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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visual and auditory senses into virtual reality is easily taken for granted, but the sense of smell has been largely

ignored. But many researches have shown that olfactory stimulation in virtual environments can increase the immersion and reality. In

practical virtual reality, the use of scents is not always able to increase the immersion and reality. An ill-matched scent can decrease the

reality. To solve this problem, we developed scent devices that can adjustable scents and scent intensity in order to display a well-

matched scents in virtual reality. And we propose simple and practical way to program specific location to display scents and developed

API function to control a developed scent device at virtual reality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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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하는 가상현실은 사용자

가 가상공간 안에 있음을 잊을 정도의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현실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움직

임에 반응해야 하는데 고해상도를 사용하거나 렌더링 속도가 느

리면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과 동기화되

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시간 동기화에 실패할 경우 사용

자가 가상공간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느

린 반응속도와 렌더링 속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 설

계기술이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고해

상도를 지원하는 HMD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고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HMD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기술적 진보에 의해 가상공간에서의 몰입감과 현실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시각 및 음향 기술의 진보에 의

존하고 있다. 인간이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시각, 청각,

촉각 및 후각 중에서 촉각과 후각의 경우 그 기술적 어려움 때

문에 증강현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인간의 공감각

능력을 이용하여 시각이나 음향효과를 통해 촉각이나 후각을 느

끼도록 하고 있다.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향을 발향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가 2000

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솔레노이드 밸브, SAW, 그리

고 초소형 펌프 등을 사용한 향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개발 되

었다[1-5]. 이러한 향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주로 가상 전시장 혹

은 가상 박물관 시스템에서 다양한 시각적 장비와 향 디스플레

이 장치(발향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극대화된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

구는 발향장치를 HMD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가상현실로의 적용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상현실에 향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향의 농

도 조절이다. 향의 농도는 사람의 쾌/불쾌를 결정짓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분사할

경우 오히려 몰입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향의 분사

시점이다. 가상현실 및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들은 시각적으로

매우 빠른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향의 분사 시점과 향의 지

속 시간 등을 고려하여 향을 디스플레이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향 발향이 가능한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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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소형으로 제작한 HMD부착용 발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펌프 제어를 통하여 향의 농도 조절이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또

한, 발향 장치를 가상현실 콘텐츠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

록, 향의 분사 시점을 쉽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향 디스플레이 기술의 가상현실 최근 적용 사례

Papin은 2003년 후각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한 DIODE 프로

젝트를 수행한 바 있는데, HMD(Head Mount Display)를 쓰고 있

는 사용자는 HMD의 영상에 투영된 방돔 스퀘어를 걸어 다닐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 주변 환경에 설치된 3개

의 발향장치에서 냄새를 발향한다[6-8]. 또한 Fragra라고 부르는

후각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VR 게임이 개발된 바 있다. 이

것은 Nara Institut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개

발하였다[6,8-9]. Cater는 향을 이용한 표준 소방훈련 시스템을 개

발한 바 있다[8,10]. 일본의 NICT는 Aroma Shooter라는 독자적

인 발향장치를 개발하여 유물을 소개할 때 유물의 촉감과 함께

향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3,11]. 최근에는

Smell-O-Phone과 Smell-O-Grams 및 Smell-O-Vision 등이 개발되

어 후각 디스플레이 기술이 iPhone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e-

book과 영상 시스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8].

2011년 동경대학의 연구자들이 Meta Cookie 프로젝트를 통

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시각과 후각에 의해 사람의 미각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실험

은 감각 모달리티의 영향에 의해 가상 미각 디스플레이가 가능

함을 입증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실험의

입증을 위해 4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발향이

가능한 HMD가 사용되었는데, 7개의 병에 들어 있는 과자 냄새

가 에어 펌프와 밸브를 통해 사용자의 코에 냄새를 전달하며,

부가적인 한 개의 펌프가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

그룹의 마지막 연구자인 Narumi는 싱가폴에서 열린 IEEE Virtual

Reality conference에서 플라스틱 향병 대신에 잉크젯 기술을 이

용하여 발향장치를 더 작게 설계함으로써 좀 더 쉽게 발향장치

가 HMD에 부착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8,12]. 또한,

동경공업대의 Nakamoto 교수는 잉크젯 펌프와 QMB 센서를 이

용한 향의 미세농도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향을 조합하

는 향 브렌딩 기술을 제시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한 바 있

다[8,13]. FEELREAL은 기존의 HMD 장치와 결합되어 바람,

뜨거운 공기, 진동, 물의 뿌려짐과 향을 공급할 수 있는 몰입형

마스크를 개발하였다. 이 몰입형 마스크는 오큘러스 뿐만 아니

라 삼성과 소니의 HMD 장치의 아래쪽에 부착되어 각종 노즐

을 통해 사용자의 코와 입에 각종 감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 몰입형 마스크는 7개의 냄새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Ocean,

Jungle, Fire, Grass, Powder, Flowers와 Metal과 같은 7개의 개

별 냄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카트리지를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냄새의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향은 커피, 고무

타는 냄새, 고기, 시나몬, 딸기, 시트러스, 건초, 향수와 자동차

시트냄새 등이다[8,14]. 

3. 가상현실과 향 디스플레이 기술의 연동 방법

3.1 발향 위치 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향 위치의 결정을 위해, 가상현실 엔진에서

흔히 사용하는 충돌감지 기능의 사용방법 제안한다. Unity 혹은

Unreal와 같은 대부분의 가상현실 엔진에서는 충돌감지를 위해

Box Collider와 Sphere Collider를 사용하게 되는데, Sphere

Collider와 Box Collider의 사용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Unity 엔진의 Box Collider를 중심으로 발향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Fig.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바타가 Box Collider와 충돌

하게 되면 충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설정된 위치에서 충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발향 함수를 통해 원하는 향, 농도, 지속

시간을 결정하여 발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 2와 3에서처

럼 사용자는 발향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단지 Box Collider를

사용하여 Box의 Position과 Scale을 결정 한 후, 해당 Box Collider

를 on 해주면 된다[8]. 

Fig. 2. Use of the Box Collider for scent display. 

Fig. 1. The method to set specific location for scent display using

Box Col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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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향 관련 함수

각각의 Box Collider에 의해 설정된 발향위치에서 충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각 이벤트 마다 ScentDisplay( ) 함

수를 이용하여 발향하면 된다. 사용자는 발향할 향의 종류,

농도와 지속시간을 ScentDisp 구조체를 이용하여 입력하면

된다[8].

• ScentDisplay(struct ScentDisp)

: 충돌 이벤트가 발생하면 ScentDisp 구조체에 정의되어 있

는 발향할 향, 발향할 향의 농도, 발향 지속시간의 내용을 미

리 규정된 통신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발향장치에게 발향 명령

을 전달한다.

ScentDisp의 구조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ruct ScentDisp

{

string ScentName; // 발향할 향의 이름

byte ScentIntensity // 발향할 향의 농도

byte Duration // 발향 지속시간 

}

4. 가상현실 적용을 위한 발향장치 설계 및 성능

가상현실 콘텐츠와 발향장치와의 연동을 위해 2개의 발향장

치가 설계되었는데, Fig. 4의 (a)는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치로

써, 총 20개의 향을 발향할 수 있으며, 밸브와 펌프를 통해 냄

새의 브랜딩과 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약 50 cm 전방

에 설치하였다. Fig. 4의 (b)는 HMD 부착용 발향장치로써, 총

5개의 향의 발향가능하며 냄새의 브랜딩은 가능하지 않지만

HMD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Fig. 4의 (c)는 HMD

에 부착된 발향장치를 보여주고 있다[8]. 

4.1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 설계된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치는 20개의 향을

발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일 향들은 카트리지형태의 케이스

에 채워지게 되어 향의 교체가 매우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발향장치의 사이즈는 300x250x100mm (L×W×H)이다.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 및 콘텐츠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통신

을 지원한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향 케이스의 유입구와 배

출구에 각각 2-way 밸브를 설치하여 평상시에 향이 외부로 새

는 것을 방지하였다. 밸브를 두 개 사용한 이유는 공기 출입

구와 향 배출구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향들

의 섞임과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농도 조절 및

잔향 제거를 위하여 후면부의 공기 유입구에 펌프 1개와 3-

way 밸브 2개를 추가로 구성하여 농도 조절과 잔향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발향장치의 전면부에는 사용자에게 향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향 배출구단에 블로워를 사용

함으로써, 향의 전달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으며, 블로워 끝 단

에는 테프론으로 배출구를 마감 처리하여 향이 배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LED를 이용하여 전

원 여부 및 구동 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8]. 

본 발향장치는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적 구성을 통하여 농도

제어, 조합향 발향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Fig. 5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본 발향장치는 공기 출입구 쪽의 펌프1과 농도조절

용 공기 출입구 쪽의 펌프2의 듀티비를 조정하여 농도 조절을

가능하다. 즉, 공기량과 향의 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향과 공기

의 비를 이용하여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Fig. 3. Location of scent display by Box Collider.

Fig. 4. Scent devices applied to virtual reality contents; 

(a) Table-type scent device, (b) HMD mounted-type scent

device (c) Attached scent device on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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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향 발향 방법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조합향 발향은 기

본적으로 단일 향 양단의 밸브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을 조절함으로써 조합향의 구성 농도를 조절 가능하다. 기본적

으로 향을 조합할 때에는 주(main)향과 보조(sub)향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Fig. 6에서처럼 향 2, 향 4, 향 5를 조합한다고 가

정하자. PWM의 듀티비를 보게 되면, 향 2는 주향이 되며, 향

4와 향 5는 보조 향이 된다. 향의 전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펌

프 1에 의해 유입된 공기는 개방(Open)된 밸브를 통하여 향 카

트리지로 유입되게 되며, 개방시간이 긴 밸브로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주 향 일 경우 듀티비를 길게 설정하며,

보조 향일 경우 듀티비를 짧게 설정 하여 전체 향의 농도 구성

비를 조절 할 수 있다[8]. 

4.2 HMD 부착용 발향장치

본 연구에서 제작된 HMD 부착용 발향장치는 솔레노이드 밸

브와 에어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 구성이 Fig. 4의 테

이블 설치형 발향장치와 같다. 단 초소형 설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펌프 2를 제거하였고, 향마다 각각의 향 배출구를 갖기

때문에 조합형 발향은 불가능하다. 펌프 2에 따라 효율적으로

농도를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솔레노이드 밸브의 on-off 시간을

조절하고 펌프를 PWM 듀티비를 조절함으로써 약간의 농도 제

어는 가능하다[8].

4.3 발향장치 성능 실험

가상현실에서 발향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

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중에서도 농도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치를 통하여 향에 대한 농도 제어

가능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 7과 같이 밸브와 펌프 제어를

통하여 향의 농도를 변화시켰으며, 가스센서를 이용하여 향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농도와 지속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펌프를 펄

스 폭 변조(PWM) 듀티 사이클(duty cycle)를 제어하였다. 펌프

1은 초당 향의 배출율을 제어하며, 펌프 2는 필터를 통과한 깨

끗한 공기의 양을 조절하여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Table 1은 펌프 1(향의 배출용) 과 펌프 2 (깨끗한 공기 배출

용)의 PWM 듀티 사이클 변화에 따른 향의 농도 변화를 측정

한 것이다. 여기서, 플로워(Flow)는 향 배출구(블로워 제거 후)

에서 유량계(Flow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 향 배출량

과 공기량의 비를 통하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유량은 분

당 900 ml 로 고정하였다. 향의 농도 측정은 Figaro 사의 TGS

Fig. 6. Blending method of table-type scent device.

Fig. 7. Timing diagram for control of scent intensity and simple

blending.

Fig. 5. Structure of table-type sc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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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과 2611 가스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향의 농도 표

현은 Rs / R0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향에 대한 센서의 저항값

(Rs)과 깨끗한 공기에 대한 센서의 저항값(R0)이다[15]. 

Table 1의 결과 값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향의 농도를 증

가시키고 싶다면 펌프 1의 PWM 듀티 싸이클 증가 시키거나

펌프 2의 듀티 싸이클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리고 블로워의 PWM 제어를 통하여 향의 전달 속도(scent

speed)를 제어 할 수 있다. 또한, 조합향 발향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향의 카트리지 양단에 위치한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를 통하여 향을 조합 할 수 있다[15]. 

5. 가상현실 적용 실험

향 디스플레이와 연동하기 위해 구현된 가상현실 콘텐츠는

UN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약 7분간의 동작시간 동안

8개의 냄새를 발향한다. Fig. 4 (a)의 테이블 설치형 발향장치는

사용자의 약 50cm 전방의 테이블에 설치하였으며, Fig. 4 (b)의

HMD 부착용 발향장치는 총 5개의 향의 발향 가능하다. 

Fig. 8는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구현된 8개의 발향 동작 상황

을 보여주고 있다. 레몬향과 편백향의 경우 HMD에 부착된 발

향장치를 통해 향을 발향하며, 나머지 향의 경우 Fig. 4(a)의 발

향장치를 이용하여 두 번의 향 디스플레이에서 향을 조합하여

발향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향장치를 효과적으로 가상현실 콘텐츠에 적

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발향 장치의 기구적 설계를 통

하여 향의 농도 조절, 조합향 발향이 가능한 테이블 설치형 발

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HMD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HMD

부착용 발향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발향

시점을 쉽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발향장치의

콘텐츠에 적용이 매우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HMD를 이용한 가상현실 콘텐츠에 발향 장치를

적용한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증대된 몰입감을 제공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향 디스플레

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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