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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일생동안 한 개인이 느끼는 오감 정보를 모두 장하는 데 필요한 기억 용량을 분석하고 장 

공간을 추정하 다. 추정된 장 공간은  압축 기술을 사용하 고, 오감 정보는 입거나 이식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얻어지는 센싱 정보이다. 장 공간의 약 76%가 일반 텔 비젼 수 의 화질인 

비디오 시각 정보를 장하는 데 사용되고 장 공간의 나머지 부분은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는 음성, 미

각, 후각, 각 정보를 장한다. 한 개인의 태아기를 포함한 일생 동안, 약 100년간의 데이터 장에는 

약 600 tera bytes의 장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기억 용량∣감각 정보∣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apacity estimation of a storage system accumulating all data sensed 

during the lifetime of an individual human being. The calculation assumes modern data 

compression and data collection schemes based on wearable or implanted devices under 

ubiquitous environment. More than 76% of the storage area is found to be used for video data 

storage of common TV image quality. The remaining storage area is for data from other 

sensing organs including audio, taste, olfactory and tactual systems in addition to indexing 

information.  Total storage area of around 600 tera bytes is needed to cover 100 years of human 

life including his fetal period. 

 ■ keyword :∣Memory Volume∣Senso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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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기록에 한 욕구는 원시사회의 동굴벽화에

서부터 시작되어 의 각종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끊

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기록매체와 방법은 경제  수요

와 인간의 정서 , 문화  필요에 의하여 다양하게 발

하 다. 기록 상은 인간의 일상생활 정보와 국가 

정책의 보고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반도체

를 비롯한 정보기기의 발 은 기록 매체를 소형화, 

가화를 가능하게 하 으며, 그 결과 개인 정보가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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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은 공간에 값싸게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기

기에 장되는 기록 상은 그림이나 자에 더하여 웨

어러블 컴퓨터나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하는 각종 센

서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 폐쇄회로 TV, 음성 센

서, 오염/분진 센서 등 수많은 종류의 센서로부터 받아

들이는 정보의 양은 기존의 벽화나 문자를 장하기 

하여 필요한 장 공간보다 훨씬 더 큰 장 용량을 요

구한다.

사람의 오감 정보는 뇌에 달되어 단되고 장된

다. 나이가 들수록 감퇴되는 뇌 기능  가장 심각한 것

은 기억력 감퇴이다. Crook 등은 기억 능력은 나이에 

의해 향을 받고, 반복해서 알려  횟수에 따라 사람

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람의 기억력은 18세 비 70세

에서는 약 5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1].  한 Yadin, D. 와 Mary, C.는 “인간의 뇌의 구조

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다루기에 더 합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라고 발표하 다[2]. 뇌는 과거의 정보보다는 

재 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한 정보를 장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다. 이들 연구 결과는 과거 기록

을 장 유지하기 한 보조 기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억 능력을 보완하고 기록물을 재활용하려

는 노력은 새로운 정보기기의 도입을 진시켜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일생동안 획득하고 감지한 정보를 

모두 장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장 공간이 필요한가

를 분석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사람이 획득하는 정보 

에서 가장 정보량이 큰 것은 시각 정보이고, 그 다음

은 청각, 그리고 각, 후각, 미각 등이 있다[3].  평가의 

제 조건으로는 오감 데이터가 각종 센서로부터 받아

들여지고, 효율 인 압축 방법에 의해 메모리 공간에 

장되어진다고 가정하 다. 오감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압축 방법을 용하여 일생에 걸친 데이터 

량을 추산하게 되면, 한 사람에 한 일생 동안의 생활

이 재  가능한 수 의 정보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의 감지 기술과 데이터 압축 방법을 고찰하고 이를 바

탕으로 100년간 필요한 기억 용량을 계산하 다.

본 논문의 2장은 사람의 오감 정보를 개 하 으며, 

3장은 오감 정보에 기반을 두고 한 사람의 일생 정보량

을 측을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4장은 일생동안의 

오감 데이터의 정보량에 따른 장 공간  응용분야를 

고찰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사람의 오감 정보 

사람의 오감 정보는 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으로 

구분된다[4]. 시각의 합자극은 장이 400∼720㎚인 

자기 이다. 시각은 물체의 크기·형태·빛·밝기 등을 

인지하고 공간에 있어서의 치와 감지할 수 있다. 빛

의 감각은 명암과 색채로 나  수 있다. 밝기는 의 진

폭으로 결정되고 색채는 의 주 수로 결정된다. 사람

의 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약 160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 시각은 밝기나 색감 인식이외에, 물체

의 모양· 치·거리 등을 알아내는 공간 감각이 포함되

어 있다. 인간의 두 으로 방을 보면 양쪽 시야가 겹

쳐서 넓은 범 가 보인다. 한 두 으로 함께 보이는 

부분에서 시력이 증가되며, 깊이에 한 감각도 있다.

청각의 합자극은 진동수 20∼20,000㎐인 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음성의 달 과정에서 음 의 진폭은 

감쇄되지만 음압은 약 20배로 증강된다. 귀의 구조상, 

내이에는 청신경이 집해 있어 증폭된 진동을 기  

신호로 변환한다. 이 기신호는 뇌의 청각 역으로 

달된다. 음의 높낮이는 달팽이  내의 청세포에 따라 

구분되며, 나이가 들면서 고주  음을 잘 못 듣게 된다. 

보편 으로 평균 30세 정도부터 17,000Hz 이상의 고주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각은 피부의 온각·냉각·통각 등의 감각 기 이다. 

각의 요한 기능은 통증의 인식이다. 통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이 뇌로 달되는 통각 신경의 경우, 인

식된 신호는 다른 감각 기 의 신호에 비해서 매우 느

리게 달된다. 각이 속 70m로 달되는 데에 비해 

통각은 속 0.5 ∼ 30m 정도이다. 각 신경은 통각 신

호의 느린 달속도를 보완하게 된다. 통증이 일어날 

때 부분의 각도 함께 반응하여 통각 신호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게 된다.

후각의 합자극은 공기 의 여러 휘발성 물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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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된다. 후각 신호의 세기는 냄새를 발산하는 물

질의 농도와 후상피 를 흐르는 속도에 비례한다. 후

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를 식별해 낼 수 있으며, 뇌는 각 

냄새들을 기억해 둔다. 시간이 흐른 후에 비슷한 냄새

가 나면 기억을 되살려 냄새들을 구분한다. 인간의 후

각 수용체 수는 약 1,000여개에 불과하나 실제로 인지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냄새는 약 2,000∼4,000가지 정도

이다. 한편, 냄새가 나는 방향은 두 콧구멍 속에 후각물

질 분자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식별한다[5].

2004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L. Buck 등은 포유류의 냄

새 감각은 냄새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의 결합에 기

하고 있다고 발표하 다[6]. 각 냄새 수용체가 특정 

냄새를 인식하기보다 뇌의 뉴런에서 특정 냄새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기 해 이른바 수용체 “알 벳” 을 이용

한다고 하 다. 그의 연구에서 사람은 몇 개 안되는 수

용체의 반응 결합코드에 의해 수많은 냄새를 감지하는 

것과 뇌에서는 냄새 정보와 동시에 감정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각의 감각기 은 입 안의 이며, 수용기는 의 

미뢰 속에 있다. 미각의 합자극은 입 속에서 녹는 여

러 수용성 물질에서 나온다. 동양에서는 단맛, 쓴맛, 짠

맛, 신맛, 매운맛 등 다섯 가지를, 서양에서는 단맛, 쓴

맛, 짠맛, 신맛을 네 가지를 맛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

다. 사람은 4 는 5가지의 미각 수용체 만을 가지고 맛

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온도, 강도, 음식물

을 먹는 사람들의 기호 등의 결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향이 후각 역을 흥분시키고, 

으로 느끼는 감정, 감 등 모든 인자들이 종합 으

로 맛을 결정한다.

오감에 의한 신호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센서에 의하

여 수집 가능하다.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에 의하여 개

인의 에 비친 시각 정보가 포착되고, 피하에 이식된 

센서에 의하여 상당량의 감각 정보를 체외 기기에 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경 조직에 직  속에 가능한 

경우 더욱 정 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한 캡슐 

내시경 같은 의료 데이터도 오감 정보를 보완해  수 

있다.

Ⅲ. 개인의 평생 감각 정보량

인간의 평생 동안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추정

하는 연구는 Von Neuman이 시작하 다. Von Neuman

은 인간의 뇌에서 당 신경 셀에 입력되는 비트 수는 

14비트이고 10
10 개의 신경 셀이 있다고 가정하 을 때, 

60년 동안 생성되는 정보는 약 2.8 x 1020 비트로 추정하

다[7]. 과거 20년간 수명이 연장되고 뇌에서의 신경 

셀의 증가를 감안하여 일생동안 약 3.3 x 10
21
 비트의 메

모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 다. Koch는 인간의 신

경 셀이 당 10
6 ∼ 108 비트를 처리한다고 가정하 을 

때, 깨어있는 시간동안 인간 뇌의 장 공간은 약 1.5 x 

10
15 ∼ 1.5 x 1017 비트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하 다[8]. 사람들의 장기 메모리 용량에 한 추정은 

심리학, 의학, 그리고 공학 인 이 결합되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메모리 용량은 최소 단 의 bit와 신

경 집단인 개체수를 표시하는 pattern과 element, 그리

고 각 신경회로가 연결된 memory로 구분되어 사용되

고 있다[9].

시각을 통해 입력되는 상은 정지 상  동 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한 장 공간의 크기는 압축 기

법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의 효율 인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는 경우, 정지 상 압축 방식인 GIF는 약 1/70

의 비율로 압축되고, JPEG은 약 1/100, 그리고 

JPEG2000은 1/200의 비율로 압축되고 있다. 

표 1. 동영상 압축 표준들의 주요 특징 비교

표 안 송률 입력형식 특징 응용분야 도입년도

MPEG-1 1.5 Mbps CIF 무작위 접근 CD-ROM 1991

MPEG-2 3~5 Mbps CCIR601 무작위 접근 TV, HDTV 1993

H.261
15~30 

Mbps
CIF 양방향 영상회의 1990

H.263 2 Mbps 이하 QCIF H.261과 유사
이동통신, 

영상전화
1995

MPEG-4
40 Mbps 

이하
QCIF 진보된 기법 이동통신전화 1998

MPEG-4 

part 10  

(H.264)

240 Mbps 

이하
QCIF 압축효율 극대 방송 서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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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상 압축 방식인 MPEG1은 1/25, MPEG2는 

1/50, MPEG4는 1/200, 그리고 H.264는 1/100의 비율로 

동 상을 압축하게 된다[10].  [표 1]은 동 상 압축 

기법들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청각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부호화하는 것은 

음성 신호를 분석하여 잉여 성분을 제거한 후, 나머지 

성분들을 부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부호화 방법

은 형부호화법, 신호원부호화법, 혼성부호화법으로 

구분된다. 형부호화법은 음성 신호를 발성 모델에 따

라 분리하지 않고 형 자체의 잉여 성분만을 제거한 

후 부호화하는 것이다. 신호원 부호화법은 음성의 발성 

모델에 근거하여 잉여 정보와 여 기 정보를 분석하여 

각각을 독립 으로 부호화하는 것이다. 한 혼성 부호

화법은 신호원 부호화법의 메모리 효율성과 고음질의 

형 부호화법을 결합한 방식을 말한다. 아래 [표 2]는 

음질에 따른 음성 압축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호화 

역폭이 증가되면서 고음질의 음성 부호화가 이루어진다. 

표 2. 음질에 따른 음성 압축율

음질 역폭 모드 비트율 압축율

전화기 오디오 음질 2.5kHz mono 8kbps 1/96

SW band 이상 4.5kHz mono 16kbps 1/48

AM band radio 이상 7.5kHz mono 32kbps 1/24

FM band radio 수준 11kHz stereo 56~64kbps 1/24 ~ 1/26

near - CD 15kHz stereo 96kbps 1/16

CD
15kHz

이상
stereo

112~128kb

ps
1/12 ~ 1/14

     

[표 3]은 ITU-T에서 표 화되고 있는 음성 압축 표

들의 부호화 방식, 비트율, 계산량 등 주요 성능을 비

교해 보여주고 있다[11]. 

각은 인간의 감정  느낌이 가장 많이 표 될 수 

있는 곳이다. 각은 매개체가 되는 팔 는 손가락에 

달되는 힘을 감지할 수 있어야 느낄 수 있다. 로  기

술의 발달로 감압 스 치를 매트릭스형으로 배치한 

각 센서가 제안되었다. 이 센서는 면에서의 분포력

을 계측되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표 3. 음성 압축 표준들의 주요 성능 비교

항목 G.711 G.726 G.728 G.723.1
G.729/
G.729A

표준화 년도 1972 1988 1992 1995 1996

부호화 방식 PCM ADPCM LD-CELP
CELP/MQ-

MLQ

CS-ACEL

P

비트율(kbit/s) 64
16,24,32,

40
16 5.3/6.3 8

알고리즘 

지연(msec)
0.125 0.125 0.625 37.5 25

계산량(MIPS) 0.34 14 33 16 20/10.5

음질(MOS) 4.3 4.1 4.0 3.7/3.98 4.1/3.75

최근 기계 인 감지 방법이 아닌, 학 으로 감 을 

계측하고 입력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각 정보의 

정 함은 각 센서의 수에 비례하고 있다. 머리, 팔, 다

리, 몸통 등에 약 10,000 포인트의 센서를 부착시키면 

사람의 각 정보를 모두 표 할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후각 정보는 냄새 표 인자에 의해 디지털 부호화가 

이루어진다. 표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냄새를 감성

인 표 인자로 바꾸어 이를 정수나 실수로 바꾸는 과정

을 의미한다. 정우석은 비교  은 수용체를 가지고 

다양한 냄새를 표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5]. 각각의 

수용체는 감정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사용하며 “표

인자” 라고 정의되었다. 표 인자는 38가지로 정의되

어 있다[5]. 기본 형용사 수용체(냄새 표 인자)를 이용

하면 부분의 냄새에 한 분류  표 이 가능한 것

으로 보았다.

미각 정보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형용사를 써서 표 된다. 모든 맛의 근원은 기본 

4가지 맛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4가지 각 맛에 한 세

기를 달리하여 조합한다. 일일 미각 정보량은 미각 정

보를 일반 인 데이터로 간주하여 압축하여 얻을 수 있다.

시각정보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입력받는 일일 정보량

의 부분분을 차지한다. [표 4]는 사람의 오감 정보량

을 존하는 압축기법으로 추정한 자료이다. 시각 정보

는 640 x 480 해상도의 상과 당 30 임, 칼라 

상, 8비트의 AD 변환기를 사용할 경우 약 2,225GB의 

장 용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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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 해상도 AD변환기 종류 당 시간 일 총데이터량(Bit) Gbit GB 압축

시각 640⨯480 기본 스크린 8 비트 3
R,G,B 

칼라
30 Frame 3,600 24 19,110,297,600,000 17,798 2.225

약 10GB 

(압축 1/200)

청각 2 스테레오 16 비트 1 44,000 Hz 3,600 24 121,651,200,000 113 14
약 1.4GB 

(압축 1/10)

후각 2 양쪽 코구멍 16 비트 1 10 3,600 24 27,648,000 0.026 0.003
약 3MB 

(압축 1/10)

촉각 10,000 포인트 16 비트 1 10 3,600 24 138,240,000,000 129 16
약 1.6GB 

(압축 1/10)

미각 100 포인트 16 비트 4

쓰다, 

달다, 

짜다, 

시다

10 3,600 24 5,529,600,000 5 1
약 0.1GB 

(압축 1/10)

합  계 19,375,746,048,000 18,045 2,256 약 14GB

표 4. 사람들의 일일 오감 정보량

이를 MPEG-4로 압축을 하게 되면, 약 10GB의 장 

공간이 필요하다. 체 감각 데이터의 76% 이상이 시

각 데이터이며, 고화질, 3차원 상을 장해야하는 경

우 상당량의 장 공간요구가 추가될 것이다.

청각 신호의 장에는 양쪽 귀에서 입력되는 스테

오 음성, 16비트의 AD 변환기, 그리고 44KHz의 샘 링 

주 수를 사용할 경우 약 14GB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G.723.1로 압축하면 약 1.4GB의 장 공간을 차지한다.  

이는 체 장 용량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후각은 양쪽 코 구멍 2개를 입력원으로 설정한다. 냄

새의 종류는 16비트로 표 하며, 총 216 가지의 냄새를 

표 할 수 있다. 이를 당 10번 입력받는다면, 하루에 

필요한 장 공간은 약 30MB가 된다. 일반 인 데이터 

압축을 용할 경우 약 3MB가 요구된다.  

각은 신체 체에 해 10,000 포인트의 감지 에

서 정보를 얻는다. 각 정보량은 16비트의 AD변환기, 

당 10번의 입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계산하 다. 

각에 필요한 하루 장 공간은 약 16GB가 되고 일반

인 데이터 압축을 용할 경우 약 1.6GB로 평가된다. 

이는 체 데이터의 12% 정도에 해당한다. 

미각은 와 그 주변에서 약 100 포인트의 센싱 지

을 입력원으로 가정하 다. 기본 인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의 4가지 종류의 맛 성분별 세기를 16비트로 표

하 다. 당 10번의 미각 데이터 입력을 받는다면, 약 

1GB의 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압축할 경우 

약 0.1GB가 계산되어 진다. 미각 정보를 체 오감 정

보량과 비교하면 체의 약 1%를 차지한다.

체 오감 신호를 기록하기 한 하루 정보량은 약 

14GB가 된다. 이를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가정하

여 계산하면, 필요 장 공간은 약 547TB이다. 추가

으로 이들 데이터를 효과 으로 근하기 한 색인 정

보량이 약 10% 정도라고 가정하면, 총 소요 용량은 

략 600 tera bytes 가 된다.   

  

그림 1. 오감 데이터의 압축 정보량

오감 정보 이외의 기타 정보들로써, 심 도, 뇌  등 

의료 데이터, 개인 으로 보존하고 싶은 사건  감정 

정보가 있다. 이들은 다른 오감 정보에 비하면 그 정보

량은 작다. 한 하루 동안의 이동 경로에 한 GPS 데

이터, 신체의 자세, 음식물 섭취 내역을 모두 포함해도 

그 증가량은 미미하다. 그리고 개인별  출납, ,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내역을 포함해도 그 다.

이 평가결과를 기존의 Von Neuman 과 Koch 의 연

구결과와 비교하여 [표 5]에 정리하 다. 제안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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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가장 은 용량의 장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압축 기법을 극 으로 활용한 결과

이다.

표 5. 평가 저장공간 요구량 비교

구분
인간
수명 
(years)

sensing 
hours/day

total bits
Bits/Hour for 
comparison

비고

Von 

Neuman
80 24 3.3⨯10

21
4.7⨯10

15
오감

Koch 70 8
1.5⨯10

15
~

1.5⨯10
17

7.3⨯10
9
 

~7.3⨯10
11 오감

제안하는 

평가
100 24 5⨯10

15
5.7⨯10

9 오감 

+기록

이것을 2008년 재 장 매체로 환산하여 비용을 계

산하면 [표 6]과 같다. 장 매체는 활용도가 높은 래

시 메모리, HDD, DVD 미디어를 상으로 하 다. 가

장 렴하게 구성되는 매체는 HDD 미디어로서 동 상 

압축을 당 30 임으로 할 경우 100년간의 장 매

체 비용은 약 6천만원이다. 당 약 10 임으로 구성

할 경우 약 2천만원 남짓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장 

장치의 비용이 격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아직도 지속

되고 있다. 한 이 비용은 100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체감 비용은 훨씬 어지게 되어, 평

생기억장치의 구  실성은 매우 높다.

표 6. 저장 매체에 따른 오감 정보량의 비용 환산

장 매체 비용(천원)/Byte 일일 장비용(천원)
 100년간 
장비용(천원) 

Flash 

memory
5 / 1G 75 2,737,500 

HDD 0.2 / 1G 3 109,500 

DVD 0.1 / 1G 1.5 54,750 

Ⅳ. 결론

기록에 한 인간의 욕구는 역사 으로 오래되었다.  

장매체는 구 , 종이, 컴퓨터 일 등의 형태로 발

되어 왔다.  정보기기의 발 은 일생동안 발생하는 

모든 감각정보의 기록을 개인 재정으로 획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생 동안 한 개인이 느끼는 오감 

데이터를 모두 장하는데 소요되는 기억용량을 평가

하고 추정하 다. 이 결과는 향후에 등장할 가상 실 

환경 하에서 개이별 과거를 재생하기 한 기반 자료가 

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오감 데이터는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장 용량을 극소화하는 것을 제로 

분석되었다. 감각데이터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동

작하는 여러가지 센서를 통해 체계 으로 수집될 것이

다. 일반 텔 비  수 의 화질과 CD 수 의 음질을 기

으로 시청각정보, 미각, 각, 후각  의료정보를 모

두 장하는 경우 체 데이터의 76%가 시각 정보 

장에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아기를 포함하여 총 

100년간의 데이터 장에는 략 600 tera bytes의 

장 용량이 요구되었고 이는 DVD를 매체로 활용할 경

우 약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 비용은 꾸 히 하락하고 있는 장매체의 

가격에 따라 가정용 기기 정도의 가격으로 가까운 장래

에 내려갈 것이다. 한 100년간에 걸쳐서 비용 분산이 

가능하므로 시스템의 시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용량 평가는 새로운 정보기기의 도입을 제

로 하고 있다. 개인의 일생동안 감지한 모든 정보를 수

록하고 있는 장 시스템은 그 용도가 다양할 것으로 

기 된다. 가상 실 기반 개인의 과거 재생이라는 목  

이외에도 법  증빙자료, 새로운 형태의 자서  출 , 

다수의 오감 데이터 표본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새로

운 형태의 센서스 등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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