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69

● 요   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분야라고 불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l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그 동안 IT 시장을 주도해 온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주요 IT기업

들의 차세대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디어 플랫폼인 VR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아지고 PC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회사에서 VR 콘텐츠에 대응

하여 VR기기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VR에 대한 호환성 테스팅 방법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호환성 테스트 방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트래킹(Tracking), 플랫폼(Platform), 해상도(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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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분야라고 불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그 동안 

IT 시장을 주도해 온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주요 IT기업들의 차세대 비즈니스 발굴 중에 떠오르는 미디어 플랫폼

인 V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VR은 90년대 초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아지고 

PC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드디어 일반 사용자들이 ‘몰입감’과 ‘상호작

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VR기기 시장은 Oculus

와 HTC VIVE가 가장 대표적인 VR기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VR+AR을 합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을 도입

하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Windows Mixed Reality의 플랫폼을 만들

었으며, Windows Mixed Reality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회사에

서 MR기기들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삼성이 가장 먼저 참여하였으

며,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VR기기에 대한 연구와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R 기기 기반의 콘테츠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Windows PC 기반의 효율적인 호환성 테스팅을 

위한 기기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Windows PC 기반의 VR 기기만을 

조사 하였고, VR기기는 Oculus Rift, HTC VIVE, Windows MR을 

선정하여 테스트 기기 분류를 제안한다. VR기기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특징은 트래킹이다. 트래킹이란 VR에서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 VR기기들이 대부분 내세우는 트래킹은 6DoF(6 

Degrees of Freedom) 트래킹이다. 6DoF 트래킹을 설명하기 이전에 

3DoF(3 Degrees of Freedom)는 3차원의 직각 좌표계에서 x축을 

중심으로 좌우 회전. y축을 중심으로 앞뒤 회전, z축을 중심으로 

위아래 회전을 의미하며, ‘로테이셔널 트래킹(Rotational tracking)’, 

회전 추적이라고도 표현되며 6DoF 트래킹은 3DoF의 좌표계를 포함

한 물체의 위치, 방향 등 동작을 측정하는 기술이 포함되며, 이때부터 

‘포지셔널 트래킹(Positional tracking)’,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Inside-out tracking), 위치 추적 기능을 포함한다. 그래서 VR기기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VR기기들의 트래킹 방법을 크게 3가지 

뽑아 보자면, 먼저 포지셔널 트래킹은 외부 센서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 

3차원 입체 공간 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 손, 신체, 기타 장비의 위치를 추적하고, 인사이드-아

웃 트래킹)은 트래킹 카메라가 장비에 붙여 있어서 외부에 부착된 

QR 코드 등의 지표(Fiducial marker)가 카메라에 측정점이 되고,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70

아웃사이드 인 트래킹(Outside-in tracking)은 외부 트래킹 카메라가 

관측 범위 내의 추적 대상을 감지한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연구한 

각 VR기기 별 특징을 설명하자면 먼저 모든 VR기기들의 권장사양과 

OS지원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과 OS로는 호환성 테스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기기별로 특징들을 설명하자면, HTC VIVE와 

HTC VIVE Pro는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이라는 기기를 

사용하여 포지셔널 트래킹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두 기기에도 차이점

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상도이다. HTC VIVE는 Pro보다 한 단계 

낮은 기기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2160 x 1200 픽셀 해상도를 지원하고, 

HTC VIVE Pro는 2880 x 1600 픽셀 해상도를 지원한다[2]. 다음은 

Oculus로 현재 Oculus Rift와 Oculus Rift S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기기의 차이는 매우 크다. 바로 해상도와 트래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culus Rift도 HTC VIVE처럼 포지셔널 

트래킹을 지원하지만, Oculus Rift S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없앤 

뒤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을 지원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해상도의 차이가 있는데 Oculus Rift는 2160 x 1200 

픽셀이고, Oculus Rift sS는 2560 X 1440 픽셀이다[3]. 그리고 

Windows MR은 모두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을 지원하며, Samsung 

HMD Odyssey Plus 만 해상도가 다르다. 다른 MR 기기들은 해상도

가 2880 x 1440 픽셀에 비해 Samsung HMD Odyssey Plus는 

2880 x 1600 픽셀의 해상도이다. 이런 것 말고도 성능의 외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바로 플랫폼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VR기기는 Valve사가 개발한 Steam의 Steam VR이라는 

플랫폼을 지원한다. 하지만 Steam VR은 Steam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플랫폼 

별로 회사 내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다. 첫 번째로 HTC VIVE는 

VIVE Port라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두 번쨰로 Oculus는 Rift Core라

는 플랫폼을 지원하며, 세 번째로는 MR이다. 모든 MR기기는 

Microsoft사가 개발한 플랫폼 Windows Mixed Reality라는 플랫폼

을 지원하는 것을 찾아내었다.

표 1에서는 조사한 자료를 기본으로 VR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로 나눌 수 있는 트래킹, 플랫폼, 해상도 등 3가지의 분류군으로 

나눠서 제시하였다.

트래킹군 제품명

Positional tracking HTC VIVE, HTC VIVE Pro, Oculus Rift

Inside-out tracking All – MR, Oculus Rift S

플랫폼군 제품명

Steam VR All - VR

Windows Mixed Reality All - MR

VIVE Port HTC VIVE, VIVE Pro

Rift Core Oculus Rift, Rift Core

해상도군 제품명

2160 x 1200 HTC VIVE, Oculus Rift

2560 x 1440 Oculus Rift S

2880 x 1440

ACER MR HMD, HP MR HMD,

Lenovo Explorer, DELL Visor,

Asus MR HMD

2880 x 1600
Samsung HMD Odyssey,

HTC VIVE Pro

Table 1.Classification of VR devices

(Tracking-based, Platform-based, Resolution-based)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VR 기기들의 호환성 테스팅을 

위하여 권장사양과 OS는 모든 VR 기기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논문에

서 제시하는 분류군으로 테스팅을 한다면 VR기기들의 호환성 테스팅

을 더욱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테스트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분류군에 

따른 호환성 테스팅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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