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제조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반 XR 콘텐츠 보급과 
활성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공정수행, 유지보수 
목적으로 개발되는 XR 콘텐츠의 UX/UI 디자인 및 
사용성 분석을 통해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하드웨어 사용 경험과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이용 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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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 플랫폼(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2]이 필요하다.
XR 콘텐츠의 사용성은 콘텐츠를 구동시키는 하

드웨어(HMD) 플랫폼의 의존성이 큰 XR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범용적인 환경에서 작동되는 
콘텐츠의 경우 비교적 30분 내외로 실행되는 
엔터테인먼트 목적(게임 등)의 콘텐츠로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와 달리, 작업 및 근무시간 내내 착
용하고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범용적인 환경에서 
작동되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범위로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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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제조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반 XR 콘텐츠의 UX/UI 디자인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범용적인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달리, HDM의 의존성이 큰 XR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수행 
작업 시나리오에 맞춘 XR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XR 콘텐츠의 공정수행 작업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
해 Qculus Quest2라는 HMD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은 Unity 엔진[1]과 SteamVR Plugin을 통
해 제작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VR smart factory XR content tailored to process execution scenarios was produc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XR content,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HDM, unlike general-purpose content software for UX/UI 
design and usability evaluation of digital twin-based XR content in manufacturing. HMD equipment called Qculus 
Quest2 was used to perform the process execution task scenario for XR content, and content production was made 
through Unity Engine and SteamVR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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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정수행 작업 시나리오에 
맞춘 XR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Ⅱ. 제작 방법

XR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내부에
서 물체(Object)에 작용하는 물리적 부분을 처리하
는 물리엔진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
인 게임엔진 중 하나인 Unity를 개발용 물리엔진
으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이 개발된 Unity프
로젝트 화면이다.

Unity엔진의 경우 Unity에서 권고하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Student 혹은 Personal 플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Unity엔진을 VR기기와 
연결하는 것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Unity Asset 
Store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SteamVR Plugin을 
통해 SteamVR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 

Unity Asset Store의 SteamVR Plugin을 사용하여 
Unity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면 XR 개발에 필요한 
카메라 시점, 컨트롤러 구성 등을 통해 XR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SteamVR은 Valve Corporation(이하 Valve사)에서 
개발한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Valve사에서 서비스 중인 
Steam이라는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ESD)을 통해 제공된다. 
해당 플랫폼은 HTC, Valve, Oculus등 다양한 
제조사의 HMD 장치들을 지원하여 손쉽게 XR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 Unity프로젝트 파일 실행 모습

그림 2. Unity Asset Store “SteamVR Plugin”

Ⅲ. 실험 과정

이 연구에서 사용한 HMD장비는 Oculus사의 
Quest2 모델이다. Quest2를 PC와 연결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PC의 Oculus Application과 에서 
Air Link를 활성화한다. 해당 설정은 Oculus 
Application의 설정 화면의 베타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r Link를 통해 Quest2와 PC를 연결한 후 그
림 4와 같이 Steam Client Application에서 
SteamVR Application을 실행한다. Quest2와 PC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SteamVR Application이 
실행되면 HDM를 통해 그림 5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SteamVR이 실행되면, 그림 6과 같이 
Unity 프로젝트 화면에서 Play버튼을 누른 후 그림 7처럼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VR스마트팩
토리의 공정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3. Oculus Air Link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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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eam Client의 SteamVR

그림 5. HMD에 Display되는 SteamVR 화면

그림 6. Unity프로젝트 화면에서 Play버튼

그림 7. VR스마트팩토리 콘텐츠 수행

Ⅳ. 실험 결과

XR스마트 팩토리 공정수행 작업 시나리오에 맞는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결과. 비교적 30분 
내외로 실행되는 엔터테인먼트 목적(게임 등)의 
범용적인 콘텐츠에 비해 작업 및 근무시간 내내 
착용하고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용 훈련 콘텐츠를 
경험하며 HMD 착용자의 피로도를 확인한 결과, 
범용 콘텐츠보다 전용 콘텐츠의 경우 사용 시간에 
의하여 피로도가 더 높은 것을 경험하였다.

Ⅴ. 결  론

실험 결과를 통해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반 
XR콘텐츠의 UX/UI디자인 및 사용성 분석 및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해 제작한 콘텐츠 소프
트웨어가 범용적인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달리, 근
무시간 내내 사용되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윈 기반 
XR 콘텐츠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제조 분야의 
공정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는 XR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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