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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최적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빅데이터

(Big-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차세대	

ICT	기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에너지관

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	 EMS),	 전력사물인터

넷(e-IoT),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등이	있다.

에너지	全분야에	걸친	에너지신산업,	전력망	효율화,	 ICT	

융복합	등	신에너지	분야로	에너지	기술은	차세대	패러다임

이	신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	시각화

(Information	Visualization)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에	따라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및	분석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

여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기술이	요구되며	대표적	기술로	가

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의	접목하는	것이	대두

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R・VR	기술은	에너지,	제조,	의

료,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AR・VR	기술이	다

양한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권역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

후	미국과	유럽의	시장	규모를	합한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보

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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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기술을 이용한 

전력기기의 유지보수 

기술동향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R・VR	기술은	에너지,	제조,	의료,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표	1.    세계 권역별 AR·VR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sia 1,367.4 2,373.8 4,505.1 9,477.5 22,505.0 40,865.8

North America 748.8 1,248.3 2,319.8 4,837.6 10,997.9 20,242.5

Europe 837.2 1,411.0 2,505.6 4,911.4 11,065.1 19,771.6

MENA 116.5 186.4 443.5 1,077.0 3,060.3 5,493.1

Latin America 124.0 198.8 434.9 959.1 2,551.8 4,495.9

합계 3,193.9 5,418.3 10,208.9 21,262.6 50,180.1 90,868.9

출처 : AR·VR산업 현황 및 전망, NIP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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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4차	산업혁명	물결에	힘입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

는	AR・VR	기술은	19세기부터	개념이	제시되었으나,	실체화시

키고자	하는	연구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

술적	한계로	인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2016년	HTC,	

Oculus,	Microsoft	등	국제	대기업의	하드웨어	출시로	인하여	

관심이	급등하였다.[3.4]

에너지	산업에서의	AR・VR	기술을	통한	정보	시각화의	가

공은	사용자	및	개발자에게	시․공간	모델링을	통한	실감형	정

보	시각화로	정보의	이용	활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장작업자,	제작자,	일반소비자	등에게	전력설비에	대한	교

육훈련,	점검/유지보수,	고장복구/상황대처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全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전력설비의	수명	연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전력설비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여	많은	전력기업은	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

여	기술	및	교육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정보	시각화의	

핵심	기술로	기대되는	AR・VR	기술을	이용한	전력기기의	유지

보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AR·VR	기술	현황

AR・VR	 기술은	 컴퓨터그래픽

(Computer	Graphics:	CG)을	기반으

로	구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

야에	콘텐츠가	출력되어	몰입감,	현장

감을	제공하면	가상현실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위치하는	현실과	CG	

영상	일부가	합성되어	출력되면	증강

현실로	구분할	수	있다.[5]

VR	 기술은	 HMD와	 같은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콘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인	 몰입형	 가상현실

(Immersive	VR)과	돔	스크린,	CAVE

형(Computer	 Aided	 exploration	 of	

Virtual	Environment)	등	비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구현되는	비	

몰입형	가상현실(Non-Immersive	VR)로	구분하기도	한다.

몰입형	가상현실의	경우	HMD	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스

마트폰의	 컴퓨팅파워를	 이용하는	 모바일	 가상현실(Mobile	

VR)과	PC,	게임콘솔	등과	HMD를	연결하여	CPU,	GPU	성능

을	이용하는	방식인	데스크톱	가상현실(Desktop	VR)로	구분

하며	PC연결형	HMD는	기술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기타	장

비를	연동하지	않는	독립형	VR	기술(Standalone	VR)은	현	단

계에서	VR	시장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로	주목받

고	있으며	5G	기술과의	결합	시	서비스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AR	기술은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HMD(Head	Mounted	

Device)	형태와	Non-HMD	(Non-Head	Mounted	Device)로	

분류된다.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HMD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

치는	Optical	see-through	HMD와	Video	see-through	HMD

로	구분된다.	Non-HMD	디스플레이는	주로	선박,	항공,	차량

에	적용되는	HUD(Head	up	display)	혹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구현된다.

최근	AR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이	점점	쉬워지고	이에	대한	

비용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최신	플랫폼은	코딩	없이	어셈블

리와	구성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	AR	설계	

그림	1.    AR·VR 기술을 통한 전력기기 유지보수 서비스 사례

그림	2.    VR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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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간단해지고	있으며	실제	제품을	결합하여	실물과	똑

같은	디지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기반의	제작	환경

을	포함한다.

컴퓨터나	개인용	모바일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포

함하고	있어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

으며	초기	증강현실	게임을	통하여	큰	관심을	받았으나	점차

적으로	의료,	시뮬레이션,	설계,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

어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제조	산업에서는	AR	기술을	통한	운

영	효율이	증대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7]

3.	VR을	활용한	전력기기	유지보수	기술

VR	기술은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

니고	있으며	주로	HTC	Vive,	Oculus	Rift,	

Samsung	Gear	VR	등의	국제	대기업의	VR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에너지,	국방,	의료,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국내·외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설비	조작훈련,	고장복구,	긴

급상황	대처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용현황	

확인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적용하는	사례

가	선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GE(General	Electric)가	

대표적으로	전력산업	분야에	VR	기술을	적

용하여	활용	중으로	가상(Virtual)에	현실

(Real)	사물의	복제품을	동일하게	생성시키

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력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을	시연하였다.

GE의	분석에	의하면	풍력	발전소	건설에	디지털	트윈을	적

용하면	에너지	생산성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100메

가와트(MW)	전기	생산	기준	1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생산이	

가능하고	석탄	발전소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	연간	67,000	

톤의	석탄	소비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3%가량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8-10]

유럽에서는	VR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설비	운영을	위한	교

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현장에	적용되는	사

례는	다쏘	시스템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VR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가

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	VPP)	관련	기술은	독일과	덴

마크가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실증	프로젝트도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	노

르웨이에서는	 스타트크라프트(Statkraft),	 덴마크에서는	 동	

에너지(DONG	Energy)	등이	분산	발전	사업자를	가상공간에

서	하나의	발전소로	통합하고	있으나,	상업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1]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VR	기술을	이용한	전력설비	유지보

수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연구원과	

함께	전력설비	환경을	가상현실의	변전소에	적용하여	전력설

그림	3.    해외 제조기업의 AR 기술을 통한 운영 효율 증대 사례  
인용 : Why every organization needs an augmented reality strategy. 
2017.

그림	4.    VR 기반 전력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예, 자료 :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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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상변전소와	

발전(신재생,	디젤	발전)부터	부하까지의	전력의	흐름	및	수치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기상날씨에	따른	변화량을	가시화하여	

체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형	VR	에너지	자립섬	등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12,	13]

이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작업자의	위

치정보와	점검	내역	등을	상황실과	연계하는	변전소	공간정보	

가시화하였으며	전력설비의	운전	상태를	시각화하여	e-IoT	

데이터인	원격감시제어(SCADA),	데이터수집시스템(DAS)	등

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VR	기술을	이용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및	교육

훈련을	주도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전력산업에서의	VR	기술	

도입이	시작되고	있으며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에

서	발전설비	교육	및	홍보용	VR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전	KDN은	최근	전력설비가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점차	지하로	내려가는	추세로	인하여	지하에	설

치된	설비들은	육안	관측이	쉽지	않아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

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효율

적인	전력	설비관리를	위해	발전,	송

변전,	배전	및	판매에	이르는	전력	전	

분야	ICT	시스템을	AR・VR	콘텐츠	및	

기기로	연동해	주는	에너지	실감	미디

어인터페이스(eRMI)	 솔루션을	 개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14]

4.	AR을	활용한	전력기기	

유지보수	기술

AR	 기술은	 실제	 물체에	 대해	 컴

퓨터로	 생성한	 인지	 오버레이를	 디

지털	 정보와	 결합시키는	 새로운	 인

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으며	착용형	AR	기기인	

Microsoft	Hololens,	Epson	Moverio,	

Osterhoutgroup	ODG	Series,	Vuzix	

Blade	등과	비	착용형인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GE(General	electric)가	풍력발전용	터빈

의	제조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AR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중이며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전력

분야에	AR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Duke	energy와	함께	AR	원격통화를	통한	폭풍후로	피해

를	입은	전력설비의	보수,	발전소의	대표적	10단계	절차에	대

한	교육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15]	

또한	EPRI는	10명의	전문가	인터뷰와	32개의	원자력	시설

을	조사하여	AR	기술	도입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의	생

산성,	효율성,	신뢰성,	안전성	및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AR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발표하였다.[16]

프랑스의	Schneider	Electric은	변전소의	유지	보수,	테스트	

및	수리를	위한	AR	기술을	이용하여	장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작업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17]

일본	Mitsubishi	Electric은	전력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AR	기술을	사용하여	유지	보수	지원	기술을	개발하였

그림	5.    유럽 주요국의 가상 발전소 개념도

그림	6.    한국전력 실감형 VR 전력설비 가시화 기술 사례

그림	7.    해외 주요 AR 기반 전력설비 유지보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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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착용형	AR	기기를	통하여	작업자가	검사	순서를	확

인하고	음성인식을	통하여	현장정보를	전송하며	심층	학습된	

음향	모델을	적용하여	현장	소음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음성인

식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18]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AR	기술을	이용한	전력설비	유지보

수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은	전력

설비	유지보수	훈련	등을	위한	AR・VR	기술	적용	및	확대를	위

한	전력	AR・VR	실증	실험실을	구축하였으며	AR	기반	변전소	

통합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력분야의	새로운	디지

털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독일	Siemens와	MOU를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9,	20]

동서발전은	발전운영	분야	노하우를	증강현실	기술로	구체

화하여	발전설비	신뢰도	및	재난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을	위

하여	㈜이랜택과	발전설비	관리	및	재난안전용	증강현실	스마

트글라스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1]	한국전기기술

인협회는	전기	기술관련	증강현실	교육콘텐츠를	발굴/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관리	시스템(ARCMS)	

및	스마트	글래스(SQ	Glass)를	개발을	진행한	(주)티오이십일

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2]

5.	전력설비	AR·VR	기술	

관련	표준화	동향

전력설비에	특화된	AR・VR	표준화

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에	

적용	가능한	AR・VR	기술에	대한	표준

화는	진행되고	있다.	국제	표준을	제

정하는	기구로는	ISO/IEC	JTC	1/SC	

24와	SC	29를	포함한	공적	표준화기

구와	W3C,	Khronos,	IEEE	등의	사설	

표준화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	

확보를	위하여	AR・VR	관련기업들의	

기술	표준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공적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	1/SC	24는	2011년	

Study	Group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WG	9를	만들어	대한	표

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SC	24/SC	29가	Joint	Ad	

Hoc	Group을	만들어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ISO/

IEC	 18039,	 Mixed	 Augmented	 Reality(MAR)	 Reference	

Model”	표준이	제정되었다.[23]

표준화	과정에서	증강현실	관련	표준화	이름을	최종적으

로	MAR(Mixed	and	Augmented	Reality)이라는	이름으로	확

정지었으며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영역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MAR	기술의	범위는	현실세계에서	가상객체를	증강하는	증

강현실과	가상세계에	현실	객체를	증강하는	가상현실을	포

함한다.

W3C,	Khronos,	IEEE	등의	사설	국제	표준화기구	중	W3C는	

JSON,	WebGL을	통해	웹	기반	표준을	마련	중이다.	Khronos

는	2016년부터	가상현실	HMD와	컨트롤러,	디바이스의	추적	

정보를	표준화된	API로	제공하고	보다	쉽게	가상현실	디바

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IEEE	SA	내의	Standard	 for	Systems	Virtual	Components	

그림	8.    Mitsubishi Electric의 전력설비 AR 유지보수 기술 시스템도

표준번호 표준안 제목

ISO/IEC CD 18038 - Sensor representation i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O/IEC CD 18040 - Live actor and entity representation i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O/IEC CD 18520 - Benchmarking of vision-based geometric registration and tracking methods for MAR

ISO/IEC AWI 21858 - Information model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 contents

표	2.    AR·VR 기술 관련 국제 공적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출처 : 혼합현실 기술과 표준화 동향, ITFIND, 2019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기획시리즈 전력기기 상태감시 및 진단을 위한 기술동향

WG에서는	P1828이란	이름으로	가상세계	구성요소를	포함하

는	시스템	표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모바일콘텐츠표준화포럼,	 MPEG	 뉴미디어포

럼,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포럼	등의	국제표준	대응포럼들도	

AR・VR	기술	관련	표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들은	국

제시장에	대한	기술선점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표준을	우선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에서	AR・VR	기술을	이용한	전력기

기의	유지보수	기술과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	관련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AR・VR	기술은	실감형	정보	

시각화가	가능하며	가상・증강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설비	오

류가	적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장점을	지님

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AR・VR	기술을	이용한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현

장에	일부	적용하고	활용중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실증수준이

다.	하지만	한국전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의	주도

하에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e-IoT	연계	AR・VR	플랫폼	또는	AR・VR	

기반	교육	및	전력설비	유지보수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내설비	또는	비교적	소형설비	위주이다.	최근	무인	발전소,	

변전소	등의	설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시설	유지보

수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력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AR・VR기술	및	시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5G	기술과의	결합으로	무선화	및	고도화가	진행되어	생산성,	

편의성,	활용성이	향상될	것이며	AR・VR	기술을	포함하는	혼합

현실(Mixed	Reality:	MR)이	발전하여	제조,	의료,	교육	등의	

산업으로	확산이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기술선점과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전력	AR・VR	표준화

를	수행	시	전력	산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에너지산

업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기술이	적용된	지능	시각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스마트에너지	신산업의	혁신	기술	매

표준화 과제명/ 
표준명

제안 기관 표준 개요

장치 제어를 위한
손동작 모델

전자부품연구원, PG415, 
사용자인터페이스 표준화포럼

-   3차원 손동작을 사용한 제스처로 정보기기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동작 정의

- 손 제스처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의

AR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주)포스트미디어, KAIST 
CT대학원

-   맥락 인지 AR 구현을 위한 5W1H 기반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구축하고 
AR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현 표준 제시

AR 연속체에서 
현실캐릭터 표현을 

위한 참조모델

충북대, PG 415,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화포럼

- AR 연속체와 현실 캐릭터와의 혼합을 위한 표준 정의
- 현실 캐릭터의 움직임 및 AR 연속체와 현실 캐릭터간의 상호작용 정의

혼합 현실 콘텐츠의 
데이터 마크업 표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   혼합 현실을 위해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각각 현실 콘텐츠, 가상 콘텐츠로 
표현하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데이터 마크업 표현 정의

OpenXR 크로노스그룹
-   16.12.6. SIGGRAPH ASIA에서 VR 장치를 위한 개방형 표준화 작업 발족, 

AR/VR SW API 표준화 

Vulkan 크로노스그룹 - 표준 API 명세로 크로노스 플랫폼 지원과 CPU 오버헤드 저하 및 성능 향상

ARML 2.0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

-   등록된 현실의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물과 연관된 가상 물체가 
표시되는 AR scene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XML 기반 마크업 언어 
형태

eXtended Reality VESA

-   물리 연결과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등과 같은 AR/VR 서비스를 위한 계층구조 생성

-   소스와 싱크 장치 사이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알고리즘 정의

표	3.    AR·VR 기술 관련 국제 사설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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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역할,	전력	AR・VR	서비스	기술	고도화,	경험지식기반	직

무	고도화,	전력산업	신생태계	조성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모바일,	빅데이터,	웨어러블	등	창의

융합산업,	안전	및	무재해	산업	환경,	생산성	증대,	유망	비즈

니스	사업	발굴	등	전력	AR・VR	플랫폼	기반	융합지능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국내	에너지신산업	육성,	환경/기후문제	극복,	전력시장	개

방	등	전력산업의	여러	과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AR・VR	기

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5G	시장으로	발전하는	초연결,	초실

감,	지능화의	혁신	기술을	선도적	AR·VR	플랫폼	모델이	개발

되어	세계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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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R·VR 기술 융합 전력산업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