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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Mixed Reality) 기술 동향과 발전 전망

Mixed Reality(MR) Technology Trends and Development Prospect

문형남*, 조희인**, 한영미***,

Hyung-Nam Moon*, Hee-in Cho**, Youngmi Han***

요  약 혼합현실(MR)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용된 기술 내용과 기술
적 한계 극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혼합현실 기술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며, 이는 향후 정보기술(IT) 전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주목해야 할 기술이다. 혼합현실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HMD(Head Mount Display), 트래킹 시스템, 실시간 랜더링 및 정합 등 기술적 한계의 극복
과 혼합현실에 특화된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개발 및 응용 서비스 창출 그리고 사회적인 용인 한계의 극복 등이 요
구된다.

주 요 어 : 혼합현실(MR),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착용형 컴퓨터

Abs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relevant technologies of Mixed Reality(MR) and show important components 
of perspective that can overcome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MR. An MR technology combines real and 
virtual objects in a real environment, and runs interactive in real time, and is regarded as an emerging 
technology in a large part of the future of Information Technology(IT). We’ve grouped the major obstacles 
limiting the wider use of MR technologies into three themes: technological limitations (i,e., tracking, rendering, 
authoring, and registration), user interface(UI) limitations(i.e., UI metaphor for MR interaction), and social 
acceptance issues. 

Key Words : Mixed Reality(MR),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Wearabl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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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의 문명사는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함께 개척

돼왔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기

계가 산업을 주도했으며,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

됨에 따라 대량생산시스템이 산업을 주도했다. 3차 산

업혁명은 컴퓨터가 발명됨에 따라 산업자동화시스템이

산업을 주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산

업적 결과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호작용적인

융합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다.

혼합현실(Mixed Reality, 이하 MR) 기술이란 실제

환경의 객체에 가상으로 생성한 정보 (예, Computer

Graphic 정보, 소리 정보, Haptic 정보, 냄새 정보 등)

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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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정보처리 기술이다. 혼합현실 기술은, 또한, 현실 세계

의 정보를 없애거나 단순하게 만들어 ‘멀티미디어 콘

텐츠 정보를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중

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Ⅱ. 가상현실(VR)과 혼합현실(MR) 기술 동향

2016년은 시작부터 가상현실(VR)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하였는데,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

회인 CES 2016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 제품

전시회인 MWC 2016에서 가상현실 관련 신제품들의

출시가 연이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언팩 행사에서 Facebook의 CEO

인 마크 주커버그가 깜작 등장해 기어 VR에 대해 설

명하기도 하였다. 가트너그룹의 하이프 사이클 곡선에

서도 가상현실 기술이 계몽기에 위치할 정도로 대량생

산 단계에 근접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가상현실 기술의 혁신(breakthrough)을

이룬 선두기업으로는 오큘러스(Orculus)를 꼽을 수 있

다. Orculus Rift라는 HMD(Head-mounted Display)가

등장하기 전에는 증강현실 기술의 상용화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Orculus의 HMD가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가상현실의 대중화를 앞당겼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Orculus Rift의 모바일 버전이 삼성전자의

기어 VR이다. 가상현실 HMD 장비들을 비교 평가한

결과 중에는 미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인 Valve와 대만

의 HTC가 공동 개발한 VIVE의 성능에 점수를 더 주

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Google은 골판지로 만든 VR

헤드셋 외에도 고품질의 가상현실 콘텐츠 플랫폼인

Daydream을 2016년에 공개하였다. 기어 VR처럼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헤드셋이 곧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Sony의 Playstation VR은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 품귀현상으로 제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도

가상현실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발표한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계획」에서 5대 기술 중 하나로 가상현실 기술을 꼽았

다. 이 계획에서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향

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게임, 스포츠훈

련, 가상치료, 전투훈련(국방), 주행시뮬레이션(자동차),

방송, 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 콘텐

츠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는 가상현

실 산업을 구성하는 생태계 중 콘텐츠 부문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2016년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

의에서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을 선정하였다.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관련

표준화 기구와 표준화 단체들도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표준화 주제 발굴에 적극

적으로 임하고 있다. 360도 비디오에 대한 표준화와 가

상환경 및 객체의 표현기술, 멀미와 어지럼증 같은 불

쾌감을 줄이기 위한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

양한 표준화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 기술 위원

회도 2016년에 임시그룹을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시작했다.

1. 산업 동향

2016년을 가상현실 상용화의 원년이나 개화기라고

한다. 사실 오래 전부터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관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활동이 있었지만 여러 매체

들이 2016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배경은 2016년

을 기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비자용 가상 및 혼

합현실 기기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은 시작부터 가상현실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

하였다. 2016년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의 주제는 ‘VR과 드

론’이었고, 이 전시회에 약 50개에 달하는 가상현실 및

혼합현실 관련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면서 많은 관람객

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 2016년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6’에서도 가상현실이

단연 주목을 받았었다.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의 홍보 행사 참석자들에게 ‘기어 VR’을 나눠주고

가상현실로 ‘갤럭시S7’을 소개한데 이어 360°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직접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어360’도 공개하였다. 이 행사에는 Facebook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깜짝 등장해 Oculus 기반의 기어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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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세계 최고의 게임쇼 E3

2016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기술이 큰 관심

을 받았다.

시장예측 전문기관으로 잘 알려진 가트너그룹은 신

흥 기술의 발전 단계와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해 분야

별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2016년 계몽기(Slope of Enlightment)

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로,

향후 5∼10년 내 주류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기술은점차 인간 중심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

므로 기업들은 순수한 몰입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

술 트렌드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현실(VR)

과 혼합현실(MR)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과거 PC와 스마트폰 등 우리 생활을 변화시킨 주요

IT 제품의 발전 형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이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하드

웨어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

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가상현실과 혼

합현실 산업 동향도 최근 급성장중인 주요 기업의 제

품과 플랫폼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 정책 동향

정부는 2014년 12월 30일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에서 발표한 「2015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에

서부터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향한 기반 마련을

시사하며, 가상현실 콘텐츠 유망 분야와 실감 콘텐츠

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5

월 발표한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에

서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5대 기술을 선택·집중 육성하여 글로

벌 플랫폼과 표준을 선점하겠다고 밝히면서, 5대 기술

중 하나로 가상현실 기술을 꼽았다. 이 계획에서 가상

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는 게임, 스포츠 훈련, 가상치료, 전투훈

련(국방), 주행시뮬레이션(자동차), 방송, 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교

육적 활용 사례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 콘텐츠, 전문 훈

련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꼽았으며 증강현실 기술의 교

육적 활용 사례로는 교과서와 교구재에 가상 콘텐츠를

증강시켜 부가정보를 3D 형식의 입체적인 표현과 실

험을 곁들인 실감형·체험형 교육을 꼽았다.

3. 기술(표준화) 동향

정보기술 분야의 공적 표준화 기구는 ISO와 IEC가

공동으로 설립한 JTC1(JointTechnical Committee 1)에

서 다룬다. JTC1 산하에는 통신, 소프트웨어, 보안, 전

자문서, 교육 정보화 등 20여개 분야 별 소위원회(SC:

Sub-committee)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야별 소위원회

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상위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제출된 표준안을 의결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가

상현실과 혼합현실 관련 소위원회는 그래픽스 기술을

다루는 SC24(Computer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와 오디오/비

디오 표준을 다루는 SC29(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Information)와 주로 관련

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SC36(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도 새롭게 관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 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SC24와 깊은 관련이 있다. SC24는 가상현실 공간 및

증강 현실 표현과 관련된 표준을 전담하는 위원회이다.

최근 SC24는 오디오/비디오 표준을 다루는 SC29의

WG11(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과 함께

공동그룹 만들어서 증강현실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하

는 등 협업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SC24는 그래픽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 영상을 기반으로 한 SC29

와의 협업에 한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조

율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29는 사진

과 같은 정지영상에 대한 표준을 다루는 WG1(Coding

of Still Pictures)과 동영상에 대한 표준을 다루는

WG11이 대표적인 워킹그룹이다.

특히 WG11은 MPEG(Motion Pictures Expert

Group)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MP3로 알려진 디지털

음원 표준, 디지털 방송 표준(MPEG-2),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표준(MPEG4, H.264) 등과 같은 표준을 개발

한 그룹이다. SC29/WG11은 최근 360 비디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표준화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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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관련 사실상

표준화 단체의 동향은 크게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와 Web 3D 컨소

시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IEEE는 다양한 통신

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ICT 영역에서 표준을 개발하

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거

리 통신망과 도시권 통신망 관련 표준인 IEEE 802 표

준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표준이고, LTE,

5G 등 이동통신 표준도 IEEE의 대표적인 표준 중 하

나이다. 최근 한국의 전문가들이 ‘HMD기반 3D 콘텐

츠의 멀미 현상 방지를 위한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한

휴먼 팩터 그룹을 제안해서 IEEE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관련 디바이스

측면의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결 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기술

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과는 달리 소비자의

기대와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서 거품이 제거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느 정

도 형성된 공급체계와는 달리 소비자의 활용 측면에서

는 몇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지러움이나 멀미 현상과 같은 불쾌감을 주는 건강

이슈, 상해와 관련된 안전 이슈,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적 문제와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이슈 등 예방적 차원

에서 교육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경우이건 간에 학습 콘

텐츠와 활동이 기록되는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가상현실

과 혼합현실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패키징 기술

표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

었다. 혼합현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행동모

델과 데이터 모델을 기존 학습 데이터 수집체계와 통

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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