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최근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획기적으

로 발달함에 따라 초고화질(UHD : Ultra High

Definition)의 3DTV나 다채널 입체 음향 장치가

보급화 되었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시청각적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 시스템들이 개발되

고 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테마 파크에 있는 체험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맥스 영화관 등과 같은 일반 영화관에서도 더

욱 실감나는 체험을 위해 3D 입체 영상 및 다채널

음향 효과와 더불어 의자가 덜컹거리게 하거나 물

체가 지나갈 때 진동을 주는 4D 콘텐츠를 제공하

고있으며, 일부 DVD방이나 홈시어터에 설치된 진

동소파는 음향 기기에서 출력되는 음률의 강약에

따라 진동을 주어 몰임감을 극대화 시키기도 한다

[1]. 머지않아 가정의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 이러

한 4D 콘텐츠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감영

화 혹은 촉감방송 등이 출현되리라 생각된다. 이

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표준화 기구인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는 실감 시

스템에 응용되는 각종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빠르

게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MPEG

의 다양한 표준 중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규격을 다루는

MPEG-V 표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촉각 방송의 제작 전반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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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PEG-V(Media Context and
Control)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MPEG-V(ISO/IEC 23005) 표준을 통하여 가상세

계와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MPEG-V가 정의하고 있는 대상들은 바람, 온도,

빛, 진동, 촉각 등과 같은 실감 효과들의 표현 방법

[2], 아바타를 포함한 가상 객체의 속성 및 움직임

표현 방법[3],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인터페

이스(각종 장치) 연동을 위한 데이터 포맷 및 제어

정보 기술(description) 방법[4] 등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MPEG-V 시스템 아키텍쳐[5]에서의

가상세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아바타나

가상의 객체를 가진 게임, 시뮬레이션, 영화, 교육,

방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환경으로 간주

되며, 현실세계는 이러한 가상세계와 상호작용 할

사용자와 다양한 장치(device)가 있는 환경이라 볼

수 있다. MPEG-V 표준화는 크게 7개의 파트로 구

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 파트 사이의 상호 관계

및 기술내용은 <그림 1>, <표 1>[1]과 같다.

Adaptation RV/VR Engine은 가상 세계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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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PEG-V 각 파트 간 관계도

Part 1 MPEG-V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요 및 구조 기술

Part 2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데 있어 상호 호환성 보장을 위한 장치의 성능 정보와 사용자 맞춤형 장치 제어를 위한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 기술

방식을 정의

Part 3 가상세계 또는 현실세계에서 표현 가능한 실감 효과들에 대한 정의

Part 4 아바타 또는 가상 객체들에 대한 표준화된 타입들을 정의

Part 5 가상세계와 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한 제어 신호 및 센서 정보들에 대한 포맷 정의 

Part 6 MPEG-V 전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

Part 7 Reference Software 제공

<표 1> MPEG-V의 파트 별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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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소통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Interface)로써, XML 기반으로 기술

된 실감 효과를 센서(sensor)/장치(actuator)의 성

능 정보 및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해석하여 현실

세계의 각종 장치들을 통해 실제로 재현하거나 현

실 세계의 각종 센서(sensor)로부터 제공 받는 센

싱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세계를 조작하는 등의 역

할을 한다. MPEG-V에서는 이러한 Adaptation

RV/VR Engine을 표준화의 범위로 포함하지는 않

는다.

Ⅲ. MPEG-V 기반의 촉각 방송 시스템

촉각 방송 시스템은 크게 촉각 콘텐츠를 위한 각

종 미디어 소스(source)를 획득하는 단계, 획득된

다양한 미디어들을 편집하여 촉각 콘텐츠를 저작하

는 단계, 저작된 촉각 콘텐츠를 전송하는 단계, 전

송된 촉각 콘텐츠를 단말 장치를 통해 재현하는 단

계로 이루어진다[6]. 

촉각 방송에 사용되는 촉각 콘텐츠는 기존의 시청

각 미디어에 촉각 정보를 갖는 촉각 미디어를 시공간

적으로 동기화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시청각 미디어

를 보고 듣는 동시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상호

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융합 콘텐츠이다.

사용자에게 촉각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촉

각 미디어는 물체의 형상 정보 및 표면 정보를 포함

해야 한다. 촉각 미디어는 시각 미디어인 3D 메쉬

모델(mesh model)과 2.5D 깊이 영상 등을 사용하

여 장면(scene)을 구성하는 객체의 기하학적인 모

양을 만져볼 수 있게 하며, 촉각적 표면 특성 정보

를 추가하여 표면 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3D 메쉬 모델의 경우 버튼, 슬라이더 등의 동역학

적 특성 정보를 추가하여 조작감을 느낄 수 있게 한

다. 더 나아가 모션 캡쳐 장비나 영상 분석을 통해

장면 안에 있는 객체들의 모션 데이터(motion

data)를 촉각 미디어에 포함하여 역감 장치나 촉감

장치를 통해 움직임을 따라 하거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7].

촉각 콘텐츠 제작자는 획득 및 생성된 각종 미디

어들에 MPEG-V Part 3의 Tactile Effect,

Kinesthetic Effect 등의 각종 Sensory Effect들을

추가하고 시나리오에 맞게 한 화면에 편집 및 저작

한다. 촉각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의 집합이므로

이를 한 장면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MPEG-4 규격

의 BIFS(Binary Format for Scene)와 같은 장면

기술 표현법(Scene description representation)을

사용하여 편집 및 저작 과정을 통해서 장면 기술자

(Scene Descriptor)에 표현된다[8][9]. 

생성된 장면 기술자와 시청촉각 미디어로 구성된

촉각 콘텐츠는 부호화(coding), 다중화(multiplex)

되어 시청자에게 다양한 여러 전송 채널을 통해 전

송된다. 

전송된 촉각 콘텐츠는 수신 단말에서 역다중화

(demultiplex), 복호화(decoding), 장면 합성(scene

composition)등의 각종 처리 후 각각의 시청촉각

장치를 통해 재현되는데, 시청각 미디어의 경우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해 각각 재현되고, 촉각 미

디어의 경우에는 MPEG-V Part 2[10]의 Sensory

Device Capability, Seonsor Capability, User’s

Sensory Effect Preference 등의 정보에 따라

Adaptation Engine에 서  적 절 하 게  처 리 (

Adaptation)되어 역감 장치나 촉감 장치를 통해 재

현된다. 

<그림 2>는 촉각 방송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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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촉각 콘텐츠를 위한 미디어 소스 획득

촉각 콘텐츠는 다양한 시청각 미디어에 촉각 효

과 정보를 더하여 제작된다. 예를 들어 홈쇼핑 방송

의 경우, 방송을 진행하는 쇼핑 호스트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2D 영상과 오디오를 획득하고 이와 동시

에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2.5D 깊이 영상을 획득

한다. 깊이 영상을 획득하는 이유는 장면에 있는 객

체를 만지기 위해서 장면의 3D 기하학 정보가 필요

한데, 동적인 쇼핑 호스트를 3D 메쉬 모델로 모델링

하여 매 프레임마다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

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며 전송의 측면에서도

다량의 데이터로 인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화면 안의 객체를 구

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만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은 3D 모델링보다는

2.5D 깊이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11].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같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객체의 경우에는

3D 메쉬 모델을 생성하고 이에 촉각 효과 정보(단단

함, 마찰계수, 거칠기 등)를 추가하여 시청자가 역

감 장치나 촉감 장치를 통해 해당 상품을 직접 만지

고 느껴봄으로써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화, 게임, 교육, 시뮬레이션 등의 각종

콘텐츠의 경우에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2D/3D/2.5D 영상이나 2D/3D 그래픽 모델,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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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촉각 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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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등이 촉각 콘텐츠의 소스로 이용될 수 있다.

2. 촉각 콘텐츠 저작

촉각 콘텐츠 저작이라 함은 각각의 시/청/촉각

미디어를 시공간적으로 적절히 배치하여, 제작자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촉각 콘

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2]. 영상 안에 배치

될 가상세계 객체(VWO : Virtual World Object)와

재질감은 MPEG-V의 Part 4에 정의된 외형

(Appearance), 강성, 마찰계수, 감쇠계수, 질량, 텍

스쳐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Part 4의 <그림

3>과 같은 XML 스키마(Schema)를 이용하여 기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파를 판매하려는 홈쇼핑 방송의

경우 소비자가 소파의 외형과 재질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파의 3D 메쉬 모델

(Appearance)과 재질의 속성(Material Property)

데이터가 필요하다. 때문에 MAYA, 3D MAX 등과

같은 3D 그래픽 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소파

와 같은 가상 객체를 모델링하고, 한편으로는 촉각

모델링[13] 도구를 이용하여 객체에 강성(Stiffness),

마찰(Frictione), 댐핑(Damping) 등과 같은 촉각

속성 값들을 할당해 주어야 한다. 

시청각 미디어와 동기화된 촉각적 효과를 제공하

기 위한 촉각 콘텐츠의 저작 단계에서는 <그림 4>

와 같은 Part 3의 Tactile Type의 효과(Effect)를

사용할 수 있다. Part 3에서 Sensory Effect의 기

본 속성(attribute)으로는 각 효과에 할당되는 id,

해당 효과의 활성 유무를 확인하는 activate, 효과

의 지속 시간인 duration, 효과가 정의된 강도

(Intensity)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fade, 여

러 개의 효과가 기술된 경우 재현 단계에서의 순위

를 위한 priority 등 다양한 기본 속성들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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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EG-V Part 4를 이용한 가상 세계 객체의 기술 스키마

vwoc:VWOBase Type (extension)

vwoc:Identification

stiffness

staticFriction

dynamicFriction

damping

texture

mass

hapticID

vwoc:MaterialProperty

vwoc:DynamicForceEffect

vwoc:TactileProperty

vwoc:VWOC

vwoc:BehaviorModelList

vwoc:Appearance

vwoc:Animation

vwoc:HapticProperty

vwoc:VirtualObjectComp...

MaterialPropertyType

VWOHapticPropertyType

VirtualObjectType

attributes

attributes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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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촉감 효과의 측면에서 진동(vibration), 열

감(thermal), 압감(pressure)등이 효과의 타입

(Tactile Effect Type) 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효과의 강도 정보를 포함하는 Tactile Video(시청

각 미디어와 동기화시켜, 배열 형태로 강도 정보를

저장한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영상[6])를

TactileResource 요소(element)에 연결 지어 기술

할 수 있다. TimeSamples 요소의 경우에는 일종의

framerate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당 샘플링 횟수

정보를 가진다.

이렇게 작성된 XML 파일은 촉각 콘텐츠와 함께

전송된 후 재현 단계의 수신 단말에서 속성 정보 분

석(Parsing & Analysis)을 마친 후 각각의 미디어

재생 장치를 통하여 재현 될 수 있다.

3. 촉각 콘텐츠 전송

MPEG-V에서는 표준 규격에 맞추어 기술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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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PEG-V Part 3를 이용한 Tactile Effect 기술 스키마

<그림 5> 이진 부호화 방식 기반 실감효과 정보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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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어떠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표준의 범위로 다루지 않는다. 때

문에 TCP/UDP/IP, MPEG-2 TS(ISO/IEC 13818,

Transport Stream), AAL5 ATM, H.223 GSTN

[14] 등과 같은 어떠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던

관계가 없다. 다만, 최근 MPEG-V 그룹에서는 효

율적으로 실감 효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송 스

트림(stream) 규격에 관한 이진 부호 표기(Binary

Representation)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작

업(Amendment)을 진행하고 있다. 실감 효과 정보

들이 XML 문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단말

에서 XML 문서 분석과 실감 효과 정보 분석 과정

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진 부호 표기 방식을 통해

압축된 스트림을 구성하게 되면 하나의 부호기, 복

호기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감 효과 정

보를 전송할 수 있다<그림 5>[15]. 

일반적으로 촉각 콘텐츠는 다양한 시청각 미디어

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을 객체화 시켜 시공간적

으로 동기화가 가능한 MPEG-4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다양한 미디어 객체들이 부호

화 및 다중화 되어 MPEG-2 TS 채널을 통해 전송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장면(scene)을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들과 장면

기술자(Scene Descriptor)는 인코더를 거쳐 하나의

ES(Element Stream)을 이룬다. 한 개의 ES는 여

러 개의 AU(Access Unit)로 나뉘는데, AU는 시간

에 대한 정보(OCR : Object Clock Reference)를 가

지고 있는 최소 단위의 데이터이다. 각각의 ES는

싱크 레이어(Sync Layer)를 거처 독립적인 SL 패

킷(SL-PDU) 스트림을 구성하고 이들은 FlexMux

를 통해 하나의 스트림으로 다중화 된다. MPEG-4

에서도 TransMux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

다[16]. 

4. 촉각 콘텐츠 재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촉각 콘텐츠는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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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PEG-4 부호화 및 다중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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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역다중화기(Demux)를 거쳐 객체단위의 개

별적인 스트림으로 분리되며, 분리된 스트림은 해

당 미디어 규격에 따른 복호기(Decoder)를 거쳐 복

호화(Decoding) 되고, 장면 기술자를 바탕으로 합

성기(Compositor)를 통해 합성되어 CTS(Com-

position Time Stamp)를 기준으로 재현된다. 시청

각 미디어가 단말 장치를 통해 재현되는 일련의 과

정을 렌더링(rendering)이라 하는데, 관련 내용은

A/V 렌더링[14]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촉각 효

과 메타데이터는 Adaptation Engine을 통해 디바

이스 성능(Sensory Device Capabilities)이나 사용

자의 기호/선호(User Sensory Preferences)에 따

라 디바이스 명령(Sensory Device Commands)으

로 변환되어 특정 시간에 촉각 장치(이후 햅틱 장치

: Haptic Device)를 통해 재현된다. 

Adaptation Engine은 최종적 디바이스 명령을

만들기 위한 적응/매핑(adaptation/mapping) 역할

을 수행하게 되며, MPEG-V에서는 이를 표준화하

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체 구현 이슈로 남겼다

[17]. 구현의 일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서는 실감 미디어 재현을 위한 SMMD(Single

Media Multiple Devices)[18] 기술을 선보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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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촉각 콘텐츠 재현 과정

<그림 8> 역감 재현을 위한 햅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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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촉각 콘텐츠의 실질적 재현은 촉각 시스템을 통

해 이루어진다. 촉각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

용자, 햅틱 장치, 햅틱 제어기, 가상 환경에 존재하

는 대상 물체, 햅틱 렌더러(haptic renderer)로 이

루어져 있다<그림 8>.

햅틱 장치는 크게 역감 장치와 촉감 장치로 나눌

수 있다. 역감 장치는 사용자가 장치를 잡고 움직이

면 장치의 위치(position) 정보와 방향(orien-

tation) 정보를 내부의 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가상

환경으로 전달하게 되고, 가상 환경 내부에서 장치

를 대신하는 가상 처리기의 위치를 조작하여 가상

환경의 객체와 충돌을 검출 한 후 충돌이 발생할 경

우 객체의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반력을 계산/생

성하여 장치를 잡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촉감 장치는 사용자의 피부 일

부분에 촉감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배열 타입의

촉감 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배열 요소에

는 피부를 자극하기 위한 구동기(actuator)가 삽입

되는데 촉각 기술 분야에서는 모터 타입의 진동자,

피에조(piezo), 공기압 밸브, 전극(electrode), 형상

기억합금 등을 사용한다. 배열 타입의 촉감 장치로

피부를 자극할 때는 각각의 배열 요소에 자극의 세

기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극의 세기는 구동기마

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진동자의 경우 진동

의 세기, 공기압의 경우 공기의 압력 세기가 될 수

있다[11].  촉감 장치를 사용한 사례로 앞서 소개한

촉감 영화 콘텐츠를 들 수 있는데, Tactile Video 내

부의 진동 세기(강도) 값에 따라, 진동자 타입의 구

동기를 배열 형태로 삽입한 장갑(촉감 장치)을 통해

진동 효과를 재현한 경우이다. <그림 9>는 대표적

인 촉각 디바이스들을 보여준다.

햅틱 렌더러는 원격지나 가상 환경의 물체와 햅

틱 디바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힘을 계산

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는 가상 물체에

접촉했을 때의 반응이 적절히 촉각 정보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처리 방법을 포함한다. 햅틱 렌더링

과정에서는 충돌 검출(collision detection), 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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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햅틱 장치(hapt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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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및 물리적 제약(physical constraints)

시뮬레이션, 형상 모델링(shape modeling) 및 표현

(shape representation), 질감 모델링 및 표현

(haptic texture) 등의 처리를 한다[19].

Ⅳ. 맺음말

본 고에서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차세대 실감 멀티미디

어 시스템의 일환인 MPEG-V 표준에 대하여 간략

히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촉각 방송 시스템의 제작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MPEG-V 기반의

제품 및 응용 프로그램은 시/청/촉각의 다중 실감

효과의 경험과 가상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재미있는 현실감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

(방송 제작자, 교육자, 예술가 등)로 하여금 기존의

시청각 미디어에 다양한 실감 효과를 쉽고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저작도구와 촉각 모델

링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

소개한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실감 콘

텐츠가 개발되기를 희망하며 더불어 이 분야의 기

술에 관심을 가진 연구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방송, 영화, 교육, 훈련, 게임 등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 폭넓게 응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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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시뮬레이션

필 자 소 개

02본본:02본본  11. 10. 12.  본본 11:13  Page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