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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는 전방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안경 본연의 기능과 컴퓨터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

치로서, 얼굴에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의 하나이다. 2012년 구글(Google)이 ‘구글글래스’ 공개한 

이후 스마트 글래스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

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앱손(Epson) 등의 기

업들도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페이

스북(Facebook), 삼성, 애플(Apple) 등도 스마트 글래스 기

술개발에 착수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외안경 또는 쌍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를 통해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블루투스, 

Wi-Fi 등과 같은 무선통신 기술을 지원하며, 인터넷 연결

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한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위치정보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이 가능하다. 사용자와 스마트 글래스 간의 의사소통을 위

한 인터페이스로는 터치 버튼이 사용되거나 음성인식을 통

한 자연어 명령 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장치 정면에 탑

재된 카메라를 이용하면 주변 환경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

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두 

손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외과 의사에게 스마

트 글래스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택배 회사와 같은 물류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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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작업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

하면서 동시에 물품의 운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

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식품저장 

창고와 같은 곳에서도 작업자들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

면 두 손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스마트 센

서들로부터 수집되는 온도, 습도 등 환경정보를 실시간 확

인할 수 있다.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광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글

래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장 작업자의 생산성과 안

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업 분야에 스마트 글래스가 활용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업 분야에서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글래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타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업 분야에서 스마트 글래스 기반의 응

용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스마트 글래스

의 특징과 다양한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다. 문헌 조사를 통해 스마트 글래스의 원리와 대표적인 제

품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광업 분야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

였다.

스마트 글래스의 원리

스마트 글래스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 VR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와는 분리된 환경을 의미한다. 최근 컴퓨터 3D 그래픽 

기술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 장치의 발전은 높은 몰입감을 가진 VR 기술의 개발

을 가속하고 있다. 가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VR과 달리 

AR은 우리 주변의 실제 환경에 컴퓨터 그래픽을 덧입혀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내외적으로 큰 이

슈였던 나이앤틱(Niantic, Inc.)의 포켓몬 고(Pokémon 

GO)가 AR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게임이다. MR은 VR

과 AR이 복합된 환경이다. 즉, 실제의 환경에 현실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이 추가된 환경을 의미한다. 

실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AR과 유사하나, 현실

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Gintautas 

and Hubler, 2007; Milgram and Kishino, 1994). Fig. 1은 

VR, AR, MR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스마트 글래스는 MR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안경 형태의 프레

임을 가진 투시형 HMD 장치로 분류된다(Park et al., 

2013). 따라서 스마트 글래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는 

현실의 정보를 투시하는 방법에 있으며 이는 크게 비디오 

투시(video based see-through)과 광학적 투시(optical 

see-through)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디오 투시 방식은 

디지털 이미지를 안경에 투시되는 영상에 함께 렌더링하여 

MR 환경을 구현한다. 광학적 투시 방법은 현실의 정보를 

데이터처리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만 

안경에 함께 투시하면 된다.

비디오 투시 방식은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

으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대

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이는 스마트 글래스에 높은 

수준의 연산 및 그래픽 처리 성능을 요구하게 된다. 스마트 

글래스의 처리 성능이 충분하지 못하면 데이터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시 영상에 지연이 발생하며, 이는 사용

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광학적 투시 

방식은 실제 안경과 같이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대용

량의 데이터처리 없이 자연스럽게 현실을 투시할 수 있다. 

Fig. 1. Examples of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mixed reality (image source: Medi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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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학적 투시 방식이 스마트 글래스에 보다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HMD 장치를 총칭해

서 광학 HMD로 분류하기도 한다(Sutherland, 1968).

광학적 투시 방법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디

지털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사용자의 눈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곡면 또는 평면거울을 활용한 방식과 도

파로(waveguide) 또는 도광(light-guide)을 이용한 방식으

로 분류될 수 있다(Hoshi et al., 1996). 거울을 활용한 방식

은 구글글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글래스 제품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프로젝터(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에서 발생한 디지털 이미지 정보를 거울의 반사를 통하여 

눈에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작동원리가 단순하여 

작고 가벼운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해상도가 낮고 왜곡이 심하며, 시야각(Field Of View, 

FOV)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평면거울 대

신 다수의 곡면 거울을 조합하여 해상도와 시야각의 문제

를 일부 극복한 제품들이 개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제품

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미지의 선명도가 감소하는 등의 

한계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도파로 또는 도광을 이용한 스마트 글래스 개발 방식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거울 방식의 단점인 낮은 시야

각과 해상도의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기

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도파로 기술을 사용하면 

전자광학시스템의 위치를 얼굴 측면으로 옮길 수 있어 상

대적으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여 실제로 검증된 제품이 출시되지 않

았다(Sarayeddine and Mirza, 2013).

도파로 기술은 크게 회절(diffractive waveguide), 홀로

그래픽(holographic waveguide), 편광(polarized waveguide), 

반사(reflective waveguide) 방식으로 세분된다(Kress and 

Shin, 2013). Fig. 2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빛

이 전달되는 각각의 방식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회절 방식은 깊은 경사의 회절격자(deep slanted diffraction 

gratings)를 사용하여 평행한 빛(collimated light)을 특정 

각도로 도파로에 전달한 뒤, 내부 전반사를 통해서 다시 사

람의 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스마트 글래

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절격자를 저비용으로 생산하고, 

회절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색 불균일성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또한, 회절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인 시야각의 한

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Levola, 2007).

홀로그래픽 방식은 회절격자 대신 홀로그래픽 소자가 빛

의 회절에 사용된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회절 

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회절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야각

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홀로그래픽 방식은 빨

(a) (b)

(c) (d)

Fig. 2. Principles of the smart glass using waveguide. (a) Diffraction. (b) Holographic. (c) Polarized light. (d) Reflex (Par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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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녹색, 파랑 색상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의 소자를 요구하

기 때문에, 이들의 배열에 따라서 발생하는 색상 불균일 문

제도 개선되어야 한다(Mukawa et al., 2008).

편광 방식은 눈동자 쪽으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층 

코팅과 편광 반사기를 사용한다. 앞선 두 방식과는 달리 시

야각 제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층 코팅과 반사기를 구현

하기 위해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반사로 

인해서 손실되는 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치명적일 

수 있다(Lumus Ltd., 2006).

반사는 앞서 설명된 거울을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빛을 전달하기 위한 도파로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편광 방식과는 달리 다층 코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 불균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 

방식과 마찬가지로 왜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충분

한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사기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데, 이는 도파로의 두께 증가로 이어져서 제품으로 만

들 때 그 형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의 방식들 이외에도 최근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눈 망막에 직접 투사하는 가상 망

막 디스플레이(Virtual Retinal Display, VRD) 형태의 기술

도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까지는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The verge, 2019).

대표적인 스마트 글래스 제품들의 특징

본 장에서는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대

표적인 스마트 글래스 제품들에 대해서 그 특징과 기술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Table 1). 

Google Glass Enterprise Edition 2

구글은 2012년 구글글래스라는 이름의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하였으나, 사생활 침해와 편의성 문제 등으로 인하

여 곧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단점들을 개

선하고, 항공, 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

춘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2(enterprise edition 2)

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안경의 형태를 유지하

면서, 퀄컴 스냅드래곤(Qualcomm Snapdragon) XR1 플랫

폼을 바탕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화하면서 인공지능 처

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제품은 전작과 마찬가

지로 광학적 투시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과 해상도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 파이프(light pipe) 방식을 활용

한다. 골전도 스피커와 이어셋을 통하여 소리를 전달하며, 

음성 및 본체 우측의 터치패드를 통하여 조작할 수 있다. 산

업 현장에서 신입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의료분야

Table 1. Specification of Google’s Glass Enterprise Edition 2, Microsoft’s Hololens 2 and Epson’s Moverio BT-350 (Epson, 2019; 

Google, 2019; Microsoft, 2019a)

Google Glass 

Enterprise Edition 2

Microsoft 

Hololens 2

Epson

Moverio BT-350

CPU
Qualcomm XR1 

1.7 Ghz Quad-core
Qualcomm Snapdragon 850

Intel Atom X5 

(1.44 GHz Quad-Core)

RAM DDR4 3 GB 4 GB LPDDR4x system DRAM 2 GB

Storage 32 GB 64 GB 48 GB

Camera 8-megapixel camera
8-megapixel camera, 

1080p video recording
5-megapixel camera

Battery 820 mAh 16,500 mAh 2,950 mAh

Weight ~46 g 566 g 151 g

OS Android 8.0 Oreo Windows 10 Android 5.1

Sensor 6-axis gyroscope

 Azure Kinect sensor,

accelerometer,

 gyroscope,

magnetometer,

6-DoF (Degrees of Freedom),

GPS

Wi-Fi,

Bluetooth,

GPS,

3-axis gyroscope

Fluoroscopy 

method

Curved mirror 

(+Reflective waveguide):

Google Light pipe

Holographic waveguide
Reflective waveguide:

Epson ligh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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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Microsoft Hololens 2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홀로렌즈(Hololens)라는 이

름의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한 후 3년 만에 Mobile World 

Congress(MWC) 2019에서 홀로렌즈 2라는 개선 버전을 

공개하였다. 이 제품은 그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광

학적 투시 방법의 도파로 기반 방식, 특히 홀로그래픽 방식

을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방식은 시야각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

다. 전작의 시야각은 대각 34도에 불과하였다. 개선된 제품

은 이 시야각을 전작보다 2배 이상 넓히고, 해상도도 1안당 

750 픽셀 수준에서 2k 픽셀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이

를 위해 개선된 제품에서는 레이저와 거울을 활용한 미소 

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스캐

닝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이 내장된 심도 센서

를 바탕으로 실제 물건을 만지듯 상호작용이 가능한 MR 환

경을 구현하였다. 홀로렌즈 2는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2와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 정비, 수술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Fig. 3(a); Bloter, 

2019). 

Epson Moverio BT-350

앱손은 2011년 최고의 퍼스널 시어터라는 컨셉으로 모

베리오(Moverio) BT-100이라는 프로토타입의 스마트 글

래스를 출시한 이후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며 스마트 글래

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 출시된 BT-350은 광

학적 투시 방법의 도파로 기반 방식 중 반사 방식을 통하여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광 정보를 전달한다(Fig. 3(b)). 엡손 

도광(Epson light-guide)으로 명명되는 기술은 약 1 cm 두

께의 도파로를 통하여 마이크로디스플레이로부터 발생한 

빛을 전반사를 통해 눈으로 전달한다. BT-350은 구글 및 마

이크로소프트 제품들과는 달리 컨트롤러가 유선으로 본체

에 연결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제

품은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

었으나, 박물관에서 MR 환경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는 정

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 글래스의 분야별 활용사례

의료분야 활용사례

Kim and Park(2013)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에 스마

트 글래스를 사용했다. 실제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뇌졸

중 환자의 재활 훈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상환경에

서는 동일한 훈련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고, 성과를 정량

화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여 환자의 능력

에 따라 훈련 환경을 변경 또는 조절하여 맞춤형 훈련을 제

공할 수 있다. 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환자

에게 훈련을 위한 동기도 부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환경에서 계단 오르기, 스노보

드 타기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고전적인 훈련을 시

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계학적으로 보행능력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 반구의 뇌 활성도 대비 손상 

반구의 뇌 활성도 비가 증가함을 통해 가상현실 치료가 뇌

졸중 환자의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

에도 가상현실을 활용한 재활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

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Kim and Park, 2013).

(a) (b)

Fig. 3. Photos of wearing smart glass. (a) Microsoft Hololens 2. (b) Epson Moverio BT-350.



김다원 · 백지은 · 최선한 · 손함암 · 하완수 · 최요순

한국자원공학회지

462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는 시술 중 의사가 구글글래스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도록 하는 연구를 시

행하였다(Choi Yoon Sup’s Healthcare Innovation, 2014).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수술 중에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만, 수면 상태에서 진

행하는 시술의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 없이 시술자가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 시술자가 환자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도록 

하였을 때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수술중 CT(Computeriz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다양한 환자 관련 

정보를 음성으로 글래스에 띄워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

술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다(Fig. 4(a)).

관광분야 활용사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실크로드 경주 2015’ 전시에서

는 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석굴암을 가상으로 관람할 수 있

게 트래블 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

고 10분간 가상의 석굴암을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로, 단순

히 보는 것뿐 아니라 걸어 다니며 손으로 모션을 취하는 상

호작용이 가능해 현장에서 석굴암을 직접 보는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이 스마트 글래스 체험

에 좋은 반응을 보여 유료 프로그램임에도 연장 운영되었

다(Choi, 2019).

일본 토미오카시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일

본의 국보이자 국가지정 사적이며 세계유산이기도 한 일본 

최초의 근대식 공장 토미오카 제사장을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Fig. 4(b)). 토미오카 

제사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지속

적인 관리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보

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사장의 유지 관리에는 지

속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토미오카시에서는 유지비 

절약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MR을 이용한 투어 상품을 

개발하였다. 투어는 건립 시기의 건물 내외부와 조업 모습

을 담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조업하는 모습을 재현한 360

도 영상과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Choi, 2019).

교육분야 활용사례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는 수업 전용으로 제작된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고 있다. 수업 중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

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의 스마트 글래스와 학생의 핸

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였다. 학생 스스로가 배운 내

용을 이해했는지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교사의 안경에는 

Fig. 4(c)와 같은 화면이 뜬다. 이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이

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의 다이어그램으로 

학생들의 이해 현황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이 기술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 정도를 

교사에게 알릴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질문도 가능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CircusAR, 2019).

스탠퍼드대 메디컬 센터에서는 수련의들을 위해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도제식 교육방식

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특성상 배우는 과정에서 긴장이 필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수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수련의들의 수가 많아지면 수련의들

이 수술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 효율이 떨어

지게 된다. 스탠퍼드대 메디컬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하는 교수와 수련의들이 함께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많은 학생이 

카메라와 영상을 통해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학 교육비도 절감하였다(NDSL, 2019).

물류분야 활용사례

DHL은 구글, 뷰직스, 유비맥스와 협력하여 물류창고 업

무에 AR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비전피킹 

시스템을 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작

업자는 물류창고 내 특정 제품의 구역 및 위치, 주문 수량, 

수하물 하역장소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 업무 중 두 

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Fig. 4(d)). 작업자가 제품의 

바코드 스캔 작업과 작업 리스트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류를 줄이고 업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DHL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생산성은 평균 15% 향상

되었고,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신규 작업자를 위한 교육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HL, 2019).

시설관리분야 활용사례

엘리베이터 제조 기업인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의 유

지보수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를 적용하였다. 티센크루프는 작업자가 현장 방문 전 홀로

렌즈를 통해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했으며, 현장에서는 작

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AR로 제공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올 필요 없이 작업

자가 전문가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AR 환경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티센크루프는 유지보수 작업시간

을 수십 분 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Microsoft, 2019b).

치안분야 활용사례

치안분야에서는 군중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범인을 체

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인이 옷만 갈아입어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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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스마트 글래

스를 활용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다. 건물 내에서 스마트 글

래스를 착용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직원임을 표시

하는 박스가 글래스에 비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

은 사람은 외부인으로 표시되고 위험인물로 분류된 사람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스마트 글래스는 관제 시스템과 무

선으로 연결되어 얼굴의 특징점 64개를 추출한 후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다(iMBC, 

2019). 

실제 중국에서는 경찰들에게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스마

트 글래스를 지급하였으며 용의자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해 용의자를 추적할 때 사용하고 있다(Fig. 

4(e)). 스마트 글래스를 공공부문 치안유지 기술로 상용화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감시 또는 공동감시를 가능하

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TV CHOSUN, 2019).

전자상거래 분야 활용사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XSW(South by Southwest) 

(a) (b)

(c) (d)

(e) (f)

Fig. 4. Applications of smart glass in the (a) health care (image source: youtube, 2019), (b) tourism (image source: Tomioka-silk, 

2019), (c) education (image source: CircusAR, 2019), (d) logistics (image source: DHL, 2019), (e) security (image source: 

Chosun.com, 2019) and (f) E-commerce industries (image source: 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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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에서는 지불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

였다(Fig. 4(f)). 이 제품은 일반 선글라스와 외형적인 차이

가 없으나 옆면에 칩을 내장하고 있어 근거리 무선통신 결

제 단말기를 이용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비자는 개발 단

계의 스마트 선글라스에 대해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은행 및 다수의 기업과 다양한 방향으로 제휴 가

능성을 타진 중이다(Kotra, 2019).

광업 분야 VR 및 AR 기술 활용사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글래스

가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업 분야에서의 활용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장에서는 광업 분야에서 스마트 글래

스가 사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술인 VR/AR 기술

을 활용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광업 분야에서도 작업 현장의 생

산성과 안전성 향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광업 분야에 VR 

기술이 도입되면서 작업자들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채광작

업을 훈련할 수 있다. VR 기술을 사용한 훈련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채광장의 위험요소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제

거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VR을 

활용한 사례들로는 고용 전 선별검사, 계약자 훈련, 위험 인

식훈련, 대피강화 훈련, 작업장 절차 및 소각 공간 훈련 등

이 포함된다(MiningMagazine, 2019a). 

Norris사의 WorksiteVR Quest는 VR기반의 시뮬레이터

를 교육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업과정을 미리 숙지하고, 

위험요소 발생시 대처하는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몽골 Oyu Tolgoi 광산의 10개의 작업장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VR 프

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WorksiteVR Quest 통해 분

석한 결과 훈련과정의 이해도가 기존 대비 22% 높아짐을 

확인하였다(MiningMagazine, 2019a). 

Montana사에서는 위험 인식 챌린지(hazard recognition 

challenge) 앱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작업장, 

도로 및 공장 등에서 사고 및 부상 통계 데이터를 받아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한 가

상훈련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상향시킬 수 있다. 이 앱은 

실제 현장에서 1,000명 이상의 광부를 훈련하는데 사용되

었다(MiningMagazine, 2019b). 그 밖에도 Deloitte사의 

M3Safe는 양방향 통신을 통해 작업공간의 환경을 실시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요정보는 작업공

간 내의 위험한 가스의 농도, 공기질, 작업자의 위치 및 이

동성에 대한 정보이다. M3Safe는 광산 데이터 플랫폼에 업

로드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ningMagazine, 2019b).

Kim and Choi(2019a)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센서와 

굽힘 감지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하여 VR 환경에서 광업 분

야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3차원 인터페

이스 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3차원 인터페이스는 전통

적으로 사용되는 2차원 마우스, 3차원 마우스, VR 컨트롤

러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면서 광업 

분야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Kim and 

Choi, 2019b).

광산개발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

로 앞으로도 VR/AR 기술에 대한 도입과 애플리케이션 개

발이 계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 광산 현장의 MR 환경 구현

을 위해 스마트 글래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토   의

스마트 글래스는 매우 혁신적인 제품으로 광산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업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있다(Kumar and Sharma, 2014). 스마트 글

래스는 사용자의 시력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동시에, 사

용자의 눈앞에 MR 환경을 구현하여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착용한 작업자는 복잡하고 불편

한 업무들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는 달리 작업자의 두 손을 자유롭게 하여 작업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글래스의 도입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이다(Hofmann et al., 2017). 스마트 글래스

는 일반적인 안경과 같은 외형을 갖고 있지만, 카메라 센서

를 탑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촬영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가 발

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 영상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표현과 제공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가적인 문

제도 발생할 수 있다(Roesner et al., 2014; Wassom, 2014). 

광산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할 경우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작업자들도 인지하

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정보 보안과 관련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법제

도를 정비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마찬가지

로 스마트 글래스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작업자가 불쾌감

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

의 경우 안경 형태로 안면에 직접 착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력 저하 및 과도한 전자파 노출 등은 작업

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Rauschn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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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6). 광산 작업자들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나 피로감,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글래스의 원리와 대표적인 제품들

의 특징을 정리하였고,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스마트 글래스는 안경 형태

의 프레임을 가진 투시형 HMD 장치로서 MR 환경 구현에 

효과적이다.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

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평면 또는 곡면 거울을 활용한 광

학적 투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파로나 도광

을 이용한 광학적 투시 방법도 스마트 글래스 개발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 수

술 중인 의사에게 환자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활용되

고 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일본 토미오카 제사장 등

과 같은 관광지에서도 활용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스페

인과 미국에서는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새로운 교육방식

을 적용하고 있으며, DHL과 같은 물류 기업에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글래스를 도입하

였다. 그 밖에도 시설관리분야, 치안분야, 전자상거래분야

에서 스마트 글래스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업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스마트 글래스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

폰, 태블릿 PC 또는 HMD 장치를 이용한 VR/AR 기술이 광

산 현장에 도입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스마트 글

래스 기반의 다양한 응용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것

이라 예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광산 현장에 스마트 글

래스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스

마트 글래스의 활용은 산업 전 분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 

예상된다.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광업 분야에서도 스

마트 글래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장 작업자의 생산

성과 안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광업 분야에서 

활용될 스마트 글래스 기반의 응용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위해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사   사 

본 연구는 2019학년도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

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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