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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gmented reality can help to improve user's engineering abilities such as perception and deci-

sion making in industry field. Therefore we have studied on the maintenance-supporting applica-

tions for inspectors previously. The advantage of pre-existing marker system is that the making

and using are easier than any other feature tracking and detection methods. However it must to

be exposed to the sufficient light to be detected by computer image processing. The most of

industry field is not in clean environment and there are not sufficient light as well. So, the nor-

mal marker system is not appropriated for industrial fields. This paper suggests RFID-based

marker system to improve marker-detection ability in our AR maintenance system. RFID is not

implemented by image processing but it is implemented by electromagnetic induction. There-

fore we could more precisely detect markers even if the environment is low-light intensity con-

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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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과거 대부분의 제조 산업에서는 제품을 효과적

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현재는 이와 병행하여 제

품의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방

법론 및 기술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조

선 및 플랜트 산업과 같은 경우, 제품 자체의 단가

보다 운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이

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영단계에

서의 제품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2], 이러한 운영단계에서의 효과

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반의 스마트 제품 검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바 있다[3,4]. 그러나 기존의 AR기술은 2차

원 마커를 활용하여 컴퓨터 이미지 처리에 의한

마커 검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민

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현장 및 검사

환경은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조도가 충분하지 않

은 공간이 대부분이며 오염된 환경 또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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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기존의 2차원 마커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기술을 산업 현

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

존의 마커 시스템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품의

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고 원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5] 기존의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모

바일 AR기반의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R기술

에서 RFID를 활용한 위치 트래킹에 대한 연구동

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3장에서는 본 검사

시스템에서 적용한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한다. 그리고 4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하

는 검사 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구성에 대하여 설

명한 후에 5장에서의 프로로타입 평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RFID기술은 이미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특히 물류와 출입통제 등에서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AR기술 분야에서는 물체의 인식 과정

에서 RFID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2.1 A Wearable Augmented Reality System

Using Positioning Infrastructures and a

Pedometer[6]

실외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시된

다. 따라서 GPS와 같은 위치 측정 시스템을 사용

하게 되나 실내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7,8]. 이를 위하여 Ryunhei 등은 실외뿐만 아니

라 실내에서도 사용자의 초기 위치를 추정하기 위

하여 RFID와 IrDA을 활용하였다.

또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에 따른 위치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

내의 공간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

해서 RFID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 정보가 아닌 특정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설계 정보를 정합하기 위하여 RFID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2.2 FID를 응용한 Cockpit Module의 조립오

류자동검사 시스템 개발[9]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Cockpit Module 생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품조립, 적합성 검사, 외

관 및 전장 검사 등의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Cockpit Module의 자동 오류 검사 시스템을 개발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자동차용 Cockpit

Module을 구성하는 다수의 부품에 RF태그를 부

착하고 조립되어 이송될 경우 RF태그 리더가 이

를 감지하여 올바로 조립이 되었는지를 판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립모듈 오류 검사에 대한 평가

및 부품별 특징과 주변 환경에 따른 RFID의 주파

수 대역별 성능 실험과 장비의 선정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

으로 하여 RFID 주파수를 선정하고 장비를 선정

하였다.

Fig. 1 Method for measuring the user's position

Fig. 2 Configuration of Cockpit Module Assembly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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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기술 개요

3.1 Augmented Reality 기술 적용의 개요

최근 Smart Marine 3D, Aveva Marine 3D과 같

은 상용 조선해양 플랜트 전용 솔루션의 보급과

적용의 확대에 따라 3차원 설계 모델의 활용이 용

이해졌으며 또한, 대부분의 설계 데이터는 전산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품의 유지보수에는 이러한

설계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며 여기에 증강현실 기

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

템으로 발전될 수 있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유지보수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은 설계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의장재나 기자

재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설계데이터와 비교하

고 엔지니어가 원하는 설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래 그림은 AR기

술이 상용 설계 시스템에서 배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념을 보이고 있다. 이때에 사용자가 바라

보는 제품의 위치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

해하기 쉽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되며 제품과 사용자의 위치와의 관계

는 현재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호모그래피

(Homography) 계산에 의하여 찾을 수 있다[10,11].

3.2 RFID 적용 기술 개요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일정거리의 사

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여 태그로부

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기

본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의한 태그 인식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조도에 상관없이 물체의 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 시스템에 있어서 RFID는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사

용자에게 제시하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

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커 검출이 가능하도

록 도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

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RFID기술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인식

성능과 응용 범위가 다르며 해양플랜트와 같이 강

재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흡

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야 한다. 주파수 대역별 특징과 응용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마커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도 강건한 검출을 위해 블러링, 위치 예측방법, 평

활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12,1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한, IR마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오염도에 따라서 마커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3 RFID 적용 마커 기술 개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커의 패턴 인식에 의한 검출 방법을 RFID

로 전환하여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카메라 좌표계

Fig. 3 Augmenting Piping 3D Model from CAD System 

Table 1 RFID frequency bend and its applications

주파수대역 특 징 응용분야

125 kHz
인식거리~50 cm 정도

물, 금속이 있는 환경에 강함

출입통제

가축관리

18.86 MHz

인식거리~최장 1 m

금속이 있는 환경에 약함

데이터 전송속도 양호

스마트

카드

860~960

 MHz

인식거리 6~8 m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금속환경에 적합

유통

/물류

2.45 GHz
인식거리~90 cm정도

금속환경에 적합
상품관리

Fig. 4 the Marker attached with RF-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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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각형 마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음 그림은 기존의 마커에

RFID를 부착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RF-

Marker라고 한다.

기존의 마커의 인식 과정은 사각형 마커를 검출

한 이후 사각형 내부의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도가 부족할 경우 사각형 내부의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

어지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게 된다. RFID는 이러한 패턴을 대체하여

마커 인식기술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4. RFID기반 모바일 AR검사 

시스템 개요

검사 시스템에서의 RFID는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마커 인식을 보다 안정적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검사 시스템에서

의 RFID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4.1 RFID 활용과 시스템 구성

RF태그는 각 고유한 ID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ID는 검사 대상에 대한 코드와의 1:1 매핑을

통하여 관계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검사와 관련

된 정보는 서버에서 관리하게 되며 여기에서는

PMS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서버라고 한

다. 검사 코드는 PMS 서버에 존재하고 있으며 검

사 일정을 포함한 각 종 검사 체크 리스트 등의 검

사 데이터도 PMS서버에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모바일의 유지보수 시스템에서는 태그

와 검사 대상 코드와의 관계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PMS서버와 같이 검사 대상 코드만

처리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시스템 운용방법을 통

일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의 유지보수 시스템에

는 RF리더로부터 태그ID를 받아 아이템 코드로

변환하는 코드 인터프리터(Code Interpreter)가 필

요하게 되며 PMS서버에서 코드가 변경될 경우에

는 모바일 시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만 변경하게

함으로써 동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2 검사 프로세스 분석 및 기능 구현

검사 프로세스 및 기능 분석을 위하여 선박 운

영사인 상선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으며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능을 5가지로 구체

화 하였다.

4.3 검사 대상 인식 및 3차원 정보제공 기능

앞서 정의한 RF-Marker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

본적으로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가정1. RF태그는 고정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태그를 떼어내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가정2.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자연스럽게 손

에 들고 있으며 과도하게 회전시키지 않

는다.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 시스템은 교육이나 정비

와 같은 어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사용자에게 고

품질의 현실감이나 다양한 각도에 따른 움직임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

Fig. 5 Configuration of Mobile-AR based Maintenance

System

Table 2 System Functions

구분 기능 설명

1 검사 대상 알림
오늘 검사를 수행해야 할 

대상을 알리는 기능

2 검사 대상 인식
RFID로 대상을 인지하는 

기능

3 검사 정보 제공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

4 검사 수행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작성하는 기능

5
검사 보고서 

작성

검사 완료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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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AR의 적용 범위를 목적 시스템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RF-Marker를 인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

존의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은 RF태그 검출 과정

으로 대체되며 좌표계 생성은 단순히 사각형을 검

출하는 것으로 단순화 된다. RF태그가 검출되고

사각형이 검출되었다면 마커로 인식하게 되며 따

라서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해야 하는 계산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마커 시스템에서는 마

커 내부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대 4번까지

의 계산과정을 더 거치게 되며 조도에 따른 이미

지 보상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계

산수행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5. RFID기반 모바일 AR검사

 시스템 프로토타입

검사 시스템에 있어서 마커로서의 RFID에 대한

평가와 AR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 유지보수 시스템이 탑

재될 모바일 기기는 윈도우 OS기반의 UMPC(Ultra

Mobile PC)와 Android OS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였다.

5.1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프로토타입은 RF-Marker의 검출 성능 평가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AR기반 검사 기능 평가의 두

가지 관점에서 구현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는

선사의 실무자 2명과 조선 전공학생 5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정량적 평가 이후 인터뷰를 수행하였

다. 다음 그림은 마커의 인식 후 검사 대상에 대한

3차원 정보를 가시화하는 화면을 보이고 있다.

RF-Marker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

마커 검출 기능과 RF-Marker 검출 기능을 모두 구

현하였으며 형광등이 꺼져있는 실내에서 10번의

검출 테스트를 각 각 진행하였다. 

Table 4는 검출 테스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RFID를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마커는 조도가

낮은 곳에서는 마커 검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비

Fig. 6 RF-Marker & Normal Marker

Fig. 7 Checklist Display on Mobile Device

Table 3 Test Results

구 분 성공 실패 성공률

기본 마커 3 7 30%

RF-Marker 9 1 90%

Fig. 8 RF-Marker Detect Implementation

Fig. 9 Other Inspection Supporting Functions: Take

Picture and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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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검출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계산에 대한 부하를 고

려하였을 경우 RF-Marker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F-Marker와 함께 모바일 기반의 검사 시스템

에 대한 기능 구현과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Fig. 7

과 Fig. 9는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된 검사 결과를

입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검사 결과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한 사진촬영 및 메모기능에 대한 구현

화면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AR기반 검사 시스템

에서 검사 기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종이에 인쇄 된 Checklist를 활용하는 검사

와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검사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다. 기능에 따라서 비교항목을 선정하여 정량

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의 평가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

바일 기반의 AR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였을 경우

약 30%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검사자는 검사와 관련된 정보

를 얻기 위하여 매뉴얼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었으며 RFID를 활용하여 검사 대상을 바

로 인지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여도 쉽게 검사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에서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보고서로 출력이 가능

하였으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부분이 가장 활용

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6. 결  론

현재 AR은 기술적으로는 성숙되어 있는 단계이

나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

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각 종 산업에서의 적

용을 통한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조선 및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각 종 산업에서

AR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AR기

술을 적용하기 위한 타협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본 논문에서는 RFID기술을 활용하여 타협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

재 RFID는 이미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검증되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RFID기술을 좀 더 활용하여 AR기술에 접목

시키고 현업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면

AR기술을 보다 성공적으로 현업에 도입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업의 실무

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능을 구현하였고 여기에

AR기술과 RFID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검사 방

법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향상시켰다. 향후에는 현

업의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

트 환경을 고려한 RFID기반 AR검사 시스템에 대

한 최적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검사 지원을 위한

RFID와 AR기술의 결합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AR기반의 검사 시스

템을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정량

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검

사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AR기술

적용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 Evaluation Results

비교항목

종이 Check Sheet활용

Paper-based Approach

설명
Average

Time (min)

검사관련

정보검색
매뉴얼에서 검색 1.9

결과입력
Checklist에서 대상 검색 후 

수기입력
2.3

이력조회 Office검색 1.0

보고서

작성

사진촬영 후 Comment 0.5

Office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력
4

총 시간 9.7

비교항목

RF/AR기반 모바일 기기활용

Proposed Approach

설명
Average

Time(min)

검사관련

정보검색
자동 검색 1.0

결과입력 모바일기기 활용 1.4

이력조회 RF태그로부터 정보 검색 0.1

보고서

작성

모바일 기기에서 촬영 후 

입력
0.4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 0.1

총 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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