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콘텐츠연구소

1-14 실-가상 공간 공존형 인터랙티브
레일 모션 플랫폼 콘텐츠 기술

김기홍

초연결통신연구소

기술 개요
Real-Virtual Space Coexistence-type Interactive Rail Motion Platform Contents Technology
Real-Virtual Space Reconstruction, Real-Virtual Seamless Interaction and Avatar

ICT소재부품연구소

Concept

Service Offering

방송·미디어 연구소

Comparative
Advantage

■ Actual Measurement based Virtual Space Reconstruction/Registration and Free
View Image Generation
■ Real-Virtual Seamless Realistic Haptic Interaction for Various Body Gesture
Motions
■ User Vocal Coherent Virtual Avatar Viewpoint Adjustment
■ Performance: Real-Time High-Quality Reconstruction and Registration
■ Innovation: Real-Virtual Seamless Realistic Interaction
■ Usability: Avatar Control for Natural User Interface

Patents(Domestics)

Application ( O )
Registration ( )

Patents(International)

Application ( O )
Registration ( )
5기가 서비스 연구부문

결과물 개요
개발목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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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형태

HW-System + SW-Platform

Keywords

검증방법

개발 후
TRL 7
자체검증, 품질보증

가상-실제 인터랙티브 몰입 환경, 가상-실제 실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Open Source 사용

권리성

특허, SW

UGS 융합연구단

외부기술요소

기술성숙도
(TRL)

기술의 개념 및 구성
기술의 개념
■

호남권 연구센터

실제 레일 위의 차량 이동에 따른 가상 환경을 동일하게 일치하고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interaction wall을 지원하여, 실-가상 공간이
공존하는 듯한 극적인 체험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형 실내 테마
파크에 최적화된 HMD 착용형 VR 어트랙션 체험 시스템

기술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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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경쟁력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경쟁기술/대체기술 동향 및 현황

레일형 VR 어트랙션 플랫폼 HW 기술

국내기술 동향
- 롯데월드의‘후렌치레볼루션2 VR’
은 옥외용 테마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무동력 고속 롤러코스터에 HMD와 콘텐츠를 연동시킨
무정지(Non-stop) VR 어트랙션임

■

복선형 레일 하드웨어 제어

■

레일 하드웨어 차량 구동부 위치 및 자세 추적 기술

■

이동형 인터랙션 월 장치 및 피드백 제어

■

레일 하드웨어 차량 구동부 모션 플랫폼 제어

■

실측 가상공간 구성/정합 및 임의 시점 영상 생성 SW 모듈

■

다양한 신체 모션에 반응하는 실제-가상 Seamless 실감 햅틱 인터랙션
SW 모듈

■

사용자 음성 연계형 가상 아바타 시선 일치 SW 모듈

■

실-가상 공간 연동 레일형 인터랙티브 모션 플랫폼 시험 콘텐츠 1종

■

실-가상 공간 레일형 인터랙티브 모션 플랫폼 환경 구축용 저작도구

레일형 인터랙티브 모션 플랫폼 SW 콘텐츠 기술

롯데월드 후렌치레볼루션2 VR
■

해외기술 동향
- 미국 Showscan Entertainment는 4D 산업 초기 백투더퓨처 등 라이
드 필름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50여 개국에 체험관 구축
- Simnoa는 이스라엘의 4D 좌석 설계 및 생산업체로 4D Smart Chairs
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캐나다 SimEx-Iwerks는 4D 상영을 위한 좌석(Seat), 장비, 라이드 머
신(Ride Simulation Machine),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42 개국에 300개 이상의 상영 시설을 구축한 경험이 있음

우수성 및 차별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UNC대학교
(미국)

실제 공간을 사실적으로 실시간 복원·구성하고 가상
공간과 정확하게 정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Zero Latency
(호주)

다양한 신체 동작에 따라 실제-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객체들을 구분없이 실감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UniSA대학교
(호주)

사용자 대화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아바타
제어 기술을 개발

기술의 특성 및 성능
■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도심형 실내 파크에 적합한 한정된 공간에 최적화된 다이나믹한 VR
어트랙션 기구를 제공할 수 있음
- 체험자가 특정 경로를 라이딩 기구를 타고 탐험하면서 실-가상 공간
연동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제공이 가능함
- 사용자 손쉽게 실제 환경과 연동이 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
환경의 제공이 가능함
기술의 상세사양
- 실측 라이딩 트랙 등의 가상공간 구성/정합 및 임의 시점 영상
기술(Unstructured 3D 공간 실시간 복원 및 렌더링 가능)
- 다양한 신체 모션에 반응하는 실제-가상 Seamless 실감 햅틱
랙션 기술(거치형↔착용형 및 실제↔가상 햅틱 피드백 연동,
쳐 및 햅틱 Wall 형태의 인터랙션 제공)
- 사용자 음성 연계형 가상 아바타 시선 일치 기술(사용자 대화
아바타 시선 제어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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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터
제스
기반

표준화 및 특허
표준화 동향
■

가상 세계에서 가상객체를 표현 하는 방식 및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표준과 관련한 기술은 ISO/IEC/JTC1/SC34와 같은 표준화 기구
들이 활동 중임.

■

햅틱 상호작용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기구는 ISO/TC159/SC4/WG9, I
SO/IEC JTC/SC29/WG11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은 국내 표준 전문가가
일부 부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전개 중임

■

ISO/IEC JTC1 SC24에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위한 표준인 H-Anim
(Humanoid-Animation)은 네트워크 3D 그래픽스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휴머노이드 표현을 위한 구조적 시스템을 명시함

보유특허
NO. 국가

출원번호

1

한국

10-20160025290

2

중국

-

상태

명칭

레일 차량 기반 체험형 콘텐츠
출원
제공 장치 및 방법
진행 레일 차량 기반 체험형 콘텐츠
중 제공 장치 및 방법

사업화 제약사항
사업화시 체험 공간 및 탑승 인원에 대한 레일형 HW의 제작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기대효과

최근 일본, 중국 등지에서 도심지 내의 대형 쇼핑센터, 체험관
등 실내공간을 VR 기술과 접목해서 테마파크화 하려는 시도
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추세가 2016년부터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있어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됨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체험 시스템의 기능별 모듈화, 소형화를 통해 제한된 예산 및 공간크기
에 맞춘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 서비스 제공 가능

■

저비용으로도 사용자(혹은 생산자)에게 실감 체험형 VR 콘텐츠를 적시
(time-to-market)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 제고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가족 단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형 가상공간 제공을
통한 대중의 콘텐츠 소비욕구 충족 및 차세대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
신 시장 창출

■

실제 환경의 정보를 가상공간과 연동 및 공유하게 함으로써 실제 정보가
반영된 디지털 가상 경험 극대화 기대

■본

ICT소재부품연구소

과제를 통해서 개발 중인 VR롤러코스터 경우, 고정식 시뮬레이터 방
식이 아니라 복선의 레일 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동형 모션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타고 HMD를 통해 보이는 가상의 환경 및 객체들과 인터랙
션을 통해 실감적 체험을 제공받는 신개념의 VR 어트랙션류이기 때문
에 외부 현장의 수요에 맞는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이라고
판단됨

■

초연결통신연구소

실내 소공간을 활용해서 VR 게임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공
간 사업자들 경우 VR기기 등을 활용하는 단순한 게임 및 3축/6축 등의
고정식 시뮬레이터 기반 체감형 장치와 같은 기존의 VR 체험시스템과
차별성이 있는 VR 어트랙션의 상용화 및 사업장으로의 도입을 현재 적
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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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
■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 테마파크의 시장 규모는 2007년 32조원에서 2010년 40조 원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백서, 2007)
● 2012년 세계 25위 테마파크 중에는 국내의 에버랜드가 670만 명
(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13위, 롯데월드가 638만 명으로 15위를
차지

방송·미디어 연구소

■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2012년 기준 세계 대표 테마파크 그룹 입장객은 2011년 대비 6.7%
가 증가한 357.8백만 명에 달함(※출처 : AECOM 2013년 보고서)
● 특히 아시아에서는 홍콩디즈니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등이 14%
의 급성장세를 보임

제품화 및 활용분야
활용분야(제품/서비스)

세부내용

2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다양한 신체 모션에 반응하는 실제-가상이 자연스
럽게 공존하는 체험과 사용자의 대화에 아바타의
시선을 일치하여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

3

전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사용자가 탑승하여 전시,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콘
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높은
관심을 유도

5기가 서비스 연구부문

도심형 실내 테마파크와 같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1 가상현실 테마파크 다양한 극적 체험이 가능한 실-가상 공간 공존형
VR 어트랙션을 제공

시장규모(추정치)

디지털 VR 테마
1
파크 시스템

2018
12.1

관련 시장 규모(5년), 단위 :
2019
2020
2021
22.8

40.4

71.4

UGS 융합연구단

활용분야
(제품/서비스)

2022
126.2

■ 디지털

VR 테마파크 규모는 전세계 VR 시장 규모에서 가상현실 분야
별 매출액 비중으로 산출

※ 출처 ‘16년
:
가상현실 시장 전망, SuperData｜
‘15년 AR/VR 매출 전망, Digi-Capital｜
‘15년 테마파크 국가별 수익, Euromonitor｜
‘14년 게임 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호남권 연구센터

SW·콘텐츠연구소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