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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감 미디어(Realistic Media)란 사용자 만족을 위해 몰입감

과 현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감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며 실감미디어 기술은 고품질의 시각, 

청각 정보는 물론 촉감 등 다감각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변

환, 전송, 재편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다양한 실

감미디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서비스되고 있어 실감미디어 산

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술을 따라잡고 독

자적인 기술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가코리아(2012)’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대 현 시점에서는 해

외 기술에 비하여 2-3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무선 인프

라, 스마트폰 기반의 콘텐츠 시장 형성 등 기반 인프라가 우수

하고 방송, 교육, 광고, 공공 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와 융복합 

등 기반 기술 확보부분에서 기술 선점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다

양한 분야로 사업 확대가 용이하여 시장성이 높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화는 단순 

시청의 단계를 넘어 미디어 미디어 서비스의 부가 정보를 얻고

자 하며 직접 미디어 서비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특히 실감미

디어 분야에서 2D 미디어에서도 3D 입체 미디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3D 입체 미디어를 기반으로 실감체험을 가능

하게 하는 4D미디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바타 4D 

영화의 흥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4D 미디어를 소화해

낸 사용자는 오감과 감성에 기반한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실감미디어 산업의 빠

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영화 산업은 3D 산업으로 진입

해 있으며 4D 산업으로 급속히 변모중에 있고 스마트 시장의 

등장에따라 스마트 기기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감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시장규모와 앞으로 어떻

게 발전할 것인지를 알아보며, 어떠한 형태의 실감미디어 콘텐

츠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에

서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실감미디어 콘

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실감미디어 시장 동향

1. 국내 시장 동향

3D 실감미디어 서비스 시장은 게임이 3D 서비스 시장을 주도

하는 가운데 2012년까지 8천 3백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2027

년에 5조 5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3D 실감미디어 서비스 시장은 6백억원의 시장을 형성하

고 연평균 2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 게임, 영화 등 

3D 서비스 부분은 연평균 24%씩 성장하여 2027년까지 총 14

조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감미디어 산업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하여 실감

미디어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성과확산사업 등을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약 2,4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 활성화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ITPV 방송시스템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등에 동일기간동안 9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실감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1, 한국정보통신

증흥협회 동향분석팀)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국내 실감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총생산유발액이 4,388억원에 달

하며, 구축 효과는 약 1,7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실감미디어 서비스 시장 규모

*출처 : ETRI("실감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수용도 분석 및 산업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지,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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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시장 동향

기업 조사 분석 업체인 PWC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엔터테인

먼트&미디어(E&M)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4.6% 성자한 1조 4,195달러를 기록, 연평균 5.7% 성장세를 지

속해 2015년에는 1조 8,70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콘

텐츠진흥원의 2009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연평균 4%의 성장으로 14년에는 1

조 4,4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대 2010년 콘텐

츠 시장의 성장은 3D 콘텐츠 개발이 견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세계 3D 산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60% 이상의 급성장

을 하여 2015년 2,167억불까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3D 콘텐

츠는 09년 3억불에서 연평균 122%이상 급성장을 통해 15년에 

390억불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3D콘텐츠산업 육성계

획“.2010.5)

3D 시장에서 광고 분야의 성장(연평균7%)이 가장 두드러지며, 

게임(5.5%), 정보(5.0%), 영화(4.5%), 애니메이션(4.3%)도 문화

콘텐츠 산업 평균성장률에서 높은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제2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실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 70%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국책 연구 과

제로 ‘3D 입체영상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선정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 중심으

로 3D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중에 있다.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용 3D 콘텐츠가 주도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보급 확대에 

따라 홈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도 크게 확되될 전망이다. 

일본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문부성이 지원하는 VR 대형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며 정부와 기업중심으로 감성형 문화콘텐츠를 

중장기 미래 지향적 기술로 인식, 선도적 연구 기획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 및 기술 선점을 시도 중에 있다. 

특히 오감 감각의 인지를 위한 입력 센서 분야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응용 기술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의 

취약 부분은 미국의 대학, 기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

복하고 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12%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시장규모는 오는 2014년 1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규모로 미국, 일본 및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여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실감미디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성장 

및 보급 단계에 이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걸림돌 역시 존재

하고 있다.

ETRI의 ‘실감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분석 및 산업 전

망’ 에 따르면 실감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

나 3DTV와 UHDTV등 실감 미디어 기기들의 가격이 아직 기존 

디지털 장비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보급에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3DTV의 본방송은 2015년에 UHDTV의 본방송

은 가장 빠른 일본에서조차 2025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

어 제품 출시 후 방송 개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및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구기관

들은 이러한 실감미디어 산업 보급의 해결책으로 스마트 실감

미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 시장은 다른 어떤 IT 기기보다 기기 교체율이 

빠르며,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이 활발하고 무엇보다 2012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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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으며 3DTV의 본방송은 2015년에 UHDTV의 본방송

은 가장 빠른 일본에서조차 2025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

어 제품 출시 후 방송 개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및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구기관

들은 이러한 실감미디어 산업 보급의 해결책으로 스마트 실감

미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 시장은 다른 어떤 IT 기기보다 기기 교체율이 

빠르며,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이 활발하고 무엇보다 2012년 현

표 1. 국내 실감미디어 산업 투자 계획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실감미디

어 활용

사업

41,800 41,800 53,300 51,700 51,600 240,200

실감미디

어 구축

사업

26,200 26,200 14,600 16,400 16,400 99,800

표 2. 실감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 

유발효과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계 121,546 121,546 122,553 122,734 122,551 610,931

구축 45,179 45,179 25,176 28,280 28,280 172,096

활용 76,367 76,367 97,377 94,454 94,271 438,835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계 89,824 89,824 96,950 96,132 95,976 468,707

구축 24,499 24,499 13,652 15,335 15,335 93,320

활용 65,325 65,325 83,298 80,797 80,640 375,387

고용  

유발효과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합계 642 642 659 658 657 3,258

구축 222 222 124 139 139 846

활용 420 420 535 519 518 2,413

그림 2. 글로벌 E&M 시장의 권역별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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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계에 이르고 있는 성능경쟁에 대안책으로서 모바일 N-스

크린 등의 실감 미디어 기술이 떠오름에 따라 모바일 스마트 시

장과 실감미디어 시장의 융합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는 융합 효

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단

말의 출시로 3D 게임 및 영상 등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

속되 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SM 엔터테인먼트, 아바타 제작팀

이 3D 콘텐츠 공동 제작에 협력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한 경쟁적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실감미디어 보급을 통해 사용자의 실감미디어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치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4D, 5D 극장등

의 대형 실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3D TV등의 가정용 

실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동반 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Ⅱ. 국내외 기술 동향 

1. 국내 기술 동향

1.1 미디어 플랫폼 분야

ETRI는 "SMMD(Single Media Multiple Devices)기반 유비

쿼터스 홈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체험을 

위한 미디어 포맷 및 디바이스 제어 기술을 확보하였다

ETRI는 “멀티버스 서버 기술 및 대용량 콘텐츠 전송 기술” 과

제를 통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실감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상공간의 아바타에 반영되게 하는 멀티버스 서비스 

기반 실감 엔터테인먼트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1.2 실감 미디어 분야

삼성전자는 3D 객체의 복잡도, 크기, 또는 사용자의 시청 파

라미터에 따라, 3D 객체의 중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송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명지대는 MPEG-V Part 3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감효과 

메타 데이터를 편리하게 저작할 수 있도록 실감효과 타입 추가, 

그룹 효과 지정 및 재사용기능을 제공하는 4D 저작툴을 개발하

였다.

성균관대학교는 영상 기반 객체 추출에 대한 연구로 영상 특

징을 분석하여 검색 등에 활용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였

고 2008년 한국방송공학회 '자동 객체 영역 추출과 GLCM 기

그림 3. 미디어의 진화

그림 4. SMMD 기반 유비쿼터스홈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

그림 6. 3D 객체 전송기술

그림 7. 실감효과 편집용 저작툴

그림 5. 멀티버스 서버 기술 및 대용량 콘텐츠 전송 기술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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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Texture 특징을 이용한 영상 검색 시스템 구현'에서 영상들

에 존재하는 각 객체들의 존재 영역을 기반으로 질의 영상의 객

체 영역을 추정해서 검색에 활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삼성전자는 홈/빌딩 오토메이션이나 버츄어 라이프 등에 활

용될 수 있는 실시간 환경정보(기온, 조명 등)을 센싱하여 가상

환경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디지털아리아는 2D 플래시 애니메이션용 3D 플래시 에니메

이션 자동 변환 특허를 2011년에 획득하였으며 스테레오픽쳐스

코리아(주)는 입체 알고리즘 영상기반 다이나믹 3D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여 반자동화 방식의 2D 콘텐츠를 3D 콘텐츠로 자동 

변환하는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1.3 실감 인터렉션 분야

삼성전자는 시각과 촉각은 물론 청각과 후각 등 오감으로 교

감하는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으뜸 유망사업으로 선정하고 실시

간으로 사람의 감정,얼굴, 움직임을 3D 아바타를 통하여 실현

시키거나 제스처를 아바타를 통하여 표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명지대학교 UXmedia Lab과 공동으로 모션 기반 게임을 개발

하고 있으며 MPEG-V의 Part 2와 Part 4에 표준으로 반영하

였다.

또한 홈/빌딩 오토메이션이나 버츄얼 라이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실시간 환경정보(기온, 조명 등)를 센싱하여 가상환경에 

반영하는 시스템과 3D 객체의 복잡도, 크기, 또는 사용자의 시

청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압축된 3D 그래픽을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과기원(GIST)에서는 미디어와 햅틱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미디어의 장면에 따라 햅틱 장갑에 효과 정보를 전달하여 촉감 

효과를 제공하였다.

KIST는 데스크톱, CAVE, HMD(Head Mounted Display), 

월스크린 등을 지원하는 VR/MR 미들웨어 NAVER 및 햅틱

장치 개발, 그 외에도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TST(Trangible 

Space Initiative) 연구를 수행, 시청각 연구에 비해 낙후된 후

각, 촉각, 오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콘텐츠와의 인터페이스

를 통해 지원하려는 시도를 실험적인 수준에서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업체인 디스트릭트사는 4D 입체 공연, 제품 흥보 발표회 

등에서 실감 효과를 가미하여 사용자 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자 제스처 인식 기술과 홀로그램을 연결하는 제

품인 “HyperStage”를 이용하여 2009년 삼성전자 휴대폰 론칭

쇼, 2010년 디지로그 사물놀이 공연 등을 선보였다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과기대, 동신대 등 여러 대학에서 

혼합현실 관련 기반 기술 및 기초 응용 기술에 관한 연구와 실

감미디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대, 경희대, 충북대에서

는 직접 영상의 시야각 및 깊이 범위 향상 기술, 집적 영상에서

의 2D/3D 전환, Floating Image 기술과 집적 영상의 결합을 

연구 중에 있다.

한양대에서는 삼상전자와 공동으로 렌티큘러에 기반한 다시

점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세종대, 서울대, 부

경대 및 광운대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과 CGH를 기반으로 하

여 홀로그래픽 시스템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8. 표정 또는 모션 인식 기술

그림 11. KIST CAVE 시스템

그림 10. 햅틱 디바이스 연동

그림 9. tpstj 기반 현실/가상세계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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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터치디스플레이기술을 장착한 전자기기에서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펜형 장치인 촉각(haptic)펜과 펜

에 내장 가능한 소형 질감 제시 장치를 개발하였다

KAIST에서는 접촉 피부면에 대해 수직 운동하는 핀 배열을 

이용한 자극을 전달하는 Tactile Display Mouse를 개발하였으

며 신축성이 풍부한 스판덱스와 전자석을 이용하여 표면에 문

자 및 그림 등을 표현할 수 있는 Shade Pixel을 개발하였다.

2. 국외 기술 동향

2.1 미디어 플랫폼 분야

프랑스 다쏘시스템은 3D 체험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사용자, 

소비자 누구나 제품을 3D로 제작, 공유 및 체험할 수 있는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여 3

차원적인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CAVE, 스테레오 LSV(Large 

Scale Viewing), HMD 등을 이용하여 몰입감을 제공하였다

Telecom SudParis(프랑스)사에서는 MPEG-4 플랫폼 기반

으로 원격 실시간 3D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개

발하였다 

2.2 실감 미디어 분야

필립스사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바람, 진동, 조명 효과 등을 

게임의 장면에 따라 연동하여 재현시켜주는 게임킷으로 amBX

를 개발하였으며, 클라겐프르트대학(오스트리아)에서는 필립스

가 개발한 amBX 게임킷을 기반으로 미디어에 실감효과를 삽입

하고 이를 재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체험형 전시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니버셜스튱디오에서

는 3D 기법에 실감 효과 제공 디바이스와 소품들을 이용한 형

태로 실감 체험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소니사는 기존 영

상 정보에 GPS 정보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포함시켜 웹 오픈 

API들과 연동하는 제품을 선보여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MIT 미디어랩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형 5인치급 3D 동영상

을 시현하고 홀로그래피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3D 입체영상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NASA, AT&T, MIT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항공, 우주, 

방송통신, 국방, 의료 등의 응용을 목적으로 “실감 3차원 다중 

매체” 개발을 추진하였다.

MS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몸짓이나 생체 신호만으로 기기 

조작이 가능하도록 인간센서의 매쉬업을 통한 NUI(Naturak 

User Interface) 개발 및 NATAL 프로젝트를 통해 3차원 공간

인지 인터렉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MIT 미디어랩이

나 RCA의 CRD랩 등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실감형 인터페이

스 등과 같은 실험적인 미디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구글은 소니, 인텔 로지텍과 협력하여 스마트TV와 

홈네트워크 융합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시연을 진행중이

며 조만간 구글 글라스라는 신개념 스마트 실감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감 정보처리 기술분야에 대해 시각, 촉각, 음성 중

심에서 후각과 미각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오감융합으로 발전, 

생체 정보와 행동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인터렉

티브 UI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진행중에 있으며 그중 

NTT 도쿄모사는 냄새와 촉감을 감지하고 센싱된 데이터를 전

송처리 가능한 오감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SONY는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2010에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작동되는 

모션 감지 PS Move를 출시하였다. 도시바는 사용자의 손으로 

움직여 디지털 TV 프로그램 검색 및 잿생을 위한 공간터치 UI 

기술인 Spatial Motion Interface 기술을 발표하였다. 일본 닌

텐도사는 'Wii'플랫폼 기반 체감형 게임으로 각종 센서를 이용

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방향, 기울기와 거리감 인식 기술을 통

해 미국내 게임기 점유율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용 게임

의 다양화 및 2010년 진동 모니터, 전용안경 없는 3D 입체영상 

게임기 닌텐도 3DS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유럽 EU 프로젝트에서는 2009년 Holovision 프로젝트를 통

해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으며, 또한 OSIRIS 프로젝

트를 통해 3D 영화 상영용 고해상도 대형 스크린 기술 개발 및 

FP7 프로젝트에서 Real3D 프로젝트. 2030 3D Media 프로젝트, 

SkyMedia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홀로그래픽의 원천기술과 몰입

형 3D 미디어 기술 그리고 3D 인터렉션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2. MPEG-4 플랫폼 기반 원격 3D 게임 시스템 구조

그림 13. 필립스의 amBX 게임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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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감 인터렉션 분야

3D 가상현실 공간에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가상의 집, 가상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Active Worlds 기술 등을 통해 가상공

간에서 온라인 쇼핑, 3D 채팅을 지원하는 기술이 출연하고 있

는대 2013년 경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메타버스가 

탄생하는 “ 멀티버스” 시대가 예측되며, 이를 통한 자유로운 콘

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중시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만족도가 높

은 가상체험이 가능한 가상세계들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린든탭 CEO 필립 로즈데일은 세컨드라이프를 비롯한 가상

세계가 현실세계와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현

실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가상 세계로 대체하는 사회가 올 것

임을 역설하였다. 린든탭과 IBM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은 메

타버스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실현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기반

으로 하나의 아바타가 여러 개의 메타버스 공간 이용과 3D 가 

가능한 서비스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미국의 

Camegie Mellon University에서는 "Real Time Distributed 

Objects for Interactive Multimedia" 프로젝트(Aura Project)

로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

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진 wd에 있다. 이 Aura Project는 스

마트한 환경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이동성을 보장하는 시스

템의 구조를 연구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비서와 같은 서

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모토로라사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안전도충격

시험을 가상현실 시스템CAVE 안에서 실시하였다 

의료분야에서 뇌손상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료로 ‘나의 사

고전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CAVE실험이 있었다 스웨덴

에서 수행된 'The Empathy Project'는 가상현실체험으로 중풍

환자들의 변한 삶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키고 가족들의 협조를 증가시켰다.

건축분야에서 가상할렘 (Virtual Harlem)은 80년전 할렘의 

모습으로 연출하여 그당시 미국인의 생활모습과 음악 일상 대

화를 직접듣고 체험하게 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체험형 전시관, CueSim 항공기 시뮬레이

터, Racing Interaction F1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력감, 가속도 등의 

감각을 표현하는 체험형 미디어를 적용한 서비스를 제작하여 

각종 전문가 훈련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Ⅲ. 실감 미디어 표준화 현황

국제적으로 실감 미디어 관련 대표적 표준화 규격으로는 

MPEG-V를 들수 있다. ITU-T MPEG-V에서 멀티미디어에 

포함되는 실감효과, 실감 디바이스, 가상세계 아바타, 실감디바

이스 제어 메타데이터 및 이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 표

준화를 선도하고 있는대 크게 7가지 분야로 MPEG-V 프레임

워크를 정의하였다

그림 14. AW-The Web's most powerful 3D virtual worlds platform

그림 16. 유니버셜스튜디오 체험형 콘텐츠

그림 15. Aura design of real-time software a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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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PEG-V 프레임워크

분야(Part) 표준화 내용

1. Architecture MPEG-V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요 및 구조

2. Control Information

디바이스간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한 성능 정

보와 맞춤형 제어를 위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 

기술 정의

3. Sensory Information
가상세계 및 현실세계에서 표현 가능한 실감

효과 정의

4. Avatar Information
아바타 또는 가상세계 오브젝트에 대한 표준 

타입 정의

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s

가상세계와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제어신호 

및 센서 정보에 대한 포맷 정의

6.   Common Types and 

Tools

MPEG-V 전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정의

7.   Conformance and 

Reference SW
참조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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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ETRI는 일본의 샤프, 네델란드 필립스, 오스트

리아의 클라겐푸르트 대학과 함께 82차 MPEG 미팅에서 처음

으로 SMMD 개념과 표준화 필요성을 소개하고 2010년 4월까

지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를 징행하여 

2011년 8월 15일 ISO/IEC JTCL/SC29/WG11을 통해 국제 표

준으로 승인되었다.

Ⅳ. 차세대 실감미디어 기술 발전 전망

실감미디어 시장은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 및 보급 단계라 볼 

수 있는대 시장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비자 접근성

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부분에서의 

사용자 접근성 개선, 소비자 접근성을 위한 비용 절감의 필요성

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3DTV 와 같은 실감미디어 기기

들의 시장점유율의 증가와 Wii, Xbox Kinnect와 같은 게임을 

중심으로한 실감미디어 기기의 보급에 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초기 보급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차세대 실감미디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미디어 제작 부분에서는 융합형 미디어 자동 생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요소관리 및 생성 기술을 들 수 있다. 영상을 기반

으로 한 수작업 형태의 미디어 저작환경을 개선하고 영상 분석

을 통한 실감효과 자동 추출 및 메타데이터로의 자동 변환을 지

원하고 온도, 습도, 자이로, GPS 등을 이용한 주변 환경 정보

와 실제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인간의 감각적인 효과 정보를 메

타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 환경에서 

융합형 미디어 자동 생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미디어를 실감미디어로 변환하는대 있어서 

비용과 제작기간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미디어 제작 편의성 개선을 위한 차세대 실감미디어 기술로

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융합형 미디어 포맷 솔루션 기술을 

들 수 있다. 사용자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 개인 맞춤형 객체기

반 실감 효과 설정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미디어를 제작하는 현

장에서 체험하듯 현장감과 사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터렉

티브 융합형 미디어 Fusion 기술로서 널리 알려진 JPEG, AVI, 

MKV, MXF등 유명 포맷을 지원하여 제작자가 손쉽게 고품질

의 실감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시대에 맞춘 스마트 실감미디어 기술 역시 차세대 실

감미디어 기술 중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선 네트

워크 기반의 실감미디어 정보 전송 기술과 스마트기기용 3D 스

크린 개발은 2013년부터 우리 정부가 8년간 5500억을 투자하

여 추진하고 있는 ‘기가 코리아’ 사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다른 어떤 IT 기기보다 기기 교체율이 빠르

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스마트 시장에서 실감 미디어 기반 

기술의 확보는 국제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시장의 동반성장을 

그림 17. MPEG-V 국제 표준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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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UI/UX 인터페이스에 실감 미디어 기술을 적

용한 NUI(Natural User Interface)은 촉각, 시각, 언어, 필기,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 창의성, 탐색과 같은 인간의 복잡한 사

고 과정을 분석하여 적합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인간간의 

소통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빠

른 확산과 신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감 미디어 통합 플랫폼 기술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 으로 요

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실감 미디어 기술들이 독자적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대 그치고 있는 현 시점에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종 디바이스간에 적용되어 실감미디어 효과

를 적용시킬 수 있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은 나날이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 LG 등 대형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실감 미디어 통합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보급한다

면 세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 및 

3D TV등 다양한 실감미디어 기기들의 동반 보급 효과와 콘텐

츠 개발사들의 개발 리스크를 줄여 실감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실감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Ⅴ. 결 론

현재의 실감미디어 시장은 성장 및 보급 단계에서 시장 안정

화 단계를 향하여 성장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ETRI와 같은 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역

시 정책적으로 실감미디어 시장 활성화 및 콘텐츠 보급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의 실감미디어 제작 업체들은 통일된 플랫폼의 

부재와 초기투자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 보다는 전시 등 

단발성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왔고 타 콘텐츠 제작 업체 역시 적

극적인 시장 진입에 주저하고 있었으나 스마트 실감미디어 시

장의 활성화 이후 타 콘텐츠와의 차별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회사들이 실감 미디어를 스마트 시장에 적용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을 실감미디어 TV, 실감 영화 시장 등 타 산

업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올바른 로드맵과 기술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대형 스마트기기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실감미디어 재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술 적용 및 보급과 함께 다양한 기기에

서 실감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통일된 플랫폼 구축 및 기반기

술 확보를 통한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체의 진입문턱 및 사

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으로 투자비용이 적은 스마트 콘텐츠들은 소비자가 손쉽게 실

감미디어에 익숙해지게 이끌어 줄 것이며 좀 더 고급의 서비스

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실감미디어 TV 및 영화 시

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ios

와 안드로이드처럼 통일된 플랫폼은 콘텐츠 개발 비용과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감 콘텐츠의 

질적, 양적 동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작권 보호강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력을 가진 제작사가 표절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및 지원 기관의 설

립이 급선무이며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정비하여 해외 시장 진출

에 있어서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실감콘텐츠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한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해야한다. 무선 인프라 기반 실감 콘텐

츠 전송기술과 네트워크 기반 양방향 NUI 기술 그리고 상상력

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콘텐츠 등 정부와 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미래지향적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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