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최근 국내에서 가상현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대기

업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가상현실 시장의 확대

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가상현실 콘텐츠로 전환 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국외 대기업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매년 출시하고 있다. 이

러한 VR, AR, MR (virtual, augmented, mixed Reality) 기

술 및 콘텐츠 제작 기술의 보유는 앞으로의 중요한 핵심 경제를 

주도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최적화된 콘텐

츠와 사용자의 경험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과 소

프트웨어 탑재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한 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콘텐

츠 동향에 대해 다룬다. 

 

I. 서 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1960년대 이반 셔틀란

트(Ivan Sutherl)에 의해 HMD(Head Mounted Display)와 

3D model이 개발되면서 가상현실 분야는 본격화 되었다. 특

히 1957년 모튼 하일리그(Morton Heilig) [1]에 의해 센소라마

(sensorama)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5감각에 대해 중요한 이슈

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각을 이용한 가상현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급격히 달라졌다. 최근 가상현실이 이슈화 되는 이유는 

가상현실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산업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삼성 GearVR, 국외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거

대 기업들은 VR과 관련된 기업들과 합병을 하면서 자신들이 보

유하고 있는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표 1의> 자료는 2014~2015년 사이에 해외 회사들이 합

병을 맺은 현황을 크런치베이스리서치 회사(crunchbase, inc.)

가 조사한 내용이다[2].

가상현실을 이루는 기술은 디바이스관련 하드웨어 기술, 플랫

폼 기술, 콘텐츠 제작 기술로 대분류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기

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듯이 페이

스북, 구글, 애플들이 제휴를 맺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다.

<그림 1>은 골드맨새취사(The Goldman Sachs Group, Inc.)

가 VR과 AR 시장의 회사들을 분류한 것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사들이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해서 제휴를 맺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3]. 

HMD 디바이스를 기반의 VR Facebook Oculus, Samsung 

Gear VR, Google Cardboard, HTC Vive, Sony PSVR, 

Vuzix iWear, VR Union Claire 등이 있으며, AR은 Microsoft 

HoloLens, Google Glass, Magic Leap, Atheer, Oster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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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M&A

Buyer
Business 

model

Description of the 

business

Transaction

amount

Facebook	

13th	Lab,	

Nimble	VR,	

Pebbles	

Interfaces

Manufacturer	of	3D	

sensors

unavailable	

USD	60	million

Surreal	Vision
Real-time	3D	

reenactments
brak	danych

Oculus
Manufacturer	of	VR	

goggles
USD	2	billion

GoPro Kolor
360°	movies	creation	

software
unavailable

Google Magic	Leap
Manufacturer	of	AR	

devices
USD	542	mln	$

Venture	

capital	funds

(+Google)

Virtuix VR	motion	device 8,38	mln	$

Resolution	

Games

Developer	of	VR	

games
6	mln	$

Nod VR	control	device USD	13.5	mln	$

Apple

Metaio
Developer	of	AR	

applications
unavailable

PrimeSense
Manufacturer	of	3D	

sensors
360	m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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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Group 등으로 조사되었다. 

3D Audio는 TI, Wolfson, Realtek 제품이 있다. Processors

를 담당하는 제품으로 TI, Qualcomm, STMicro, Realtek, 

Himax, MediaTek, Intel 등이 있다. 그래픽스 처리를 위

한 것으로는 Nvidia, AMD, Qualcomm 등이 있으며, 메모

리(DRAM/SSD) 기억장치용으로는 Micron, Samsung, SK 

Hynix, Toshiba 가 있다. 

뇌와 감각기관 입력 디바이스 요소 중, 카메라 개발로

는 360Heros, GoPro Odyssey, Nokia OZO, Jaunt NEO, 

Matterport Pro 3D 이 있다. 손의 압력 및 센서 처리 기술인 

헵틱(Haptics)에는 Alps, AAC, Nidec 등이 있다. 그 외 디스플

레이는 Samsung, JDI, Himax, Crystal 이 있고, 3D Lenses 

개발은 Wearality, Zeiss, Canon, Nikon, Largan 개발사들이 

있다. 위치 추적을 위해서 Position/ Room Tracker를 개발하

는 회사가 Hon Hai, Pegatron, Flex, Jabil, HTC 등이 있다. 

가장 민감한 모션센서 부분으로 Leap Motion, InvenSense, 

TI, STMicro, Honeywell 등이 개발 중에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Video 부분으로 Jaunt, NextVR, 

VRSE, Oculus Story Studio, GoPro, IG Port이 있으며, 

Game 분야는 Sony, Ubisoft, CCP Games, Oculus Story 

Studio, Tammeka Games, Pixel Titans, Capcom 등이 차

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Autodesk, Dassault 

Systèmes, IrisVR, Visidraft, MakeVR 등으로 조사되었고, 헬

스케어 분야는Psious, zSpace, Conquer Mobile, 3D Systems 

등의 기업과, 소셜 및 광고/홍보 분야는 Altspace VR, High 

Fidelity, Podrift, Sixense (shopping), Matterport (real 

estate) 등이 있다. 

<표 1>과 <그림 1>을 보면, VR하드웨어와 플랫폼의 경쟁은 

킬러콘텐츠와 콘텐츠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변 기기인 

컨트롤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Google Play Store 의 250여

개 VR콘텐츠와 Oculus Gear VR Store의 200여개, 스팀 VR 

스토어에 300여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콘텐츠가 

확장되어감을 볼 수 있다[4].

<그림 2>는 Tractica, 연구 기관이 발표한 것으로 VR고글, 

액세서리,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2014년 USD 1억8천$의 가

치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2020년에 140% 성장과 150억$

는 스마트폰 기반의 저렴한 VR 장치와 콘텐츠에서 수익이 예상

된다고 발표하였다[4][5].

그러나 현재 VR콘텐츠 제작의 한계점은 촬영, 편집, 사용자 

플레이 상황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Ⅱ. VR영상 기법

VR 360°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3DMax나 Maya SW 

그림 1. Goldman Sachs Global의 투자 조사

그림 2. Tractica의 VR HW와 콘텐츠 성장

그림 3. VR 360° camera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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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사용하여 영상 전체가 3D그래픽스로 제작되는 경우와 실

사촬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그래픽스 활용을 통

해 제작된 VR 영상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

사 촬영을 위한VR전용 카메라가 저가용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그림 3>은 기업들이 개발한 다양한 VR 실사 촬영 전용카메라

이다. 

<그림 3>의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와 다르게 360° 전방향을 촬

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즉 여러 방향에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크기와 시야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카메라의 크기가 크면 사각부분이 커져서 아래의 이미지 4

장을 붙이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게 되어 시뮬레이션 멀미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6]. 

또 다른 문제는 카메라의 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카메라의 

시야각이 넓은 광각렌즈 사용을 주로 하고 있으나, <그림 5>와 

같이 화면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할지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3>의 VR카메라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각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술과 렌즈에 따른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삼성 비욘드는 전후 좌우 상하 모두를 아우르는 전방위 입체

각(4π 스테라디안)을 3차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삼성전자와 오

큘러스 VR이 합작해 개발한 '기어 VR'에 연동해 가상현실을 구

현한다. 구글과 고프로의 오디세이는 고프로 카메라 여섯 대를 

동기화하는 구형 어레이(Spherical array)로 콜러의 스티칭 기

술을 이용해 픽셀 레벨까지 매끄럽게 영상을 붙이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7]. 

촬영된 이미지 영상은 하나로 만들기 위한 후반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여러 개의 렌즈로 촬영된 여러 이미지를 하

나의 이미지로 합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스티

칭(stitching)이라고 한다. 즉, 스티칭 편집 단계에서 반구 형

태인 두 개의 영상을 정확하게 하나의 영상인 구 형태로 구현하

는 기법으로 두 개의 영상이 겹치는 부분을 스티칭 포인트라고 

한다[8]. 현재는 스티칭 기술을 지원하는 Kolor Autopano와 

Videostitch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다[9]. <그림 6>은 삼성이 

Gear VR로 촬영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으로 다

양한 타입의 영상 소스 모습이다[10]. 

<그림 7>은 Kolor Autopano 프로그램의 제작 화면으로 영상

소스 타입에 따라 찍힌 영상들을 180° view, 360° view cylinder, 

360° view sphere no-bottom, 360° view sphere 모양으로 된 

하나의 화면으로 제작하는 과정이다. 

그림 4. VR360° 카메라의 사각지점과 겹침현상

그림 5. 광각렌즈의 왜곡 현상

그림 6. 구형비디오 제작 이미지

그림 7. Kolor Autopano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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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R – AR - MR

제작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기술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기술은 VR, AR, MR로 나눌 수 있다. VR은 사용자가 HMD를 

착용하여 컴퓨터, 게임콘솔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00% 가

상의 360°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다[11].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시장이 확대

되면서 VR과 구분되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AR은 실

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현실세계 환경에 존재

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VR은 보이는 전체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반면, AR은 현실 세계에 카메라, 안경 등을 

통해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더 실제처럼 느껴지

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AR 기술

을 활용하여 의학 교육을 하는 모습이다[12].

<그림 8>의 VR과 <그림 9>의 AR 기술은 움직이면서 영상을 

보고 즐기는 것에 한계가 있다. VR의 경우는 <그림 8>과 같이 

앉아서 영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AR은 그래픽이미지와 현실세계를 겹쳐 보이게 하기 때문에 시

야를 가리는 것이 많아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MR 기술이 현재 발표되었고, 가상현실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

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MR(Mixed Reality, 혼합현실)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실시

간으로 매끄럽게 융합시키는 영상 기술이다. MR 기술 실용화의 

핵심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위치, 시간, 화질의 오차 없이 현

실과 가상세계를 융합시키는 것이다. 이 중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사용자 머리 부분의 3차원 위치나 방향,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 HMD에 내장된 카메라, 현

실공간 안에 설치한 카메라, HMD의 자이로센서 등이 필요하다. 

<그림 10>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R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Holoportation으로 MR 해드셋을 쓰고 “Microsoft HoloLens”

을 통해 현재 자신이 있는 공간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실시간으로 투사하여 두 공간을 합성해서 보는 기

술이다[13][14]. 

<그림 11>은 매직리프사가 MR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이미

지인 고래영상을 자연스럽게 현실세계의 농구장 코트에 연출하

는 ‘포토닉스 라이트필드 (Photonics light field)’기술을 선보인 

사진이다. 이는 단말기에 탑재된 소형 프로젝터가 투명한 렌즈

에 빛을 비춰 망막에 닿는 빛의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객체를 현실 세계의 물체처럼 구현하는 기술

이다. 기존의 가상현실 HMD(Head Mounted Display) 단말이

 그림 8. 가상현실 디바이스 환경

그림 9. AR 기반의 의학교육 자료, 마이크로소프트사 제공

그림 10. Microsoft Holo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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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강현실 안경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현기증 유발과 같

은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구글,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퀄컴, 중국의 인터넷 회사인 

알리바바, 금융기관인 AP모건 등이 투자를 하여 45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15][16].

IV. 가상현실 콘텐츠 동향

VR과 AR, 그리고 MR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1,500억 달러, 약 1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VR이 AR보다 시장 규모 면에서 우위

를 점하고 있으나, 2020년에 이르면 매출의 80% 이상이 AR과 

MR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7].

<그림 12>~<그림 17>의 내용은 VR, AR, MR 콘텐츠 분야인 교육, 

훈련,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조,  헬스케어,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방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 스위스:  마인드메이즈(M indMaz e )에서 개발한 

MindMotionPRO는 편측마비 환자들을 위한 모바일 재활 

시스템으로 거울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몰입형 

VR콘텐츠이다[18]. 

• 독일: 리얼리티스.io(Realities.io)는 포토리얼리즘(Photo 

realism)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현실과 똑 같은 관광지의 

명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VR 콘텐츠이다[19]. 

• 폴란드: 체르노빌 VR 프로젝트(The Chernobyl VR)는 교육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을 결합한 것으로 다큐멘터리와 

같은 교육 영상게임으로 제작되어 있다. 30년전 체르노빌에 

원자력사고로 폐허가 된 지역을 가상투어 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교육 콘텐츠로 거의 현실 그대로를 재현하였다[20].

• 네덜란드: XVR Simulation은 가상의 비상사태들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VR 기반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솔루션이다[21].

• 미국: Pixvana는 360° 그래픽 또는 영상과 Play를 위한 플랫

폼을 지원한다. 시야 적응형 스트리밍 프로세싱(streaming 

processing)을 지원하고 VR영상을 만들고 전달하는 플랫폼

을 클라우드 기반의 ‘pay-as-you-go basis’(PaaS) 방식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처리비용과 

서비스 기술의 효율적 사용을 해결할 수 있다[22].

그림 11. 매직리프 영상 캡처

그림 12. MindMotionPRO

그림 13. 체르노빌 VR 프로젝트

그림 14. The Emergency Services Show 2015에서 XV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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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mpulsonic은 VR용 3D 오디오 렌더링 솔루션

(rendering solution)을 제공한다. Phonon 3D는 VR 환경

에서 정확도가 아주 높은 오디오 경험을 가능하도록 바이너

럴 렌더링 (binaural rendering) 기술을 가지고 있다[23].

• 미국: Sixense Entertainment Inc. 에서 만든 MakeVR은 

VR 기반의 3D 모델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3D 프린팅을 위한 전용 3D 모델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24].

• 미국 - Serious Simulations 회사는 ‘Zero Frame 

Latency Wireless Video Formatter’ 기술로 HMD에 정보

를 전달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모션 트래킹 기술과 무선통신 시스템을 결

합하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키트를 개발하였으며, 군사

훈련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전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삼성 등의 대기업에서 

VR 시장의 잠재력 성장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기술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 만큼 앞으로의 콘텐

츠 시장 대부분이 가상현실 콘텐츠로 대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인지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지만 단기적,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VR 시

장에서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콘텐츠 시장을 고려한다면 국내의 콘텐츠 시

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 유통망과 최적화된 사용자의 경험 제공을 위해 소

프트웨어 플랫폼 개발과 소프트웨어 탑재를 위한 하드웨어 개

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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