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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미디어, 스마트TV 등 스마

트(Smart)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품과 기술이 방송 

및 통신 산업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디어에 CPU와 OS를 탑재하고 플

랫폼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화는 사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이 되고 있다[1,2]. 대화형 미디어, 맞춤형 

미디어, 개인형 미디어, 오감 미디어 등 미디어의 다

양화에 따라 이를 재현하는 디바이스도 고해상도, 휴

대성 등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TV의 확산 보급으로 HD

급 고화질 방송을 경험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사실

감, 몰입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는 실감미디어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3,4].

실감미디어는 현재 사용하는 미디어보다 월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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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을 제공하여 방송, 영

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CG, 디스

플레이, 증강현실, 각종 산업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이다[5,6].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있는 그대

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완벽한 실감 전달”을 실

감미디어 서비스의 최종적인 목표로 고품질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감 정보 등 다감각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변환, 전송, 재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또한 방송통신, 플랫폼, 인터페이스(UX/UI) 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영화,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

합현실, 고품질 파노라마, 실감콘텐츠 제작/재현 등 

소프트웨어 기술, 대용량 데이터의 압축 기술, 콘텐

츠 보호/보안기술, 플랫폼 미들웨어 기술 및 관련 제

품과 미디어에 대한 품질인증 기술 등을 포괄하고 

있다[7,8]. Fig. 1은 대표적인 실감미디어 기술 및 서

비스 예를 보여준다.

사용자에게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

감미디어 관련 기술 및 실감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사용자 주변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미디어와 

연동시키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

다. 하나의 미디어를 사용자 주변의 다양한 디바이스

와 연동시켜 재현하는 SMMD(Single-Media Multi-

Device)가 연구 중이며 미디어와 디바이스가 연동되

는 연구 개발추세는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미디어와 디바이스 시장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 

할 것이다[9]. 실감미디어 서비스 기술과 관련한 표

준화 작업은 MPEG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PEG은 

멀티미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해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감미디어 서비스 기술과 관련

해서는 MPEG-V, MPEG-M, MPEG-A, MPEG-U

워킹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PEG-V는 가상세

(a) (b)

(c) (d)

(e) (f)

Fig. 1. Realistic media technologies and services. (a) VR, (b) AR, (C) HCI-based Panorama (d) Motion Recognition, 

(e) 4D, and (f) 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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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가상세계, 가상세계와 실세계간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키텍처, 실감효과 메타데

이터, 실감효과 디바이스 속성정보 등 7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MPEG-A는 SMMD 서비

스 관련하여 현재 MPEG에서 진행 중인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포맷 개발을 목표로 기존의 기술을 조합하

여 MAF(Multimedia Application Format)라는 새로

운 응용 포맷을 정의하였다[10]. MAF는 특정 산업에

서 MPEG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MPEG

표준기술을 산업체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선별

하여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재 12개의 파트가 

승인되었으며, DMB MAF, Stereoscopic MAF,

Media Streaming MAF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시각, 후각, 촉각 등 사용자의 감각 자극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감각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현장감, 몰입감 있는 실감미디어 가상 체감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

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는 실감미디어 기술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감각 가상 체감시스

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한다.

2. 관련연구

스마트 및 실감형 단말기 보급의 급격한 증가와 

디지털 TV의 보급 확산으로 HD급 고화질 방송을 

경험한 소비자는 정보 미디어의 질적 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외 실감미디어 산

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오래된 실감미디어 시스템 개발 역사와 함께 독자 

기술의 특허권 확보 등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활발하

며,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Post-HD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체감이나 오감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선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6,7].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변화하는 만큼 실감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와 디

바이스를 연동하는 연구 개발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

하고 있으며 실감 효과 표현 기술, 미디어 포맷 기술,

실감디바이스 제어 기술 등이 연구 되고 있다. ETRI

에서는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미디어 체험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감각 체험응

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능 인터페이스를 정의하

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환경에 독립적인 개발 용

이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감각 체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6]. Fig. 2는 다

감각 실감미디어 체험 시스템의 하나인 실감미디어 

에듀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리듬 게임콘텐츠, 미로/한자 에

듀테인먼트 게임 및 실감미디어 저작도구를 보여준 

것이다.

KETI는 VR 가상세계와 고품질의 3D 영상을 기

반으로 스포츠와 IT의 결합을 통해 실세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모사, 재현함으로써 사실적 체험을 제공

하는 에어플로팅스페이스(AFS: Air Floating Space)

기반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실감 체험플랫폼 

개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극한의 스포츠 체험, 훈

(a) (b) (c)

Fig. 2. Realistic edutatinment services. (a)BCI rhythm game, (b) Maze/Chinese characters game, and (c) realistic 

media autho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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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체험, 놀이체험 서비스 등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통해 몰입증진 및 흥미유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감체험 플랫폼이다[6].

Fig. 3에서 보여지 듯 AFS 기반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은 스키, 스키점프 경기장의 실제 환

경 정보를 수집하고 선수의 정확한 동작 데이터를 

획득하여 플랫폼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실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용자가 실제 스키 슬로프에서 타는 듯 한 느낌을 주

기 위해 사용자 의지에 따라 Roll 축 모션 생성부를 

기반으로 양발을 독립적으로 움직여 좌우 가속과 전

후 가속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구 구조를 설계하였으

며, 실세계에서 느껴지는 스키 자세 움직임을 스키 

시뮬레이터 상에 반영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일 수 있

었다.

ETRI는 SMMD 기반 유비쿼터스 홈미디어 서비

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실감체험을 위한 미디어 포맷 

및 디바이스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용

자가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실감 데이터를 받

아들여 가상공간의 아바타(Avatar)에 반영되게 하

는 멀티버스(MULTIBUS) 서비스 기반 실감 엔터테

인먼트 게임 서비스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11].

필립스(Philips)사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바람, 진

동, 조명 효과 등을 게임의 장면에 따라 연동하여 재

현시켜주는 게임킷으로 amBX를 개발하였으며, 오

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 대학에서는 필립스가 개

발한 amBX 게임킷을 기반으로 미디어에 실감효과

를 삽입하고 이를 amBX를 통하여 재현하는 체험시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12]. 체험형 전시관 시장을 선

도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에서는 3D 기법에 실감 효과를 제공하는 디바이스와 

소품들을 이용한 형태로 실감 체험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소니(Sony)사는 기존 영상 정보에 GPS

정보를 메타데이터 (Metadata)형태로 포함시켜 웹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들과 

연동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13].

다감각 가상공간 구축 기술은 체험 방법이 다기능

화 되면서 동작, 소리, 온도 및 압력 등을 인식하여 

콘텐츠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형 상호

작용 기술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가상현실 

기술은 3D그래픽 기술과 물리 현상을 가상공간에 적

용시켜 현실감을 증대시키고, 가상환경에 하드웨어 

장치들을 사용하여 몰입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신대학교 DCRC에서

는 가상 수중 환경에 대한 체감형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드

웨어 장치들과 해양 콘텐츠를 연계하기 위한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과 해저환경의 물리적 현상에 따라 

다감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 해저 체험 시뮬

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스킨스쿠버 체감 

시뮬레이터를 가상 수중환경과 연동시킴으로써 수

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스킨스쿠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감형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14, 15].

3. 다감각 가상 체감시스템 개발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청각, 촉각 등의 감각

을 자극할 수 있는 바람, 물, 번개, 진동 등과 같은 

체감 효과,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설

계 및 제작 등이 체험 콘텐츠와 긴밀하게 연동될 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사용자의 다감각 콘텐츠 제작 

기술과 사용자의 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호작

Fig. 3. Examples of AFS-based Sportain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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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터페이스 기술, 체험을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등의 설계를 통해 임장감과 현실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1 콘텐츠 연동형 체감시스템

사용자의 몰입감과 체감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감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영

역이나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의 움직임이 제한적

이다. 기존의 4D 시스템은 영상과 연동하여 저장된 

특수 효과 및 움직임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4D 시스

템에 탑승한 관람자에게 특수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체감형 4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

과 동기화된 특수효과 제어 신호가 저장된 제어 서버

와 영사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에서만 서비스가 가능

했다.

콘텐츠 연동형 체감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

로드하거나 스트리밍되는 영화 또는 게임 등의 콘텐

츠와 연동하여 시청자가 착석한 의자를 움직이거나 

바람, 물, 번개, 진동 등의 특수 효과를 제공하여 현장

감을 향상시킨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 

서버와 제어 서버로부터 미디어 파일과 제어 정보를 

획득하는 수신부, 미디어 파일을 디코딩하여 각 가정

에 설치된 TV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영상 출력부, 제어 정보를 디코딩하여 생성된 제어 

신호를 체감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어 정보 출력부

로 구성된 셋톱박스(STB)로 구현하였다. Fig. 4는 

콘텐츠 연동형 체감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체감시스템은 제어 신호에 따라서 의자를 전·후·

좌·우로 움직이거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진동을 발

생시킬 수 있다. 미디어 파일 내에 차량이나 건물이 

폭발하는 장면이 포함된 경우에 제어 신호는 차량과 

건물이 폭발하는 순간에 체감시스템이 소리 또는 진

동을 발생하도록 한다. Fig. 5와 같이 체감 효과 연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영상과 동기화된 제어 신호

를 제작하였고, 셋톱박스에서 출력하는 제어 정보에 

따라서 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소리, 진동, 바람, 번

개, 미스트(Mist) 등의 특수 환경 장비를 통해 시청자

에게 입체감 및 현장감을 제공하였다.

3.2 실사 영상 기반의 파노라마 체험시스템

고품질 대화면 스크린의 대중화, 3D와 UHD(Ultra

High Definition)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감미디어의 

응용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넓은 시야각의 고품질 

파노라마 영상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실사 기

반의 파노라마 영상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증대시킴

으로써 시청자에게 새로운 실감미디어 경험을 제공

하며, 광고, 교육, 군사, 공연,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타 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실사 영상 기반의 파노라마 체험 시스템은 8K 파

노라마 영상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인터

랙션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가 콘텐츠를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은 Sony F65 촬영 시

스템을 이용하여 담양, 낙안민속촌, 순천, 여수의 남

도 4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무압축 RAW 데이터

로 저장하였다. 레일 시스템(Rail System)과 지미집

(Jimmy Jib)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아름다운 남도의 

풍경을 실제 현장에서 걷고 둘러보는 것과 같은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획득하였다. 영상은 비디오

Fig. 4. Configuration diagram of contents interlocking sens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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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모니터를 이용하여 대형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야외의 현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멀티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식 및 움직임

을 트래킹하고 파노라마 영상기반의 실시간 렌더링 

방식으로 실제 현장을 산책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장

감을 제공한다.

파노라마 체험에서 지역 정보 전달, 체험 지역 변

경 등 다양한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해 투명 터치 키

오스크(Transparent Touch Kiosk)를 제작하여, 파

노라마 체험 메뉴 선택뿐 아니라 사운드를 선택하고 

믹싱하면 미디어 아트로 재생되는 미디어아트 체험 

콘텐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Fig. 6은 투명 

터치 키오스크체험 메뉴 선택 화면과 터치 경험을 

위한 미디어아트(Media Art) 콘텐츠의 UI를 보여주

고 있다. Fig. 7은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을 촬영한 

8K 파노라마 영상이며, Fig. 8은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을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과 투명 터치 키오스크 

앞에서 걷는 인터랙션으로 혼합현실 경험을 제공하

Fig. 5. Content-Sensory Information linkage software.

(a) (b) (c)

Fig. 6. Transparent Touch Kiosk. (a) Start motion for the appearance of menu, (b) Place Selection menu, and (c) 

Music Box menu for the sound art experience.

Fig. 7. A panorama scene taken in the Metasequoia road, Damy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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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장면이다.

3.3 실감 체험형 체험볼 시스템

실감 응용 분야와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오감체험 활동 위주의 체감형 콘텐츠는 기존 게임 

방식인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의 한계에서 벗어나 두

뇌 트레이닝, 감성충족, 치유활동 및 체력 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산업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감 체험형 체험볼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고 체험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실감미디

어 기반의 체험형 게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골격 및 제스처 등의 사용자 

움직임 정보를 수신하는 사용자 정보 수신부, 트랙볼

의 이동을 처리하는 체험볼부, 다중 사용자 참여/협

업이 가능한 실감형 게임콘텐츠, 콘텐츠와 연동되는 

실감 재현 장치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 9는 체험볼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깊이(Depth)

카메라 기반의 사용자 모션 트래킹(Motion Track-

ing) 기술과 가속도, 자이로센서, 롤링 센서를 이용한 

체험볼 움직임 분석 및 볼 궤적 추적 기술, 바람, 조

명, 진동의 실감 재현 장치 보드 설계 및 MPEG-V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재현장치 제어 기술 등이 사용

되어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체험형 게

임 콘텐츠는 Fig. 10처럼 온 몸으로 공을 굴리거나 

점프하는 등의 사용자 움직임을 적용하여 다양한 스

토리텔링과 결합할 수 있고, 공룡, 거북이 알, 펭귄 

등의 캐릭터들과 장르별 게임 플레이 방식에 따라 

응용될 수 있으며, 꽃밭을 지나면 꽃향기가 나는 등 

향기 분사장치도 적용하였다.

3.4 손동작 인식 기반의 문화유산 체험 시스템

손동작 인식 기반의 문화유산 체험시스템은 오큘

러스 리프트(Oculus Rift)와 손동작 인식 기술인 립

Fig. 8. Panorama image-based interaction experience.

Fig. 9. Configuration diagram of experience ball system.

Fig. 10. A game scene of experience b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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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Leap Motion)을 이용하여 미륵사지 역사유적

을 실감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11과 같

이 미륵사를 3D 그래픽으로 복원하고, 립모션을 이

용하여 회전, 전진, 정지 등의 쉽고 간단한 손동작 

제스처별 명령을 구현하여 문화해설사의 음성과 함

께 오큘러스를 통해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 또는 목탑을 사용자가 쌓아 올려 완성

시킬 수는 체험형 콘텐츠 구현을 위해 Fig. 12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나 탑의 각 부분을 손으로 쥐고 

들어올려 맞춰야할 부분으로 가져다 놓는 손동작 제

스처를 구현하였다. 가상세계에서의 공간 지각력과 

손동작의 정확성에 따라 탑 쌓기 완성에 걸리는 시간

이 차이가 많아, 문화유산 체험을 위한 교육용 뿐 아

니라, 손/손가락 운동 감각 및 운동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고위험군 직무 훈련 및 장애우 직업 가상 훈련 

분야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실감미디어 기반의 다감각 가상 체감시스템은 체

험 상황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체감 장치, 고품질 영

상 등의 적절한 배치와 연계가 몰입감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감각체

험을 통해 몰입감 및 현장감을 향상시키면서 비용 

및 기술 복잡도는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다감각 가상 

체감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되는 미디

어 파일과 연동하여 시청 장면에 적합한 체감 정보를 

재현하여 사용자에게 몰입감 향상 및 흥미를 제공하

는 실감콘텐츠 연동형 체감시스템은 영상과 동기화

된 제어 신호에 따라서 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소

리, 진동, 바람, 번개, 미스트 등의 특수 환경을 통해 

시각, 청각, 촉각의 다감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입

체감, 현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사 영상 기반의 

파노라마 체험 시스템은 아름다운 남도 풍경의 8K

Fig. 11. Mireuksa Temple Site 3D modeling.

(a) (b)

Fig. 12. Cultural heritage experience at Mireuksa Temple Site. (a) Oculus view of Mireuksa Temple and (b) Various 

controls by hand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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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영상과 멀티 레이저 센서, 투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야외의 현장 몰입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

며, 대형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

디어아트 콘텐츠로 야외 광고, 제품 쇼케이스 등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실감 체험형 체험볼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며 체험기기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기반의 게임콘텐츠로서, 게임과 놀이(체험)를 

접목하여 몸을 움직이며 테마에 몰입될 수 있어 헬스

케어 분야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문화유산 체험 시스템은 HMD와 립모션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에 손동작 인식의 정밀도 

향상, 국내의 문화유산의 콘텐츠화, 탑쌓기 등과 같

은 적극적인 체험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다양한 체

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각

적 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감미디어 

콘텐츠와 연동시키는 연구와 좀 더 사실적인 감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감각 효과 인터페이스 및 디

바이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다양한 환경이나 디바이

스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실감미디어 저작도구를 개

발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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