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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실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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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  기술과 네트워킹의 발달은 4차 산업 명의 근본이 되는 기술로 발달하고 있다. 이  실감 미디어 분

야인 AR과 VR 기술은 많은 응용 역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의 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건 

의료분야의 발  가능성으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만성 질환의 증가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제한, 문 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AR/VR과 같은 4차 산업 명의 표기술을 

이용한 헬스 어 분야의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헬스 어 분야의 AR/VR의 역은 체 산업 시

장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R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은 경도인지장애자 상으로 컴

퓨  시스템을 통한 인지 평가를 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증강 실을 이용한 인지 재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인지 단 기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설계를 통해 AR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과 헬스 어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and networking is developing as the fundamental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 and VR technologies, which are dual realistic media fields, are developing into many 

application areas, especially!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the medical field is very high. As for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health care fiel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VR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various chronic diseases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the limitation of infrastructure that can deal with them, 

and the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It is adopting services in the healthcare field using representative technologies. 

Accordingly, AR/VR in the healthcare field occupies about 17% of the total industrial market. Therefore, in this study, 

cognitive judgment technology using AR applies cognitive evaluation through a computing system to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based on the results, researches to utilize cognitive rehabilitation contents using augmented reality, and 

hardware necessary for cognitive judgment technology. Also, software design to help in the field of cognitive judgment 

technology and healthcare using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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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 명 시 의 실감미디어 표기술인 AR(: 

Augment Reality)증강 실/VR(: Virtual Reality)가상

실 기술은 헬스 어 분야로 확  응용되고 있다[1].

헬스 어 분야에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 질

환의 증가와 기반시설  보건분야의 문 인력의 부

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해 AR/VR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체 산업의 17% 정도를 

주용 융합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더욱 발 하고 있다

[2][9]. 특히! AR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은 경도 인

지장애자 상으로 컴퓨 시스템을 통한 인지평가를 

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AR을 이용하여 인지 재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활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시스템은 AR 인텔리 트 서버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훈련과 리를 할 수 있는 시스

템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서버로 구성되며, 스마

트 기기를 통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지 재활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목 이 있으며, 필

요 하드웨어 와 소 트웨어 시스템은 동작인식 센서

와 스마트 태블릿 는 AR Glasses, 데이터 서버  

인텔리젼트 서버로 하드웨어를 설계하며, 동작인식 센

서는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인지재활훈련을 진행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 인지재활 콘텐츠를 통

한 평가·훈련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장, 분

석  훈련 이력사항을 리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한

다.

Ⅱ. 련연구

2.1 인지기술

인지기술(cognitive skill)이란 인간의 두뇌, 마음의 정

보를 컴퓨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의 획득, 지, 

기억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기반의 기술을 

말한다. 헬스 어 분야의 인지기술의 활용을 통해 장·

노년의 인지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통합

리에 필요한 인지 리 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며, 인

지 리 랫폼에는 인지 데이터를 측정, 리, 평가, 

서비스 모듈과 이를 지원하기 한 DB(: DataBase), 

그리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10].

인지 리 랫폼을 설계하기 해서는, 인지과학 

 측정과학의 신뢰할 수 있는 최근 성과와 

computerized된 데이터를 DB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인지 리의 취약성을 분석하

고, 평가하는 모듈이 요구되며, 인지능력의 유지  

증진을 한 서비스 모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4차 산업 명 시 의 4세  R&D 트랜드는 ICT기

반 기술과 인지 기술이 융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

며, 측정 모듈에서는 평가를 한 실감미디어와 결합

한 빅데이터 DB 구축과 Intelligent Mining 기술이 반

드시 필요하다. 한 인지기술이 필요한 장·노년의 인

지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측정 데이터의 구조  

련성을 탐지,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모

델링 기술이 필요하게 되며, 측정 데이터 기반의 험

성과 취약성을 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이 필요하

게 된다.

2.2 증강 실 기술

그림 1. Otical see-through HMD(좌)
Fig. 1 Otical see-through HMD(Left)

그림 2. Video see-through(우)
Fig. 2 Video see-through(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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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은 VR의 분야에서 생된 기술로서, 실세계

와 가상의 체험을 결합된 기술을 의미한다. 즉, 실

(Reality)에 기반하여 정보를 증강(Augmented) 제공

하는 기술로, 원래의 실 환경에 가상의 이미지를 추

가 한 컴퓨터그래픽스 기법을 말한다[3][8].

2.3 국내 AR 기술 수   시장 황

국내의 AR기술은 2005년부터 ETRI(: Energy 

Technologies Reserch Institute)를 심으로 연구, 개

발되고 있다. ETRI에서는 실사 상을 기반으로 한 

실감 네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실사 정보 상 에 

경로 안내 이미지를 첩하여 운 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ETRI에서 연구, 개발 

인 실감 네비게이션은 경로 탐색 2차원 네이비게이션 

지도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기

반으로 상을 첩하여 제공하는 실감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벤더들과 삼성

자는 2019년부터 가장 우수한 제품에 3D(: Three 

Dimensional) 센싱 모듈 탑재를 연구하고 있다.

학에서는 한양 학교 차세  지능형 수술시스템 

개발센터에서 2006년 AR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지원

시스템’ 특허출원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시스템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5][6]. AR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지원 시스템은  고화질, 고정  AR 기

술을 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술부 의 변화를 반 하

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 인력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 에 있다.

2.4 국외 AR 기술 수   시장 황

국외의 AR기술은 Microsoft, Google, INSTAR 그

리고 VICNAS를 심으로 연구, 개발 되고 있다.

MS(: Microsoft)는 2018년 5월 기존 자사 오피스 

로그램인 셰어포인트에 MR(: Mixed Reality) 혼합

실 기술을 결합한 셰어포인트 스페이스를 출시하

다. 셰어포인트 스페이스는 가상 실에 한 MS의 

향후 략을 보여주는 실험  성격의 로젝트로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MR을 사용하고 MR 콘텐츠를 제

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Microsoft MR’

을 VR과 AR의 장 을 아우르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하는 MR로 홍보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콜라보 이션 

비즈니스 랫폼, 커뮤니 이션 리얼리티, 입체  인

사이트 학습 랫폼, 360°액션 센터 총 4가지 측면에 

집 하여 사업을 개하고 있다.

구 (Google)은 2018년부터 VR과 AR에 응하여 

Daydream, Tilt Brush, 어스 VR, Cardboard, 

Expeditions, Jump, 개발자용 도구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Daydream은 구  카드보드 뒤를 잇는 구 의 

VR 랫폼으로, 안드로이드 가 7.1버  이후의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호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데이드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치형 HMD인 

‘Daydream View’는 2016년의 1세 와 2017년의 2세

로 나뉘며, 이외에도 2017년에 출시 된 2세  데이

드림 호환 HMD(: Head Mounted Display)로는 독립

형 HMD인 노버의 Mirage Solo가 있음

INSTAR는 Siemens, Linz 학 등과 산·학·연 공

동연구를 통하여 3D virtual path 즉 3차원 가상경로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실사와 이미지를 첩되게 표

하고 있다.  효과 인 정보를 획득과 제공을 해 

GPS, indoor-tracking systems, wheel sensor, 

gyroscope 그리고 electric-compass 등을 사용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CNAS는 Kumamoto 학에서 제안한 실사 상 

기반의 네비게이션으로 3차원 인 치와 정보를 이

용하고, 실시간 상 에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 인 

정보 획득을 해 DGPS, 3D gyroscope 센서를 사용

하고 최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5 인지 단기술의 황

국내에서 사용하는 인지 단 기술은 산화된 컴

퓨터 로그램과 키보드로 고령자  장애인의 인지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7]. 국내에서 표 으로 사용

하는 상용화 장비로는 산화 인지재활 로그램인 

RehaCom(독일), Brain Dr(국산) 리고 CoCoTa(국산)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산화 인지재활 표 로

그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나 2D 기반의 그

래픽과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에서 평가  훈련에 

있어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7].

한, 미국 ‘IREX', 네델란드 Silverfit' 그리고 국

산 'VREAHT'는 VR 기반으로 고령자  장애인의 

인지재활 훈련하는 장비이다. 하지만 VR을 목하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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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지 단 기술의 요성  필요성

3.1 인지 단 기술의 요성

 세계 으로 인구의 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  장년에서 노년으로 진입하는 50

(베이비붐 세 ) 이후의 인구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50  이상의 장·노년층들은 인지기능의 손상으

로 노인성 치매에 한 불안감과 이로인해 삶의 질이 

하되고 있다[7]. 그러므로 이러한 장·노년층을 상

으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재

활 로그램과 훈련장비에 한 지속 인 연구 개발

이 필요하다.

3.2 인지 단 기술의 필요성

인지 단 기술에 한 연구는 K-MMSE와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로토콜을 제공하고, 인

지재활 훈련은 3D 기술의 콘텐츠를 AR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훈련 몰입감  치료효과를  수 있는 배

경 연구이다.  AR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에 한 

연구를 해 인지재활 통합 서비스 랫폼을 설계하

여, 인지재활 평가·훈련 사용자 데이터 장·분석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Big data 시스템을 활용하

고, 사용자의 인지재활 평가·훈련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피드백 인텔리젼트 응용 서버를 개발 구축을 해 

설계한다.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해 사용자 실행능

력(executive function) 정도 평가 시·지각 실행능력 

평가 도구 용하고, 그룹형 인지재활 평가·훈련  

지능형 난이도 조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향후 개발

에 용하고 환자 재활 훈련, 이력, 결과분석  출력 

리 시스템을 연구한다.

Ⅳ. 인지 단 기술 시스템 설계

AR을 이용한 인지 단 기술 시스템 설계를 해서

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먼  설계해야 한다. 첫 번

째 통합 인지재활 평가·훈련 서버 시스템 설계, 두 번 

째 인지재활 훈련·평가 환자 데이터 장·분석 데이

터베이스 구축(Bigdata) 처리, 세 번 째 인지재활 훈

련·평가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피드백 인텔리 트 

응용 서버 설계, 네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 

앙 모니터링 스테이션 설계, 다섯 번째 MS Azure를 

활용한 빅 데이터 서버 시스템을 설계한다.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Data 웨어 하

우스는 BigData 장소 통합  Data 마트를 만들 

수 있으며, DB 인 라와 연계가 가능하다.

그림 3. SQL 분석 기반 빅데이터 랫폼
Fig. 3 SQL analysis-based big data platform

그림 4. 빅데이터 랫폼과 Data 웨어 하우스
Fig. 4 Big data platform and data warehouse

그림 4는 빅데이터 랫폼과 Data 웨어 하우스를 

보이고 있다. 비정형 Data를 Azure HDInsight와 연

동  Hadoop, Spark, HBase, Kafka, Interactive 

Query 분석 후 Blob Storage에 장하는 Azure SQL 

Data Warehouse와 연계한다.

그림 5. 빅데이터 랫폼  Serverless ETL
Fig. 5 Big Data Platform Serverless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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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ata 랫폼 Serverless ETL은 Data 이동을 

한 ETL 기능을 Serverless로 구 하며, 간단한 타

입 변환 는 필터링(signal processing)기능을 설계

한다.

Data Lake를 활용한 빅데이터 랫폼은 BLOB 

Storage보다 큰 규모의 Data Lake Store를 구성하고, 

HDInsight 신하여 Data Lake Analytics를 사용하

도록 설계한다.

그림 6. Data Lake를 활용한 빅데이터 랫폼
Fig. 6 Big data platform using Data Lake

실시간 운  데이터 통합을 해서는 Cosmos DB

에 통합된 분석결과를 장하고, Web/APP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림 7. 실시간 운  데이터 통합
Fig. 7 Real-time operational data integration

실시간 데이터 통합  가공처리를 해서는 

Azure IoT(: Internet of Things) Hub, Azure Event 

Hub, Kafka, 실시간 처리를 해 Azure HDInsight 

는 Azure Stream Analytics로 연계되는 실시간 

로세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인지 단 기술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시·지각 기능 

인터페이스 설계는 입력된 상을 분석해 타겟을 트

래킹 매핑 분석 환경 설계하고, Vuforia, ARKit2 기

반, 증강 실 설계한다.

그림 8. 실시간 데이터 통합 가공처리
Fig. 8 Real-time data integration processing

Ⅴ. 결  론

4차 산업 명 시 의 실감미디어 기술들은 헬스

어분야로 확  응용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의 증가와 기반시설  보건분야의 문 인

력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해, AR을 이용한 인

지 단 기술은 경도 인지장애자 상으로 컴퓨 시

스템을 통한 인지평가를 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AR을 이용하여 인지 재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활에 

도움을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설계를 통해 향후 시스템 개발 시 구축하

는 인지능력 평가와 유지  증진을 한 서비스는 4

차 산업 명 시 의 헬스 어(인지기술, 임상의학, 심

리학, ICT, 사회복지) 분야의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뇌 과학에 한 연구  심의 증가로 인지능력은 

보건의료, 헬스 어, 교육, 재활등과 융합한 서비스 산

업이 출 이 시작되고 있지만, 기 도입기 이므로 향

후 증강 실, 가상 실 그리고 혼합 실을 활용한 인

지·재활 로그램의 해외 진출 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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