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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고래는, 어느 드넓은 망망대해가 아닌 실내 체육관 바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었다. 자연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 속 장면일 것만 같은 이 영상은 증강현실 스타트업 기업 매직 리프(Magic Leap)의 

소개 영상이다.

가상/증강현실(Virtual/Augmented Reality, VR/AR)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산업 등 일상에 광범위하게 활

용할 수 있어 앞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 IoT, 로봇, 빅데이터 등 최

첨단 기술과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과학 기술이라 하겠다. 

본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는 먼저, 이러한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V
irt

ua
l/
A
ug

m
en

te
d
 R

ea
lit
y,

 V
R
/A

R
   

( 출처 : Magic Le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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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가상/증강현실이란?

가상/증강현실이란?

1) 2016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 가상/증강현실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고 사용자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

고 가상 - 현실 세계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상현실1)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

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가상현실이라 한다.

 - 3차원의 공간성, 실시간 상호 작용, 몰입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현실은 디스플레이 및 렌더링 장비를 통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컴퓨터와 VR헤드셋을 통해 구현한 입체적인 가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시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청각, 촉각 등 오감과의 상호작용 및

    음성, 동작인식 등을 통해 가상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해준다.

 - 가상현실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입력장치(Input Device), 실제 같은 느낌의 제공을 담당하는 출력장치

    (Output Device), 그리고 전체 환경의 제어와 동기화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 출처 : 테크홀릭 )

증강현실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 기술이라 한다.

 - 실제 환경에 가상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 모든 환경을 컴퓨터를 통해 가상환경으로 제작하여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가상현실과는 달리,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향상된 현실감을 줄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이 위치해 있는 실제 환경을 인식함과 동시에 실제 영상위에 표현된 가상의 정보도 인식하게 된다.

실제현실

일상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개념

현실개념

현실과 가상의

비율

예

증강현실

'포켓몬GO'

현실의 상황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

가상현실

가상의 훈련

현실, 허구의 상황을

100% 가상으로 구현

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가상/증강현실이란?

( 출처 : 국내외 AR/VR 산업 현황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현실 가상
가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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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 vs 증강현실 개념 요약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인공기술을 토대로 현실과 유사하지만 현실이 아닌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환경

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실제 환경에 가상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으로 모든 환경을 컴퓨터를 

통해 제작하는 가상현실과는 달리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환경에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배경2)

가상현실

영화 속 소재로 많이 접해왔던 가상현실은 증강현실 및 증강가상, 혼합 현실 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상현실의 개념은 1852년 

최초 등장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SF 작가 스탠리 G. 와인바움이 1935년에 서술한 '피그말리온 안경(Pygmalion's Spectacles)'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가상현실 기술'의 원천은 1968년 미국 유타 대학의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가 HMD(Head Mounted Display)를 연구하면서 관련 

기술의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연구는 1969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승무원들을 훈련시킬 컴퓨터 상호작용 반응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 마이론 크루거(Myron Krueger)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이후 1985년 Jaron Lanjer가 컴

퓨터에 의해 제작된 몰입된 시각적 경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가상현실 기술은 비행기 시뮬레이션과 같은 군사 훈련용을 시작으로 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게임기로 만들어져 대중화 시도를 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대중화에는 실패하였다.

2) 2016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 가상/증강현실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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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부터 오큘러스, HTC, Sony가 PC와 게임기 기반의 제품을 발표하고, 구글과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반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가상현

실 기기의 대중 보급이 다시 시작되었다.

 － 페이스북에 인수된 오큘러스는 PC기반의 가상현실 시장을 주도

 － Sony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의 PSVR 출시

 － HTC의 Vive는 방 크기의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경험을 제공

 － 구글은 스마트폰과 골판지로 만들 수 있는 VR용 DIY키트, 카드보드 공개

 － 삼성전자는 오큘러스와 협력, 스마트폰 기반 기어VR을 상용화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중 복합형 가상현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미국의 이반 서덜랜드의 HMD 개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0년

대 후반부터 미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다.

 

1990년 톰 코델(Tom Caudell)은 보잉사의 작업자들에게 항공기 전선 조립과정에서 가상 이미지를 실제화면에 중첩해 설명하며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를 최초 사용하였고, 이후 현실 세계에 3D영상기술로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주는 증강현실 기술이 개발되었다. 

초기 P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증강현실은 2000년 이후 PDA, UMPC, 모바일폰 등의 보급으로 모바일 증강현실의 플랫폼이 다양화되기 시작했

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 모바일 증강현실의 현실 응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스마트폰이 증강현실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이유

는 카메라 이외도 소형화와 경량화된 GPS, 나침반, 자기센서, 가속도센서, 터치센서, 근접센서, 조도센서, 와이파이, RFID 등 다양한 센서들이 내

장되어 사용자의 위치 외에도 명령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조선미디어 )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배경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배경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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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투명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HUD(Head Up Display)를 통해 최초로 실용화됐으며 이후 고급형 

자동차, 스마트폰을 거쳐 안경 형태까지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며 성장하였다.

  － 1988년 제너럴 모터스에서 개발한 올즈모빌의 Cutlass Supreme는 HUD를 최초로 적용

2009년 아이폰 3GS를 통해 다양한 증강현실 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6년 포켓몬GO의 성공으로 인해 증강현실에 대한 대중관심이 급상승

하였다.3)

  -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들은 사용자의 위치, 시선 등의 추적을 가능하게 해 주면서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

    들이 등장

 － 증강현실 기술은 초기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였으나, 영상 속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인쇄된 특정 형태의 태그나 심볼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여 가상물체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도 등장하여

    광고나 교육에 활용

( 출처 : 이케아 카탈로그 앱 ) ( 출처 : 구글 모바일 번역기 )

증강현실 서비스 앱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류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중분류로 하고, 각각의 중분류에 따른 세부 기술을 소분류로 하여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SPRi Issue Report -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발전 방향과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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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가상/증강현실 분류체계

가상/증강현실

중분류

하드웨어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소분류

인터랙션

오감/감성 콘텐츠

HMD, BOOM, CAVE, Data Glove

모션트래킹

햅틱/오감 인터페이스

군사용

의료/산업/교육용

스포츠/방송/오락용

테마파크

가상 입체체험관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류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배경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새로운 세상, 그 현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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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는 사용자가 소비하는 오락 등 콘텐츠, 플랫폼은 크게 콘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저작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기술 플랫폼’)과 AR/VR 콘텐

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 (‘유통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네트워크는 AR/VR 콘텐츠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송 통신서비스를 의미하

며, 디바이스는 AR/VR를 경험하는 디스플레이 기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X), 영상촬영기기 등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콘텐츠 부문은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적합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부문은 아직 디바이스 제조사, 콘텐츠 개발업체 등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술 플랫폼

은 전문 영상기술 기업들이 선점, 유통 플랫폼은 주요 ICT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AR/VR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또는 기가와이파이 수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국내외 주요 방송통

신업체들이 2020년까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AR/VR 콘텐츠 또는 플랫폼 사업에 진출도 일부 추진되고 있

다.

디바이스 부문은 주요 ICT 기업들과 게임 업체 및 스타트업들이 가세하여 다양한 유형 가격의 디바이스가 시도되는 단계다. 활발한 기술 개발에 

힘입어 디바이스 시장은 2016년 32억 달러에서 2020년 15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콘텐츠(Contents)와 서비스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결합된 C-P-N-D 생태계형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4)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방향

가상/증강현실 C-P-N-D 생태계

4) 국내외 AR/VR 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17.04. 현대경제연구원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글

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미래에 적용될 분야 역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야

( 출처 : www.insightors.com )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방향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야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야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방향

C: 콘텐츠 P: 플랫폼
(앱스토어)

N: 네트워크

D: 디바이스

게임 ∙엔터

교육 ∙훈련 VR
·
AR

게임

의료

교육

영상

제조
·

산업

방송
·

광고

▶ 게임 : PC/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 테마파크 : 롤러코스터, 4D 시뮬레이션 등

▶ 영화 : 기술영화(Tech-Film)

▶ 내비게이션 : 3차원 가상경로, 실사영상기반 실감 내비게이션

▶ 드론 : 1인칭시점(FPV)영상, e-스포츠 등

▶ 부동산 : 가상 모델하우스, 부동산 영상 등

▶ 방송 : 가상 스튜디오, 드라마 등 VR콘텐츠 제작,

            스포츠 중계, 콘서트 실황 공연 등

▶ 광고 : 가상 광고 시스템, 전시관 가상 체험 등

▶ 자동차 : 가상 테스트, 디자인 및 설계, 자율주행체험 등

▶ 항공 : 배선조립 및 도색공정 가상훈련, 기내서비스 제공 등

▶ 기타 : 복잡한 기계 조립, 유지보수(A/S) 정보 획득

▶ 이러닝 : 팝업북 등 교육 콘텐츠

▶ 훈련 : 군사작전 훈련, 직업 훈련 트레이닝

▶ 외과학분야 : 수술 교육용, 고난이도 수술 훈련용 등

▶ 정신신경과학분야 : 가상 시뮬레이션 정신행동치료

▶ 영상진단학분야 : 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CG활용

▶ 재활의학분야 : 재활치료용 시뮬레이션 훈련

▶ 헬스케어분야 : 원격 의료, 원격 휘트니스 등

▶ 기타분야 : MRI, CT 등 센서를 통한 환자 정도 3D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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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류에 따라 대표되는 기술을 선별하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하드웨어  

HMD, 스마트 글래스 등 가상/증강현실 제품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이

며, 오큘러스, 소니, MS, 삼성, Google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공격적

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당초 군사 훈련 및 전문가용으로 활용되었던 가상현실 기기들이 점차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위한 용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중화

를 위해 가격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현재는 시청각 위주의 기기들이 주를 이루며 출시되고 있으나,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구현하는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제

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① 스팀 VR(Steam VR)

미국 유명 게임사 밸브와 HTC가 70개의 내장 센서를 탑재해 출시,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 4.5m 반경 이내에서 이용자의 움직임을 감

지하며, 컨트롤러 역시 위치 추적 기능이 포함돼 있다.

게임 개발사 파이어프루프 게임즈, 도브테일 게임즈와 TV 방송채널 

HBO, 영화 제작사 라이온스 게이트와 제휴를 맺어 풍부한 콘텐츠 제

공한다.

② 삼성 기어 VR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등으로 출시 50여 일 만에 800대 가

량 판매, 정식 이름은 '기어 VR 이노베이터 에디션 포 에스식스'(Gear 

VR Innovator Edition for S6)이다. 

③ Google 카드보드

Google 카드보드는 골판지에 어안렌즈와 자석을 붙여 저렴하게 가

상현실을 구현한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Google 카드보드 

앱을 설치해 유투브, Google어스, 영화관 서비스 등을 즐길 수 있다.

Google I/O 2015에서 Google 카드보드2와 함께 선보인 '스페이스 

사운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음량을 조절해 현

장에 있는 현실감을 더했다.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360도 파노라믹 뷰와 96도 시야각을 

지원하며 사용과 동시에 충전되는 배터리와 간편한 기능들을 선보였

다.

삼성 기어 VR은 가상현실로 스포츠 중계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도

록 특화된 '밀크 VR'도 선보였다.

④ MS 홀로렌즈

 

2015년 1월 HMD와 안경형 디바이스의 혼합형 증강 현실 디바이스 

‘HoloLens’를 공개했다. 다른 HMD 제품들과는 달리 반투명한 글

래스에 홀로그램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PC 등과의 연결 

없이 독자적으로 구동한다. 2015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신제품발

표회에서 증강현실 기기 홀로렌즈를 착용한 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인텔, AMD, 퀄컴, 에이서, 델(Dell), HP, 레노버, MSI 등 다수의 IT기

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 운영체제로는 윈도 10을 탑

재했는데, 스마트폰이나 PC 등 외부기기와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3월 더욱 발전된 형태의 증강현실 기술 

‘홀로포테이션(Holopotation)’을 공개했는데, 상상 속 순간이동을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해준다. 원거리에서 있는 상대를 3D 스캔 후 

홀로그램으로 눈앞에 등장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공동작업이 용이함

은 물론 멀리 떨어진 가족과 실시간으로 대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5)

⑤ 모베리오 BT-350

 

2017년 5월 출시된 일본의 세이코 엡손의 모베리오 시리즈 최신 모

델 BT-350은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멀리 볼수록 화면이 

크게 보이고, 세이코 엡손은 320 인치 휴대형 개인용 극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컨셉을 강조하며 다시 소비자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공략하

고 있다.6)

⑥ VIVE 트래커

 

VIVE 트래커는 HTC 바이브를 위한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컨

트롤러로써, 현실세계의 소품 또는 신체의 일부를 VR컨트롤러로 전

환시켜 보다 실감 나고 몰입도 높은 VR 경험을 제공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로 해당 제품을 특수 제작된 장갑에 부착할 시 손가락

의 움직임이 가상현실에 반영되어 실제 의료행위 구현 또는 손을 사

용하는 세밀한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일반 장갑에 부착시 권투 연

습 등의 타격감 있는 컨텐츠를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다. 

 5) 증강현실 기술개발 동향, 20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주간기술동향 1806호, 20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출처 : 세이코 앱손 )

( 출처 : 제이씨현 시스템 )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방향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야 가상/증강현실 기술 분야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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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기류에 부착하면 실제로 총을 조준 및 발사하는 느낌을 체감

할 수 있어서 실감 나는 슈팅게임이 가능하며, 발등에 부착하면 발목

과 무릎 등 몸의 움직임이 가상현실에서 사실 적으로 표현된다. 해당 

제품은 야구 방망이, 골프채, 펜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주변기기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VIVE 트래커는 연동이 가능한 전용 액세서리의 제약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VR 컨텐츠 개발자 및 VR 일반 사용자 사이에서 

미래의 VR 게임 및 다양한 컨텐츠의 작동 기반을 바꿀 수 있는 획기

적인 컨트롤러로 여겨지고 있다.7)

⑧ Virtuix Omni

신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런닝 머신 형태의 인터페이스 기기로 크라

우드 펀딩인 킥스타터를 통해 2013년에 설립된 'Virtuix '의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로, 헤드마운트형 디스플레이와 연동해서 걷기, 달리기, 

360도 회전 등이 가능해 높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

징이다.

⑨ 이밖에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로 뛰거나, 걷거나, 비행하는 등 가

상현실 콘텐츠를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다.

7) INVEN VR 가상현실, 2017.05.17 기사.

⑦ 덱스모(Dexmo)

덱스모(Dexmo)는 가상현실 내에 있는 물체를 실제처럼 만져 크기와 

모양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글러브형 컨트롤러다. HTC바이브나 오

큘러스리프트, 플레이스테이션VR 같은 가상현실 헤드셋은 손의 움직

임을 추적하는 모션캡처를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갖추고 있다. 

이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신의 손 움직임을 재현

하는 한편 물체를 잡는 등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다. 또 손가락 하

나하나의 움직임을 재현하고 가상현실에서 만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 현실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 출처 : Virtuix Omni )   

▲ 삼성전자의 어트랙션‘카약’과‘산악자전거’

▲ 로봇 VR

▲ 'HTC VIVE'용 건 콘트롤러와 트레드밀 

▲ 독일 VR기업 KISMET의 수술 시험 프로그램

2. 시스템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특수 직업군(군인, 비행기 조종사, 우주인, 엔

지니어 등)의 교육 시뮬레이션 용도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① 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 활용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헬스

케어 서비스의 제공과 오감 기술의 재현을 통한 의학교육, 수술 시뮬

레이션, 진단 및 치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용 절감과 치료 효

과성의 극대화, 안전성의 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과

적 목적의 가상 수술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 하에서의 진료와 가상환

경을 통한 심리치료 등 의료산업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이 늘어

날 전망이다.

의료 산업에 적용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살펴보면, 환자의 장기를 

3차원 시각화, 가상 내시경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이를 

8) 독일, VR(가상현실) 산업이 뜬다. 2017.4.28.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가상/증강현실 훈련 효율이 실현되고 있다. 일

부 해외 병원의 경우 방사선 및 신경외과에서는 수술 전 VR을 활용

한 가상 수술이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상 VR 교육의 일례를 들면, 독일의 의학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KISMET이 개발한 VR 프로그램의 경우 수술 중 지속적으로 환자 상

태를 분석한 후 그래픽화한 결과를 제공하며, 의료 기술 교육을 위한 

입체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8)

한편, 영국의 플렉스텍 컨설팅(Plextek Consulting)은 오큘러스 리프

트를 활용하여 원격 진료 및 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패키지를 개발하

여 상용화 하였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착용한 환자가 가상공간 속 의

사와 마치 실제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검진을 진행

하게 한다. 또한, 오큘러스 리프트와 연동된 원격 조정 로봇 단말을 

이용해 간단한 원격 치료까지 가능하다.

국내연구진에 의해 뇌졸중 및 치매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재활시스템

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가상의 공간에서 환자가 다양한 미션을 수

행해 재활을 하는 형태의 치료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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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 분야에서는 가상 스튜디오가 대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역사 체험, 기상 예보, 선거 

방송, 스포츠 해설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 모의 훈련을 통해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전

투 환경을 재현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훈련할 수 있으며 낙하산 훈련, 

비행기 조종, 목표물 찾기, 폭발물 제거, 모의 전투 등 다양한 솔루션

이 적용 중이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군사훈련

으로 실제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재현하여 훈련

을 함으로써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훈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비행 훈련용 시뮬레이터 역시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의 

발생과 같이 실제 환경에서는 수행하기에 많은 위험과 비용이 따르는 

정상,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효과적으로 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항공기를 비롯한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조종 훈련에 가

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행기, 우주선, 자동차, 잠수함 등

과 같은 모든 대형수송 수단들은 조종훈련에 가상현실 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다.

3. 콘텐츠9) 및 서비스

①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학습 도구로 개발

된 콘텐츠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를 들면, 최근 개발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중 과학 교육의 

내용은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 뿐 아니라 달에서 지구를 바라봤

을 때,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달을 봤을 때 등 상대적 위치를 변화시

키며 달을 관찰하여 달이 상현달에서 보름달, 다시 하현달로 바뀌는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그림과 글로만으로 학습하는 것 보

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로 개발된 것이

다.

또한, 360도 영상을 이용한‘아마존 강 탐험’,‘에베레스트 등반’,

‘화성 탐사’등의‘가상체험형’교육 콘텐츠, 가상공간 속에서 수학, 

생물학, 지리학 등을 배우는‘게임형’콘텐츠 등이 있다.

▲ 가상/증강현실 방송

( 출처 : 인텔리전트 디씨전, 디스마운티드 솔져 트레이닝 시스템 ) 9) 2016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 가상/증강현실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NASA가 공개한 체험관 '목적지: 화성' ( 출처 : NASA )

② 인체 모형을 이용한 수술 교육 시뮬레이터 같은 '관찰 조작형' 콘

텐츠,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활동형' 콘텐츠, 가상의 도우미가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보조형' 콘텐츠, 실제 차량 위에 정보를 투사해 

수리 실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현장 문제 해결형' 콘텐츠 등이 개발

되어 있다.

③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해 제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중 하나는 스크린 골프, 야구와 같은 체험형 실감 스포츠, 전투 

즉 가상 체험 게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나 극적인 상황에 직접 있는듯한 현실 체험감에 게임을 더욱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관심 집중되고 있으며, 가상현실의 

실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투 ∙ 스포츠 등 역동적 게임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 VR 기업 크리텍(Crytek)사가 2016년 출시한 'The climb'은 세

계 유명 산맥·등산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VR glass를 통해 경치

를 보고 리모컨을 사용해 등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높은 곳을 오

른 것처럼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실감나는 그래픽이 주목을 받고 있

다.10)

10) 독일, VR(가상현실) 산업이 뜬다. 2017.4.28. KOTRA 해외시장뉴스

▲ 스크린 골프

▲ 버추얼 피팅

▲ 독일 Crytek의 'The climb'

④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피팅 기술 적용을 통한 실감 쇼

핑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확인하는 대신, 증강 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⑤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가상 관광지, 테마파크 

등을 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광지를 체험관을 통해 관광할 수 있는 것

으로, 국내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SF2015’에서 석굴

암VR 체험이 진행된 바 있다. 3D로 만든 실제 크기의 석굴암형 돔 

안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관람객이 직접 걸어서 석

굴암 내부를 탐험하는 형태로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여 실제 석굴암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교육적인 체

험이었다.

⑥ 일본 부동산 정보업체 '홈즈'에서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이용해 

매물로 나온 부동산 및 주택의 실물 확인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Room VR'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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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예로, 일본 리쿠르트가 기획, 제작하고 있는 신축 맨션 정

보 잡지 '주간 스우모(SUUMO) 신축맨션(수도권판)'의 발행호에 VR용 

3D 고글 '스우모(SUUMO) 스코프'를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스우모 스

코프는 구글의 오픈소스인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 '의 기

술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기획, 제작한 '스우모 앱(안드로이드, iOS 대

응)'과 연계해 미츠이부동산 레지덴셜의 신축 분양 맨션인 '파크홈즈 

토요스 레지던스'를 입체감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잡지 구독자에

게는 건물 외관, 공용 시설, 실내 룸 등 총 3가지 패턴의 VR 영상이 

제공된다.11)

11) 집구경도 VR시대. 2015.08.27. VR News Network

( 출처 : http://spc-lab.jp/vr/ )

주요 기업 제품 개발 이슈12) 13)

12) 증강현실 기술개발 동향, 20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가상현실 동향분석, 20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① 애플(Apple)

애플은 증강현실 사업 강화를 위해 2015년 스타트업 metaio, 2016

년에 스타트업 FlyBy Media를 인수했다. 기존 증강현실 성능 향상을 

위해 Perception, Vocal IQ 등 인공지능(AI) 기업들도 합병했다.

④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15년 오큘러스 VR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기어 VR 

(Gear VR)’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가상현실 시장에 진출하였다. 오

큘러스 모바일 SDK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HMD 방식의 기기로, PC와 

연동되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달리 스마트폰의 기능(디스플레이, 센서 

등)을 이용하여 HMD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가상현실 콘

텐츠의 재생 및 출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PC 및 콘솔 연동기

기 대비 휴대성이 향상되었으며, 일반 소비자가 360도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360 카메라(‘기어360’)를 출시하였다. 

특히 전방위 입체각을 촬영할 수 있도록 360도에 상하 방향까지 추

가된 전방위 입체각 카메라로 16개의 메인 카메라와 1개의 상단 카

메라로 구성하여 가상현실 영상을 취득하는 디바이스인 프로젝트 비

욘드(Project Beyond)도 진행하고 있다.

⑤ 소니

소니는 증강현실로 2015년 3월‘스마트 아이글래스(SmartEyeglass)’를

10개국에서 출시했다. 구글 글래스의 익스플로러 에디션과 같은 컨셉

의 개발자 버전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일반 소비자도 구매가 가

능하지만, 밸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스마트 아이글래스는 씨스루 방식이 양안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내장

된 300만 화소 카메라로 주변환경을 파악해 85% 투과율의 디스플레

이에 단색 8bit 컬러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표시해준다. 가속도계, 자

이로스코프, 전자컴파스, 조도센서, 노이즈 감소 마이크, 스피커, NFC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무선랜과 블루투스를 통해 안드로이드 4.4 

이상 버전의 디바이스와 연결이 가능하며, 최대 15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마이크로 USB포트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

하다.

한편, 소니는 미국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GDC 2014에서 헤드마운트

형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 '모피어스'를 공개, 기존 비디오 게임기

인 플레이스테이션4의 인터페이스 기기들과의 호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향후 플레이스테이션4 플랫폼을 기반으로 게임, 영화, 교육 

등 가상현실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②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가상현실을 촉발시킨 오큘러스사를 20억 달러에 인수

하며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로드맵 발표

에서 향후 3년 정도의 시간에 자체 생태계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후 2년 동안 동영상, 메신저, 그룹, 와츠업, 인스타그

램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5년여의 시간에 걸쳐 연결성

(Connectivity),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완

성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가상현실 생태계 형성을 위해 소셜

VR, 모바일VR, 증강현실(AR)에 주력하며, 오큘러스를 활용하여 영화, 

TV, 게임, 교육, 업무용 미팅 등에 몰입형 3차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한 차세대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구글

구글은 자사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광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

대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대하여 생태계 확장과 주

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대중화에 기여한 

카드보드는 설계도를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HMD로 활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차기 안드로이드(Android N)에 통합되

는 VR 플랫폼인 데이드림을 발표하고, 카드보드보다 월등한 성능의 

VR HMD가 시장에 출시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구글은 이미 유투브에서 360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360도 라이브 방송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Google Advanced 

Technology and Project Group(ATAP)에서는 360도 영상에 맞는 다

양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며 유명 헐리우드 감독과 VR 영화인‘Help’를 

제작하여 공개하는 등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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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VR프로젝트 모피어스를 발표한지 약 1년 반 후 '15.9

월 플레이스테이션 VR(PSVR)로 공식명명하고 '16년 하반기 출시, 

PSVR은 오큘러스와 같이 시야가 차단되는 HMD 타입이며, 자사의 

플레이스테이션과 연결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소니는 또한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PSVR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PS 4.5(현재는 PS4)가 '17년에 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니는 230명 이상의 개발자가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콘텐츠를 가상 

현실 콘텐츠로 구축하고 있으며, 연내에 PSV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50개 이상 출시 예정이다.

▲ 모피어스

▲ 소니 PSVR 패키지 구성

⑥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증강현실 HMD인‘홀로렌즈(Holo-Lens)’를 공개

하며 증강·가상현실 기기개발 경쟁에 합류하였다. 증강현실 기기임

에도 불구하고 EGD보다 HMD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현실시

야보다 3D 가상영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2016년 3월에 프로토타입 디바이스와 개발킷을 공개하였으며, 개발

자에게 제품을 우선 공급하여 완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자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Skype’(화상 통화 및 회의)와 

‘HoloStudio’(3D 콘텐츠 저작툴),‘RoboRaid’(증강현실 게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기 내부에 CPU, GPU는 물론 홀로렌즈 

전용 HPU를 탑재하여 외부기기 연결없이 자체적으로 구동 가능한 점

이 특징이다.

⑦ HTC

스마트폰 제조사인 HTC는 세계 최대 게임 유통사인 밸브코퍼레이션

과 협력하여 게임 유통 플랫폼인‘스팀(Steam)’의 가상현실 버전인

‘스팀VR’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Vive HMD와 콘트롤러를 출시하였

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면부 센서를 통한 사용자 움직임 트

래킹이 오큘러스 리프트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무선 콘트롤

러를 통해 상호작용 제공하여 몰입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야가 차단되는 HMD 형태이나 HMD 전면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HMD 

착용 중에도 실제공간을 볼 수 있게 설계하는 등 증강현실에 대한 기

술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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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있다. TV 방송의 일기 예보나 선거 중계방송도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한 것이며, 이케아의 

AR 앱과 카탈로그를 이용하면 미리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하다 마주치는 길거리의 안내판이나 식당의 메뉴를 구글이 인수한 퀘스트비주얼에서 개발한‘워드 렌즈’라는 앱을 통하면 외

국어 글자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준다. 

현재,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이며, EU ∙일본 ∙한국 ∙ 중국 등이 뒤따르고 있다. KISTEP의 2014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3.3% 수준이며,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2년 정도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현재와 미래

14) SPRi Issue Report -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발전 방향과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국 대비 각국의 기술수준 (%) 및 기술격차 (년)

( 출처 : KISTEP, 2014년 기술수준평가 )

가상/증강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가상현실의 몰입감과 증강현실의 현실 소통의 특징을 융합한 혼합현실(Mixed Reality)이 대두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연관 산업 발전 방향 전망14)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그래픽 기술을 사용한 안경기기인 홀로렌즈를 발표하고, 사용된 기술은 가상/증강현실의 구분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가상현실/증강현실

정적 기술

시각 기술

단일 사용자 기술

미래

혼합현실

동적 기술

오감 기술

다중 사용자 기술

※ 혼합현실(MR:Mixed Reality)의 정의

○ 1994년 Milgram이 정의한 혼합현실은 하이브리드 

현실이라고도 불리며, 실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가상환

경을 혼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술로 현실 

환경과 가상환경의 연속구간에 해당

증강현실(AR)과 증강가상을 포함하며 현실 환경의 TUI와 

가상환경의 가상현실 기술과 맞닿아 있고, 혼합현실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배타적인 개념이 아닌 포괄

적 개념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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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컨셉영상 (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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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상 캐릭터를 현

실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혼합현실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지

난 2016년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포켓몬GO는 증강현실 게임으

로 알려졌으나,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가상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현

실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혼합현실의 특징을 보유하

고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현실배경에 가상사물을 합성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인텔은 

가상현실의 배경에 현실의 신체나 사물의 이미지를 일부 합성하는 기

술로 융합현실(Merged Reality)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근 미래에는 시각 중심의 기술에서 소리와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

해 경험하는 다중 감각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 시각 ; 보다 자연스러운 3차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 성

능을 개선하고 초점문제 등 인간의 인지 방식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 

등장

구글의 VR플랫폼인 데이드림은 가상현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최소

사양을 Snapdragon 820, Full HD OLED, 4 GB의 램으로 사양 제한

삼성은 눈동자를 추적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 스타트업인 '포브'에 투자

고정된 거리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기존의 HMD에서 발생하는 

초점 혼란문제 극복을 위해, Nvidia의 Liquid VR, MS의 홀로렌즈, 

Magic Leap 등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빛을 구현하는 라이트필드 

HMD개발

- 청각 ; 기존의 청각기술은 음원은 움직이지 않는 청취자 환경을 가

정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나 청취자의 움직임을 반영한 상대적 방

향과 속도를 표현 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가우디오디오랩은 최대 22개의 채널로 확장할 

수 있고 높이정보까지 표현 가능한‘MPEG-H 3D Audio’기술을 개

발하여 VR/AR의 3차원 입체 음향을 구현

- 촉각 ; 기존에는 전용 시뮬레이터 장치로 촉각을 제공했으나 범용

성이 있는 장갑이나 슈트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발전

주로 아케이드 게임장이나 극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정 탑승형 VR

기기는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장치를 모사한 실제 물리적 장치를 제

공하고 바람 등을 활용하여 촉각 경험을 제공

미국 라이스대학 연구팀은 장갑에 있는 미세한 주머니에 공기를 넣어 

손끝에서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 장갑을 개발

테슬라 스튜디오, Axon VR 등은 전기 자극 방식을 통해 바람, 온도, 

물체의 무게까지 느낄 수 있는 슈트, 전신장비를 개발

▲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트필드 구현 방식

▲ 물리적 움직임을 반영한 소리의 구현

▲ 온도, 촉각, 무게를 구현한 전신 장비인 Axon VR

(출처 : Doc-Ok.org)

( 출처 : Divergence Press Issue 3: 
Spatial Sound, Creative Practice, BRIAN BRIDGES )

( 출처 : geeky-gadgets.com )

구글은 8개의 가상스피커를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오픈 소스프로젝트인 옴니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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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각과 미각 ; 사용자별로 선호도나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비해 활용영역이 제한적이고 발전 속도가 늦어 상용화 

보다는 실험적인 수준에서 진행

필리얼 VR마스크는 온도, 바람뿐만 아니라 타는 냄새, 꽃, 바다, 불꽃, 

화약 등 냄새를 카트리지를 통해 재현

싱가폴 국립대학은 전기, 열 등의 자극을 맛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 

테이스트+ 를 개발하여 공개

- 동적 기술 ; 앉아 있는 사용자의 시선에 따른 정보와 360도 콘텐

츠를 보여주던 정적인 기술에서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 속의 사

용자의 위치와 움직임, 행동을 반영하는 동적 기술로 발전

초기 VR은 앉아있는 고정된 자세에서 머리 움직임의 방향을 추적하

여 360도의 영상을 방향에 맞추어 보여주는 수준이었으나, 모션트랙

킹 기술과 3D스캔 기술 발달로 인해 실제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

이 가능

HTC Vive는 전면부에 달린 적외선 센서와 공간에 설치하는 2개의 라

이트 하우스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상현실에 반영하

는 Room Scale 기술 구현

▲ 온도, 바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마스크, FeelReal

( 출처 : gee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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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oogle )

- 다중 사용자 환경 기술 ; 기존 기기는 한 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복수 사용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가상

환경으로 보내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체험을 제공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와 키넥트를 통해 원격에 있는 사람이 같

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홀로포테이션 기술을 시연

센서나 특수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3D스캔 기술은 드론이나 스마

트폰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3D환경을 탐색하거나 공간의 특징을 파

악하여 이를 응용한 서비스를 구현 가능

▲ HTC VIVE의 Room Scale 기술

▲ 실시간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구글 탱고

( 출처 : http://www.kotaku.com.au/ )

- HMD와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가상환

경 경험을 제공하는 상용화된 제품 등장

CJ, CGV, KAIST는 산학 협력을 통해 삼면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다

면영상 기술인 스크린X를 상용화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증강현실 기

술과 관련된 산업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상/증강

현실 디바이스의 확산뿐 아니라 핵심 콘텐츠,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생태계 형성이 중요

하다. 특히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게임, 영화, 스포츠, 테마파크와 같은 

콘텐츠 산업에서의 경험이 교육, e-커머스, 헬스케어, 킬러 콘텐츠 개

발 등 타 산업으로의 융합 확산 등이 필요할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포테이션

▲ 프로젝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구현 사례 ( 출처 : Dvision3d.com )

( 출처 : Microsoft )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연관 산업 발전 방향 전망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연관 산업 발전 방향 전망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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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영상미디어연구단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래지향적 영상미디어 분야의 신개념 원천/응용 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주문화엑스포의 주제영상관으로 경주에 세계 최대 가상현실 극장을 건설(650석 규모)하였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분야 

유수 학회인 VRST2000, VSMM2002, ICAT2004, ISMAR2010 학회 등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미디어연구단의 대표 연구 분야로는 실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실감 인터랙션, 실감 컨텐츠 그리고 소셜 미디어 분야이다. 

실감 인터랙션 분야에서 실감 디스플레이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와 가상/증강현실에 응용이 가능한 초점 조절형“다초점” 표시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감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위하여 모바일 사용자 인터랙션과 사용자 손 인식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실감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증강현실 컨텐츠/인터랙션 등을 연구한다. 소셜미디어 분야에서는 지능적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며 상기 실감 인터랙션 및 실감 컨텐츠 개발 내용들과 연계하는 보다 폭넓은 소셜 미디어 플렛폼을 지향한다.

영상미디어연구단

● 김익재 책임연구원 :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Visual Computing, AR, VR

● 고희동 책임연구원 : 가상현실 ;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공지능;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그래픽스

● 권용무 책임연구원 : 전자공학 ; 전자계산 ; 멀티미디어 ; 네트워크협업;실감미디어 ; 소셜미디어, 실감콘텐츠

● 김성규 책임연구원 : 3D 디스플레이

● 김수현 책임연구원 : 가상머신기술, 컴파일러 최적화, 데이터 과학

● 김진욱 책임연구원 : 물리시뮬레이션, 가상현실, 로보틱스, HCI

● 김형곤 책임연구원 : 전자공학 ;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처리; 컴퓨터 비젼

● 안상철 책임연구원 : Computer Vision, HCI,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3D modeling

● 임화섭 책임연구원 : Computer Vision, HCI,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3D modeling

● 선임연구원 4인, 연구원 7인

참여연구원 및 전문분야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영상미디어연구단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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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Q.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한다.

A. WRL 연구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로봇·미디어 연구소 산하 

영상미디어연구단 안에 WRL 연구실이 조직되어 있다. 

WRL 연구실의 주요 연구 주제는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을 이음새 없

이 연결하는“Tangible Space”를 구축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실감 

콘텐츠를“Webizing”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반기술은 Web기반 플랫폼, IoT(Internet of Things), 컴퓨터 그

래픽스,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UCC(User Created 

Contents)/Social Production 등이다. 

Q. 현재 주목하고 있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무엇인가?

A. 현재는 게임 등 Entertainment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리공간과 연관된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이

다. Spatial Web, 즉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맵과 같이 우리 삶

의 공간을 웹의 공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Spatial Web 기술, 물리

공간과 가상공간을 이어주는 기술(Webizing Tangible Space)등이 더

욱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 

즉,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상공간에서 재현되는 것으

로, 미러월드(Mirror World)라 할 수 있다. 미러월드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공간을 Digital form 으로 복제하고 거기에 정보 등을 부가

해 놓은 것을 말한다. 미러월드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컴퓨터

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세계(Virtual World) 혹은 가상환경 

공간(VR space)과 유사하지만 복제의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이라는 점에서 3차원 게임 등 일반 가상세계와 구분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Webizing Research Laboratory(WRL)를 방

문하여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 컴퓨터과학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전) George Mason University 컴퓨터과학과 객원조교수

-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 기계공학 석사, 박사, KAIST

- (전) KAIST 기계기술연구소 연구원

- (전)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연구원

- (전) MIT 객원연구원

- (전) 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 연구원

- (전)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Senior Research Fellow

- (현)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선임연구원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A.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의‘비대칭 협업을 지원하는 3D 프린팅 기

반 무기체계 쾌속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

고유사업‘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실감 소셜미디어 기술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Place) 참조 구현, Place Media 참조 구현, AR CSS 확장 속성 참

조 구현, AR DOM Event 참조 구현되어 있고 KIST NFT, Qualcomm 

Vuforia 등 다양한 Image Tracking Engine 지원, CSS 3D Transform, 

WebGL, OSG 등 다양한 3D Engine 지원 및 iOS, Android 사용 가

능하다.

Q.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층을 넓힌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는가?

A. 증강현실 콘텐츠를 웹에 올리는 효과/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쉽게 저작하고 소비할 수 

Web 화된 일상생활의 경험 콘텐츠는 웹 기술을 이용하여 웹 문서로 

기술되며, HTML5 는 콘텐츠를, CSS 는 보여주는 방식을, JavaScript 

는 인터랙션을 표현하고 HTML Microdata 는 웹 문서에 URI 를 이용

한 semantic annotation 을 위해 사용한다.

Q. 연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웹의 구조적 특징은 단순성 (Simplicity), 모듈화 (Modularity), 중

앙 집중식 분산화 (Client-Server)라 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와 URI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resource로 엮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HTML 문서는 콘텐츠의 구조와 기능, 프리젠테이션을 모두 포함하면

서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같은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

로 프리젠테이션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HTML 문서에 기반하여 3차원 정보를 기존 웹 상에 나타내는 기술

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술의 특징은 HTML 문서를 통해 3차원 레이

아웃을 갖는 HTML 요소를 3차원 가상공간 상에 배치함으로써, 사용

자의 다양한 시점에 대응되도록 3차원 가상 객체 또는 HTML 요소를 

변형시킬 수 있다. 특정 가상 객체에 관련되는 추가 설명을 포함하는 

HTML 요소를 독립적으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3차

원 가상공간 상에 배치된 HTML 요소에 대한 정보를 웹 검색 엔진을 

통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HTML 요소가 연관된 3차원 가상 

객체 또는 다른 HTML 요소에 대한 정보를 웹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AR Web Browser는 AR을 위해 확장된 HTML5기반 모바일 증강현

실 웹 브라우저이다. 주요 기능은 REST for Physical Resource (POI, 

( 출처 : HTML5로 만드는 모바일 증강현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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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들이 콘텐츠를 저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기술이 악용

되고 좋지 않은 콘텐츠를 저작할 수도 있다 본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A. 예전 웹이 시작될 때, 과학적 문서와 분석 결과를 쉽게 교류하고 

협업하기 위한 툴로 웹이 개발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문서로 확장되고 구글 또는 유튜브와 같이 웹이 성공한 것은 규제 때

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정제 능력이 작동해서 성공하였

다 본다. 이에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된다. 기술을 

상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한다 생각된다. 

Q.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개선되어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A. 현재 4차 산업이라는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4차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또 다른 새로운 기술로 

볼게 아니라,“웹”이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어렵고 일부에게 

만 허용되었던 기술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

디어와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기술과 콘텐츠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의 지식(생명과학, 의료, 인공지능, 전자

통신 등)이 웹에 콘텐츠로 다 올라갔기 때문이다. 웹은 분야를 초월한 

지식을 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웹의 전문화된 지식을 일

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융합하는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된 형태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및 출연(연)에서는 정보를 더 오픈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실의 Webizing 기술은 상업적 목적이라기보다는 표준화나 플랫폼 

개발을 통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창업이 활성화

되고, 출연(연)에서만 기술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산학연이 연계되어 

자유롭고 다원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다. 이에 개인적으로 Webizing 기술에 지원과 투자가 이

루어졌으면 한다.

( 본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Q.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층을 넓힌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는가?

A. 증강현실 콘텐츠를 웹에 올리는 효과/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쉽게 저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갤럭시 VR, 구글 카드보드와 같

은 장비를 이용하는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나 콘텐츠를 저작하

는 환경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Webizing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고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갤럭시 VR, 구글 카드보드와 같

은 장비를 이용하는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나 콘텐츠를 저작하

는 환경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Webizing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고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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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초실감 방송, 게임 및 디스플레이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큰 공백인 컨텐츠를 다양한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장치 정보에 

맞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기술의 필요성

본 발명은 HDMI, Displayport 등과 함께 초실감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되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장치

에 적용 가능. 또한 초다시점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표현하는 국제 표준 특허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초다시점 영상의 다중화 방법을 결정하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특성을 프로파일화 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ㅇ 다중화 방법을 동적으로 결정하여 단일 컨텐츠를 다수의 파편화된 디스플레이에 맞게 다중화한다.

 ㅇ 초다시점 영상 디스플레이 단말에 일반 컴퓨터 영상과 초다시점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ㅇ 인터랙션과 시각화를 분리하여 일반 범용 2차원 콘텐츠도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3차원 입체 영상과 함께 사용한다.

 ㅇ 초다시점디스플레이에서 일상적인 인터렉티브 컴퓨팅 실현할 수 있다. 

 ㅇ 수많은 IPTV, 웹, 인터넷 콘텐츠와 초다시점 영상 접목 (예: 페이스북의 360VR 처럼 소셜미디어와 웹 브라우저에서 초다시점 영상 사용)

 ㅇ 수많은 인터넷 (HTML) 콘텐츠를 그대로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초다시점 영상물을 인터넷, 방송, IPTV, 사회관계망과 연계하는 표준 특허로 사용될 수 있다.

 ㅇ 고품질 홀로그램 영상의 N-Screen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초다시점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ㅇ 초다시점 콘텐츠의 One-Source Multi-Use 

 ㅇ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단말의 특성에 중립적인 고품질 영상 서비스이다.

 ㅇ 초다시점 1인 방송 미디어 (예: YouTube, 아프리카TV) 사업화에 필수이다.

 ㅇ 향후 디스플레이 연결 표준인 HDMI, Displayport 등의 초다시점 프로파일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7단계

초다시점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초다시점 영상 콘텐츠 기술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출원 5건

1) 사용자 인터렉션이 가능한 초다시점 영상 콘텐츠 생성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 KR 2016-0093327)

2) 사용자 인터렉션이 가능한 초다시점 영상 콘텐츠 생성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 US 15/489077)

3) 초다시점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정보 처리 방법

   (출원번호 : KR 2016-0093328)

4) 초다시점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정보 처리 방법

   (출원번호 : US 15/648739)

5) 초다시점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정보 처리 방법

   (출원번호 : KR 2016-0106910)

- 소프트웨어 등록 4건

1) 웹기반 초다시점 콘텐츠 다중화 생성 모듈

   (등록번호 : C-2016-017960)

2) 웹기반 초다시점 회의 콘텐츠 모듈

   (등록번호 : C-2016-017841)

3) 웹기반 초다시점 교육 콘텐츠 모듈

   (등록번호 : C-2016-017840)

4) 웹기반 초다시점 콘텐츠 생성 모듈

   (등록번호 : C-2016-017839)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고희동 책임연구원, 유병현 선임연구원

연구자   유병현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락처   02-958-6966 이메일   yoo@kist.re.kr

기술이전 담당자   박순기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락처   010-4749-0630 이메일   soongi@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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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책임연구원

Q. 현재 주목하고 있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가상/증강 현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 수

년전부터 머리에 안경처럼 장착하여 가상의 화면을 보거나 현실과 가

상의 화면을 동시에 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두부장착형 가상/증강현실 표시기술(HMD)은 현재의 스마트

폰처럼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구동/신호처리/카메라/통신/동기화 

등의 다양한 기술과 결부되어 하나의 단독 시스템으로 구동하게 된

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개발 기술이외에 실감 있는 가상/증강 현실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고해상도 화면 기술, 왜곡이 최소화된 대화면 

기술, 그리고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단안의 깊이 조절 

정보 제공 기술 등이 핵심 해결 과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핵심 디스플레이 해결 문제 중에서 고해상도 기술은 디스플레

이 제조사에서 주도하고 있고, 왜곡이 최소화된 대화면 기술은 렌즈 

설계 및 왜곡 영상 처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Q. 본 기술을 연구하게 된 배경 또는 개발 당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디스플레이는 2차원 평면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자기

술 및 고해상도/대형화 및 고속화 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더 나아

가 2차원 곡면 디스플레이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2차원 영상으로, 인간이 가

장 친숙한 3차원 환경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용 디스플레이 기

술이 없다. 그래서 특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3차원 영상을 제공

할 수 있는 무안경 방식의 3차원 영상 표시 기술들에 관심을 갖게 되

었고, 무안경 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홀로그래픽 3D 표시 기술을 

박사과정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홀로그래픽 표시 기술은 고수준의 요소기술들이 동반되어야 

상용성으로 의미 있는 기술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었

다. 이후 홀로그래피 기술의 장점을 흉내 낼 수 있는 초다시점이라는 

진화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일본 우정성 산하 연구소 TAO

에서 개발하고 있었고 이러한 연구팀에 참여하여 같이 연구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때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초다시점 디스플레이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원천 기능은 단안의 초점조절 정보 제공이었다. 그래서 일

본 초빙연구원 시기에“단안의 초점 조절 정보 제공”기술에 집중하

였고 그 당시 “다초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디스플레이를 구상하

였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다초점 기술은 현재의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HMD에서 활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연구하던 2000년도에서는 가상/증강

현실에 응용할 HMD 및 주변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시기였고 그 당시

에는 개인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HMD가 상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초점 기술은 상용화를 추구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었

다. 그러한 이유로 다초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지원을 받기 어

려웠으나, 아바타라는 3D 영화로 급격히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

도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 개발을 시작한 것은 다초점 보다는 현실적

으로 구현이 가능한 초다시점 3D 디스플레이였다. 이러한 초다시점

도 핵심 기능은 초점조절 제공 여부이다.

그 후 수년이 지난 후 오큘러스라는 회사의 가상현실 HMD, 그리고 

증강현실용 구글 글라스 등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급격히 가상/증강현

실을 이용하는 HMD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HMD를 개발 상용화 하였고, 현재

에는 인텔에서 새로운 형태의 증강/혼합 현실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적 대기업들이 HMD 형태의 가상/증강/혼합 현실 기기의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또다

시 초점 조절 기능의 제공인“다초점”광학계 개발이 다시 중요 관

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단안의 조절 정보 제공 기술은 아직 상용화에 효과적으로 적

용 가능한 기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광학적 방식과 

영상 처리 방식 등의 복합적 시도들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더불

어 인간의 인지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단안의 조절정보 제공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의 김성규 책임연구원

을 만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기술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성규 책임연구원
- 일본 우정성 산하 연구소 TAO 초빙연구원 (1999~200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1~현재 책임연구원)

-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EVL 방문연구 (2007~2008)

- 미래부 기가코리아 과제“초다시점 컨소시엄”총괄책임 

  (2013~현재)

Q. 본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어떤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A. 가상/증강현실은 무엇보다도 여러 영화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성이 높아질 경우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더 나아가 TV의 대체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현재 당장으로는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의 가상체험 그리고 박물관 등

의 보조 정보 제공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고, 향후 가상 교육, 증강 체

험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개인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며 그 대

표적 응용으로 게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응용에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개발되고 고도화 되어야 하지

만, 기본적인 영상의 표시 기술에서 핵심 3대 문제인 고해상도, 광시

야각, 눈의 피로문제 들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하

고 향후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제가 눈의 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다초점”기술이다. 이러한 다초점의 상용화 기

술이 진정한 HMD형 가상/증강현실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의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과거 2000년부터 수년간 다초점 기술의 핵심적인 개념과 가능성

을 연구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상용화 개념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보완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다초점” 개념의 상용적 

구현 광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연구의 주제라 할 수 

있다. 상용적 구현은 다초점 광학계의 경량화 그리고 부피의 최소화

를 포함하고 있다.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김성규 책임연구원 김성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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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계획 및 상용화 전망 

A. 현재 HMD형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어 대중화에 적

절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 관련 주변기술들도 급속히 발전되고 있

다. 따라서“다초점”개념의 상용적 구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러한 상용적 다초점 광학계로 진정한 대중화에 일조를 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 본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김성규 책임연구원 김성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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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눈의 초점조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초점 3차원 영상의 광학적 및 영상 처리적 구현 방법이다.

기술의 필요성

안경 방식의 3차원 3D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에서도 심각한 눈의 피로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 요소 기술이 “단안의 초점 조절 정보 제공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한 방법으로 “다초점”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하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상용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는 상용연구가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1) 기술의 특징

   ∙ 단안에 초점 조절 정보를 광학적 또는 영상처리적 방법으로 제공하여 눈의 피로현상을 완화한다.

   ∙ 증강현실의 경우 실제 물체가 존재하는 깊이에 가상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불필요한 깊이 탐색을 하지 않게되어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항공기 등의 HUD에 필요 깊이에 따른 가상정보를 필요 깊이에 제공)

(2) 기술의 장점(효과)

   ∙ 단안에 초점 조절 정보를 제공하면, 궁극적 디스플레이 기술인 홀로그램 표시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을 대신할 수 있어, 실제 현실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3차원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대중적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술은 초기에 HMD형 가상/증강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에 HUD 방식, 더 나아가 일반 모니터, TV영역에 까지 확대할 수 있은 원천 

    기술이며, 모니터 TV 영역까지 확대가 가능하면 홀로그램 기술 없이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현재 국내/외 대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HMD 방식의 가상/증강 현실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눈의 피로현상 최소화 및 사실적인 3D 

영상 제공으로 대중적 확산 제품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4단계, 기본 기능 검증 완료 및 핵심 성능 평가 단계

다초점 3차원 영상의 광학적 및 영상 처리적 구현 방법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4건 (등록 4 건)

1) 3차원 영상 표시장치

   (출원번호 KR 2004-0000469)

2)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

   (출원번호 KR 2009-0087375)

3) 3차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

   (출원번호 KR 2011-0073597)

4)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KR 2010-0009858)

연구자   김성규 박사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락처   02-958-5793 이메일   kkk@kist.re.kr 

기술이전 담당자   박순기 소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락처   010-4749-0630 이메일   soongi@kist.re.kr 

김성규 책임연구원 김성규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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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스마트기계연구실
차무현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는 안전 및 신뢰성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복합 기계시스템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

술, 통합시스템 기술과 이를 적용한 새로운 기계 시스템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의 스마트기계연구실은 기존 기계기술과 

IT기술,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여 기계의 무인화/지능화/자율화,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센서

기술을 포함한 작업환경 인지기술, 자율주행/작업기술, 안전작업기술, 가상현실/가상시험기술, 정밀/고속 기어트레인기술, 안전/신뢰성평가 기술, 

이들을 융합한 시스템기술 등이며, 현재 기술의 적용 대상은 건설농기계, 수송기계, 방산장비 및 사회 인프라구조물 등이다.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의 시스템신뢰성연구실은 기계시스템의 구조물의 안전/신뢰성평가 기술, IoT 융합설계 기술, 핵심부품 (기어박스, 체결부

품, 전자-유압부품 등) 개발기술 등을 연구, 최근에는 무인이송체 및 지능화시스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스마트기계연구실

○ 연구분야

    ∙ 산업기계 및 핵심부품 스마트화 기술 연구 

  ∙ 무인이송체 제어 및 지능화 시스템 개발 기술 

  ∙ 전자-유압 및 동력전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 지능형 건설/농기계 부품 시스템 기술

  ∙ 기계시스템 안전 신뢰성기술

○ 연구성과

    ∙ 산업용 다단 유성기어트레인/항공용 고속경량 

    기어박스 기술 개발

   ∙ 스마트 모바일 작업기계 안전제어/가상시험 기술 개발

   ∙ 하이브리드 굴삭기 신뢰성평가 기술 개발

   ∙ 기계설비 안전대응 훈련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박사

- (현)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기계연구실  선임연구원

- (현) 대한기계학회, 한국CDE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등 정회원 활동

- (전) LG CNS 기술 연구원

-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 기술 멘토단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기계연구실의 차무현 선임연구원은 고위험 기계설비의 운영 과정 중 작업자에 의한 사고발생과 피해 확산을 저감하기 위

해, 가상현실(VR)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특히 가상으로 생성된 작업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체 상호작용을 통해 전신 체득 

훈련을 가능케 하는 360도 전방향 트레드밀 등의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 및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몰입형 휴먼 인터페이스, 인간-기계 상호작용 기술들을 활용하여 무인·자율 기계시스템의 작업·주행·인간협업 성능을 가

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사전에 시험·평가·보완하거나 대용량 훈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상시험 기술에 관한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형 기계설비 안전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상현실 훈련 시뮬레이터는 VR 콘텐츠와 보행이동 인터페이스, 가상 

장치조작이 결합된 안전대응 사전훈련 시스템으로, 주로 시각적인 훈련에 그쳤던 기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와 달리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탐색

과 양손 작업까지 훈련할 수 있어 실제 상황에 보다 가까운 체감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작업자는 바닥이 움직이는 트레드밀 위에서 걷

거나 뛰면서 눈앞에 펼쳐진 고화질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고환경이나 작업환경에 맞는 고몰입형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모션인식을 통해 

훈련자의 시선 방향과 팔, 다리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VR 콘텐츠 내 소화전이나 제어반, 밸브 조작에 반영된다. 또 트레드밀을 이용해 설비 현장

을 직접 이동하는 가상경험을 함으로써 시설물 간 거리감을 파악하고 필요한 작업시간도 예상할 수 있다.

※ 보행 이동 인터페이스

  ∙ 신체의 보행동작을 이용한 가상현실 내비게이션 기술

  ∙ 시각 뿐 아니라 신체 운동감을 제공하여, 몰입감 및 체득 기억력 향상

  ∙ 보행자 이동에 대응하는 지면움직임을 생성하는 트레드밀 보행장치 적용

  ∙ 트레드밀 보행장치 : 미끄러짐을 이용하는 Passive방식 / 액츄에이터를 이용하는 Active 방식

차무현 선임연구원
스마트기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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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상훈련 시스템은 특수작업 기계나 건설기계 같은 대형 기계장치 훈련에도 활용가능하다. 실제 이런 장비를 쓰는 작업 현장에서는 사흘에 

한명 꼴로 충돌 및 협착 등의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사현장 등 열악한 작업 조건에서 충분한 경험 없이 장비를 접하다 

보니 주위의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없이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상 상황을 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현장 감각을 키우고 사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 전투 훈련이나 

의료 재활치료, 스포츠 기량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화학 플랜트의 사고 상황 대처 훈련

Q. 스마트기계연구실 소개를 부탁한다.

A. 우리 연구실의 주 연구 분야는 미래지향형 기계시스템의 요소·

융복합 기술개발이다.

 
기존 기계기술과 첨단 IT기술, 공학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계 시스템의 무인화/지능화/자율화 및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

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인간을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화 작업·주행 기계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기어트레인, 전기

식 무인작업기계용 동력전달 및 변속 드라이브트레인 등 미래지향형 

기계시스템의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

웨어 및 시뮬레이터 관련 사진 자료이다.

Q.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다.

A. 현재 가장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

로 한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 및 제어 기술로서, 가상·증강·원격 작

업환경과 사람 사이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 

기술이다. 즉, 간단하게는 조이스틱 디바이스, 복잡하게는 트레드밀, 

모션 플랫폼 등과 같이 가상환경을 제어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

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트레드밀 설계·제어 기술의 경우 “대형 기계설비 안전기술 개발사

업”, “병사들에게 실전과 같은 가상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 방

향 이동 지원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기술”, “최고가속도 3m/s2급 2차

원 트레드밀 타입 이동 인터페이스 개발”, “산악자전거용 포크의 주

행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등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

었으며, 복잡한 기계적 메커니즘 없이 다자간 협업 상호작용을 지원

하는 모션 플레이트 기술의 경우 “가상파랑예인수조를 위한 몰입형 

가시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차무현 선임연구원을 만나 가상/증강현실 분야 연구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단방향/전방향 트레드밀 기술

▲ 주행성능시험·모션플레이트 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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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은 주로 사용자의 

하체 또는 족부 움직임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어

하고 사용자에게 물리적 체득감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가상 세계에 자연스러운 감각 몰입효과를 얻을 수 있

으며,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원격 작업 기계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착용되거나 주변공간에 설치되는 동작인식 센

서를 최소화하여, 트레드밀 바닥에 설치된 압력센서만으로 트레드

밀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360도 전방향 트레드밀의 경우 전방향 지면 모션을 생성할 수 있는 

동력전달부품이 핵심 구성요소이며, 이에 대한 신규 메커니즘 발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제작비용을 감안한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소프트웨어 기

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작과 보수가 용이한 메커니즘

의 최적화 및 제어기술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해당 기술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먼저 트레드밀 기술을 연구하게 된 배경을 말한다면, 트레드밀 기

술은 수요에 비해 연구개발(기계 메커니즘 설계 및 제어)이 매우 부족

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0년부터 집중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실에서는 화재 또는 사고현장과 같이 매우 위험하거나 실제 

체험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임무수행 훈련을 돕기 위해, 가상현실 기

술을 활용한 시뮬레이터 기술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

러한 동적 콘텐츠에 비해 훈련자는 항상 정적으로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사고대응과 같은 체득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단방향 트레드밀과 모션 인식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훈련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모든 방향으로 

실제와 유사한 보행이 가능한 전방향 트레드밀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방향에 비해 전방향의 경우 상용화된 제품이 

없을뿐더러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더욱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수동형 가상현실 트레드밀(Omni Virtuix 등)이 상품화를 앞

두고 있으나, 신체지지 메커니즘의 고유한 문제로 인해 실제 보행동

작 유지와 몰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동형 트레드밀 메커니즘과 소형 트레드밀에 적용할 수 있는 제어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본 기술이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몰입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과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이 필

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계설비 사

고훈련, 산업기계 안전훈련, 국방 전투훈련, 의료 재활치료, 스포츠 기

량향상,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현장 안전사고는 단순한 인적 실수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

가 많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체득 체

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신체의 물리적 기량을 향상하

거나 치료하는 스포츠 훈련 및 의료재활 분야의 경우, 실제 경기가 펼

쳐지는 환경을 가상으로 제공하여 심리적 기량 저해를 최소화하거나, 

환자가 몰입할 수 있는 가상 환경 제공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장기간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접어

들게 될 고령화 시대에는 이러한 가상현실 콘텐츠와 인터페이스 기술

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가상현실 훈련/체험 분야 뿐 아니라 원격기계 텔레오

퍼레이션, 자율기계의 센서정보가 병합된 혼합현실기반 감시제어 분

야 등 기계-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차원적 의사결정/협업이 필요

한 차세대 HMI(Human-Machine Interface)분야로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예로 들자면, 지금까지 트레드밀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물 특히 자율주행차량, 이족 보행 로

봇 등 무인화 기계의 주행·작업 및 인지·판단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평가 기술과, 2차원의 트레드밀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계단

과 같이 높낮이를 가진 험로생성이 가능한 전방향 트레드밀을 개발하

고 싶다.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기반의 작업 기계시스템을 개발할 때 

수많은 훈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또한 모션 플레이트와 같이, 사람이 플레이트 위로 올라가서 움직이

면 그 행동을 센서가 인식하여 가상현실을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즉 손의 동작이 아닌 발동작, 무게중심 변화에 의해 

제어되는 디바이스를 통해, 여러 사람이 가상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협

업할 수 있는 기술이며, 신체 전신을 이용한 복합 제어에 필요한 기술

이기도 하다.

이에 기존 확보한 기술(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및 휴먼 인터페이스 기

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형 기계시스템의 안전·신뢰성 향

상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시킬 생각이다. 또한,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자율화 기계들이 인간의 지휘를 받으며 해당 임무를 수

행하는 군집제어 기술의 핵심 인터페이스 개발이 큰 목표이기도 하

다.

( 본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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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전방향 모션 생성장치(2차원 트레드밀)에 관한 것으로, 360도 2차원 모션생성이 가능한 트레드밀의 구동 메커니즘의 구현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기존의 전방향 모션 장치는 동력 전달 시 미끄러지거나, 저항 발생에 따른 비효율로 전방향 모션 구동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단방향 트레드밀에 

비해 전방향 모션 생성에 필요한 특수한 전방향 구동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기존의 옴니휠을 이용한 동력전달 방법의 문제점 개선이 가능하다.

ㅇ 미끄러지거나 저항발생을 개선하여 동력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ㅇ 트레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응용 트레드밀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ㅇ 트레드밀 소형화 및 이에 따른 신체 모션 취득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ㅇ 시스템 높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방향 동력전달 구동부품 포함한다.

전방향 트레드밀 메커니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기계설비 안전대응훈련, 국방 전투훈련, 재활훈련, 익스트림 스포츠훈련 등 신체대응을 필요로 하는 고실감형 시뮬레이터 기반 기술이다.

ㅇ 자율주행 및 이족보행 로봇의 성능평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ㅇ 전방향 이송이 필요한 물류 분류 및 이송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5~7단계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21건

1) 롤러벨트와 옴니휠을 이용한 전 방향 모션 생성장치

   (출원번호 : KR 2016-0008598)

2) 측면벨트를 이용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5-0061220)

3) 측면 옴니볼을 이용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5-0061642)

4) 공압 튜브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시스템의 구동 방법

   (출원번호 : KR 2015-0089067)

5) 가이드 레일을 갖는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KR 2014-0192662)

6) 자기력 형성부재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14-0158165)

7) 측면 옴니휠을 이용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5-0061109)

8) 가변 발판을 갖는 이족 운동 장치 및 이족 운동 장치 어셈블리

   (출원번호 : KR 2014-0014251)

9) 계단식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KR 2013-0163104)

10) 관성력 제공부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및 이의 관성력 제공 방법

   (출원번호 : KR 2013-0110703)

11) 체인을 갖는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2013-0110706)

12) 방향 전환 기능을 갖는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KR 2011-0065981)

13)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시스템용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KR 2011-0042581)

14) 전 방향 모션 생성 장치

   (출원번호 : 예정)

15) 측면 동력전달 휠을  구비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6-0092765)

16) 하부 동력전달 휠을 구비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6-0092764)

17) 측면 기어벨트를 구비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6-0092763)

18) 전방향 옴니 드라이브 볼 조립체를 이용한 전방향 모션 생성 장치

   (출원번호 : KR 2015-0168500)

19) 전방향 옴니 드라이브 휠 및 이를 포함하는 전방향 모션 생성 장치

   (출원번호 : KR 2015-0168416)

20) 다각형상을 갖는 이족 운동 장치

   (출원번호 : KR 2015-0046426)

21) 롤러벨트를 이용한 2차원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5-00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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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단방향/전방향 트레드밀의 모션을 제어하거나 트레드밀 또는 주행체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트레드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보행동작을 이용한 가상현실 네비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보행동작에 민첩하

게 반응하는 제어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트레드밀을 응용한 가상현실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다양한 이동수단 대상체에 대한 가상 이동감

을 생성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이동수단 대상체에 대한 가상 이동감을 생성하여 주행성능 평가 등의 응용 가능하다.

ㅇ 사용자 신체에 부착하거나 외부 측정센서 없이, 보행 시 발생하는 지면반발력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트레드밀을 제어함으로써, 자율 트레드밀의 

   응용분야 확장 가능하다.

ㅇ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함께 보행할 수 있는 트레드밀 구성 가능하다.

ㅇ 트레드밀의 구동성능 또는 체감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기타 트레드밀을 응용한 새로운 실내 공간이동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가능하다.

ㅇ 사용자가 직접 보행동작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제어 러닝머신이다.

ㅇ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러닝을 즐기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활용 가능하다.

ㅇ 산악 자전거 등 개인장비를 이용한 익스트림 스포츠 시뮬레이터에 활용 가능하다.

ㅇ 지능형 자율이동체의 구동 성능보완 및 시험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6~7단계

트레드밀 응용 기술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6건

 

1) 압력트레드밀, 이의 제어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출원번호 : KR 2014-0145634)

2) 트레드밀 시험장치

   (출원번호 : KR 2016-0052297)

3)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트레드밀

   (출원번호 : KR 2016-0052293)

4) 트레드밀 체감안정도 정량화방법 및 이를 이용한 트레드밀 제어방법

   (출원번호 : KR 2016-0052302)

5)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평가용 시뮬레이터

   (출원번호 : KR 2016-0011568)

6) 전 방향 모션 생성장치의 지면속도 측정장치

   (출원번호 : KR 2016-00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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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가상/증강현실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신체 하체행동을 이용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및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최근 사용자 신체 (손/팔) 움직임을 이용한 가상환경 상호작용 기술은 많이 출시되었으나, 복잡한 가상/원격 환경에 몰입하여 다자간 협업이 가능

한 고충실도 상호작용 구현을 위해서는, 하체 동작까지 포함하는 체감형 가상환경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대화면 협업분석용 가상환경의 새로운 멀티모달(Multimodal) 휴먼 인터페이스이다.

ㅇ 하체를 이용한 삼차원 네비게이션, 상체를 이용한 정밀 조작/분석환경 제공 가능하다.

ㅇ 다수의 모션플레이트 구성으로 다수 사용자간의 협업 상호작용 구현 가능하다.

ㅇ 신체인식 처리 알고리즘의 다양화로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적용 가능하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가상/증강현실 인터페이스로 상용화 가능하다.

ㅇ HMD 또는 대화면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새로운 가상환경 탐색 디바이스로 연동할 수 있다.

ㅇ 실감형 설계 및 디자인 검증 분야, 대용량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분야 응용 가능하다.

ㅇ 가시화 컨텐츠와의 손쉬운 상호작용이 필요한 대화면 체험관, 박물관, 교육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7단계

모션 플레이트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1건

1) 가상환경 제어시스템 및 가상환경 제어벙법

   (출원번호 : KR 2017-006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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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실내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창조하는 ETRI VR/AR기술연구그룹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VR/AR기술연구그룹은 인터랙티브 실감 콘텐츠를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HMD, 웨어러블 기기 등의 장치를 통한 정보 가시

화 기술, 실내외 실시간 객체 추적, 동작 인식과 모션 플랫폼 등의 사용자 직접 체험형 상호작용 기술, 그리고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소프트웨어(엔진)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행동과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보고, 듣는’ 수준을 넘어서‘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것이 가능한 신 개념의 도심형 실내 디

지털 테마파크용 체험형 가상현실 기술과 실외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VR 콘텐츠 저작도구 그리고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 하에서 훈련 체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품질 e-Trainin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VR/AR기술연구그룹의‘선더펀치’콘텐츠가 소개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가상현실(VR) 화면에 증강현실

(AR) 효과를 더해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콘텐츠 기술로, 사용자의 몸짓, VR, AR를 하나로 모은 융합현실(MR)을 표방했다. 

 `선더펀치` 콘텐츠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해 마치 번개가 손을 감싸고, 발사되는 듯한 효과를 표현한 기술로. 이용자가 팔을 움직이면 배경이 되는 

디스플레이 영상에 여러 가지 색깔의 AR 번개가 생성된다. 번개는 이용자 손 부근에 만들어져서 손을 앞으로 뻗으면 번개를 전방 디스플레이 화면으

로 발사할 수 있다. 

연구팀은 뎁스카메라로 현실감 넘치는 MR를 만들고, 이용자의 신체 위치를 정확히 판별, 엉뚱한 위치에 번개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했다. 

 

‘선더펀치’콘텐츠 기술은 게임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체험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손에 색을 입혀서 붓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홀로렌즈, HMD를 활용한 MR 콘텐츠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AR기술연구그룹 VR/AR기술연구그룹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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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 책임연구원

Q. 개인의 연구 철학 또는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인간 능력 증강/확장(Human Augmentation)"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구가 되는 VR/AR/MR(xR)기반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와 Robot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어

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과 디지털 기술

의 상호작용이 더욱 진화된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 

이에, 인간과 디지털 인프라(AI + BigData + IoT + Robot 등)가 협력

해서 인류의 능력을 확장하고, 편리한 삶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둘 사이의 소통 채널(media, 중간 매개체)로 활용되는 

Q. 개인의 비전, 즉 인간 능력 증강/확장을 위해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A. 예를 든다면, 가상 선박 도장 훈련 또는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

터와 같은 가상 훈련/교습 기술은 실물 중심의 훈련에서 장애가 되는 

VR/AR기술연구그룹 양웅연 책임연구원을 만나 연구 철학, 배경 및 

연구 내용을 들어보았다.

1)  BCI : Brain Computer Interface; 두뇌 직접 연결형 인터페이스

2)  오감 인터페이스 : 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 감각 기관의 입출력 정보에 대응하는 장치

3)  상호작용 : 다자 객체간의 정보의 흐름과 영향을 끼치는 관계 및 현상을 연구함

Q. 가상 선박 도장 훈련 또는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 기술이 무

엇인가?

A. 가상 선박 도장 훈련 시뮬레이션은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주요 작

업 공정 중에서 스프레이 페인팅 작업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훈련 

교육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이다.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는 산업현장의 대표적인 작업 공정인 용접

에 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훈련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가상현

실 시스템이다.

Q. 두 기술을 특징은 무엇인가?

A. 먼저 가상 선박 도장 훈련 시뮬레이션은, 실재료 실험 DB 기반 학

습 알고리즘과 실시간 사용자 정보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미터 두께 단위로 페인트가 적층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밀 평가가 가능한 사실적인 훈련 시스템이다.

또한, 가상현실 시스템의 취득한 훈련 경험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활

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 (시뮬레이션 정확도,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방법을 현장 상황과 일치)되어 있으며, 조선소 현장에서 직접 시뮬레

이션용 재료와 조건을 실험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거제도 조

선소 현장에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

Q. 두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먼저 가상 선박 도장 훈련 시뮬레이션은, 조선/항공/플랜트 등 극

한 작업 환경에서 결함을 낮추는 고품질의 페인팅 숙련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다 안전(유독성 재료, 구조물/폭발사고/작업도구로 

인한 상해 없음)하고, 경제적(재료비, 시간, 공간 절약)이며 효율적(대

화 공간 확보, 방독면 불필요, 학생-교사 의사소통 가능)인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요구되었다.

조선/항공/플랜트 등의 작업 환경에는 자동화가 불가능한 현장 조건

요소를 VR/AR/MR 기술로 대체/보완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적(시간, 

자본)으로 안전하게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라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예는 3D 입체감 확장 디스플레이(E3D) 플랫폼 및 E3D_

EGD(Eye-Glasses type Dislay) 기술이다. 이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꿈꾸는 미래 AR/MR 콘텐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양안식 

3D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자연스러운 3D 입체

감 표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근신공간(near-body space) 안에

서 직접 상호작용(예; direct touch)이 가능하도록 개발 되었다.

이 외에 가상 서예 학습 시스템, 실시간 모션 캡쳐 기반 가상 3D 댄스 

게임기, 체감형 온라인 VR 게임,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 

최근에는 실내형 테마파크 시스템, AR/MR 공간 확장형 상호작용 시

스템 등이 있다.

이 많으며, 숙련자 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진행하기엔 제약조건이 

많다.

다음으로 용접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은, 산업현장의 주요 작업 공정

인 용접의 경우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을 고려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초보자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효과(시간/재료

비 절감)를 높일 수 있는 가상현실 훈련 기술에 대한 현장의 개발 수

요가 있었다.

양웅연 책임연구원

- POSTECH 컴퓨터공학과 가상현실연구실 공학석사

- POSTECH 컴퓨터공학과 가상현실연구실 공학박사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AR기술연구그룹 책임연구원

도구 기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VR/AR/MR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인

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계 직접 연결형 인터페이스 기술(예; 영화 The Matrix(1999))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이상적인 BCI1)가 대중화되기 이전 시점까지

는 만족감 높은 가상/증강/혼합현실 체험 기술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외부 장착

형 오감 인터페이스2) 기술 및 상호작용3)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양웅연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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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은 실제 실험 샘플 DB 기반 학습 알고리즘

과 사용자의 실습 동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사실감 높은 가상 용

접 결과물(용접 비드 형성 시뮬레이션)이 출력되어 훈련 효과를 높이

도록 하였고, 용접기술을 교육하는 대학과 중소기업에 기술이 이전되

어 현장 교육에 적용 중에 있다.

즉, 3DTV와 3D영화 스크린의 표현 영역을 디스플레이 외부 공간(수

직/수평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서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가

시화 기술이고, 사용자가 손 끝으로 직접 건드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매우 가까운 근신공간(near-body space)까지 확장된 3D 영상

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하나의 사용자 시점에서 기존 3D 디스플레이를 모두 (동시) 

활용할 수 있는 입체 영상 합성 체험 기술이고, 광학 투시형(OST; 

optical see-through type) 광시야각 EGD 영상 제시 기술은 구글글

래스 약14°,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약35°대비 동급 최고 수준인 

56°를 구현하였다. 

해상도는 단안 기준 fullHD(1920x1080p)급 양안시를 제공하는 

OST-EGD 기술 역시 최고 수준이며, 근신공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광

학 설계 및 자연스러운 영상 가시화 구조가 가능하다.

안경형 디스플레이(EGD)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와 유사하

게 광학 투시형으로 외부가 보이는 증강현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

다.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친화된 HMD 디바이스는 오큘러스로 대표

되는 몰입형 디바이스로 가상현실 기술에 적용되는 장비이지만, 앞으

로는 가상현실 분야보다 증강현실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이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입체감 확장 3D 디스플레이 플랫폼 및 안경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인가?

A. 현재 단일 3D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3D 입체

감 제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상업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상상/체

험해보기를 선호하는 확장된 3D 체험공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개

발된 기술이다.

Q. 안경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유명 전자제품 회사의 3DTV 광고를 보면, 화면속의 공이 현실 밖

으로 튀어 나오고 또 다시 다른 화면 속으로 들어가거나 물고기가 거

실을 헤엄쳐 다니는 등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시각적 영상 체험 공간을 확장시키는 미래 기

술의 실현을 좀 더 앞당기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고 안경형 디스플레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Q. 안경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오큘러스와 같은 완전 몰입형 HMD 중심의 가상현실 디바이스는 

여러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주로 게임용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폭넓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체를 중

심으로 콘텐츠나 서비스, 즉 체험 또는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다. 품질 높은 가상/증강현실 체험을 위한 장비 자체의 가격이 고가이

므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게임을 제외한 개인

을 위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안경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증강/혼합현실 디바이스는 개발자 커뮤니

티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대중적인 콘텐츠나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에서도 물류유통 및 원격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가상현실용 HMD 보다는 범

용적인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개

발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증강현

실 기술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영상과 직접 상호작용을 체

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본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양웅연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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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3DTV의 표현 영역 외부(수평/수직/깊이 방향)로 돌출되어 사용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는 3D 콘텐츠 표현이 가능하다.

기술의 필요성

기존 제품의 경우 시야각, 무게 및 부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상도와 넓은 시야각 및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외부 실사 환경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광학식 투시형 안경이다.

 ㅇ 광학식 투시형 안경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시야각 56°제시한다.

 ㅇ FullHD(1920x1080p) 고해상도 영상 2채널 기반 3D 입체 영상이다.

 ㅇ 3D 입체감 공간 확장(주변 3D 디스플레이 영상 동시 체험 가능)

 ㅇ 모바일 이동 환경 지원용 무선 기반 실시간 영상을 전송한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개인 몰입형 게임/홈씨어터 디스플레이

 ㅇ 혼합현실 체감형 테마파크용 디스플레이

 ㅇ 군사 및 의료 훈련/혼합현실 e-러닝/전시관 체험용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안경형 디스플레이 : EGD(Eye Glasses-type Display)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12건

1) 광학 투시 기반의 합성 이미지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출원번호 : KR 2017-0073944)

2) 휴먼팩터 기반의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

   (출원번호 : KR 2015-0084306)

3)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설계하는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KR 2013-0105329)

4) 선택적 하이브리드 형태의 입체영상 시각장치 및 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법

   (출원번호 : KR 2013-0057081)

5) 입체 디스플레이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13-0053375)

6) 혼합현실 콘텐츠 시뮬레이션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12-0151987)

7) 이종 디스플레이 연동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시 장치

   (출원번호 : KR 2012-0135868)

8) 입체감 확장형 가상 스포츠 체험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12-0020557)

9) 확장형 3차원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12-0018690)

10) 증강형 3차원 입체 영상 제시를 위한 혼합현실 디스플레이 플랫폼 및 운영 방법 

   (출원번호 : KR 2010-0125837)

11) 혼합 현실 환경을 위한 얼굴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

   (출원번호 : KR 2006-0070523)

12) 다중 입체 영상 혼합 제시용 시각 인터페이스 장치

   (출원번호 : KR 2004-0107221)

양웅연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자   양웅연 소속   ETRI VR/AR기술연구그룹 연락처   042-860-5769 이메일   uyyang@etri.re.kr

기술이전 담당자   서교웅 소속   기술이전실 연락처   042-860-4981 이메일   kwseo@etri.re.kr 

3D Space Extended Virtual Golf3D Space Extension of Virtual Graffiti Work
(A butterfly that the user drew is flying into 3D space interior of TV) (3D Virtual Golf Course Extending Surrounding User)

EG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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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선박 건조 과정 중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하여, 실제 작업 과정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선박 도장 훈련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기에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ㅇ 재료 낭비 : 지속적인 페인트 및 물 소비

 ㅇ 유독성 페인트 : 장시간 훈련 불가

 ㅇ 실습 지도 제한 : 방독면 착용으로 대화 및 의사소통 어려움

 ㅇ 지속적인 훈련 불가 : 페인트 건조 후 도막 측정

 ㅇ 제한된 훈련 인원 : 실습 대상 물체 수급 및 보관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용 시뮬레이터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스프레이 페인팅 시뮬레이션 기반 분사 패턴 및 적층 가시화가 가능하다.

 ㅇ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위치 및 자세 정밀 추적할 수 있다.

 ㅇ 타일드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머리 움직임 기반 입체 영상을 지원한다.

 ㅇ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

 ㅇ 즉석 도막 두께 측정이 가능하다.

 ㅇ 훈련 및 실습 결과 정보 DB 관리할 수 있다.

가상 선박 도장 훈련 시뮬레이터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4건

1)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 장치

   (출원번호 : KR 2013-0039091)

2)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관리 장치

   (출원번호 : KR 2010-0114090)

3) 가상낙서 시스템 및 그 인터페이스 장치

   (출원번호 : KR 2009-0127715)

4) 가상 페인팅 훈련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 KR 2007-0089853)

양웅연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웅연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자   양웅연 소속   ETRI VR/AR기술연구그룹 연락처   042-860-5769 이메일   uyyang@etri.re.kr

기술이전 담당자   서교웅 소속   기술이전실 연락처   042-860-4981 이메일   kwseo@etri.re.kr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조선소, 중공업 등 광범위 제조 산업에 응용 가능하며, 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대형 및 소형 구조물 생산 작업 훈련 및 인력양성 센터

 ㅇ 자동차, 국방, 금속, 예술 분야 응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Spray Painting based on Virtual Contents and Spray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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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양웅연 소속   ETRI VR/AR기술연구그룹 연락처   042-860-5769 이메일   uyyang@etri.re.kr

기술이전 담당자   서교웅 소속   기술이전실 연락처   042-860-4981 이메일   kwseo@etri.re.kr 

기술개요

기계 용접 및 금속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금속 형상을 가상 제작 및 평가하는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용접 기술은 매우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훈련을 위한 실습 여건은 제한적이다. 이를 위해 훈련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제한

이 없는 가상현실 기반 훈련이 요구된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금속 재질 기반 고품질 모재 표현이 가능하다.

 ㅇ 경험 DB 기반 Bead 표현 및 동작 트래킹 기반 실감 상호작용할 수 있다.

 ㅇ 실시간 가상 금속 용융 및 변형 시뮬레이션, 입체 가시화가 가능하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조선소, 중공업 등 광범위 제조 산업

 ㅇ 폴리텍 대학, 인력양성 센터

 ㅇ 금속, 조형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7,8단계(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이 상품성을 보완하여 독립 제품 출시, 2016년 IR52장영실상 수상)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3건

1)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번호 : KR 2010-0117759)

2)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장치

   (출원번호 : KR 2009-0125543)

3) 가상용접 훈련의 가시화 방법

   (출원번호 : KR 2009-0100764)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
기획특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기석 책임연구원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지만, 2007년에

는 낯설고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었던 3D 랜더링 기술을 이용한 

쇼핑 지원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스마

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찍으면 컴퓨터에서 매칭 되는 3D 

모델을 검색하고, 검색된 3D 모델에 대해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특

성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은, 앞서 설명된 기술보다 진보된 연구로써 3차

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 기술이다. 이는 실제 공간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대상에 대한 3D 모델을 검색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다. 

두 기술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기술은 2D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3차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 기술은 3D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추출된 데이터가 3D를 기반으로 하므로 구

조적인 연결 관계, 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가상의 공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실제와 가상을 혼합하는 혼합현

실(Mixed Reality, MR)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있으며, 테마

파크, 체험관과 같은 가상 월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본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상현실연구실의 이기석 책임연구원을 

만나 기술 소개를 들어보았다.

이기석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2017~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상현실연구실 (2001~현재)

-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2014~)

-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 석사 (1999~2001)

양웅연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기석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irtual Welding Simulator System  Virtual Weld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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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사용자의 머리 위에서 사용자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인체 특정 부위(팔) 위에 번개 영상을 프로젝션하고 이와 콘텐츠 간 상호작용을 하는 몰입 

프로젝션 환경 기반 실감 콘텐츠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프로젝션(projection)을 통한 컨텐츠 제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고정된 환경에 사전 제작된 영상을 투사하는 형태로, 

실감 체험의 몰입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의 실감 체험 몰입도를 높이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컨텐츠가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비정형 동적 객체 대상 몰입형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ㅇ 멀티 프로젝션 블렌딩 기술이다.

 ㅇ 프로젝션 영역 탐지 및 인체 부위 상 프로젝션 가시화 기술이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게임/키즈 파크 등에 적용 가능하다.

 ㅇ 4D 가상 체험관 및 전시 홍보관에 적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7단계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1건

1)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제공장치 및 그 방법

   (출원번호 : KR 2016-0002214 )

연구자   이기석 소속   ETRI VR/AR기술연구그룹 연락처   042-860-1154 이메일   mvr_lks@etri.re.kr

기술이전 담당자   서교웅 소속   기술이전실 연락처   042-860-4981 이메일   kwseo@etri.re.kr 

연구자   이기석 소속   ETRI VR/AR기술연구그룹 연락처   042-860-1154 이메일   mvr_lks@etri.re.kr

기술이전 담당자   서교웅 소속   기술이전실 연락처   042-860-4981 이메일   kwseo@etri.re.kr 

기술개요

본 기술은 실 객체 정보 획득 및 분석을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에 연계된 객체를 융합하고 랜더링하여 가상현실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시하는 방법

에 관한 기술이다.

기술의 필요성

기존의 2차원 콘텐츠들은 시점 제약과 같이 실제 정보의 제한적 활용으로 사용자들에게 몰입된 현장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실 객체 정보 획득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은 가상의 공간에 실 객체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고 다양한 특성 변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의 특징 및 장점

 ㅇ 실 객체의 획득된 정보를 다양한 구조/영상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검색하여 얻어진 가상 객체를 가상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시각적 특징  

     변화(크기, 색상 등)를 부여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ㅇ 실 세계에 존재하는 관심 객체를 검출하고 연계된 가상 객체를 원하는 환경에 혼재시켜 몰입도 높은 체험을 제공한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ㅇ 인터넷을 기반으로 원격지에 존재하는 실 객체에 대응하는 3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혼재시키는 방식으로 쇼핑, 관광 

     등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기술 성숙도

TRL 단계 : 7단계

실 객체 정보 획득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기술

관련지적재산권

- 특허 3건

1) 3D 랜더링 기술을 이용한 쇼핑 지원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출원번호 : KR 2007-0107667)

2) 3차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KR 2009-0119723)

3)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제공장치 및 그 방법

   (출원번호 : KR 2016-0002214 )

번개 펀치

이기석 책임연구원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기석 책임연구원 기획특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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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여러 출연(연)에 의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

츠, 서비스 등 기술 분류별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시스템,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출원된 출연(연) 보유 등록 특허 중,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유망 기술들을 선별 해 보았다. 그 

결과, 선별된 총 73건의 특허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4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8

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관련 기술이 총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드웨어 기술은 26건으로 조사되었다.

본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 선별 된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국내 및 미국 등록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시스템 기술의 경우 국내 30건 및 미국 3건으

로 조사되었고, 하드웨어 국내 23건 및 미국 3건, 서비스 국내 7건 및 미국 2건, 콘텐츠 국내 3건 및 미국 2건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 국내 출연(연)별 가상/증강현실 관련 유망 특허 보유 현황

▲ 기술 분류별 국내 및 미국 특허 현황

국내 출연(연)에서 보유한 가상/증강현실 관련된 기술을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1 KR 0895979
가상현실 기반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모바일 장치의 

디자인평가 시스템 및 방법
2007-08-29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 KR 1390383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관리 

장치
2010-11-16

3 KR 0885996 대규모 가상 군중 동작의 획득 및 편집 방법 및 그 장치 2007-08-16

4 KR 1360149 센서리스 기반 손가락 모션 트래킹 방법 및 그 장치 2010-11-02

5 KR 1327321 모션 캡쳐 데이터의 포즈 검색 장치 및 방법 2009-12-11

6 KR 1267227 게임 패킷 데이터 가시화 장치 및 그 방법 2009-12-02

7 KR 1179496
모션캡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법과 이를 이용한 모션 합성 

방법
2008-12-22

8 KR 0906576 핸드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2007-12-17

9 KR 1626384 3차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 2009-12-04

10 KR 1313797
머리 위치 추적을 이용한 입체 영상 표시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2009-12-18

11 KR 1206892 원격 쉐이딩 기반의 3Ｄ스트리밍 장치 및 방법 2009-03-19

12 US 7849421
Virtual mouse driving apparatus and method using

 two-handed gestures
2009-01-12

13 US 9492739 Virtual world processing apparatus 2013-10-18

14 US 9294753
Apparatus for extracting image object in 3D image system 

and method thereof
2012-11-28

15 KR 1639065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정합하기 위한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장치와 영상 센서를 정합하기 위한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해 

정합된 전자 장치
2015-06-2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6 KR 1627852 가상 관절 감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2014-11-27

17 KR 1567984
가상 공간 상에 위치한 가상 객체에 대한 감각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

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2015-01-30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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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18 KR 1474331 나노 소자 설계용 다차원 가상 실험 장치 및 그 방법 2012-12-21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9 KR 1173640 3차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 2011-07-25

20 KR 1147936
3차원 골 영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본 플레이트 

제작 방법
2010-08-16

21 KR 1380854 웹 정보구조에 기반한 증강현실 콘텐츠 제공장치 및 방법 2013-03-21

22 KR 1364594
사용자의 움직임과 모션 플랫폼 사이의 양방향 상호 작용을 기

반으로 한 실감형 스노보드 장치 및 그 제어방법
2011-10-28

23 KR 1001627 입체 영상표시장치 2009-01-21

24 KR 1086305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2010-02-03

25 KR 1528480 햅틱 서버와 가상현실 서버의 연계를 위한 통신구조 2014-11-19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6 KR 1662270 3차원 미소 중력 케이블 구동 장치 2015-03-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드웨어 시스템

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27 KR 0934389
가상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2007-09-28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8 KR 1381594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2008-12-22

29 KR 1505060 가상 현실 연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010-08-24

30 KR 1262848 가상용접 훈련의 가시화 방법 2009-10-22

31 KR 1505060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장치 2010-09-17

32 KR 1303994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 2010-11-24

33 KR 0934391 6자유도 햅틱 장치를 이용한 핸드 기반 잡기 인터랙션시스템 2007-12-13

34 KR 0864725
콘텐츠 조작용 핫키들을 갖는 이동 단말기와 그의 인터랙션

방법
2007-12-13

35 KR 0989080 시공간 정보가 결합된 체험형 지식 제공 방법 및 시스템 2007-11-22

36 KR 0914848 혼합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2007-12-15

37 KR 1617356
소규모 공간에서 가속도센서와 위치센서를 이용한 전방향 이

동 발판 시스템
2014-04-01

38 KR 1276199
시청자 참여의 ＩＰＴＶ 원격 방송 시스템 및 그 서비스 제공 

방법
2009-08-10

39 KR 1073933
부품 데이터의 지능형 조립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기기의 

디자인 시스템 및 방법
2008-12-01

40 KR 1040118 교통사고 재현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2008-08-04

41 KR 0901284 3Ｄ 모델 식별자를 이용한 랜더링 시스템 및 방법 2007-10-23

42 US 7460125
Apparatus and method for immediately creating and 

controlling virtual reality interactive human body model for 
user-centric interface

2006-05-23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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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43 KR 1080803 실감 인터랙션 시스템 및 방법 2009-11-17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44 KR 1338043 실감 인터랙션을 이용한 인지재활 시스템 및 방법 2012-03-05

45 KR 1318244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 및 구현 방법 2012-02-29

46 KR 1291602 혼합 객체, 실감 과학실험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 2011-10-18

47 US 7339574
Haptic mouse interface system for providing force and 

tactile feedbacks to user's fingers and arm
2003-12-10

48 US 8963834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3-dimensional 

user interface
2012-12-10

49 KR 1544384
관성력 제공부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및 이의 관성력 제공 

방법
2013-09-13

한국기계
연구원50 KR 1630785 자기력 형성부재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2014-11-13

51 KR 1120013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시스템용 이족 운동 장치 2011-05-04

52 KR 1354688 공사현장 감리 시스템 및 감리 방법 2013-07-05
한국건설기

연구원
53 KR 1471643

3차원 공간 기반의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방법

2012-12-04

54 KR 0921503
무인 철도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 시스템 및 

그 방법
2007-09-11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55 KR 1187843 증강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 2010-10-01

56 KR 1602167 손목 움직임 기반 가상현실 메뉴 제어 시스템 및 방법 2014-06-16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57 KR 1528485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2014-06-16

58 KR 1275020
통신망을 이용한 로봇 개발 플랫폼의 집단협업공간

제공시스템
2011-11-18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59 KR 1245528
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제공 시스템，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출력 장치，및 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제공 
방법

2011-05-23
한국전기
연구원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60 KR 1601805
스토리 기반 가상 체험 학습을 위한 혼합 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 및 방법
2011-11-14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61 KR 1530634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저작 장치 및 방법 2010-11-01

62 US 9317956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ing mixed reality contents 

for learning through story-based virtual experience
2012-11-14

63 US 9224241 System for producing digital holographic content 2012-12-14

64 KR 1627169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 및 제공 시스템 2013-09-27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순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보유기관

65 KR 1078320 가상현실 체험 슈트 2009-02-1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66 KR 0941749 증강 현실 장치 및 가상 이미지 합성 방법 2008-08-25

67 KR 0860412 촉각체험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 2007-02-02

68 KR 0932431 ３Ｄ 랜더링 기술을 이용한 쇼핑 지원 서비스 방법 및시스템 2007-10-25

69 US 8732768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virtual AV service 2013-02-04

70 US 6945869 Apparatus and method for video based shooting game 2003-06-09

71 KR 1460636
복합촉각제시장치, 제시방법, 그 복합촉각제시장치가 구비된 

마우스 및 복합촉각제시시스템
2013-05-22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72 KR 1515410
복합 촉감 생성모듈, 복합 촉감 제시방법, 그 복합 촉감 생성모

듈이 구비된 마우스 및 복합촉각제시시스템
2013-09-27

73 KR 1076691
실감 방송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 제어 

방법
2009-09-24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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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현실 기반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모바일 장치의 디자인평가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0895979 출원일 2007년 08월 29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3년 04월 2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핸드폰, UMPC, PDA, PMP등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소형 정보가전기

기 형태의 모바일 장치에 대한 디자인 평가를 위해 가상환경 상에서 실제 제품과 

유사하게 데이터 모델의 고품질 가시화를 통한 시각적 표현과,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모바일 장치의 동작 및 기능 표현으로 즉각적인 디자인 선호도를 측정하고 예

측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모바일 장치의 디자인 평가 시스

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관리 장치

특허번호 KR. 1390383 출원일 2010년 11월 16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11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다양한 작업 환경 및 사용자 중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가상현실 기

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

랫폼 관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의 경우, 다양한 작업 구

조물에 따른 훈련 공간, 작업 준비 시간, 훈련 후 정리 작업 시간 등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초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대규모 가상 군중 동작의 획득 및 편집 방법 및 그 장치

특허번호 KR. 0885996 출원일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08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실제 군중 동작으로부터 군중을 이루는 각 개체의 루트 위치를 획득하

고, 가상 군중 장면에 맞도록 획득한 군중 궤적들의 영역을 확장하여 군중의 크기

를 키우거나 무한 반복함으로써 군중 동작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 또는 반복

된 군중 궤적들을 이용하여 각 개체의 동작을 합성함으로써 군중 장면을 획득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4. 센서리스 기반 손가락 모션 트래킹 방법 및 그 장치

특허번호 KR. 1360149 출원일 2010년 11월 0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11월 0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컴퓨터 비젼과 인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환경에

서 손가락의 위치 및 모션을 찾고, 가상현실에서 상호작용 입력 도구로 가상의 손

가락 모션을 제시하는 센서리스 기반 손가락 모션 트래킹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센서리스 손가락 모션 트래킹 방법을 적용하여 직관적으로 손에 부착된 아

무런 장치 없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줌으로써, 콘텐츠와의 몰입감

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5. 모션 캡쳐 데이터의 포즈 검색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327321 출원일 2009년 12월 1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2월 1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모션 캡쳐 데이터에서 프레임상의 비슷한 포즈(Pose)를 찾는 기술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캐릭터의 사이즈가 틀리거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조인트 갯수

를 가진 모션 캡쳐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포즈를 찾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

한 모션 캡쳐 데이터의 포즈 검색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6. 게임 패킷 데이터 가시화 장치 및 그 방법

특허번호 KR. 1267227 출원일 2009년 12월 0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2월 0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전송되는 패킷을 캡쳐(capture)하여 가시화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

를 가시화하는데 적합한 게임 패킷 데이터 가시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송

수신되는 게임 패킷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시화 정보를 추출하고, 이러한 가시화 정

보를 화면에 가시화하는 것으로, 패킷 프토토콜 정의 파일과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범용적인 서버/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패킷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디버깅 작업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고, 게임 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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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션캡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법과 이를 이용한 모션 합성 방법

특허번호 KR. 1179496 출원일 2008년 12월 2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8년 12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모션캡쳐 데이터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긴 모션

을 리얼타임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션캡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법과 이

를 이용한 모션 합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화 등에 필요한 수천 마리의 동물 캐

릭터들이 등장하는 무리(flock) 장면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입력데이터

로서 많은 모션캡쳐 데이터를 사용치 않으므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8. 핸드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0906576 출원일 2007년 12월 17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2년 07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환경에서의 실감적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사실적이면서 자

연스러운 핸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3차원 시각화

에 의존하는 가상 환경 시스템에서 벗어나 핸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제품을 디자인, 품평, 조립 등의 제작 공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9. 3차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626384 출원일 2009년 12월 04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2월 0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의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3차원 모델들을 검색하고 분

류를 수행하여 특정 목적에 맞는 3차원 모델을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3차

원 모델 데이터 검색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의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3차원 모델들을 검색하고 분류를 수행하여 특정 목적에 맞는 3차원 모

델을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10. 머리 위치 추적을 이용한 입체 영상 표시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번호 KR. 1313797 출원일 2009년 12월 18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2월 1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여 사용자 관점에서의 3차원 입체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머리 위치 추적을 이용한 입체 영상 표시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입체 영상 표시 장치는, 다수의 사용자들 각각의 공간상 위치

를 산출하여 다수의 사용자들 각각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3차원 입체 영상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원격 쉐이딩 기반의 3Ｄ스트리밍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206892 출원일 2009년 03월 19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03월 19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3D 가속기를 탑재하지 않은 이동 단말기에서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 3D 콘텐츠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원격 쉐이딩 기반의 3D 스트리밍 장치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서버가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의 3D 어플리케이션 및 장치를 사용

하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에서도 원 데이터의 색감과 원근감을 표현하여 최상의 화

질을 구현하고 훨씬 적은 양의 2D장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

의 오버헤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12. Virtual mouse driving apparatus and method using two-handed gestures

특허번호 US. 7849421 출원일 2009년 03월 19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03월 19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한 손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많은 명령어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들

에 비하여, 양손의 제스쳐와 함께 자동으로 구동되는 메뉴를 사용하면 제스쳐 명령

어의 표현 방법을 단순화함으로서 높은 인식율과 빠른 처리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간편한 제스쳐 표현 및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

하여 기존의 마우스 입력장치를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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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irtual world processing apparatus

특허번호 US. 9492739 출원일 2013년 10월 18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10월 1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MPEG-V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전자 코 장비의 능력 표

현과 인식된 냄새의 전달을 위한 표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상현실 시스템

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상의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MPEG-V기술에 관한 

것이다. MPEG-V 의 범위 내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냄새를 인식하여, 상기 현

실 세계의 냄새를 가상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상호 호환

성을 제공할 수 있다.

14. Apparatus for extracting image object in 3D image system and method thereof

특허번호 US. 9294753 출원일 2012년 11월 28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2년 11월 2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영상 객체(image object)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가상 공간 내에 위치하는 영상 객체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영상 객체를 가시광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3차원 영상 시

스템에서 영상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15.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정합하기 위한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장치와 영상 센서를 정합하기 위한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해 정합된 전자 장치

특허번호 KR. 1639065 출원일 2009년 11월 24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1월 2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 공간과 영상 센서에 의해 촬영되

는 실제 공간을 정합하기 위한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장치와 영상 센서를 정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17. 가상 공간 상에 위치한 가상 객체에 대한 감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KR. 1567984 출원일 2015년 01월 30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5년 01월 30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공간 상에 위치한 가상 객체에 대한 감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

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가상 공간 상의 가상 객체의 표면에 대한 감각 정보를 보

다 정교하게 전달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고 전류의 흐름량을 조절하는 간편한 방법

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감각 피드백을 제어할 수 있다.

16. 가상 관절 감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특허번호 KR. 1627852 출원일 2014년 11월 27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4년 11월 2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관절 감각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코일과 자석의 

인터랙션을 통해 사용자의 각각의 관절에 힘에 대응하는 토크를 가함으로써, 사용

자가 실제로는 물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물체를 잡은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의 관절에 토크를 가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체를 

잡았을 때와 같이 사용자의 신체에 반응을 유발하고, 사용자가 실제로는 물체를 잡

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체를 잡은 것과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달성

된다.

18. 나노 소자 설계용 다차원 가상 실험 장치 및 그 방법

특허번호 KR. 1474331 출원일 2012년 12월 21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2년 12월 2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다양한 크기와 차원의 물질 구성 입자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나노 소자 

설계용 가상 실험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k-MC 

시뮬레이션, 제일원리 전자구조 계산, 양자역학 기반의 전자이송 계산 기법을 이용

하여 실제실험환경과 거의 유사한 가상의 실험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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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차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번호 KR. 1173640 출원일 2011년 07월 25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07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눈의 피로감이 없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3차원 헤드 마운

티드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대표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관찰자의 

피로감을 줄이면서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깊이방향의 영역의 크기를 충분히 설정

할 수 있으므로, 가상현실 시스템이나 기타 3D 입체영상을 응용할 수 있는 3D 헤

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

20. 3차원 골 영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본 플레이트 제작 방법

특허번호 KR. 1147936 출원일 2010년 08월 16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08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골절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골 고정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골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본 플레이트 성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3

차원으로 재구성된 골절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 플레이트(bone plate)의 곡면 형상

과 고정 위치를 설계하기 때문에, 골절부위에 정확하게 정합되는 본 플레이트를 자

동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21. 웹 정보구조에 기반한 증강현실 콘텐츠 제공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380854 출원일 2013년 03월 21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3월 2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3 차원 POI 및 가상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HTML 문서 및 3차원 브라우저 엔진을 이용한 웹 정보구조에 기반한 증강현실 콘

텐츠 제공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3차원 공간상의 POI를 웹 리소스로 활용하

여 AR 콘텐츠의 요구사항들을 월드와이드웹의 정보 구조에 기반하여 콘텐츠 구조

를 재설계 하고 기존의 웹 콘텐츠 구조를 확장함으로써 증강현실 콘텐츠의 저작의 

복잡도와 재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22. 사용자의 움직임과 모션 플랫폼 사이의 양방향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스노보드 장치 및 그 제어방법

특허번호 KR. 1364594 출원일 2011년 10월 28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0월 2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의 상체의 움직임 정보에 대응하여 모션 플랫폼의 인터랙션 움직

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지형 정보 또는 속도 정보를 모션 플랫폼의 기울기로서 

제공하여 실감 있는 스노보드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실감형 스노보드 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물리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공된 

물리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재해석 및 생성할 수 있는 상호간 인터랙션

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더욱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23. 입체 영상표시장치

특허번호 KR. 1001627 출원일 2009년 01월 21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01월 2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색분산과 시역겹침 현상을 제거한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무안경식 입체 영상표시장치로 4시점 이상의 표시

성능으로 보다 많은 다시점의 표시효과를 줄 수 있으며, 관찰자 추적 방법을 적용

하여 항상 시역겹침이 최소화되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형 시차장벽

을 사용하고도 2차원과 3차원 영상 변환이 자유롭다. 

24.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086305 출원일 2010년 02월 03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02월 03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스테레오스코픽 3차원 영상의 깊이 공간의 분해능을 확대할 수 있는 3차

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좌우 각각의 시차 영상에서 디스

플레이 패널에 존재하는 영상들의 밝기를 변화시킴으로써, 3차원 영상의 깊이 공간

의 분해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시차 정보의 변화가 픽

셀 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어 시차 정보의 표현이 가능한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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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햅틱 서버와 가상현실 서버의 연계를 위한 통신구조

특허번호 KR. 1528480 출원일 2015년 06월 22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5년 06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현실 서버와 햅틱 서버간 명령채널과 정보채널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햅틱 서버와 가상현실 서버의 연계를 위한 통신구조에 관한 것이다. 가상

현실 기반 과학적 가시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체역학 데이터의 특성

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6. 3차원 미소 중력 케이블 구동 장치

특허번호 KR. 1662270 출원일 2015년 03월 26일

출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5년 03월 2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달이나 화성 같은 미소 중력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3차원 미소 중력 케

이블 구동 장치와 미소 중력 상태에서 체험자가 수평 및 수직 이동시 발생될 수 있

는 흔들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3차원 미소 중력 케이블 구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체험자의 하중 및 위치로부터 각 와이어에 필요한 장력을 계산한 제2 값과

의 차이를 제어함으로써 가상 공간 내에서 달이나 화성과 같은 미소 중력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27. 가상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동작 방법

특허번호 KR. 0934389 출원일 2014년 08월 18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09월 2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증강 현실의 환경을 동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장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치 인식을 위한 마크 이미지가 부착된 영상 수단(105) 및 디스플레

이 장치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가상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고 손을 이용해 스크린을 

가상 터치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객체를 조작하도록 인터페이스함

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일반적인 모바일 기기들을 추가의 장비나 복

잡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바로 제어할 수 있다.

28.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381594 출원일 2008년 12월 2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8년 12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교실의 학생 및 원격지의 강사가 등장하는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습 콘텐츠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학

습을 지원하는 교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공간적 제

약을 극복하면서도 현실감 있는 체험 기반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29. 가상 현실 연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번호 KR. 1505060 출원일 2010년 08월 24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08월 2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서비스인 가상 현실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가상 현실 연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 세계, 현실 

세계 및 이용자를 연결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상 공간을 재구성하여 현실

과 가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가상 현실 연동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

공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타 이용자와 가상 공간을 공유하여, 가상 세계 속의 사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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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상용접 훈련의 가시화 방법

특허번호 KR. 1253542 출원일 2009년 10월 2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0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용접 작업 훈련을 위해 용접 요소들의 표현을 가시화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용접 대상체인 금속 모재의 실사와 같은 고품질 표현, 실

시간으로 생성되는 가상 비드의 사실적인 표현, 실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 

스패터, 연기 등의 특수효과 표현 등 사실적인 가시화를 기반한 가상환경을 제시해 

줌으로써, 가상 용접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

31.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를 위한 가변형 플랫폼 장치

특허번호 KR. 1262848 출원일 2009년 12월 16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2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다양한 작업 환경 및 사용자 중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가상현실 기

반 훈련 시뮬레이터의 플랫폼을 변형할 수 있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

제 작업 환경과 동일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훈련용 재료의 

소비에 따른 소모성 비용을 가상현실 데이터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경

제적 이득을 도모할 수 있다.

32.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번호 KR. 1303994 출원일 2010년 11월 24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11월 2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현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되는 가

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추적 정보를 획득하고, 기

저장된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연동하여, 추적 정보, 훈련 가

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수치, 그래픽, 가상 도구 모델 및 햅틱 기반으

로 사용자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훈련 가이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쉽게 참조할 수 있다.

33. 6자유도 햅틱 장치를 이용한 핸드 기반 잡기 인터랙션시스템

특허번호 KR. 0934391 출원일 2007년 12월 13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12월 13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현실 공간의 핸드의 손가락 및 손 전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이용

하여 가상 공간의 가상 손 모델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제어하여 사용자가 가상 환경

과 자연스럽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6자유도 햅틱 장치를 이용한 핸드 기반 잡기 인

터랙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3차원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상 환경 애

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핸드 기반의 인터랙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하

고 품평, 조립 등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34. 콘텐츠 조작용 핫키들을 갖는 이동 단말기와 그의 인터랙션방법

특허번호 KR. 0864725 출원일 2007년 12월 13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1년 10월 1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핫키들을 이용하여 전시장 등에 전시된 콘텐츠를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상에서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와 그의 인터랙션 방법에 관한 것이

다. 핫키들을 이용하여 전시장 등에 전시된 콘텐츠를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상에

서 다양하게 조작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작동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가상현실 혹은 혼합현실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용 콘텐츠 서비스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35. 시공간 정보가 결합된 체험형 지식 제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번호 KR. 0989080 출원일 2007년 11월 2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11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3차원 가상공간 상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가공 및 가시화하여 

입체적인 지식을 생성하고 가상공간과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3차원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가상공간을 생성하고 여기에 시간축을 

새롭게 결합하여,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앞으로 축적해갈 미래의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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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혼합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

특허번호 KR. 0914848 출원일 2007년 12월 15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2년 08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작업 현장에서의 혼합현실(Augmented Reality) 구현 기술에 관한 것으

로, 특히 공정 프로세스 계획 및 검증을 위한 혼합현실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작업 현장에 신규 공정 프로세스를 도입할 때 기존 상용 툴의 전체적

인 시뮬레이션 공정 없이 현장 데이터와 설비/부품의 고유 제공 데이터만으로도 공

정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37. 소규모 공간에서 가속도센서와 위치센서를 이용한 전방향 이동 발판 시스템

특허번호 KR. 1617356 출원일 2014년 04월 0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4년 04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훈련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체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가상 공간 상에서 이동하는 감각을 갖을 수 있는 훈련 시

스템 및 가상 현실 체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키는 컴팩트한 구조의 훈련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체감 시스템

을 제공함으로서, 휴대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환경에 설치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

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8. 시청자 참여의 ＩＰＴＶ 원격 방송 시스템 및 그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번호 KR. 1276199 출원일 2009년 08월 10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08월 10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시청자 참여의 IPTV 원격 참여형 방송 시스템 및 그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단방향 서비스인 온라인 강의 또는 사용자 요구형 방송과는 

그 효과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시청자 참여 위주의 체험 학습을 제공할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청자가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시청자 방송 참여도를 높이고, 체험형 방송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39. 부품 데이터의 지능형 조립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기기의 디자인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1073933 출원일 2008년 12월 0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8년 12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핸드폰, 

UMPC, PDA, PMP등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소형 정보가전기기 형태의 사용자기

기에 대한 디자인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환경 상에서, 부품들을 사용

자의 상호작용과 부품간의 제약조건에 따른 직관적인 조립 방식으로 완성형의 가상 

모델로 쉽고 빠르게 제품을 생성 및 가시화 해보고, 적합한 부품 데이터의 지능형 

조립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기기의 디자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40. 교통사고 재현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특허번호 KR. 1040118 출원일 2008년 08월 04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8년 08월 0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블랙박스 정보와 GIS 정보를 기반으로 노변센서로부터의 외부 상황 정

보, 운전자 정보 및 기상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자동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재현하

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고발생시 자동으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가

상의 사고환경이 구성되어 사고재현작업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사고재현의 신뢰성

이 향상한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41. 3Ｄ 모델 식별자를 이용한 랜더링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0901284 출원일 2007년 10월 23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2년 06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네트워크와 3D 랜더링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상에서 랜더링된 3차원 

공간에 대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3차원 공간을 구

성하는 각각의 3D 모델 데이터(model data)들에 고유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

고 분류를 수행하여 3차원 공간을 랜더링하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3D 

모델 식별자를 이용한 랜더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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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pparatus and method for immediately creating and controlling virtual reality interactive human body model for user-
centric interface

특허번호 US. 7460125 출원일 2006년 05월 23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02월 0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

성/제어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가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에 직

접 참여하여 현실과 동일한 상호작용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인터엑티브한 콘텐츠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시장의 창출과 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43. 실감 인터랙션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1080803 출원일 2009년 11월 17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11월 1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물리 객체를 활용하여 컴퓨터 상의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실감 인터랙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물체를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물리 객체 부분과 컴퓨터 상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가상 객체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된 물리 객

체를 활용하여 가상 객체를 컨트롤함으로써, 사용자가 컴퓨터와의 다양한 인터랙션

을 보다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4. 실감 인터랙션을 이용한 인지재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1338043 출원일 2012년 03월 05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2년 03월 0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물리적인 객체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인재재활 프로그램

을 사용자가 실감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재활 시

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 시스템들은 수행하는 

과정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실제 인

지재활 치료사들은 실제 도구를 가지고 인지재활 및 훈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증

명하고 있다. 

45.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 및 구현 방법

특허번호 KR. 1318244 출원일 2012년 02월 29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2년 02월 29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가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

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손 

등과 같은 3차원 물체의 형상변화에 대응하여 모양과 크기가 변화하는 3차원의 선

택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3차원 그래픽을 선택하여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손쉬운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6. 혼합 객체, 실감 과학실험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

특허번호 KR. 1291602 출원일 2011년 10월 18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0월 1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만질 수 있는 물리 객체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을 

실제 실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 객체, 실감 과학실험 시

스템 및 그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험, 그리

고 실험 준비가 복잡한 실험의 경우, 실감 과학실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다 안

전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간단한 준비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47. Haptic mouse interface system for providing force and tactile feedbacks to user's fingers and arm

특허번호 US. 7339574 출원일 2003년 12월 10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6년 03월 0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만질 수 있는 물리 객체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을 

실제 실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 객체, 실감 과학실험 시

스템 및 그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험, 그리

고 실험 준비가 복잡한 실험의 경우, 실감 과학실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다 안

전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간단한 준비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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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3-dimensional user interface

특허번호 US. 8963834 출원일 2012년 12월 10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2월 1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가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

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 및 그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3차원 물체

의 형상 변화에 따른 상기 복수의 가상점의 위치 및 법선방향 변화에 대응하여 형

상이 변화하는 3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이 제공된다.

49. 관성력 제공부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및 이의 관성력 제공 방법

특허번호 KR. 1544384 출원일 2013년 09월 13일

출원인 한국기계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9월 13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현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관성력 제공부를 갖

는 가상 현실 시스템 및 이의 관성력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족 운동 장치는 

자연스러운 보행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피 및 무게를 최소화하여 제작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50. 자기력 형성부재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

특허번호 KR. 1630785 출원일 2014년 11월 13일

출원인 한국기계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4년 11월 13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 현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기력 형성부재를 

갖는 가상 현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

작이나 명령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된 컨텐츠를 그래픽 디스플레이나 햅

틱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가 이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배치된 이족 보행장치가 포함된다.가상 현실 시스템은 자기력에 

의하여 외력을 형성하므로 보다 자연스러운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51.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가상 현실 시스템용 이족 운동 장치

특허번호 KR. 1120013 출원일 2011년 05월 04일

출원인 한국기계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05월 0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이족 운동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가상 현실 시스템에 

제공되는 이족 운동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족 운동 장치는 자연스러운 보행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피 및 무게를 최소화하여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2. 공사현장 감리 시스템 및 감리 방법

특허번호 KR. 1354688 출원일 2013년 07월 05일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7월 0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공사현장 감리 시스템 및 감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단말기를 

이용하는 공사현장 감리 시스템 및 감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사현장 감리 시스템

은 사용자가 공사현장을 촬영하면, 촬영된 이미지의 벡터촬영정보를 검출하여 원격

지의 관리서버에 저장된 해당 공사현장의 3차원 가상공간 모델에 연동되도록 하였

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간단한 화면 터치만으로 상기 촬영된 

이미지 상의 각 객체들의 속성값을 열람할 수 있다.

53. 3차원 공간 기반의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방법

특허번호 KR. 1471643 출원일 2012년 12월 04일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2년 12월 0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건축물의 피난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시뮬

레이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피난 경로를 탐색하는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화재 시뮬레이션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피난 시뮬레이션의 구현이 가능하며,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통합적이고 가시적인 피난 시뮬레이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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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인 철도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 시스템및 그 방법

특허번호 KR. 0921503 출원일 2007년 09월 11일

출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5년 10월 0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무인 철도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인 철

도 시스템 운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 관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직접현장에

서 재현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이례 사항들을 가상으로 표현하는 모의 현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사고/고장 사항들을 발생시키고, 상기 모의 현장과 연동하

는 모의 현장 관제 시스템을 통해 관제 요원들이 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관제 

요원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5. 증강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

특허번호 KR. 1187843 출원일 2010년 10월 01일

출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0년 10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열차의 실사 영상을 3차원 공간이 확보되는 교육실 내에 디스플레이하

고 교육생의 움직임에 따른 정보를 추출하여 열차의 가상 영상을 실사 영상에 중첩

되게 디스플레이하여 교육생이 열차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열차유지보수 교육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56. 손목 움직임 기반 가상현실 메뉴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1602167 출원일 2014년 06월 16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4년 06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가상현실 출력장치의 메뉴를 입력장치를 잡은 사용자 손목의 움직임/각

도로 내비게이션하는 손목 움직임 기반 가상현실 메뉴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현실 입력장치의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자 손목의 상

하/좌우 움직임만으로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의 메뉴를 내비게이션할 수 있다. 

57.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번호 KR. 1528485 출원일 2014년 06월 16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4년 06월 16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출력장치의 메뉴, 3차원 객체를 

조작하여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출력장치의 가상공간에 

있는 3차원 객체의 이동, 회전 등의 기본적인 조작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

다.

58. 통신망을 이용한 로봇 개발 플랫폼의 집단협업공간 제공시스템

특허번호 KR. 1275020 출원일 2011년 11월 18일

출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1월 18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통신망상에서 접속 가능한 3D 온라인 가상로봇

타운을 구축하여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

고 이를 운영, 검증하면서 로봇 및 콘텐츠의 개발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협

업개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로봇 및 콘텐츠의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며,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로봇 부품의 중복개발을 지양하고 개

방, 공유, 협업을 통한 로봇기술의 개방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 통신망을 이용한 로

봇 개발 플랫폼의 집단협업공간 제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59. 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제공 시스템，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출력 장치，및 교통안전용 가상 ３차원 영상 제공 방법

특허번호 KR. 1245528 출원일 2011년 05월 23일

출원인 한국전기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05월 23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교통안전용 가상 3차원 영상 제공 시스템, 교통안전용 가상 3차원 영상 

출력 장치, 및 교통안전용 가상 3차원 영상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력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중앙집중제어에 의해 다수의 가상 3차원 영상 출력 장치

들을 통합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다.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국내 출연(연)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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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스토리 기반 가상 체험 학습을 위한 혼합 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601805 출원일 2011년 11월 14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1월 1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체험 대상에 따라 스토리를 갖는 실제 환경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3차

원적인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원하는 가상 세계에 사용자가 들어간 것처럼 합성하

여 혼합 현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토리 기반 가상 체험 학습을 위한 혼합 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현실감있는 체험 기반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61.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저작 장치 및 방법

특허번호 KR. 1530634 출원일 2010년 11월 0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1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체험학습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영상이 투영되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3D 화면이나 3D 화면 내에서의 연결동작을 등을 정의하는 체험형 학습을 위한 

3D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저작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체험형 학습을 위한 3D 콘덴츠를 저작할 수 있는 저작장치를 제공하고, 다

양한 공간에서 사용자의 3D 화면을 투영시켜 사용자가 가상으로 해당 공간에서의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2.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ing mixed reality contents for learning through story-based virtual experience

특허번호 US. 9317956 출원일 2010년 11월 0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1년 11월 01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체험학습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영상이 투영되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3D 화면이나 3D 화면 내에서의 연결동작을 등을 정의하는 체험형 학습을 위한 

3D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저작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제 공간에서와 같은 체험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63. System for producing digital holographic content

특허번호 US. 9224241 출원일 2013년 09월 27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9월 2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를 획득하여 생성, 편집, 복원 및 응용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과정을 파이프라인 상에서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응용 분야별 특

화된 디지털 홀로그램 제작 및 타겟 응용 콘텐츠의 사용자/시스템 요구사항에 최

적화된 콘텐츠 제작을 시뮬레이션 기능에 의한 사전 검증을 거친 후 예측 가능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64.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 및 제공 시스템

특허번호 KR. 1627169 출원일 2013년 09월 27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9월 2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계층적으로 구분한 공간 모델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자가 공

간모델 별로 별도의 레이아웃을 기초로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공간모

델에 해당되는 컨텐츠만을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증강현실 컨텐츠 저작 

및 제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위치하는 하나의 공간에 대하여만 가상객

체를 증강하여, 불필요한 가상객체의 로딩 및 제어를 하지 않아 컴퓨팅 효율을 높

이고 사용자 선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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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가상현실 체험 슈트

특허번호 KR. 1078320 출원일 2009년 02월 10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14년 10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사용자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가상현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체험 슈트에 관한 것이다. 가상현실 체험 슈트는 사용자 신체의 피부조직

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사용자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가상현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단순히 시청각 정보만을 제공하여 가상현실에 

몰입하도록 하는 종래의 가상현실 체험 기술에 비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리얼리

티를 극대화할 수 있다.

66. 증강 현실 장치 및 가상 이미지 합성 방법

특허번호 KR. 0941749 출원일 2008년 08월 25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8년 08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사 영상에 증강 현실 장치를 이용하여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시간 방송 중계 화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3차원 그래픽을 원하는 위치에 실제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

처럼 삽입하여 방송 중계 화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방송 중계 화면상에 가상 

광고 등을 삽입할 수도 있어 새로운 광고 기법을 창출할 수 있으며 광고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다.

67. 촉각체험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번호 KR. 0860412 출원일 2007년 02월 02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02월 0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촉각체험에 따른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으로, 힘과 질감의 촉각 정보가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촉각체험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은, 촉각체

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을 패키지화하여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전송함

으로, 촉각재현 장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촉각체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68. ３Ｄ 랜더링 기술을 이용한 쇼핑 지원 서비스 방법 및시스템

특허번호 KR. 0932431 출원일 2015년 11월 11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10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3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의 입력장치(카메라, 마우

스 등) 및 3D 렌더링 가속장치를 탑재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각 업체가 제공한 3차원 모델링 정보를 포함한 특징 정보 혹은 자신이 생성한 

물품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축한 가상공간을 꾸미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쇼핑 지원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69.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virtual AV service

특허번호 US. 8732768 출원일 2007년 10월 25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10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로컬 디바이스 미들웨어를 지원하는 미디어 서버, 비디오 렌더러, 오디오 

렌더러를 결합하여 하나의 가상 AV 장치를 구성함으로서, 가상 AV 장치를 구성함

에 있어서 AV 컨텐츠를 재생할 때 비디오 컨텐츠를 재생할 장치와 오디오 컨텐츠

를 재생할 장치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가상 AV 장치

를 구성하여 AV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70. Apparatus and method for video based shooting game

특허번호 US. 6945869 출원일 2007년 10월 25일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7년 10월 25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비디오 재생과 동시에 비디오를 찍은 카메라에 3D로 정합된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를 사용하므로, 게임의 사실성 및 현실감이 매우 높다.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의 앞에 실사의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사격에 대한 

트리거를 분할 오브젝트 영상에서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를 가리는 부분에 대

하여 명중 여부를 판독 가능하므로, 실사 장애물의 입체적인 처리도 가능하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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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복합촉각제시장치, 제시방법, 그 복합촉각제시장치가 구비된 마우스 및 복합촉각제시시스템

특허번호 KR. 1460636 출원일 2013년 05월 22일

출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5월 22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비디오 재생과 동시에 비디오를 찍은 카메라에 3D로 정합된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를 사용하므로, 게임의 사실성 및 현실감이 매우 높다.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의 앞에 실사의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사격에 대한 

트리거를 분할 오브젝트 영상에서 3D 컴퓨터 그래픽 오브젝트를 가리는 부분에 대

하여 명중 여부를 판독 가능하므로, 실사 장애물의 입체적인 처리도 가능하다. 

72. 복합 촉감 생성모듈, 복합 촉감 제시방법, 그 복합 촉감 생성모듈이 구비된 마우스 및 복합촉각제시시스템

특허번호 KR. 1515410 출원일 2013년 09월 27일

출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33년 09월 27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고주파 구동부, 저주파 구동부, 온열감 재현부, 강성 재현부를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가상표면에 대한 미세형상, 재질감, 온열감 및 강성정도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상물체에 대한 촉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복합촉감생성모듈

에 관한 것이다.  저주파 구동부, 온열감재현부, 고주파 구동부, 강성 재현부를 구비

하여 사용자에게 가상표면에 대한 미세형상, 재질감, 온열감 및 강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상물체에 대한 촉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73. 실감 방송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 제어 방법

특허번호 KR. 1076691 출원일 2009년 09월 24일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리 존속기간 2029년 09월 24일

기술 내용

본 발명은 3차원 형식인 미러월드를 기반으로 실감 방송 정보를 출력하는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감 방송 시스템은 3차원 가상 

공간 상에서 실감 방송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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