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실감 영상회의와 몰입형 텔레프레즌스의 수준

을 넘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 다지점(Multi-point)의 

공간을 초실감적으로 가상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월(Smart-

Wall) 기술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초실감이란 UHD-

4K/8K급 또는3차원 이상의 초실감 영상기술과 사람의 모든 발

성대역을 재현할 수 있는 슈퍼와이드밴드 기반 초실감 음성처

리 및 동급 수준의 미디어 통신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의 서비스 

인지품질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실감 수준의 현장감과 몰입감을 멀리 떨어진 1:1 또

는 다지점 간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월 핵심기술의 확보는 초실감 스마트워크 뿐 아니라 동급

의 원격교육, 원격의료 서비스와 제품에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격 다지점 공간을 초실감으로 가상연결 하는 스마트월 기술은 

사용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핵

심기술로써, 실감 ICT 올림픽에 접목이 되면 현장에 참석한 것 

이상의 실감있는 대면 대화, 인터뷰 및 협업작업이 가능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실감 ICT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계 

최초의 기가미디어급 미래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Ⅰ. 서 론

인터넷을 통해 서로 다른 원격지에 위치한 다지점 공간 간의 

초실감적 가상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월 기술의 기초기반

은 <그림 1>에 그 진화과정을 도시한 바와 같이 영상전화, 영상

회의와 텔레프레즌스[1] 기술이다. 

텔레프레즌스 기술은 참여자들이 마치 앞에서 서로 마주하고 

회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회의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물크기의 영상(life-size)과 실감 오디오 등의 기술이며, 

스마트월은 <그림 1>에서 예시한 영상품질과 같이 텔레프레즌

스 서비스에 비해 4~16배 이상의 고실감 영상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정보의 80% 가량을 시각적으로 수집하고, 그 다음

은 청각 그리고 나머지는 감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월 기술은 텔레프레즌스 기술의 확장 응

용 뿐 아니라 미디어의 다차원화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들을 요

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 기술적 이슈는 영상회의에서 아직 기술

적 해법을 찾지 못한 실시간 눈맞춤(Eye-contact) 및 초실감 

비디오 처리 기술, 초실감 공간 오디오 처리 기술, 그리고 유무

선 인터넷에서 초실감 미디어 품질을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품질제어 기술로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장에서 미래형 초실감 스마트워크 서비스 관점

에서 스마트월 선행 기술을 분석하며, 3장에서는 대표적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스마트월 기술 개념에 대해 제안한 후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스마트월 선행 기술분석 

1.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의 월(Wall) 텔레프

레즌스 기술   

시스코시스템즈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2]은 전신(head-to-

김도영, 강진아, 이미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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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상회의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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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이 아니라 상반신(head-to-shoulder)만을 실물 크기 영상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앉아서 회의를 하도록 설계

된 시스템이다. 즉, <그림 2>에서와 같이 시스코시스템즈의 대

표적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인 TX 9000의 경우 회의 도중에 참

석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면 참석자의 머리 부분

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격지 참석자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리하고 실감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100인치 이상의 

벽면(Wall) 형태의 스크린을 이용한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을 시

스코시스템즈에서는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Wall 텔레프레즌스

와 기존 텔레프레즌스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참석자가 일어서서 

화면에 공유된 콘텐츠를 조정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스코시스템즈는 이의 서비스 유용성을 위해 <그림 3>에서

와 같이 이탈리아 로마와 중국의 시안에 월 텔레프레즌스 시제

품을 설치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실감성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술로서 눈맞춤

(Eye-contact)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다지점 간 서비스 연

결성과 대형 디스플레이에서의 적합한 공간 오디오 기술의 제

공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의

      Collaboration Wall 기술

2014년에 Spring Roll 프로젝트를 통해 <그림 4>와 같이 

Collaboration Wall 시스템을 시연[2]하였다.    

이 시스템은 10개의 HD급 화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 4>

의 왼쪽에 있는 4개 스크린은 인터랙티브 화이트 보드로 사용

하고 오른쪽의 6개 스크린은 원격지 참여자의 전신을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으로 참석자들은 회의실내에서 자유롭게 

서있거나 움직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책

상 앞에 앉아서 하는 회의보다 비언어적인 정보들을 좀더 빠르

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업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스크린과 원격지 참여자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물리적으

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회의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방식으로 눈맞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카메라를 스크린 안에 설치함으로써 참

여자의 시선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프리즘(Prysm)의 Collaboration 비디오 월

프리즘은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자사의 Cascade Collab-

oration Video Wall 솔루션을 Polycom과 Cisco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과 결합한 Wall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프리즘의 Cascade 190 Collaboration Video Wall은 36개의 

LPD 타일(9×4h)로 구성되었으며 3843×1280 해상도를 지원

한다. 또한 Wall을 터치하여 콘텐츠를 편집하고, 크기 및 위치

를 조정할 수 있다. 프리즘의 Collaboration Wall 솔루션은 터

치기능을 이용한 문서 공유와 제어의 편리성에 기술의 중점을 

그림 2. Cisco TX 9000시스템에서 회의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선 경우의 문제점

그림 3. 이탈리아 로마와 중국 시안에 설치된 월 텔레프레즌스

그림 4. 시스코의 Collaboratio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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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며, 회의 참석자들이 향상된 동일한 공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특별히 새로운 기술은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BeingThere 센터: Room 기반 텔레프레즌스

텔레프레즌스 기반 원격 협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3

개 대학(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 스위스의 ETH Zurich, 미

국 UNC Chapel Hill)은 1,800만불 규모로 국제협력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림 7>과 같이 4개의 주요 시제품(모델 1~모

델 4)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그 중 첫번째 모델이 Room 

Based 텔레프레즌스 기술이며, 모바일 텔레프레즌스 플랫폼, 

Animatronic 아바타와 가상 아바타를 이용한 텔레프레즌스 기

술을 포함한다. 

Room 기반 텔레프레즌스는 <그림 8>에 도시한바와 같이 단

체 원격회의를 위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1:1 실제 눈맞춤(Eye-

contact)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실제 회의실

에서와 같이 시야의 차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5. Wall 텔레프레즌스 오디오 기술 

스마트월을 위한 기본적인 오디오 요소 기술은 기존의 텔레프

레즌스 오디오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실시간 양방향 통

화 및 다지점 오디오 믹싱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개방형 마이

크로폰 및 스피커 환경에서의 음향 반향(echo) 및 잡음에 견고

한 음질 제공 기술이 있다. 

<그림 9>는 시스코시스템즈[2]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과 마

그림 5. 프리즘-폴리컴의 Collaboration Wall 

그림 6. 프리즘-시스코의 Collaboration Wall 

그림 7. BeingThere 센터 과제의 목표 기술 

그림 8. Room 기반 텔레프레즌스 서비스개념도 

그림 9. 시스코시스템즈 TX9000의 마이크로폰/스피커 구조

표 1. 시스코시스템즈 TX9000의 오디오기술 규격

Item Description

Microphone •	Personal	in-desk	microphones

Speaker •	Speakers	positioned	above	the	screens	

Audio	standard •	G.711/G.722	and	AAC-LD	(22kHz)

Spatial	audio •	Cisco	dynamic	echo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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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폰/스피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마이크로폰

은 회의 참여자들이 착석하는 위치 별로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

는 중앙의 스크린 상단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상세 오디오 기

술규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0>과 <표 2>에는 폴리콤[3]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과 그에 대한 오디오 기술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폴리콤은 텔

레프레즌스 외에도 다지점 음성회의를 위한 다양한 스피커폰

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향 제거(echo cancelation: EC), 잡음

제거(noise cancelation: NC), 자동이득 조절(automatic gain 

control: AGC)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TRI의 텔레프레즌스[4]는 시스코시스템즈와 폴리컴과 차별

화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고인식률을 

제공하는 주화자 검출(main speaker decision: MSD) 기술[4]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디오 신호를 기반으로 어느 원격

지점에서 회의의 진행권을 실제로 잡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검

출하고 추적하는 기능이다. 이 결과는 원격지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를 믹싱하거나 사용자의 개입없이 주화면

(FHD급 비디오)과 부화면(QCIF급 비디오)을 구성할 때 사용된

다. <그림 11>에 ETRI의 주화자 자동 검출 및 추적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방식에 비해 통신망에서 요구되는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적용 사례를 예시하였다.

Ⅲ. 스마트월(Smart-Wall) 기술 

본 고에서는 스마트월 컨퍼런싱 서비스를 “원격지에 위치한 

다지점 공간 간의 초실감적 가상연결을 위한 미디어 신호처리 

및 전송 기술을 통해 생생한 소통과 교감이 가능한 1:1 또는 다

자간 협업 서비스”로 정의한다. 

<그림 12>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스마트월의 서비스 개념도이

다. 이는 시스코시스템즈의 Spring Roll과 달리 콘텐츠 공유와 

원격지 참여자의 전신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일원화 하고, 

스마트월을 구성하는 타일의 경계부분에 HD급 초소형 카메라

를 매립하고 화면과 결합한 형태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스마트 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월에 매립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부터 획득한 대용량의 영상처리 기술, 참여자의 시선을 방해하

지 않고 원격 참여자와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선 맞춤 

기술, 공간음향 기술, 대용량 미디어 전송 및 자연스러운 콘텐

츠 제어를 위한 자연스러운 서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

그림 10. 폴리콤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RPX 

표 2. 폴리콤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RPX의 오디오기술 규격

Item Description

Microphone •	Three	embedded	microphones

Speaker
•		Open-speaker	system	that	eliminates	

echoes,	feedback	and	cut-off	sentences

Audio	standard

•		22kHz	bandwidth	with	StereoSurround™	

Siren™	22

•		14kHz	bandwidth	with	Polycom	Siren	14,	

G722.1	Annex	C

•	7kHz	bandwidth	with	G.722,	G.722.1

•	3.4	kHz	bandwidth	with	G.711

Spatial	audio
•		Multi-channel	automatic	mic	matrix	mixer	

with	echo	and	noise	cancellation

그림 11. 주화자 자동검출 및 추적에 의한 텔레프레즌스 트래픽 분산

그림 12. 스마트월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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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술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원격 협업회의에 대한 몰입감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외국선진 기관에서도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눈맞춤 등 주요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본다. 

1. 눈맞춤(Eye-contact) 기술

눈맞춤(Eye-contact)은 상대방이 어떤 자세로 대화에 임하

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무언의 언어(non-verbal language)

이다. 따라서 눈맞춤은 원격 대화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성과 친밀감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그림 12>에서와 같이 기존의 영상회의나 원격 대면협업시 발

생하는 눈맞춤 문제는 이러한 공감을 어렵게 하는데 이는 상대

방은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만 자신은 상대방 화면의 상단

에 설치된 카메라에 입력된 <그림 13>의 <재생된 영상-시선불

일치> 영상을 바라보게 되어 시선을 아래로 향한 모습을 대하

기 때문이다.   

시선 맞춤 제공을 위해 Cisco TX9000시스템은 카메라를 스

크린의 바젤에서 4인치 정도 아래에 설치하였으며, Polycom의 

RPX솔루션에서는 스크린의 중앙에 홀을 만들어 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모두 스크린의 일부를 가리기 때

문에 참여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난점이 있다. 

프리즘의 Collaboration Video Wall 솔루션에서는 카메라를 

좌우에 설치하여 시선 맞춤을 dkdP 않는다. Cisco의 Spring 

Roll 솔루션에서는 카메라를 스크린의 앞쪽에 내려서 설치함으

로써 시선 맞춤을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카메라가 스크린의 일

부를 가림으로써 참여자의 시선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TRI의 눈맞춤(Eye-contact) 기술은 <그림 14>와 같이 좌우 

카메라와 깊이 정보입력을 위한 키넥트를 이용하여 동작하며  

<그림 15>와 같이 프라이버시 보호, 단말 보안, 회의분위기 전

환 등을 위한 실시간 회의배경 전환 기술을 포함한다.

스마트월은 <그림 16>에 예시한 바와 같이 경계부분에 초소

형 카메라가 매립된 타일형태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여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시

선 맞춤을 제공할 수 있다. 

2. 초실감 오디오 기술

스마트월 오디오 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텔레프레즌스 오디오 

기술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품질의 오디오를 제

공하기 위한 슈퍼와이드밴드(50Hz-14kHz)급 음성코덱 기술

과 다채널의 마이크/스피커 환경에서의 반향 제거 기술은 공간 

오디오 품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그림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화자 자동 검출과 추적 기능을 통해 스

마트월 환경에서 실제의 주화자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MSD(Main Speaker Decision) 기술 역시 필요하다.

그림 13. 원격 대면협업의 눈맞춤 문제

그림 14. ETRI 눈맞춤 기술의 카메라 구성 및 영상처리 방식 개념도

그림 15. 실시간 회의배경 전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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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스마트월의 초실감 공간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오디오 기술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공간 오디

오(spatial audio) 기술[5]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공간의 잔향

(reverberation)과 주파수 특성을 조절하면,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 이질감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가

상의 공간 효과 또한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음상정위(sound 

localization) 기술[6]을 적용하면 wall-screen 상에 표시되는 

화자의 영상 위치에서 소리가 재생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스마트월을 통해 대면하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맞

게 발성 위치 또한 변화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대화의 

몰입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6>에 초실감 양방향 오디오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월의 예상 공간 구조를 도시하였다.

또한 스마트월 환경에서의 오디오 획득 및 재생을 위한 다채

널 마이크로폰/스피커 설계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가상 

오디오 효과들은 신호처리적 성능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오디오 

획득/재생 시스템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한 성능보완이 필요하

다. 특히 마이크로폰과 스피커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향 경

로(echo path) 또한 증가하여 반향 제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채널 스피커 환경에서 발생되는 cross-talk으로 인

한 음상정위 성능저하 또한 고려해야 한다.

3. 초실감 미디어 품질제어 기술

유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초실감 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기가미디어급 영상과 슈퍼와이드밴드급 음성 코덱 뿐 아

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유선, 4G/5G, Wi-Fi)에서 끊김 없

는 초실실감 다자간 협업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된 미디

어 패킷을 응용계층에서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영상회의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미디어 패킷 손실도 사용자가 

체감하는 통화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영상회

의 시스템은 일정 수준 이하의 패킷 손실률에서는 100% 미디어 

패킷을 복구할 수 있는 패킷손실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유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킷 손실률이 더 높고 변화가 큰 무선 환경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품질에 적응적인 미디어 패킷손실복구 기

능을 제공한다. 양방향 통화에서는 통화 품질이 미디어 전송 지

연에 민감하므로, 통화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식의 실시간 

패킷손실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월에 적합한 패킷손실 복구(PLR: Packet Loss Re-

covery) 기술로는 현재 영상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영

상 프레임 단위로 손실복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기술

보다 매우 짧은 지연 시간 (< 33.3ms@30frames/sec, 

<16.6@60frames/sec)을 제공하며, 20%대의 추가 정보를 이

용하여 10% 이상의 패킷손실까지 복구할 수 있는 방식이 유력

하다. 또한 H.265/  HEVC, H.264기반의 다중 HD와 FHD급 

비디오 코덱 환경에서의 패킷손실 복구 기능을 동시에 지원해

야 한다. 초고품질 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0% 이상의 

패킷손실 환경에서도 MOS(Mean Opinion Score) 4.0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의 성능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기가미디어급 환경에서 요구되는 초실감 스마트

워크 서비스 등에서와 같이 원격 다지점의 공간을 초실감적으

로 가상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월 기술을 제안하고 이 기술 요

소들이 영상과 오디오 처리, 서비스 품질제어 등 기존의 영상

회의 및 텔레프레즌스 핵심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스마트월(Smart-Wall) 기술은 기가급 통신환경에서의 초실

감 스마트워크, 초실감 원격교육, 초실감 원격 의료와 진료, 양

방향 스포츠 가상체험 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특히 스마트월은 실감 ICT 올림픽이 열리는 주요 경기장과 행

사현장, 국내외 도시와 방송국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17>에서 

그림 16. 초실감 양방향 오디오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월의 예상 공간 구조

그림 17. 스마트월 기술을 이용한 실감 ICT 올림픽에서의

초실감 원격 인터뷰 서비스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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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직접 경기장과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마치 현장에 참석한 것 이상의 실감있는 대면 대화, 인

터뷰 및 협업작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실감 ICT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계 최초의 기가미디어급 미래서비

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스마트 월(Wall) 앞에만 서면 실감 ICT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과 주요 현장들을 방문하여 상대방과 초실감 원격 대면

기술을 통해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선 또는 표정의 변화 등

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초실감 원격 체험성을 제공할 수 있으

며, 실시간 언어번역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글로벌 효과 증대

도 가능하다.

이에 텔레프레즌스 세계시장의 75%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미

국 시스코시스템즈와 폴리컴은 월(Wall) 텔레프레즌스 기술 개

발을 통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

히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중국 화웨이, 싱가포

르 난징대학등에서도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

야로서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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