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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행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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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는 따뜻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
술과 문화 콘텐츠 융합에 의한 엔터테인먼트, 창의 학습, 실감 체험 등 디지털 아트 및 테크놀로지 영역
에 걸쳐 차세대 콘텐츠 원천기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지능화, 융합화, 감성화로 전개되는 차세대 콘텐츠 발전추세와 창의 원천기술 선도를 위해
2D-3D 변환 및 상호작용 기술, 3D 콘텐츠 합성 및 복원, 디지털 홀로그래픽, 가상현실, 이러닝,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저작권보호, 모바일 비주얼 검색, 디지털시네마 및 사이니지, 스트리밍 게임 등
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영상 콘텐츠 분야의 2D-3D 콘텐츠 변환 기술은 국내 3D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뉴질랜드 NHNZ와 국제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EBS와 협력으로 3D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융복합 콘텐츠 연구분야의 체험형 동화 구연 학습 시스템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설치되어,
현재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반 실감형 3D 학습 콘텐츠는 초-중학교
대상의 시범서비스를 통해 국내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분야의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기술은 기술사업화를 통해, 40여 편의 국내 영화에 적
용되었으며,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은 스타트업 기업과 공동으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의 리얼 어
드벤처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
니다.
스마트콘텐츠 분야는 국내 중-소 콘텐츠 개발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적 문제해결과 개발환경 지원
을 위해 경기도 안양 소재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전문 연구인력이 상주하여, 현장 밀착 기술 지원과 테
스트베드 운영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중-소 콘텐츠 개발사 기술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
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포스트 3D 콘
텐츠, 3D 프린팅 응용, 타 산업 적용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등 콘텐츠 관련 도전적 창의연구와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시범 적용 등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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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3D 페이셜 스캐닝 시스템
일반 LED 광원과 피부 분석을 위한 편광, UV 광원 하에서 3대의 고성능 DSLR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3D 페이셜 모델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스캔 시간이 빠르며 고품질의
3D 모델 생성이 가능하고 특수 광원에 의해 촬영된 고해상도 영상과 스펙트럼 기반 카메라
특성화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피부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3D Facial Scanner]

3D
•
•
•

기술
특징

[Skin Condition Analysis]

[High-quality 3D
Face Restoration]

페이셜 스캐너
3대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좌, 우, 정면의 영상 획득
일반광(LED), 편광, UV 광원으로 조명환경 변환 가능
표준 색 공간에서의 정확한 컬러 획득

피부 분석
•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반 모공, 주름, 피지, 색소 침착 등 분석
• 스펙트럼 카메라 특성화를 통한 정확한 피부 컬러 분석
고품질 3D 얼굴 복원
• 좌, 우, 정면 3장의 영상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고품질 3D 얼굴 모델 기반 아바타 생성 및 분장 시뮬레이션
• 피부과, 화장품 임상평가 기관 등에서 피부 분석 및 진단
•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게임 사용자용 고품질 캐릭터 생성

• 연구책임자: 김진서(042-860-5552, kjseo@etri.re.kr)
• 실무담당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3D 페이셜 스캐너(3D Facial Scanner): 인체 3D 모델의 중심이 되는 얼굴 부분을 고해상도로
복원하기 위해 특정 조명 및 카메라 환경에서 얼굴 부분을 촬영하는 장비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02
기술
개요

한 장 기반 인터랙티브 3D 얼굴 아바타 생성 시스템
3D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한 장의 사진만으로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로,
실물 모델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과장 모델이나 보다 예뻐 보이는 미화 모델을 손쉽게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

Exaggerating process

Exaggerated character

Final version of exaggerated
Model texture creation 3D avatar face
[3D Facial Avatar Making System]

기술
특징

• 한 장 사진으로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
• 과장/미화 얼굴 생성 기술, 3D 얼굴 모델 생성 기술, 자동 텍스처 생성 기술로 구성
• 미리 지정한 얼굴 특징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 제공

응용
분야

• 개인 맞춤형 피규어 제작 서비스
• 장례 등의 기념 두상 제작
• 게임, SNS 등의 온라인 개인 캐릭터 제작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진서(042-860-5552, kjseo@etri.re.kr)
• 실무담당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자동 텍스처: 3D 모델에서 사용하는 텍스처를 사진에서 자동으로 가져와서 모델의 텍스처를
생성하는 작업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03
기술
개요

분장 시뮬레이션 시스템: IAM
컬러과학 기반의 실감 피부 컬러 재현(Realistic Facial Color Reproduction)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형과 동일하게 구현된 3D 페이셜 아바타 모델을 생성하고, 가상의 분장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와 동일한 분장 및 특수분장 효과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Realistic Makeup System]

기술
특징

• 컬러 과학에 기반한 사실적인 피부색 및 화장품 색을 재현
• 인터랙티브 분장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분장을 하는 것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효과 제공
• 분장 전문가의 3D 포트폴리오 제공으로 자기 학습 효과 증가

응용
분야

• 3D 페이셜 아바타 실감 분장 시뮬레이션
• 실감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에 기반한 피부 컬러 분석

문의처

• 연구책임자: 김진서(042-860-5552, kjseo@etri.re.kr)
• 실무담당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분장(扮裝, Make-up): 자신의 특성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캐릭터 메이크업’과 자신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뷰티 메이크업’ 등을 통칭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04
기술
개요

디지털 네이쳐 제작 도구
사용자의 의도를 손쉽게 반영하여 디지털 네이쳐 제작 과정의 효율성 및 품질을 극대화하는
통합저작 솔루션으로 지형/지물/식물 자동 생성 기술, 편집 및 배치 기술, 네이쳐 외형 변화
표현 기술, 실시간 가시화 기술

[Terrain Generator]

[Road Network Generator]

[3D Tree and Plant Generator]

[City Generator]

스케치 기반 지형 모델링 및 편집 S/W
GPU 기반 사실적 지형생성을 위한 침식/풍화 시뮬레이션 S/W
2D 나무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나무모델 자동 생성 S/W
덩굴 식물 모델링 및 생장 시뮬레이션 S/W
강/도로 네트워크 자동 생성 S/W
스케치 기반 도시 레이아웃 모델링 및 편집 S/W
상용 툴에서 도시 레이아웃 편집 플러그인

기술
특징

•
•
•
•
•
•
•

응용
분야

• 광고 CG, TV 드라마 세트 구성
• 자연 재해 시뮬레이션

문의처

• 연구책임자: 정일권(042-860-3810, jik@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상원(042-860-5264, ghyme@etri.re.kr)

참여
연구원

• 주상현, 신승협, 김재환, 박정철

05
기술
개요

기가급 실감 콘텐츠(초다시점/홀로그램) 기술
기가급 실감 콘텐츠의 획득(생성) 기술, 렌더링 기술, 상호작용 기술, 저작/관리 도구 기술

Synchronization module

40G Network Switch

40G

10G:720MB

[Distributed Processing File Storage]

[Multi-view Content Interaction]

[Digital Hologram Authoring and Pre-visualization]

실시간 무안경 다시점 콘텐츠 획득(생성) 시스템
초다시점 콘텐츠와 CG 객체 실시간 합성
영상인식 기반의 다수 사용자 및 햅틱 상호작용 기술
초다시점 영상 저작 도구, 하둡 기반 실감 콘텐츠 관리 도구
실사 또는 가상 객체에 대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정지 및 동영상 형태의 응용 콘텐츠로 생성/편집
구면 기반 고속 홀로그램 생성

기술
특징

•
•
•
•
•
•

응용
분야

• 초다시점 영상 및 홀로그램의 생성/편집/가시화/상호작용 시스템
• 실감 전시/광고/교육
• 실감 엔터테인먼트

문의처

• 연구책임자: 정일권(042-860-3810, jik@etri.re.kr)
• 실무담당자: 이범렬(042-860-5815, lbr@etri.re.kr)

참여
연구원

• 오승택, 박정철

06
기술
개요

2D-3D 입체변환 기술
2D 영상을 양안 입체3D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로, 자동 반자동 파이프라인 툴 제공

[2D to 3D Image Conversion Pipeline]

2D-3D 자동 변환 기술
로토스코핑(Rotoscoping) 및 객체 추적 기술
깊이 맵 생성 및 편집 기술
깊이 맵 기반 입체 양안 렌더링
자동/반자동 홀(hole) 채움 기술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3D 영상(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드라마, 전시 영상 등) 제작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남승우(042-860-5314, swnam@etri.re.kr)

• 로토스코핑(Rotoscoping): 영상에서 배경과 물체를 분리하는 작업
• 홀 채움(Hole Filling): 좌우 영상을 생성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홀(Hole)로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매워 주는 것

• 김혜선, 반윤지, 장경호, 임한신

07
기술
개요

스포츠 공의 스핀 인식 및 회전효과 물리 엔진 기술
시분할 카메라로 촬영된 스포츠 공의 발사 영상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인식된 스포츠 공의
초기 속도와 스핀을 기반으로 회전 효과를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스포츠 공의 비행, 충돌, 구름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Spinning Cognition and Physical Simulation of Ball]

기술
특징

응용
분야

스포츠공의 스핀 인식 기술
• 조도 변화와 가려짐 자동 처리
• 발사 속력과 각도 정밀 인식
• 회전각과 회전축 정밀 인식
• 백스핀, 사이드스핀, 라이플스핀 계산
스포츠 공의 물리 시뮬레이션 기술
• 스핀 효과 기반의 공기 역학 모델링
• 표면 거칠기, 공기밀도, 바람 효과 반영
• 실측 비행 및 충돌 데이터 기반 튜닝
• 실시간 가시화 지원

• 가상 스포츠(골프, 야구, 축구, 볼링 등)

문의처

• 연구책임자: 김명규(042-860-5710, mgkim@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종성(042-860-1246, js.kim@etri.re.kr)

참여
연구원

• 백성민

08
기술
개요

가상 체험형 학습 시스템
3차원 가상 공간에 사람의 실사 영상을 합성하고 동작을 인식하여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인터랙션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에게 3차원 가상 세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혼합현실
학습 시스템

[Virtual Experience Learning System]

[Experiential Library Story Telling]

사람 영상 추출 및 가상 공간 합성 기술
사람과 콘텐츠 간 다양한 상호 작용 기술
전신/부분 아바타 변형 기술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 액션 존, 인터랙션 저작, 실시간 에뮬레이션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
• 공교육 체험형 교실 서비스
• 인터랙티브 광고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Authoring Tool]

• 연구책임자: 지형근(042-860-1674, hkjee@etri.re.kr)
• 실무담당자: 권승준(042-860-1456, kwonsj@etri.re.kr)

• 혼합현실: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술
• 액션 존: 가상 공간 내에서 사람의 위치를 지정하는 기법

• 이수웅, 이영운

09
기술
개요

증강현실 기반 실감형 학습 시스템
교재를 카메라로 인식하여 해당 페이지와 연관되는 가상의 3D 학습 콘텐츠와 실제 교재
영상을 같이 합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학습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학습시스템

[Augmented Reality Learning System]

[Authoring Tool]

기하 마커 인식 기술
마커리스 트랙킹 기술
교재의 실제 영상과 가상의 3D 콘텐츠의 정확한 합성
3D 콘텐츠와의 다양한 인터랙션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도구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초등학교 과학 등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
• 증강현실 방송 서비스
• 증강현실 광고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지형근(042-860-1674, hkjee@etri.re.kr)
• 실무담당자: 조현우(042-860-1370, nonoriri@etri.re.kr)

• 증강현실: 실세계에 3차원 가상객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마커리스 트랙킹: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기술

• 조현우

10
기술
개요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공간을 인식하여 가상콘텐츠를 증강하고 실사 영상을 변형시키며, 가상객체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 보다 실감나는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Spatial Augmented Interactive System]

실공간 인식 기술
객체 세그멘테이션 기술 및 인식 기술
가상객체 시뮬레이션 및 증강 기술
3D 콘텐츠와의 다양한 인터랙션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저작 도구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 방송 가상 스튜디오
• 과학관 및 공교육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지형근(042-860-1674, hkjee@etri.re.kr)
• 실무담당자: 정성욱(042-860-3849, brcastle@etri.re.kr)

• 공간증강: 공간을 인식하여 3차원 가상객체를 증강시키는 기술
• 인터랙티브: 가상객체와 실객체 간의 상호작용 표현 기술

• 조현우

11
기술
개요

협력 인터랙티브 북: CI-Book
3D모델을 eBook에서도 생생히 표현하고 조작하게 해주는 기술

[CI-Book]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CI-Book 저작도구 기술
•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 기술
• 확장형 콘텐츠(주로 3D) 편집 플러그인 기술
• 태스크 기반 디자인을 통한 직관적인 저작도구 인터페이스
CI-Book 뷰어 기술
• 터치 및 센서 기반 인터랙션 기술
• 3D 콘텐츠 뷰어 기술
• 문제 풀이 기반 학습 기술

• 3D 기기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 3D 기반 영어 학습서 제작에 활용
• 3D 공룡 모델 학습서 제작에 활용

• 연구책임자: 이준석(042-860-1036, leejs@etri.re.kr)
• 실무담당자: 길연희(042-860-1031, yhgil@etri.re.kr)

• CI-Book: Collaborative Interactive e-Book

• 유초롱

12
기술
개요

무용/스포츠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Real Motion
무용/스포츠 퍼포먼스(인체 고속 동작, 도구 고속 운동)에 대한 다중 카메라 영상 기반 분석
시스템 HW와 SW, 시뮬레이션 및 창작 SW, 체험/학습/훈련용 콘텐츠

[Real Motion]

전통/현대/대중 댄스 등의 체험/창작 시뮬레이션 지원
체험/학습/훈련을 위한 플랫폼/콘텐츠 지원
인체, 공, 도구의 고속 동작 대한 영상 기반 분석 지원
다종목(골프, 축구, 야구) 실감형 가상 스포츠 시뮬레이션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무용/스포츠 체험 훈련 시뮬레이터
• 무용/체육 창작 교육
• 체험형 게임, 스크린 스포츠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명규(042-860-5710, mgkim@etri.re.kr)
• 실무담당자: 백성민(042-860-6775, baeksm@etri.re.kr)

• 퍼포먼스: 동작보다 큰 개념으로 인체 고속 동작, 도구 및 공의 초고속 운동, 인체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

• 김종성, 김예진, 김우석, 서상우, 홍성진

13
기술
개요

인공지능 골프 코칭 시스템
사용자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골프 코칭 콘텐츠

[Golf Swing Analyzing System]

기술
특징

• 머신러닝 기반의 사용자 동작 분석 기술
• 사용자의 관절 구조 파악을 통한 스윙 자세 자동 분석 및 코칭
• 골프 스윙의 주요자세 자동 분석 및 오류 검출

응용
분야

• 자세 분석, 교정 및 코칭(스포츠 자세 교정, 재활치료 등)
• 뎁스 정보 기반의 상황인지(보안)
• 동작인식을 활용한 실감형 시스템(실감형 교육/게임)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지영(042-860-1552, jiyp@etri.re.kr)

• 뎁스 카메라: 2차원 공간 좌표 각각에 대한 공간상의 거리 값 들을 센싱하는 장치
• 동작인식기술: 사용자가 취하는 연속적인 동작 중 의미 있는 동작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기술

• 심광현, 정혁, 장주용, 이재호, 유문욱,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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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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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ay Painting based on Virtual Contents and Spray Torch]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참여
연구원

• 스프레이 페인팅 시뮬레이션 기반 분사 패턴 및 적층 가시화
•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위치 및 자세 정밀 추적
• 타일드 디스플레이 및 사용자 머리 움직임 기반 입체 영상 지원

• 조선소, 중공업 등 광범위 제조 산업
• 대형 및 소형 구조물 생산 작업 훈련 및 인력양성 센터
• 자동차, 국방, 금속, 예술 분야

• 연구책임자: 손욱호(042-860-6320, whson@etri.re.kr)
• 실무담당자: 양웅연(042-860-5769, uyyang@etri.re.kr)

• 이건,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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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
기계 용접 및 금속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금속 형상을 가상 제작 및
평가하는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

[Virtual Welding Simulator System]

[Virtual Welding Training]

기술
특징

• 금속 재질 기반 고품질 모재 표현
• 경험 DB 기반 Bead 표현 및 동작 트래킹 기반 실감 상호작용
• 실시간 가상 금속 용융 및 변형 시뮬레이션, 입체 가시화

응용
분야

• 조선소, 중공업 등 광범위 제조 산업
• 폴리텍 대학, 인력양성 센터
• 금속, 조형 예술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용완(042-860-5279, ywkim@etri.re.kr)

• 가상 용접 훈련: 기존 용접 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요소와 유해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실제 교육과 유사한 효과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훈련 시스템

• 최진성, 양웅연,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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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상 기중기 훈련 시뮬레이터
철강, 건설, 조선, 항만 물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중기(Crane) 작업의 반복적인
훈련 수행이 가능한 가상현실(VR) 기중기 훈련 시스템

Range check

Work poses check
[Virtual Crane System]

[Virtual Crane Operation]

기술
특징

• 멀티 디스플레이 기반 Stereoscopic 가시화
• 기중기 제어용 조이스틱(좌우 2개) 및 HMI 탑재
• 산업 공정용 마그네틱 리프트 크레인 운송 콘텐츠 제공

응용
분야

• 철강, 조선 등 제조산업 및 항만 물류 산업
• 기중기 등 가상현실 시스템 기반 인력 훈련 및 양성 기관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조동식(042-860-1847, dongsik@etri.re.kr)

•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입출력 장치

• 김항기, 김홍기, 김진호,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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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Digital Graffiti Canvas)
사용자가 디지털 Spray Can을 이용하여 가상의 캔버스에 디지털 방식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Green Art 기술

[Digital graffiti canvas system]

[Background and palette for graffiti provided]

기술
특징

• 그래피티 배경(다리, 공원, 담벼락, 유아방 등) 제공
• 색상 팔레트, Spray 노즐 크기 조정용 UI 제공
• 가상 Canvas의 입체 가시화, 실시간 Spray 분사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

• 고정밀 사용자 머리 및 Spray Can 검출 및 추적
• 객체와의 상호작용
• 디스플레이 외부 공간으로의 객체 가시화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용선(042-860-5184, yongsun.kim@etri.re.kr)

• 가상 그래피티: 가상현실용 Spray 인터페이스 장치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미술 창작 예술 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

•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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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상 사파리 여행
가상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가상 사파리 체험
콘텐츠 기술

[Virtual Safari Tour System]

[Virtual Safari Experience]

기술
특징

• 손 검출 및 추적(양손)
• 손 속도/가속도/방향 등의 움직임 특징 추출
• 가상 체험용 제스처 인식(먹이주기, 안경 닦기, 악수하기, 모으기)

응용
분야

• 고정밀 핸드/손가락 검출 및 추적
• 제스처 기반 다자 간 상호작용
• 착용형 가시화 장치 기반 가상 여행 콘텐츠 체험 시스템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용완(042-860-5279, ywkim@etri.re.kr)

• 착용형 가시화 장치: 사용자의 머리에 헤드셋을 착용하고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해당 방향으로 넓은 시야의 영상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 가상 여행 콘텐츠: 원거리의 세계 여행, 고대 문화 유적지 방문 등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 조동식, 김대환, 김혜미,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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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상 공간 멀티 터치 인터랙션 기술
사용자가 허공에서 가상의 평면을 실제로 터치하는 듯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손가락
트래킹 및 터치 피드백 제공 기술

[Virtual Multi-Touch 3D Interaction]

[Air 3D Touch & Miniature 3D Touch]

기술
특징

• 정밀 손가락 트래킹(손가락 끝점 3차원 트래킹)
• 공간 멀티 터치 인터랙션(공간 평면 멀티터치, 진동피드백)
• 실사-가상 융합 가상 핸드 상호작용 기술(실 미니어처 인식)

응용
분야

• 디스플레이/전자기기 제어용 멀티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체감형 스포츠 게임, 교육 관련 게임, 동작 인식 게임
• 가상 전시/박물관, 엔터테인먼트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어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l)
• 실무담당자: 김용완(042-860-5279, ywkim@etri.re.kr)

• 멀티 터치: 여러 개의 손가락을 조합해 스크롤, 확대/축소, 회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법
• 손가락 트래킹: 핸드 기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메라 및 각종 센서를 이용해
손가락 관절의 자세를 추적하는 기술

• 조동식, 김대환, 김혜미

20
기술
개요

매직 큐브 및 프로젝션 팝업북(Pop-up Book)
움직이는 판 혹은 팝업 북 위에 배경과 등장인물 영상을 프로젝션하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캐릭터 놀이를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디지털 인형극 놀이 및 팝업북 서비스를
제공

[Digital puppetry ‘Magic Cube’]

[Interactive Projection Pop-up Book Contents]

정적 객체의 멀티 프로젝터 기하보정 및 마스킹, 블렌딩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실시간 메쉬 생성
동적 객체 표면에 대한 실시간 기하 보정 프로젝션
실시간 깊이 기반 객체 인식 및 트래킹
객체의 움직임에 따른 애니메이션 변경 및 이벤트 처리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 지능형 프로젝션 무대 공연
• 프로젝션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광고, 전시, 교육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87,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김항기(042-860-1124, hangkee@etri.re.kr)

• 프로젝션: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을 출력하는 방법
• 기하보정: 평면이 아닌 스크린에 영상을 프로젝션할 때 영상의 왜곡 현상을 보정하는 기법
• 블랜딩: 멀티프로젝터 사용시 겹치는 영역을 부드럽게 연결

• 이기석, 박수란, 전우진,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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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4D 가상 패러글라이딩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 방향에 따라 광시야각 HMD에 펼쳐지는 360도 영상과 바람, 음향 등의
4D 효과를 동반하여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실내 패러글라이딩 시스템

[HMD]

[360-degree video]

[Handle Control]

[4D Virtual Paragliding System]

[Position Tracking Sensor]

실제 패러글라이딩 장비와 바람효과, 음향 효과 장치를 장착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듯한 임장감, 실감 체험 효과를 극대화
손잡이 제어, 6자유도 로봇 암, 머리 방향 추적 센서 부착
사용자 위치, 방향의 영상을 360도 전방향 실시간 제공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엔터테인먼트) 실내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 (훈련, 교육) 체계적인 지상 패러글라이딩 훈련, 교육
• (홍보, 관광) 지역 랜드마크 및 유명자연경관 홍보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Wind Effect]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김홍기(042-860-3873, hkimrock@etri.re.kr)

• HMD: Head-Mounted Display, 사용자가 머리에 쓰는 형태로 눈 앞에 디스플레이가
밀착되어 영상을 볼 수 있는 가상현실 장비
• 4D: 3D 입체 영상에 바람, 모션 등의 특수 효과를 더하여 좀 더 실감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법

•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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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형 디스플레이: EGD(Eye Glasses-type Display)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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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Space Extension of Virtual Graffiti Work]
(A butterfly that the user drew is flying into 3D space interior of TV)

[EGD 3.0]
[3D Space Extended Virtual Golf]
(3D Virtual Golf Course Extending Surrounding User)

외부 실사 환경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광학식 투시형 안경
광학식 투시형 안경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시야각 56° 제시
FullHD(1920x1080p) 고해상도 영상 2채널 기반 3D 입체 영상
3D 입체감 공간 확장(주변 3D 디스플레이 영상 동시 체험 가능)
모바일 이동 환경 지원용 무선 기반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개인 몰입형 게임/홈씨어터 디스플레이
• 혼합현실 체감형 테마파크용 디스플레이
• 군사 및 의료 훈련/혼합현실 e-러닝/전시관 체험용디스플레이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실무담당자: 양웅연(042-860-5769, uyyang@etri.re.kr)

• EGD: 무게와 사용성을 개선한 안경 형태의 착용형 디스플레이
• 입체감 확장: 1대의 3DTV(스크린)이 표현 할 수 있는 입체 공간 표현 범위의 한계를
EGD를 기반으로 극복(확장)하는 기술

• 양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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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RGBD 기반 모바일 저작 플랫폼
라이트필드, 구조광 등의 3D입체영상센서를 탑재한 스마트디바이스에서 입체영상을 저작하고
편집 및 공유 기능을 지원

[RGBD Image/Video Authoring Apps]

RGBD 기반의 모바일 저작 SDK
• 안드로이드, iOS, Windows, OSX 지원
• Scene/Object 관리 인터페이스 지원
• HW 가속 RGBD 인코더 및 디코더 지원
• 3D 이모티콘 편집 기능 지원
• 시점 이동, 영역 채움, 객체 분할 기능 지원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RGBD 기반의 모바일 저작 도구
• 일반 사용자 및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정지영상/동영상 저작도구
• 레이어링 기능 제공
• 시점 이동, 영역 채움, 객체 분할 제공
• 3D 이모티콘 편집 기능 제공
• 다양한 RGBD 기반 필터 효과 제공
• 텍스트, 그림액자, 슬라이드쇼 기능 제공
• 유튜브, SNS, 구글 드라이브 지원
• 라이트필드, 구조광 등의 3D입체영상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3D입체영상 기반
온라인 출판물 및 웹 서비스
• 연구책임자: 김도형(042-860-3939, kdh99@etri.re.kr)
• RGBD: 컬러값과 함께 깊이값(Depth)를 가지는 데이터 형태
• 라이트필드: 시점이동, 재초점, 깊이값 계산 지원 입체영상센서
• 구조광: 적외선 패턴을 투사하여 깊이값을 획득하는 입체영상센서

• 박일규, 박성진, 배성준

24
기술
개요

건축 문화재의 BIM 재현 콘텐츠: TouchBIM 및 저작도구
전통 건축물 대상의 인터랙티브 BIM 재현 콘텐츠를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기반 키오스크
시스템과 이를 위한 콘텐츠 저작도구

[TouchBIM system]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실측도면 기반의 건축 부재로 디지털 문화재 조립
인터랙티브 조립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통 건축과정 재현
대상 건축물 및 부재에 대한 전문 정보 제공
문화재 공사현장에서 체험 가능한 건축 문화재 구조 및 전통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콘텐츠 제작용 파이프라인 구축 및 저작도구 제공

•
•
•
•

• 관광지/박물관의 인터랙티브 전시
• 한옥, 학교 등 전통 건축 교육
• 전통 건축물의 CAD 설계 및 전시

• 연구책임자: 이지형(042-860-5276, ijihyung@etri.re.kr)

• 건조물: 건축물 및 그 부속물
• 부재: 실제 건축물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건축 요소로서, 전통 건축에는 기단, 주춧돌(초석),
공포, 기와 등이 있음
• BIM(건축정보화모델링): 건물의 개념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의 건물 전수명주기 동안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기술

• 강경규,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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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석조 건축의 조립 시뮬레이션 콘텐츠: X-Top 및 저작도구
석조 건축물 대상의 미니어처 조립 체험학습 및 시뮬레이션 체험을 제공하는 통합 전시물과,
이를 위한 콘텐츠 저작도구

[X-Top system]

기술
특징

• 현실체험(미니어처 조립)과 가상체험(조립 결과 추적)이 연결된 학습을 통해 문화재에 관한
바른 이해 도모
• 사용자의 조립과정을 가상공간상에 표현
• 사용자 결과를 입력으로, 외부 환경요인에 관한 건축물 시뮬레이션 피드백 제공
• 콘텐츠 제작용 파이프라인 구축 및 저작도구 제공

응용
분야

• 관광지/박물관의 인터랙티브 전시
• 방과후 학교, 문화교육센터 등의 체험학습
• 문화재 보수교육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지형(042-860-5276, ijihyung@etri.re.kr)

• 건조물: 건축물 및 그 부속물
• 부재: 실제 건축물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건축 요소로서, 전통 건축에는 기단, 주춧돌(초석),
공포, 기와 등이 있음

• 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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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게임형 전통 건축 체험 콘텐츠: hETRIs, hColoring3D
전통 건축원리를 게임으로 체험학습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술
특징

hETRIs: 전통 목조 건축물의 공포 조립 게임 시스템
• 3D 공포 조립과 테트리스 게임의 결합 형태
• 3면 디스플레이를 통한 콘텐츠의 입체감 증대
• 3단계 난이도, 5가지 공포 모델을 이용한 맞춤형 체험 으로 공포 구조와 명칭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식 체득 가능
hColoring3D: 디지털 부재에 가상 단청 채색 게임 시스템
• 터치스크린에 붓을 이용하여 직접 칠하는 3D 페인팅 기술
• 투명 디스플레이와 미니어처를 활용한 실감나는 단청 채색
hBlock, hDesign: 블록 형태의 건축물 문화재 설계, 자동 생성 및 조립 체험 콘텐츠

응용
분야

• 관광지/박물관/과학관의 인터랙티브 전시 분야
• 전통 문화체험을 위한 디지털 문화재의 에듀테인먼트 분야
• 기능성 게임 제작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지형(042-860-5276, ijihyung@etri.re.kr)

• 건조물: 건축물 및 그 부속물
• 공포: 지붕 부와 벽체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지붕과 처마의 무게를 기둥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목조 문화재의 부재중 가장 복잡하여, 2차원 도면으로는 이해하기 가장 어려움
• 단청: 목조건물에 청/적/황/백/흑 색깔로 무늬를 그린 장식으로, 비바람에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적 역할 수행

• 강경규, 김재우, 박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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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건축 문화재의 실감 VR 콘텐츠: hRealview, hSpotview
건축 문화재의 실감 체험이 가능한 가상복구 시뮬레이션 시스템

[hRealview system]

[hSpotview]

기술
특징

hRealview
• HMD를 이용한 전통 건축물의 내부 체험과, 대형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건물 외부 실물크기 관람 제공
• VR 프리비즈 기술 연동하여 현실에서 사용자 움직임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의
디지털 건축 문화재를 실감 체험 가능
hSpotview
• 이동형 단말을 이용한 문화재 현장용 시뮬레이션 콘텐츠
• 건축 문화재의 가상복원을 이용한 AR 실감 체험 제공

응용
분야

• 전시관/박물관에서 디지털 문화재의 몰입형 VR/AR 전시
• 문화재 복구 현장에서 훼손 문화재의 가상 실감 교육
• 사이버 모델 하우스 등 현대 건축물의 가상 체험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지형(042-860-5276, ijihyung@etri.re.kr)
• HMD(Head Mounted Display): Oculus rift. 기어 VR 같이 머리에 안경처럼 착용하는
영상출력장비
• 타일드 디스플레이(Tiled Display):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도록 만든 출력장비
• VR 프리비즈(Pre-visualization): 현실 영상에 가상 물체를 실시간 합성함으로써,
가상 물체가 현실에 있는 듯한 효과 제공
• 강경규, 이만희, 박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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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개인 3D 피규어 생성 시스템: iFigure
스테레오 카메라/깊이 센서로 촬영된 데이터로 개인의 3D 아바타 및 피규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

[The Personalized 3D Figure Generation System Flowchart]

저가의 스테레오 카메라/깊이 센서 기반 3D 얼굴 외형 복원
전경/배경 자동 분리
특징점 자동추출 기반 3D 고유얼굴 모델 생성
톤 매칭 기반 사실적 텍스쳐 맵 생성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3D 포토부스: 3D 프린팅을 통한 3D 개인 피규어 서비스
• 3D 개인 아바타를 활용한 3D 개인 애니메이션 서비스
• 실사기반의 3D 개인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PC 게임/SNS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구본기(042-860-5033, bkkoo@etri.re.kr)
• 실무담당자: 임성재(042-860-3945, sjlim@etri.re.kr)

• 스테레오 카메라: 두 대의 카메라를 리그에 고정하고 초기 보정하여 3D 정보를 획득하는 장치
• 톤 매칭: 촬영된 실사영상의 얼굴 톤으로부터 템플릿 텍스처 맵을 매칭하여 사실적인
3D 고유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

• 최진성, 윤승욱, 전혜령, 황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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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교육용 3D 프린팅 모델 저작 도구: eMaker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3D 프린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학생들도 손쉽게
3D 프린팅이 가능한 자신만의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S/W

[Authoring Examples of 3D Printing Models Using Slide Bars]

기술
특징

• 슬라이드 바를 통해 직관적으로 아이템의 스타일, 높이, 부피 등의 외형 변형
• 모델의 외형 변형 후에도 별도의 오류수정 작업 없이 3D프린팅이 가능하고 출력물의
기능성을 보장

응용
분야

• 초중등학교 교육용 교보재 3D프린팅 사업
• 3D 프린팅 교육 포털 서비스
• 3D 프린팅 이벤트 및 체험관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진성(042-860-1157, jin1025@etri.re.kr)
• 실무담당자: 임성재(042-860-3945, sjlim@etri.re.kr)

• 3D 프린팅: 3D 그래픽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3D 그래픽 데이터와 동일한 외형의 실물
객체를 3D 프린터의 적층 생성 방식으로 제작하는 작업
• 출력물 기능성: 출력 대상 모델에 부여된 고유한 기능적 성질
예) 꽃병 출력물: 물을 담는 기능, 가위 출력물: 물건을 자르는 기능 등

• 윤승욱, 전혜령, 황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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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레이저 기반 핸드헬드 3D 스캐너
손안에 쥐고 사용하는 3D 스캐너로서 사용자가 들고 대상체 주변을 촬영하듯 스캔하여
3D 외형 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

PC-based
3D scanner

3D Scanning Process

Real-time PreViz of Scan Results

3D Model Acquisition

Laser

Mobile-based
3D scanner

3D Scanning Process

Real-time PreViz of Scan Results

3D Model Acquisition

[Laser-based Handheld 3D Scanner]

기술
특징

• PC 기반 3D 스캐너: 3대의 카메라와 레이저를 기반으로 대상체의 다양한 크기/복잡도에
대응 가능한 이동형 3D 스캔 기능 제공
• 모바일 기반 3D 스캐너: iPhone 등 스마트 폰에 라인레이저 장착만으로 저가의 편리한
스캐너 구현 가능

응용
분야

• 나만의 3D 프린터 출력물을 위한 실물 3D 스캔
• 온라인 쇼핑몰의 3D 뷰를 위한 상품 3D 스캔
•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보재 3D 스캔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진성(042-860-1157, jin1025@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재헌(042-860-1053, gokjh@etri.re.kr)

• 3D 스캐너: 물체의 3차원 형태 정보를 3D 모델로 디지털화하는 장치
• 3D 프린터: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쌓으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기

• 강현, 김혜선, 반윤지, 유정재, 유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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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3D 스캔기반 실물의상 디지털변환 기술: Style-Scan
실물의상에 대해 이기종 센서를 이용한 3D 스캔 기반으로 실감체험을 지원하는 3D 디지털의상
을 생성하는 기술

[3D Scan Based Digital Converting System]

이기종센서(DSLR+RGBD)이용 3D 스캔기반 실측 3D 복원
실물아이템의 3D 모델 자동 생성(OBJ형식, UVTextureMap)
가상의류 피팅 지원 실감체험 속성 편집
사용자 움직임에 연동한 물리기반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가상의류 피팅 서비스
• 3D 실사이즈/실물 확인기반 온라인 구매 서비스
• 인체적용 대상물의 3D 디지털변환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호원(042-860-1186, hw_kim@etri.re.kr)
• 실무담당자: 김태준(042-860-1454, taejoonkim@etri.re.kr)

• 3D 스캔: 실물의 3차원 외형(모양/색상) 정보를 3D 모델로 디지털화하는 작업
• 이기종센서: 서로 다른 속성의 센서들의 장점(DSLR: 실물 색상 획득, RGBD: 실물 모양 획득)
을 혼합하여 구성된 센서
• 물리기반 시뮬레이션: 의류 등의 물체의 물리적 속성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기술

• 김기남, 박혜선

32
기술
개요

거점-모바일 연계 가상의류 피팅 기술: Pre-Style
거점에서 한번의 사용자정보 획득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모바일 단말기반으로 가상의류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O2O Pre-Styling Service System]

기술
특징

• 신체주요부위 실측기반 사용자 3D 아바타 생성
• 자세추적을 통한 사용자-아바타 간 정밀 자세 일치
• 모바일 연동 서버-단말 간 증강현실기반 가상의류 피팅

응용
분야

• O2O(Online-To-Offline) 기반 가상의류 피팅 서비스
• 온라인/모바일 환경의 사전체험기반 의류 구매 서비스
• 패션쇼, 이벤트, 체험관 서비스

문의처

• 연구책임자: 김호원(042-860-1186, hw_kim@etri.re.kr)
• 실무담당자: 박혜선(042-860-4803, hspark78@etri.re.kr)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3D 아바타: 사용자의 키, 허리둘레 등 신체의 외형적 특징을 보존하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는 3D 캐릭터
• 가상의류 피팅: 실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사용자를 촬영한 사진 위에 체험하고자 하는
의류를 사용자의 자세와 체형에 맞게 증강현실 기반으로 실감 체험하는 기술

• 김태준,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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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기종 센서 기반 3D배경 복원: RealRoad 3D
전방향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광대역 거리 배경에 대한 3차원 스캐닝 기술

[RealRoad 3D Flowchart]

다중 라이다 및 GPS, 전방향 영상의 동기 저장
오차 10mm이하의 라이다와 전방향 카메라 사이의 기하 보정
전방향 영상간 특징점의 대응관계에 기반한 카메라 경로 보정
전방향 카메라 경로 이용 라이다 절대위치 및 자세 보정
가려짐에 의한 전방향 카메라의 위치 및 자세 누적 오차 최소화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광대역 배경 3차원 복원
• 3차원 모델 기반 거리뷰 서비스
• 실내외 위치기반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구본기(042-860-5033, bkkoo@etri.re.kr)
• 실무담당자: 추창우(042-860-5840, cwchu@etri.re.kr)

• 전방향카메라: 카메라 주위 360도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 라이다(Lidar): 레이저를 물체에 비추어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물체의 거리, 방향,
표면 속성 등을 감지하는 센서

• 최진성, 김재헌, 박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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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몰입형 가상 해저 워킹 체험 서비스
몰입형 가상 체험 기술과 제스처 인식 기술 기반으로 체험자가 실제 공간에서 걸으면서
바닷속 객체와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몰입형 가상 해저 체험 서비스

Real-time Operation
Immersive Experience

Immersive Equipment
(Virtual Camera)

Motion Tracking

High-quality
Rendering

Watching View
(Simulation
CAM)

Image
Compose

Gesture
Recognition

[Immersive Virtual Sea with Real –Walking Navigation]

기술
특징

• 가상카메라, 시뮬캠, 모션 추적을 이용한 실공간 기반의 몰입형 가상 현실 체험 서비스
• 제스처 인식 기반 사용자/콘텐츠 실시간 상호작용
• 셰이더 기반 고품질 렌더링을 지원하는 실시간 군집 애니메이션

응용
분야

• 인터랙티브 몰입형 디지털 테마파크 서비스
• 3D 제스처 인식 기반 캐주얼 게임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구본기(042-860-5033, bkkoo@etri.re.kr)
• 실무책임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가상 카메라: 위치 추적 마커를 부착하여, 해당 시점으로 가상 세계를 보여주는 장치
• 시뮬캠: 가상 카메라와 실제 카메라의 시점을 추적하여, 각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가상 및
실사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보여주는 장치

• 정순철

35
기술
개요

의료용 고품질 3D 얼굴 복원 시스템: MEDIFACE
다수의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의료용 고품질의 3D 얼굴을 생성하는 시스템

Synchronized Capture of
Images

Foreground(Face)
Extraction

Vertical Stereo based
Reconstruction

Tone Matched Texture Map
Generation

Merged 3D Geometry
Generation

[High Quality Medical 3D Face Reconstruction System(MEDIFACE) Configuration]

수동형(Passive) 방식의 고품질 정밀 얼굴 복원
다수의 카메라 동기 영상 획득
CPU 기반의 3D 얼굴 고속 복원
톤 매칭 기반 사실적 텍스쳐 맵 생성
상용 시스템과 유사한 복원 정밀도(평균 복원 오차 거리 0.3mm)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성형, 치과 교정의 시술 전 시뮬레이션
• 흉상 제작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구본기(042-860-5033, bkkoo@etri.re.kr)
• 실무담당자: 김갑기(042-860-5363, kkkim@etri.re.kr)

• 스테레오 카메라: 두 대의 카메라를 리그에 고정하고 초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3D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
• 톤 매칭: 촬영된 실사영상의 얼굴 톤으로 템플릿 텍스처 맵을 매칭시켜 사실적인
3D 고유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

• 최진성, 윤승욱, 황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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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 테크노베이션 사업
중소 콘텐츠 개발사의 기술경쟁력 및 콘텐츠의 상용성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R&BD
집중지원 및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베드 지원

[Technical support items for Smart-content Technovation Project]

콘텐츠
콘텐츠
가상화
온라인
고품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R&BD 집중지원
품질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콘텐츠 사용성 분석 기술지원
기반의 콘텐츠 클라우드 베타테스트 지원
서비스 운용 및 보안·관제 상시 운영지원
스마트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기/장비 지원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스마트기기 환경에서의 콘텐츠 및 콘텐츠 서비스 개발 분야
• 타 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수요 창출
• IoT · 웨어러블기기와 연동하는 스마트콘텐츠 개발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 연구책임자: 이준우(042-860-1840, leejw@etri.re.kr)
• 실무담당자: 채원석(042-860-5728, wschae@etri.re.kr)

• 스마트콘텐츠 테크노베이션 사업은 중소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집중지원을
위해 스마트콘텐츠센터* 내에 상주하여 기술지원 수행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14055)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2층

참여
연구원

• 김현진, 김은주, 장규호, 박찬우, 윤여찬, 김아영,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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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 콘텐츠 식별 기술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시청각 특징을 추출하여 DB화한 후, 실시간으로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분을 식별하거나 제어하는 기술

[Real-time Broadcasting Contents Identification Technology]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식별자 고속 생성(100ms 이내)
최신 방송 식별 DB 고속 업데이트(1초 단위)
1PC 당 4개 방송 채널의 핑거프린트 동시 추출 가능
세컨드 스크린을 통한 연관 정보 제공 가능
스마트 단말용(Android, iOS) 방송 프로그램 식별 앱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음원, 영화, 방송, 출판물 등의 저작물 필터링 서비스
•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필터링 서비스
• 광고 모니터링 및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유원영(042-860-1139, zero2@etri.re.kr)
• 실무담당자: 박지현(042-860-1236, juhyun@etri.re.kr)

• 핑거프린트: 디지털 콘텐츠의 유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 고유 속성 정보

• 김정현, 서용석, 임동혁, 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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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음악 검색〮추천 기술
음악 신호특징과 음악에 따른 감성 분석을 통해 음악의 장르, 템포, 무드, 음색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검색·추천해 주는 기술

[Similar Music Search and Recommendation Technology]

기술
특징

•
•
•
•

음악 신호로부터 장르, 템포, 무드 정보 자동 추출
예제 및 무드 태그 기반 음악 검색
음색, 장르, 템포, 무드 특징의 2차원 시각화를 통한 음악 검색
스마트 단말용(Android) 유사 음악 검색·추천 앱

응용
분야

•
•
•
•

감성 기반 음악 추천 서비스
음악 자동 태깅 및 관리 서비스
자동차, 가전, 매장음악 등의 큐레이션 서비스
CF, 영화 등 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 자동 선곡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유원영(042-860-1139, zero2@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정현(042-860-4956, bonobono@etri.re.kr)

• 음악 자동 태깅: 오디오 신호 특징을 분석하여 음악의 장르, 템포, 무드 등의 속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태깅하는 기술
• 음악 감성 분류: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과 음악 신호 분석을 통해 생성된
음악 감성모델에 따라 음악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

• 박지현, 서용석, 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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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
모바일 환경에서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 관한 정보나 콘텐츠를 검색하는 핵심 및 응용 기술

[Mobile Visual Search Technology]

시점 및 환경변화에 강인한 비주얼 검색 기술
네트워크/디바이스 환경에 적응적인(Scalable)인 비주얼 검색 기술
검색 영역에 따른 선별적 비주얼 검색 기술
빠르고 정확한 검색 성능: 특징 추출 0.12초/매, 검색 속도 1.17초/매
특징점 검출 및 특징 추출의 자체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기술
특징

•
•
•
•
•

응용
분야

• 도심 내 건물 검색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비주얼 검색 API를 활용한 상품 검색, 게임 , 교육 등 응용 서비스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승재(042-860-1283, seungjlee@etri.re.kr)
• 실무담당자: 이근동(042-860-1746, zacurr@etri.re.kr)

• 비주얼 위치 검색 (Visual Place Recognition): 이미지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도심 내
위치를 검색하는 기술

• 오원근, 정다운, 손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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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비디오 자동 그룹핑 및 검색 기술
초대용량 비디오 콘텐츠 검색을 통한 중복된 비디오 제거 및 일부 구간 정보를 이용한
콘텐츠 그룹핑하는 기술

[Automatic Video Grouping and Search Technology]

기술
특징

•
•
•
•
•
•
•

시공간 슬라이스 기반 대표이미지 고속 추출
프레임 단위의 정밀 정합이 가능
기존 기술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1/10 이하 축소
비디오 특징 크기: 80KB이하(플레이 타임 1시간)
비디오 고속정합 속도: 초당 10,000클립(클립정합)
비디오 저속정합 속도: 초당 50클립(프레임정합)
비디오 검색률: 98% 이상(판도라TV 영상 5,265,764개)

응용
분야

•
•
•
•
•

콘텐츠의 일부분을 이용한 비디오 콘텐츠 검색 분야
비디오 중복 제거를 통한 스토리지 제어 분야
비디오 전체 혹은 일부분 정보를 이용한 콘텐츠 그룹 관리
비디오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필터링 분야
N스크린 및 클라우드 기반 비디오 검색

문의처

• 연구책임자: 오원근(042-860-5572, owg@etri.re.kr)
• 실무담당자: 이근동(042-860-1746, zacurr@etri.re.kr)

참여
연구원

• 이승재,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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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게임봇 탐지 및 대응 시스템: BotTracker
대규모 사용자 온라인 게임 상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악성 게임봇에 대하여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Gamebot Tracking Technology]

대용량의 게임로그 데이터 관리 및 게임 속성 추출 기술
기계학습을 이용한 게임봇 패턴인식 및 검출규칙 자동 생성
실시간 게임봇 판정을 위한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지원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게임리소스 통계 및 게임봇 모니터링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온라인 게임 악성 게임봇 관리
• 게임 운용 데이터 모니터링
• 게임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헌주(042-860-1054, hjoo@etri.re.kr)
• 실무담당자: 장성준(042-860-1195, dyad@etri.re.kr)

• 게임봇: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 대신 게임을 수행하여 아이템 등을 쉽게 획득하며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는 인공지능 캐릭터
• 인포그래픽: Information과 Graphics 합성어로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를 간결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기법

• 양성일, 최연준, 이동춘, 배수영, 서상현, 김용준,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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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스마트콘텐츠 사용성 분석 도구 기술
모바일 콘텐츠로부터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통계/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Log Collector
MoAA
SDK

http source

Web based Viewer

Mongo DB
sink

iOS

Android
Log Data

Data Analytics

WAS
Data Product

[Mobile Activity Analytics System]

실시간 대용량 모바일앱 로그 수집 및 분석
모바일 사용자 행동 분석
사용자 이동경로 및 고객단위 분석
앱 사용 오류 및 이벤트 단위 분석

기술
특징

•
•
•
•

응용
분야

• 모바일 앱 고객 분석
• 모바일 앱 광고 플랫폼
• 모바일 마케팅 및 트렌드 분석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준우(042-860-1840, leejw@etri.re.kr )
• 실무담당자: 김현진(042-860-5951, jini@etri.re.kr)

• 사용성 분석: 개별 사용자의 모바일 앱 실행환경을 수집하여 모바일 앱을 언제, 어떤 기기로
실행하는지, 어떤 메뉴와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지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앱 사용행태를
분석하는 기술

• 장규호, 김아영, 채원석,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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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온라인 음원 유통 라이브러리
글로벌 음원 유통의 자동화를 위한 음원 유통 표준(DDEX, UPC, ISRC 등) 기반 온라인 음원
유통 라이브러리

Online Music Distribution Library(OMDL)
Music Contents

Delivery, Sales and Analytics for Music

- Transcoding

Delivery

- Streaming

Music
Metadata
Integration
Digital Storage

Store

Sales

Analytics

- Metadata Definition

- Data Analytics

- Log Analysis

- Protocol Definition

- Visualization

- Statistics

- XML Transformation

- XML Control

- Trend Report

- Transfer API

- DB Automation - HTML5 UI/UX

[Configuration of Online Music Distribution Library]

기술
특징

• 국내외 음원 식별체계 기반 범용 음원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 트랜스코딩 분산 처리를 통한 고음질 음원 변환 기술
• 글로벌 유통을 위한 음원 아카이브 구축 기술
• 빅데이터 기반의 음원 유통 로그 분석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 온라인 음원 유통 서비스
• 관계형 음원 아카이브 구축 서비스
• 유통 로그 분석 및 처리 서비스
• 연구책임자: 이준우(042-860-1840, leejw@etri.re.kr )
• 실무담당자: 김아영(02-304-2508, kimay@etri.re.kr)

• OMDL: Online Music Distribution Library로, 음원 유통, 음원 정산, 유통 분석 모듈로
구성된 온라인 음원 유통 라이브러리
• 음원 식별체계: 개별 음원에 ID 및 메타데이터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온라인 음원을
명확히 식별하는 규약

참여
연구원

• 채원석, 장규호,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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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다성음 음원 인식 라이브러리
모바일 환경에서 음악 검색, 악보 기보, 악기 튜닝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다성음악 음높이
추출 라이브러리

Note template learning

Real-time transcription
Music signals

Note samples

Sound representation

Sound representation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Note templates

Non-negative
decomposition

Note Activations

[Workflow of Polyphonic Music Transcription Algorithm]

기술
특징

• NMF기반 알고리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
• 입력음원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기능 포함
• 결과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CSV 파일형식 지원
• 안드로이드 버전 및 iOS 버전 제공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 디지타이즈된 음원으로부터 음악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
• 사용자가 연주하는 음악을 악보로 기록하는 서비스
• 생활소음이 있더라도 악기 튜닝을 도와주는 서비스
• 연구책임자: 이준우(042-860-1840, leejw@etri.re.kr )
• 실무담당자: 채원석(042-860-5728, wschae@etri.re.kr)

• 다성음악: 한 개의 선율로 구성된 음악이 아닌 여러 성부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멜로디가
함께 연주되는 음악을 말함
•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음수 미포함 행렬을 두 개의 음수 미포함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 행렬을 계산하기 쉬움

참여
연구원

• 김현진, 윤여찬,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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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마트콘텐츠 시장 경향성 분석 기술
모바일 앱 마켓을 분석하여 트렌드를 파악하고 독점, 시장포화 상태 등의 경쟁상황을 진단하는
모바일 앱마켓 동향분석 서비스

Analytics the situation of competition regarding keyword
Mobile app
market situation

Market collecting,
analyzing technology

Understanding
market trend

Keyword collecting
and categorizing technology

Finding and
planning item

Monopoly/competition
structure analytics

[Mobile App Analysis Tool System Configuration Map]

• 키워드별 마켓 경쟁상황 진단

기술
특징

• 한국/미국 시장 트렌드 분석
• 관련 앱 분류 및 관련 키워드 분석
• 마켓 주요 통계 정보 확인
• 앱 카테고리별 트렌드 세부 분석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모바일 앱 마켓 시장 통계 및 동향 분석
• 모바일 앱 기획 및 시장 분석

• 연구책임자: 이준우(042-860-1840, leejw@etri.re.kr )
• 실무책임자: 윤여찬(042-860-1375, ycyoon@etri.re.kr)

• 모바일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앱을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 키워드: 모바일 마켓에서 앱의 특성이나 기능, 분류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단어

• 김현진, 박찬우, 서정혜, 김은주

46
기술
개요

실린더 디스플레이 기반 별자리 그리기 체험 시스템
멀티프로젝터들을 통해 출력되는 별자리 입체 영상을 곡면 형태의 스크린 상에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손 동작을 통해 별자리궤적을 그리면 궤적 경로대로 모션장치가 반응하는
체험시스템

1

2

1

[Cylindrical Curved Screen based Constellation Experience]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6채널 프로젝터들을 이용한 입체 콘텐츠 멀티 디스플레이
• 사용자 전신 관절 및 손가락 추적
• 콘텐츠 제어를 위한 별자리 그리기 제스처 인식

•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게임/키즈 파크
• 4D 가상 체험관/전시관 및 교육 시스템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 실무책임자: 김항기(042-860-1124, hangkee@etri.re.kr)

• 실린더 디스플레이(Cylindrical Display): 원통형의 곡면 스크린을 활용하는 가시화 장치

• 김영희, 김혜미, 이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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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인터랙티브 룸(Interactive Room)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360도 파노라마
콘텐츠 기반 4면 룸(4-Wall Room)

[Two Interactive Rooms’ Structure and Main Technologies]
(User tracking, Gesture interaction)

기술
특징

• 큐브 공간 프로젝션 매핑
• 사용자 시선 추적에 따른 시점 동기화 기반 콘텐츠 가시화
• 착용형/비착용형 인터페이스 기반 제스처 인터랙션
• 360도 전방향 회전이 가능한 구형 모션 플랫폼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게임/키즈 파크
• 4D 가상 체험관 및 전시 홍보관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 실무책임자: 김항기(042-860-1124, hangkee@etri.re.kr)

• 프로젝션 매핑: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스크린 혹은 투사 대상체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
• 구형 모션 플랫폼: 360도 모든 방향으로의 회전이 가능한 모션 기계 장치

• 김용완, 김대환, 조동식, 김용선, 양웅연, 김홍기,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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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3D 카툰 부조 마스크 제작 시스템
얼굴의 특징을 살린 카툰 얼굴을 생성하고 이를 3D 얼굴 모델에 맞추어 변형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3D 얼굴 부조상을 제작하는 기술

(a) Cartoon Rendering (2 colors)

(b) 3D Face Model by Kinect

기술
특징

(c) Overlap cartoon
mask to 3D face model

(d) 3D Cartoon relievo

• 컬러 사진을 2색 카툰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
• 즉석에서 3D 얼굴 모델을 획득하는 기술
• 카툰 마스크를 기반으로 3D 얼굴 부조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
• 3D 프린터의 재질에 따른 출력물 미리보기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개인 맞춤형 피규어 제작 서비스
• 즉석 기념품 등의 기념 부조 조각 제작
• 게임, SNS 등의 온라인 개인 캐릭터 제작

• 연구책임자: 김진서(042-860-5552, kjseo@etri.re.kr)
• 실무담당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부조(浮彫): 평면이나 곡면 위에 모양을 도톰하게 튀어나오게 하는 기법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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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
2차원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이에 대한 비사실적 렌더링 변환을 수행함으로써 마치 사람이
그린 것과 같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로, 이미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적 감흥 극대화를 지원

• 6개 변환 효과(유화, 카툰, 일러스트 등)
• 즉석용 전시버전과 고품질 이미지 버전의 2개 버전 지원
•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적 감응 극대화

• 키오스크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인터넷 응용 분야
• 콘텐츠 제작에서의 예술적 효과 적용 이미지 제작 분야
• 연구책임자: 구본기(042-860-5033, bkkoo@etri.re.kr)
• 실무책임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비사실적 렌더링: 사람이 그린 듯한 예술 감성에 기반한 인간 친화적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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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번개 펀치(Thunderbolt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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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Thunderbolt punch system structure and Main Technologies (Top-view user interaction) ]

• 비정형 동적 객체 대상 몰입형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기술

기술
특징

• 멀티 프로젝션 블렌딩 기술

응용
분야

•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게임/키즈 파크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프로젝션 영역 탐지 및 인체 부위 상 프로젝션 가시화 기술

• 4D 가상 체험관 및 전시 홍보관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 실무책임자: 김항기(042-860-1124, hangkee@etri.re.kr)

• 프로젝션 블렌딩: 멀티 프로젝터에서 출력되는 영상들이 중첩되는 영역을 Seamless하게
연결하는 기술

• 이기석, 김대환, 김혜미, 박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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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상 롤러코스터(Virtual Coaster)
도심형 실내 테마파크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 최적화된 소형 레일(Rail) 기반 VR 어트랙션
(중국 판타지 역사물 체험) 시스템

[Virtual coaster and Main Technologies ]
(Registration of real and virtual spaces, Accurate user tracking )

기술
특징

• 실측 가상공간 구성 및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응용
분야

•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및 게임/키즈 파크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모션 반응 기반 햅틱 피드백 기술
• 상황정보 기반 아바타 변형 기술

• 4D 가상 체험관 및 전시 홍보관

• 연구책임자: 김기홍(042-860-5678, kimgh@etri.re.kr )
• 실무책임자: 김용완(042-860-5279, ywkim@etri.re.kr)

• 실측 가상공간 구성: 실내 공간에 다중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로 입력되는 영상들을
상호연결하여 3D 공간을 구성하는 기술

• 김용선, 전우진, 조동식, 양웅연,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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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3D 출력물 기능 검증/보정 도구: Fabtory
사용자 간단한 조작으로 3D 메쉬 모델에 기능(내구성, 안정성, 조립성, 운동성)을 검증/보정하여,
3D 프린터 출력물에 기능성을 생성하는 S/W

[Verification/Correction toolkit for functionality of 3D printing output]

• 내구성, 안정성: 자동검증 및 핸들 기반의 3D 메쉬 모델 편집으로 내구성, 안정성 보정

기술
특징

• 조립성: 다양한 연결장치 편집 및 출력공간에서 출력 가능한 크기 검증/보정

응용
분야

• 3D 프린팅 솔루션

문의처

• 운동성: 3D 메쉬 모델 관절부위 움직임 검증 및 출력물 특성을 반영한 관절 생성

• 3D 프린터 제조사

• 연구책임자: 최진성(042-860-1157, jin1025@etri.re.kr)
• 실무담당자: 김갑기(042-860-5363, kkkim@etri.re.kr)

• 3D 출력물 기능: 3D 출력물 기능으로 내구성, 안정성, 조립성, 운동성으로 구성

용어
설명

* 내구성: 출력 후 예상 취약/손상 부분을 예측하는 기능
* 안정성: 출력 후 무게중심을 예측하여 안정적으로 거치될 수 있는 기능
* 조립성: 출력 후 결합장치를 통해 조립할 수 있는 기능
* 운동성: 출력 후 움직임을 갖는 관절구조를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기능

참여
연구원

• 추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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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증강현실 게임 콘텐츠 서비스 기술
실외 환경에서 스마트·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세계 환경과 물체를 인식하고 가상 콘텐츠를
실시간 합성하여, 사용자들에게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체험 콘텐츠 개발 기술

[AR based Content Service with real-world interface]

• 실외 객체 인지 및 트래킹 기술

기술
특징

• 자연환경 적응형 실감 영상 생성 기술
• 웨어러블 기기용 UI/UX 기술
• 실세계 객체 기반 콘텐츠 시나리오 창작 도구
• 콘텐츠 연계 현장 관제/제어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 체험형 레저, 교육 분야
• 지역문화 축제 및 관광 분야
• 연구책임자: 이헌주(042-860-1054, hjoo@etri.re.kr)
• 실무담당자: 이동춘(042-860-5319, bluepine@etri.re.kr)

• 증강현실: 현실 영상에 가상 물체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
• 트래킹: 영상에서 특징점을 인식, 그 위치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기술

• 배수영, 김지은, 김용준, 서병국, 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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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현실 기반 3D 복원 기술
컬러 영상들로부터 3D 공간을 복원하고 모델링하여 가상 현실 및 3D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하는 기술

[Color Images]
[3D Point Cloud]

기술
특징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컬러 영상 기반 3D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기술
• 3D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메쉬 모델링 기술
• 3D 모델링 데이터를 FBX 파일 포맷으로 출력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 3D 모델 제작

• 연구책임자: 이준석(042-860-1036, leejs@etri.re.kr)
• 실무담당자: 김해동(042-860-6688, hdkim@etri.re.kr)

• 현실기반: 실제 공간 및 물체의 컬러 정보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
• 3D 포인트 클라우드: 3D 공간 상에서 포인트들의 집합
• 3D 복원: 2D 데이터 등으로부터 원래의 3D 구조를 추정 및 복원

• 김익순, 류성원, 장경호, 임한신, 허재필, 박찬호

[FBX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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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학습자 진단 기술
학습자의 문제 풀이 결과 데이터로부터 학습자의 개념별 이해도 수준을 진단하는 기술

[Learner Diagnosis Engine for Personalized Learning ]

기술
특징

• 인지 진단 모형에 의한 학습자 진단
• 단체 시험 결과의 분석에 의한 문제 파라미터 추정
• Missing response가 포함된 시험 결과 분석 가능
• 누적데이터로 추정된 문항 파라미터로부터 개별 학습자 응답 단위 수준 진단 가능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온라인 교육 서비스
• 오프라인 교육장
• 학습 성취도 평가 분석

• 연구책임자: 지형근(042-860-1674, hkjee@etri.re.kr)
• 실무담당자: 이수웅(042-860-1052, suwoong@etri.re.kr)

• 인지 진단 모형: 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특정 속성을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숙달했는지
알려주는 모형

• 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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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배우 얼굴 인식 기반 장면 검색 기술
영화/TV드라마 영상의 배우 얼굴을 자동 인식하는 핵심 및 응용 기술

[Actor Face Recognition based Scene Search Technology]

• 포즈, 조명 등 환경 변화에 강인한 영화 배우 얼굴 인식 기술

기술
특징

• 얼굴 특징점 기반 얼굴 검출 및 정렬
• 실시간 얼굴 인식 모드와 사전 얼굴 인식 결과 검색 모드 지원
• 배우 별 출연 장면 검색
• 원본 콘텐츠의 특징점 DB없이 영화/드라마 식별
• 타 서비스와 연동 가능한 API 제공

응용
분야

문의처

참여
연구원

• 출연 배우 관련 부가 정보 제공 서비스
•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 서비스
• 얼굴 인식 기반 동영상 검색 서비스

• 연구책임자: 유원영(042-860-1139, zero2@etri.re.kr)
• 실무담당자: 임동혁(042-860-5923, iammoni@etri.re.kr)

• 서용석, 박지현,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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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EPUB3 표준 기반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서비스 제공 기술
독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EPUB3기반 표준 전자책을 제작하고 제작된 전자책 콘텐츠의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전자책 저작 및 변환 시스템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제공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 제공

Conversion Tool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𝐶𝐶 ]

Authoring Tool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 𝐴𝐴 ]

Validation Tool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 𝑆𝑆 ]

Viewer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𝑉𝑉 ]

• PDF to EPUB3변환 기술

기술
특징

• 장애인 접근성 제공 기술
• WYSIWYG기반 전자책 저작 기술
• EPUB3 표준 문서 검증 및 장애인 접근성 기준 검증 기술
• 멀티플랫폼 기반 EPUB3표준 VIEWER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EPUB3 표준 기반 전자책 서비스
• 특수교육 목적 콘텐츠 제작
• 디지털 교과서 및 전문서적 제작
• 연구책임자: 길연희(042-860-1031, yhgil@etri.re.kr)
• 실무담당자: 유초롱(042-860-6182, crryu@etri.re.kr)

• EPUB3: 전자책 기술 표준
• 접근성: 장애인과 고령자가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 독서 장애인: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 (시각 장애, 노령자)

• 신희숙, 김희권,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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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기술
특징

후각 바이오 정보 기반 감성증강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
사물인터넷 기반의 전자코 시스템을 이용해 후각 인식 정보를 생성하고, 다중 감각 융합
기반의 발향 시스템을 통해서 후각 표현 정보를 생성하는 후각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

[IoT Based E-Nose]

[Olfactory contents platform and smart services]

[Olfactory authoring tool]

[VR olfactory contents]

• 후각 인식 정보 생성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코 기술
• 후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플랫폼 기술
• 다중 감각 융합 기반의 후각 저작 도구 기술
• 발향 정보 표현이 가능한 발향 시스템 기술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질병 조기 스크리닝 및 헬스 케어 분야
• 환경 모니터링 및 안전 콘텐츠 분야
• 오감엔터테인먼트 및 개인형 VR 연계 콘텐츠 분야

• 연구책임자: 이해룡(042-860-6382, hrlee@etri.re.kr)
• 실무담당자: 장성준(042-860-1195, dyad@etri.re.kr)

• 후각 인식: 가스 센서 기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 및 평가 기술
• 후각 발향: 농도 조절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향을 자동 발산하는 기술

• 박준석, 방준학, 최종우,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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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청소년용 실감 체험형 스포츠 통합플랫폼
VR스포츠를 통해 교육/체험/운동/재미를 제공하여 청소년체육의 도전/경쟁/표현/여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인체/객체 모션인식 기반의 청소년용 실감 체험형 스포츠 통합플랫폼

[Youth Sports Gym and Unified Platform for Realistic Sports Experience]

• 다중 영상 센서 기반 인체 모션인식

기술
특징

• 고속 카메라 기반 객체 모션인식
• 웨어러블 센서 기반 운동량 분석
• 실시간 객체 모션 시뮬레이션
• 스포츠 기술 가상코칭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청소년용 VR스포츠 서비스
• 학교용 에듀스포츠 서비스
• 스포츠 테마파크

• 연구책임자: 김명규(042-860-5710, mgkim@etri.re.kr)
• 실무담당자: 백성민(042-860-6775, baeksm@etri.re.kr)

• 가상코칭: 운동 분석을 통한 스포츠 기술의 동작 평가/지도
• 에듀스포츠: 학교 교육과 결합된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 홍성진, 서상우, 김우석,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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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D 센서기반 3D 모델링 및 실사이즈 AR 가시화 기술

기술
개요

PC/모바일 환경에서 RGBD 센서를 이용해 손쉽게 실물대상을 실측 3D 모델링 및 편집하고
AR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단말에서 실사이즈 AR 가시화를 통해 홀로그래픽 3D 실감체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3D SDK 솔루션

• 스캔 대상과 RGBD센서의 자유로운 상호 이동을 지원하는 손쉬운 3D 스캐닝 지원
• 기존 ‘상/하부 별도 스캔→편집’ 과정 없이 스캔 중 물체를 움직여 상/하부 즉석

기술
특징

스캐닝 가능
• 일상생활의 복잡한 주변 환경에서의 3D 스캐닝 지원
• 다양한 RGBD센서 지원 (Intel RealSense, MS Kinect, Structure Sensor 등)
• 상용 RGBD 센서와 모바일 연산환경 지원을 통한 저비용 3D 모델링 시스템 구축 가능
• 3D 스캔 결과의 경계 보존 메쉬 단순화, 홀 채움, 부분 삭제 등의 모바일 3D 편집 지원
• AR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단말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실사이즈 AR 가시화 지원

응용
분야

• 가구, 인테리어소품 등의 상품과 인체 등 실물의 실측 3D 스캐닝 및 편집, 공유
• AR지원 스마트단말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실사이즈 확인을 통한 인터넷 쇼핑
•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사, 실사이즈 기반 가구/인테리어 소품 배치, 사이즈 확인
• 인체 실측 3D 데이터 획득 및 Animatable 3D 아바타 생성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호원(042-860-1186, hw_kim@etri.re.kr)
• 실무담당자: 한병옥(042-860-5569, byungok.han@etri.re.kr)

• RGBD 센서: RGB 칼라영상과 Depth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상센서

• 정유구, 김재환, 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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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팩터 파라미터 제어 기반 VR 멀미 저감 기술
VR HMD 콘텐츠 사용자의 인지적/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휴먼팩터 파라미터 추출 및 제어하여

기술
개요

VR 멀미/피로도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 VR 렌더링 최적화 기반 VR 지연(latency) 저감 기술
• VR 휴먼팩터 파라미터와 VR 멀미증상 간의 상관성 분석 기술

기술
특징

• VR 휴먼팩터 파라미터 기반 콘텐츠 저작 기술
• VR 휴먼팩터 기반 모션플랫폼 데이터 편집 기술
• VR 멀미/피로도 평가/분석/예측 모니터링 기술
• VR 휴먼팩터 기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 VR 휴먼팩터 분석 기술 국제 표준화

응용
분야

• VR 지연 최적화 기반의 HMD 고도화
• VR 휴먼팩터 기반 게임엔진 플러그인 툴
• VR 멀미/피로도 분석 도구
• VR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문의처

• 연구책임자: 손욱호(042-860-6320, whson@etri.re.kr)
• 실무담당자: 이범렬(042-860-5815, lbr@etri.re.kr)

• VR 지연: VR HMD 헤드 모션에 따른 시점 변화와 VR 렌더링 영상화면 출력 간의 시간 차이

용어
설명

• VR 휴먼팩터: VR 사용자들에게 멀미/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인간의 인지적,
생리적 특성과 요인
• VR 파라미터: 사용자 시각 특성(양인시차, 시야각, 깊이감) 및 VR 콘텐츠 특성
(카메라/객체 움직임)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파라미터

참여
연구원

• 이범렬, 남승우, 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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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카메라 영상 기반 스포츠 객체 트래킹 기술
고정식 카메라로 촬영된 스포츠 경기 영상에서 선수와 심판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선수/심판별 이동 궤적∙거리∙속도 및 경기장 구획별 점유율 등 다양한 통계적 분석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acquisition of
field-view video

distortion compensation
& background subtraction

player tracking on the video

player tracking
on the stadium map

analysis & visualization

• 4K UHD급 영상에서 휴먼 객체 25개를 30fps 이상의 속도로 트래킹 지원

기술
특징

• 선수간 겹침 현상(occlusion)에 강인한 객체 추적 알고리즘
• 비, 강한 그림자 등과 같은 날씨 변화에 강인한 트래킹 기술
•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오프라인 트래킹 지원
•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트래킹 지원

응용
분야

• 스포츠 경기에서의 선수/심판별 움직임 분석 서비스
• 스포츠 경기 분석 결과를 이용한 방송 그래픽 제작 서비스
• 스포츠 선수 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 CCTV 에서의 보행자 추적

문의처

용어
설명

• 연구책임자: 남도원(042-860-4994, dwnam@etri.re.kr)
• 실무담당자: 이정수(042-860-1833, jslee2365@etri.re.kr)

• 고정식 카메라: 고정된 위치에서 정해진 각도로 설치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 트래킹: 영상 내에서 특정 객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기술
• 겹침 현상: 카메라의 시선 방향에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가려 객체의 일부만
보이는 현상

참여
연구원

• 이지원, 문성원

63
기술
개요

기술
특징

고품질 플렌옵틱 저작 플랫폼 기술
공간적 영상정보 외에 각도방향의 영상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촬영후 공간내의 다양한 뷰,
포커스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생성해 낼 수 있는 플렌옵틱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플렌옵틱
콘텐츠 획득, 저작 및 알고리즘 고속화 원천 기술 개발

• 25개 카메라의 실시간 동기 촬영 및 실시간 압축 부호화 기술
• 렌즈어레이를 통한 실시간 리포커싱 기술
• 리포커스 영상기반 실시간 객체추적 기술
• 플렌옵틱 4D 도메인에서의 객체 세그먼테이션 기술

• 연속시점 기반 입체 콘텐츠: 싱글뷰, 스테레오뷰에서 초다시점까지 다양한 시점의

응용
분야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성 가능
• 플렌옵틱 도메인 객체추적 및 영상분석: 사후 재초점이 자유로운 플렌옵틱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변사물에 가려진 물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트래킹 할 수 있음
• 촬영 후 리포커싱: 영상을 촬영한 후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어떤 포커스 위치도 자유롭게 사후 재구성할 수 있음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도형(042-860-3939, kdh99@etri.re.kr)
• 실무책임자: 장호욱(042-860-6694, hwjang@etri.re.kr)

• 플렌옵틱 콘텐츠: x, y 2차원 좌표 뿐만 아니라 각해상도방향의 영상정보까지 포함
하여 공간내의 임의의 광학기반 영상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콘텐츠

• 김도형, 김재우, 박성진, 배성준, 장호욱

64
기술
개요

몰입형 가상 3D 바디 페인팅 시스템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을 위한 페인팅 도구 시뮬레이션과 사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HMD
및 PC 기반의 몰입형 가상 3D 바디 페인팅 시스템으로, 실감 바디페인팅 제작 환경 지원을
위한 실감 도구(붓, 에어브러시), 실감 물감(채색, 형광, 펄) 효과 등을 지원하는 특수분장
사전 시각화 기술

color

[Main system menu]

pearl

[Multi-layered realistic paints effects]

[Immersive painting system]

기술
특징

응용
분야

• 배우 맞춤형 특수분장을 적용한 공연
•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을 위한 가상 사전 시각화
• 게임 캐릭터 외형 디자인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Body painting samples]

붓, 에어브러시 패턴 드로잉 기술
드로잉 동작(두드리기, 문지르기, 지우기) 시뮬레이션 기술
2D-to-3D 투영 기술
바디 페인터용 물감(채색, 형광, 펄) 효과 시뮬레이션 기술

•
•
•
•

문의처

fluorescence

• 연구책임자: 김진서(042-860-5552, kjseo@etri.re.kr)
• 실무담당자: 최윤석(042-860-5273, ys-choi@etri.re.kr)

• 3D 바디 페인팅: 가상공간에서 3D로 제작된 인체 모델의 바디 표면에 가상의 에어 브러시나
붓을 이용하여 원하는 페인팅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작업

• 장인수, 정순철, 남승우

65
기술
개요

VR 멀티미디어 저작(다누리-VR) 기술
3D 영상 뿐아니라, 2D GUI, 360 동영상과 결합된 영상을 함께 표현 저작할 수 있고,
E# 언어나 Python 기반의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한 콘텐츠 제작 가능한 기술

교육용 콘텐츠

…

체험형 콘텐츠

VR 멀티미디어 엔진 베이스: 3D 렌더링, 복합 재질, 애니메이션, E#, Python 언어 API, VR 디바이스 처리

VR 디바이스

기술
특징

• VR 멀티미디어 엔진 기술(고품질 3D, E# 언어, VR 디바이스)
• VR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기술(2D/3D/360 파노라마 영상 저작)
• E#(ETRI C#) 언어로 콘텐츠 제작 지원

응용
분야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 교육용 콘텐츠 제작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준석(042-860-1036, leejs@etri.re.kr)
• 실무담당자: 김익순(042-860-5774, ik-soon.kim@etri.re.kr)

• VR 멀티미디어: 3D 표현 뿐아니라, 2D , 360 영상 등이 함께 표현 가능
• 다누리-VR: VR 멀티미디어 엔진과 저작도구로 구성된 프로젝트 별칭
• E#: ETRI에서 개발한 C#과 유사한 언어로, 콘텐츠 제작 가능

• 이준석, 김익순, 류성원, 김해동, 장경호, 임한신, 박찬호

66
기술
개요

기계학습 기반 게임 라이브 서비스 운영 최적화 플랫폼 기술
모바일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게임 사용자 행위 데이터 기반 게이머 모델링을
이용하여,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수익성 제고에 최적화된 운영 시나리오를 추천하는
운영지원 자동화 플랫폼 기술 개발

• 게임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술
특징

• 인게임 행동 패턴 인식 기술
• 게이머 유형 분류 기술
• 게이머 모델링 기반 행동 예측 기술
• 최적화 운영 시나리오 생성 및 검증 기술
• 게임 운영 지표 다차원 시각화 기술

응용
분야

• 게임 서비스 최적화 운영 지원 솔루션
• 콘텐츠 생애 주기 시뮬레이션 컨설팅
• 진화형 인공지능 캐릭터 제작 지원
• 게임 서비스 리스크 관리 플랫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양성일(042-860-6335, siyang@etri.re.kr)
• 실무담당자: 이상광(042-860-1833, sklee@etri.re.kr)

•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신작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게임 업데이트 서비스
• 게이머 모델링: 플레이어들의 행동 양식을 인식하고, 예측되는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기술
• 운영 시나리오: 게임요소 간 연관속성을 분석하여 작성되는 운영 규칙의 모음

• 권형진, 김대욱, 장시환

67
기술
개요

실조명 환경 및 동적 카메라 대응 모바일 AR 렌더링 기술
AR 체험이 진행되는 공간의 실제 조명환경에 따른 그림자나 조명 톤 등을 증강합성 대상체에
실시간 반영하고, 최적 AR영상 제공을 위해 실시간 가변되는 카메라 인자(셔터속도, 감도,
화이트밸런스 등)에 대응하여 자연스러운 증강합성을 지원하는 실시간 모바일 AR 렌더링 기술

• 실내 유한거리 조명환경에서 증강합성 위치에 따른 최적 조명환경맵 생성 및 렌더링 지원
• 조명환경 내 주요 광원 분석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시간 그림자 생성 지원

기술
특징

• 조명환경맵과 주요광원의 Unity3D 엔진 연동으로 조명환경 반영 실시간 AR 렌더링 지원
• 최적 AR영상 제공을 위한 카메라인자(셔터속도, 감도, 화이트밸런스 등)의 실시간 가변 허용
• 실제 카메라의 실시간 가변 칼라속성을 Unity3D 엔진 내 가상 카메라에 실시간 연동 가능
• 실조명 반영 AR 콘텐츠 창작 지원을 위한 상용 Unity3D 엔진의 플러그인 형식으로 결합
• 조명환경 및 증강합성 대상의 이종 센서간 색공간 매칭 기능 지원
• AR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단말에 적용 가능

응용
분야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AR지원 스마트단말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AR 가시화가 요구되는 AR 응용 전 분야

• 연구책임자: 김호원(042-860-1186, hw_kim@etri.re.kr)
• 실무담당자: 정유구(042-860-5039, u9jung@etri.re.kr)

• 조명환경맵: 가상대상의 3D 렌더링 시 물체표면에 자연스러운 조명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가상대상의 위치에서 본 조명환경을 무한거리의 Sphere 또는 Cube 등에 매핑하여
영상화 하는 조명 모델링 방식

• 한병옥, 김재환, 이지형

68
기술
개요

기술
특징

항공영상 기반 3차원 지형/지물 복원 기술
저고도 비행체(UAV)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지물을 지향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는 정밀한 3차원 모델 생성 및 넓은 지역을 일괄 촬영한 다방향 항공영상을 이용하는
3차원 광역 지형 모델 자동 생성 기술

[특정 지물 지향 촬영]

[3차원 복원]

[정밀한 3차원 모델 생성]

[넓은 지역 다방향 촬영]

[3차원 복원]

[3차원 지형 모델 생성]

• 넓은 지역에 대하여 3차원 분할 복원 및 타일 단위 지형모델 생성
• 광역 지형에 대한 분할 작업 결과를 UTM 좌표축상에서 통합/관리
• 입력영상의 색감 차이로 인한 텍스쳐 얼룩을 제거한 컬러 지형/지물 모델 생성
• 동기식 다방향 촬영 기구부를 이용하여 다방향 영상 획득 고속화 (기존 상용 UAV 호환 가능)

응용
분야

• 정밀한 3차원 건물 모델을 이용한 프로젝션 매핑 공연/전시
• 실사기반 가상환경을 이용한 유적지 및 관광명소 VR 체험
• 영화,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VR 테마파크 서비스
• 패러글러이딩, 스카다이빙 등의 VR 스포츠 고실감 가시화

문의처

용어
설명

참여
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창준(042-860-5771, chjpark@etri.re.kr)
• 실무담당자: 유정재(042-860-1265, jungjae@etri.re.kr)

• 지향촬영: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유지하며 주변을 선회하며 촬영
• 동기식 다방향 촬영 기구부: 수직 및 경사방향 영상들의 동시 셔터링 및 짐벌 기능 제공
• 타일 단위 지형 모델: 활용 목적에 맞게 공간을 일정 구간으로 분할하여 생성한 지형 모델

• 유동완, 추창우, 김혜선, 반윤지, 강경규, 이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