 

구현하였을 때 약간의 성능적 차이는 존재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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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설계  

 

 

[그림 3-13]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형성 프레임워크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의 프로세스는 [그림 3-13]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째 Data Source 단계에서는 분석할 기계의 

사고 이력 데이터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Text Mining 

단계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로써 선정된 

자료들을 통해 어떠한 위험 사건 및 요소가 각 기계에서 일어났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AR System 단계에서는 분석된 결과에 따라 

마커를 디자인하고 형성된 마커를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실제로 

적용해볼 것이다.  

  

    첫번째 Data Source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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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각 기계의 위험 사고 기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자료와 각종 인터넷 포탈에서 검색되는 뉴스 및 뉴스 

사이트에서 특정 기계를 키워드로하여 검색하였다. 여러가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곳들을 비교한 후 본 논문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텍스트마이닝하였다. 이는 [그림 3-14]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들이 특정 기계별, 기간별 사고 이력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림 3-14]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국내 재해 사례 

 

    두번째 Text Mining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이터 선정 

후 특정 기계에 해당되는 사고이력들을 분석한다. 즉 특정 기계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에 관해 분석하고 이 

결과로부터 마커를 어떻게 형성 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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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키워드‘압축기’의 텍스트마이닝 결과 

 

    [그림 3-15]는 ‘압축기’라는 키워드를 통해 압축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텍스트마이닝한 결과이다. 텍스트마이닝 단계에서 다음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각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한국어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위하여 KoNLPy를 이용하였다. KoNLPy란 기존의 다양한 

형태소 알고리즘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박은정 & 조성준, 2014).         

  

    KoNLPy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형태소로 나누고 그것에 

관하여 뜻과 문맥을 고려하여 마크업하는 품사 태킹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kma, twitter 그리고 hannanum이란 형태소 분석기를 

KoNLPY를 통해 이용하였다. 즉 각 자료들을 어절별로 분석하여 

명사구들을 추려내고 이를 빈도수에 따라 나타내었다.  



 

 54 

    일반적으로 한글 자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단어는 주로 –

은, -는 같은 조사일 것이다. 하지만 본 눈문에서 텍스트마이닝한 결과 

중 다음과 같은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가 

크지 않은 단어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본 

눈문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통하여 수준 높은 분석보다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마커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개념 아래 마크업에 

사용된 분석기들이 모두 명사구를 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마크업한 

점을 이용하여 N으로 시작하는 마크들을 간단히 추려내는 과정을 통해 

[그림 3-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압축기’관련 결과들을 작은 빈도수로부터 

빈도수를 올려 나가며 결과들을 보았고 [그림 3-16]은 압축기 관련 

자료를 분석할 시 적절한 빈도수가 10이라 판단한 후 도출한 결과이다. 

 

 

[그림 3-16]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최빈 단어 추출 (Top 5) 

 

    [그림 3-16]과 같이 가장 높은 빈도수 다섯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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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압축기’는 압축기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압축기’단어를 제외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4가지 단어는 ‘협착’, ‘푸셔’, ‘폐휴지’, ‘죽음’이다. 

다음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압축기의 대표적 사고 경위나 유형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폐휴지’라는 단어는 압축기가 대부분 

폐휴지를 압축하는데 쓰이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3가지 단어는 

압축기의 ‘푸셔’에 ‘협착’되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압축기는 푸셔의 협착에 가장 주의해야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특정 기계 별로 텍스트마이닝을 하여 그 결과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을 

객관적인 결과로부터 판정한다면 마커를 만들 시 [그림 3-17]과 같이 

협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림 3-17]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형성 

 

    기존 마커가 아닌 채택된 디자인 마커를 특정 기계에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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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반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진행한다면 앞서 애기한 것과 같이 

교육자에게 위험 기계의 가장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통해 교육 습득 및 집중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부여하고자하는 역할은 실제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커 자체가 경고판의 역할과 교육 시 그리고 후에 교육내용의 

상기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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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현 결과 및 예상 효과 

 

 

4.1 증강현실 기반 안전교육 구현 결과 및 예상 효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커를 재 등록한 후 database를 본 산업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동하여 교육 컨텐츠의 구현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현된 결과로부터 예상 가능한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생하게 눈 앞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각 위험 기계에 일어난 사고 이력을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제공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교육자는 실제로 기계에 일어났던 사건의 

연도 및 경위를 효과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영상 비디오를 각 위험 기계에 증강 가능하다는 점은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각 위험 기계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을 시 말로써 혹은 글로 당시의 위험상황이나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교육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의 영상 혹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직접 

보고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영상 제공을 증강현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기계 앞에 구현 가능하며 이는 교육자가 

기계 앞에서 기계에 실제로 일어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는 

교육자가 기계의 위험성을 더욱 인지하고 실제 같은 상황에 놓였을 시 

어떤 점을 특별히 조심해야할지 쉽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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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각 기계를 모형화한 3D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은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온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기계 중 위험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알기 

쉽지 않은 기계도 많다. 기계의 위험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글이나 

이미지가 아닌 기계 옆에 모형화 된 3D 모델을 띄우고 위험 부분을 3D 

효과를 통해 경고할 수 있으며 3D 모델의 여러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어, 

현장 기계의 위험 부분을 강조하기 어렵거나 실제로 보여주기 어려운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① 비효율적 정보 전달 

  

    첫째로, 문제정의부분에서 지적한 기존의 도구를 통한 무수히 많은 

양의 위험 정보 전달의 비효율성을 증강현실 기술을 현장안전교육에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구현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수단은 종이나 TV가 아닌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가능한 증강현실 기기들이다. 문단이나 장수를 통해 내용을 나누는 

종이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장면을 나누어서 보여주는 TV와는 다르게 

장소 별, 기계 별로 구현되어 있는 3D 내용들을 교육자가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 환경이 가능한 이유는 어플을 통하여 

계층적으로 각 기계 및 장소 별 내용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소개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장 내에서 

일어났던 안전 사고 및 위험한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문장과 

그림이 아닌 압축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3D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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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효과들로 [그림 4-1]과 같이 생생히 나타낸다. [그림 4-1] 

왼쪽부분은 3D 기계의 모형과 기계의 위험 부분을 3D 강조 효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림 4-1]의 오른쪽 부분은 3D 경고 

알림등으로써 Unity®  asset store를 통해 왼쪽 강조 효과 외에도 위험 

부분에 대한 강조 및 표시가 다양하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반 3D 컨텐츠는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내용의 전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Billinghurst et al., 2005).  

 

 

[그림 4-1]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위험 기계의 3D 모델 증강 

 

② 교육자들을 위한 몰입도 있는 정보 제공의 부족 

  

    많은 양의 정보를 종이를 통해 나눠 줌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종이 및 2D 도구들을 통한 방법으로부터 생기는 

몰입도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문제정의 부분에서 기존의 

교육 전달 방법의 익숙함을 지적하였다. 증강현실을 적용하면 같은 

내용일지여도 [그림 4-2]와 같이 새로움이라는 장점을 통해 교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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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기계 앞에 내용을 증강함으로써 

교육자가 좀 더 몰입하여 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며 이는 효과적은 

학습효과로 이어진다.  

 

 

[그림 4-2]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고 이력 이미지와  

사고 영상 비디오 증강 

 

③ 유연성의 부족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3가지 대표적 문제점 중 세번째 문제로 

유연성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산업현장 

안전교육은 대부분이 단체 교육자들을 데리고 계획된 스케줄과 안내에 

따라 움직인다. 회사를 입사한 교육자 입장에서는 각 개인별 궁금한 점 

혹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 및 장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질문 및 재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식에선 이러한 개개인의 

요구 및 질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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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된 어플을 각 개인의 핸드폰을 통해 

실행시키면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설명들을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으며, 보다 관심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진행에 있어 단체 교육자에게 

안내자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 주파수를 통하여 헤드폰으로 전달한다. 

이는 전달의 불안정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 구매부터 유지보수까지 

여러가지 경제적 지출 및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구현된 어플을 이용할 

경우 각 개인의 핸드폰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주파수의 불 안전함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되어 있는 설명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으며 개별 구입 및 유지보수의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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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구현 결과 및 예상 효과 

 

    증강현실을 적용한 산업현장 안전교육 설계 및 구현 부분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설계 및 구현을 통해 결과물을 실행해보았다. 

앞서, 세가지 단계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결과물 실행을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새롭게 구현한 마커를 먼저 Vuforia®  사이트를 

통해 database로 [그림 4-3]과 같이 등록하였다.  

 

 

[그림 4-3]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등록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등록한 후 

rating을 확인하고 결과 실행에 이용하였다. 새롭게 등록한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이용 시 마커의 rating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있어 문제가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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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마크 성능 검증 

마커 디자인 특징 

 

 

본 눈문에서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통해 압축기에 

해당하는 마커를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가장 

협착 위험에 관하여 정보전달에 유용한 디자인이지만 

가상 버튼 및 여러가지 컨텐츠를 실행시킬 시 인식 

부분에서의 낮은 안정성 및 마커 에 형성된 가상 

버튼 터치로부터 다음 컨텐츠가 동작되는 부분에 

있어 부 자연스러움 

 

일반적으로 특징점(feature)이 많다고 여겨지는 

이미지를 마커로 채택하여 이용할 시 텍스타마이닝 

기반 마커보다 교육 컨텐츠가 안정적으로 

증강되었으며, 가상 버튼 클릭 시 다음 컨텐츠가 좀 

더 자연스럽게 동작됨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가 Rating이 높더라도 

특징점이 마커 내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있음을 본 논문에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 디자인 

배경에 특징점이 많고 골고루 분포된 마커를 

배경으로 흐리게 채택하여 실험한 후 다음과 같은 

마커를 채택함 

 

    [표 4-1]과 같이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이용할 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3D로 증강되는 

컨텐츠가 카메라의 움직임이 생기면 흔들리거나 증강되지 않는 

안정적이지 못함이 있었고 가상 버튼 터치 시 다음 컨텐츠가 진행되는데 

있어서도 부자연스러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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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마커의 특징점(노란점) 비교 

 

    [그림 4-4]는 Vuforia® 에서 마커를 등록한 후 Vuforia®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는 마커의 특징점이다. 기존의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는 

특징점이 부분적으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선한 마커의 특징점은 

마커 내에 전반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눈문은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를 오른쪽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재 실행을 통해 특징점이 골고루 분포되었을 시 

안정적으로 콘텐츠가 구현 됨은 물론 가상 버튼으로부터 구현되는 다음 

콘텐츠의 증강도 부드럽게 동작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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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추후 과제 

 

 

5.1 결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텍스트를 이용한 문서에서부터 컴퓨터의 

초기 방법인 도스 창을 이용하던 Character User Interface(CUI), 

프로그램 아이콘과 같이 그래픽을 통해 작업하는 Graphic User 

Interface(GUI) 그리고 직접 만지고 소통하는 Tangible User 

Interface(TUI)으로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학적 발전 

흐름이 교육 방식의 발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러 주장 및 이론들에 

동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계 및 환경이 구축되고 이로부터 

작업자들은 항상 새로운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에 산업현장 안전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대부분이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2D 

기반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적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효과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두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현장에 상호적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자의 몰입감과 학습효과를 높이는 증강현실 기반 산업현장 

안전교육. 그리고 교육 전, 후 학습효과를 높임으로써 위험에 대한 



 

 66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반 마커이다. 

 

    본 논문은 최근 3D영상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에 

따라 발전 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과 빅데이터 시대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채택하여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 되는 

산업현장 안전교육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효과가 증진되어 노동자들의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최우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증강현실 기술 

및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 및 응용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본 논문이 앞으로의 응용 연구에 있어서 참고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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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산업현장 안전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현장에 적용한 후 이를 통하여 교육 효과 및 산업 재해의 감소 

수치를 얻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며 충분히 현재 산업현장 안전교육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음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양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참고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실행하여 예상되는 효과 및 개선점을 보안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또한 본 논문의 제목에 ‘활용’ 

및 ‘도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증강현실 기반 산업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과정이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프로그램을 시각화 하는 장치를 Non-

HMD로 선정하고 특히 스마트폰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택하였지만 여전히 웹캠이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구현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좀 더 선명하고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며 논문 설명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현 장면들을 제공하는데 있어 순간적 장면의 캡처 등 

여러 부분에서 핸드폰의 한계점이 모두 해결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해결은 핸드폰을 넘어 HMD 기술에서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로부터 추후에는 증강현실을 접하는 기기가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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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정착되어 교육을 접하는데 있어 증강현실 기기를 꺼내고 

실행하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쓰고 있는 HMD로부터 교육을 접하는 

환경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증강현실 기반 산업 현장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마커 디자인을 채택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였지만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좀 더 상세히 결과 분석을 하는 방법도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D 이미지 마커를 안정성의 이유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마커의 역할을 좀 더 개선하고자 채택하였지만 최근 마커리스 기술 

및 sensor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기에 tracking 기술도 추후에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즉 추후에는 다양한 tracking 

기술을 통해 증강현실 기반 교육 컨텐츠를 접하는데 있어 개선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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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recently, training information was mainly delivered through 

two-dimensional media such as images and photographs. Even for 

onsite safety education, instructions are currently delivered using 

simple instruction tools such as voice or paper. Recently, the 

demand for delivering information through a more realistic and 

interactive medium has increased. With the advent of augmented 

reality (AR), it is now possible to project three-dimensional 

objects onto real space to allow users to directly interact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 an AR- based onsite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current safety education that 

relies on two-dimensional media.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n enhanced text-mining-based image marker that serves as a 

trigger to show overlaid educational contents and also as a warning 

sign to increase workers’ awareness of d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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