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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 분석
1. 기술 서지정보
국문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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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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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10-16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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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출원인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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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이강혁, 임창수, 옥수열, 김재준

2. 기술 개요
- 본 발명은 모션 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가상현실 헤드셋에 의한 광시야각 완전몰입형 디스플레이 환경과 제트 스키 가상
체험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물 및 물결이펙트 효과를 제공하여 실제 제트 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을 탑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션 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모션 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의 개략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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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청구항
[청구항 1]
모션 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있어서,
제트스키 가상 체험에 필요한 이벤트에 의해 발생된 사운드 정보를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제공받아 5.1 채널로 가공하여 스피커로 전송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엔진(200);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엔진에서 처리된 5.1채널 입체 사운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25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처리된 영상 정보를 3D 가상현실기반의 3D 가상 현실
영상 신호로 가공하여 버츄얼헤드셋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랜더링엔진(300);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랜더링엔진에서 처리된 3D 가상현실 영상 신호를 360도
헤드트래킹이 가능한 가상 현실로 재현하기 위한 버츄얼헤드셋(35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제공된 장애물 이펙트 정보, 워터 이펙트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가공하여 제트스키모션제너레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이펙트처리부(40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제공된 모션 동작 정보를 모션베이스 동작에 필요한
전기적 신호로 가공하여 모션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제트스키모션제너레이터(500);
모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3축모션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제트스킨모션제너레이터에서 처리된 모션 동작 신호를 획득하여 모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션베이스(600);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사운드 정보, 3차원 영상
정보, 이펙트 정보, 모션 동작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700);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모션베이스(600)는
지지프레임(610),
지지프레임의 상측에 형성되어 모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3축모션구동부(620),
상기 3축모션구동부의 상측에 연결되어 모션 동작에 따라 움직이기 위한
제트스키동체프레임(630),
시나리오 정보에 포함된 모션 정보를 획득하여 3축모션구동부에 제공하여 모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션컨트롤부(640)를 포함하고,
Heave(상하 수직), Roll(좌우 기울기), Pitch(전후 기울기) 방향의 자유도로 모션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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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700)은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사운드 정보를 생성하여
제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엔진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처리부(710),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가상의 3차원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랜더링엔진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처리부(720),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장애물 이펙트 정보, 워터
이펙트 정보를 생성하여 이펙트처리부로 제공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이펙트처리부(730),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모션 동작 정보를 생성하여
제트스키모션제너레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동작처리부(740)를 포함하며,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으로 제트 스키 가상 체험에 필요한 오감형 컨텐츠 정보와 제트
스키 가상 체험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트스키 가상 체험을 위한
가상시나리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트스키시나리오디비(810),
시나리오별 이벤트 발생 저보를 저장하는 이벤트발생정보디비(820),
시나리오 내 존재하는 장애물 오브젝트와의 충돌 정보, 워터 이펙트 발생 정보를
획득하여 속도 저하값을 계산하여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의
제트스키가상체험동작처리부로 제공하기 위한 이펙트대비모션동작정보송출부(8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80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워터 이펙트는 풍속이나 풍량에 따라 발생되는 물보라의 높이 또는 물보라가 퍼지는
효과이며,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800)는,
탑승자가 설정한 가상시나리오의 특정 코스에 해당하는 실제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워터 이펙트 정보를 생성하여 이펙트처리부로 제공하기 위한
실제날씨정보맵핑부를 더 포함하여,
현재 날씨 정보 혹은 난이도에 따라 워터 이펙트 발생 정보를 생성하고,
풍속에 따른 속도 저하값을 계산하여 제트스키가상체험동작처리부(74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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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권리성
가. 권리구성의 적절성
- 본 제안 기술은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가상현실 헤드셋에 의한 광시야각 완전몰입형 디스플레이 환경과 제트 스키
가상 체험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물 및 물결 이펙트 효과를 제공하여 실제 제트 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을 탑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션 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본 제안 기술의 권리구성은 제트스키 가상 체험에 필요한 이벤트에 의해 발생된 사운드 정보
를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제공받아 5.1 채널로 가공하여 스피커로 전송하기 위한 제
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엔진(200),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사운드엔진에서 처리된 5.1채널 입체
사운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25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처리된 영상 정보
를 3D 가상현실기반의 3D 가상 현실 영상 신호로 가공하여 버츄얼헤드셋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랜더링엔진(300), 상기 제트스키가상체험영상랜더링엔진에서 처리된 3D
가상현실 영상 신호를 360도 헤드트래킹이 가능한 가상 현실로 재현하기 위한 버츄얼헤드셋
(35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에서 제공된 모션 동작 정보를 모션베이스 동작에 필요한 전
기적 신호로 가공하여 모션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한 제트스키모션제너레이터(500), 모션 동작
을 수행하기 위한 3축모션구동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제트스키모션제너레이터에서 처
리된 모션동작 신호를 획득하여 모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션베이스(600), 제트스키가상체험서
버에서 제공하는 제트 스키 체험에 필요한 사운드 정보, 3차원 영상 정보, 이펙트 정보, 모션
동작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700), 제트스키가상체험제어수단으로
제트 스키 가상 체험에 필요한 오감형 컨텐츠 정보와 제트 스키 가상 체험 이벤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제트스키 가상 체험을 위한 가상시나리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제트스키시
나리오디비(810), 시나리오별 이벤트 발생 정보를 저장하는 이벤트발생정보디비(820), 시나리
오 내 존재하는 장애물 오브젝트와의 충돌 정보, 워터 이펙트 발생 정보를 제트스키가상체험
제어수단의

제트스키가상체험동작처리부로

제공하기

위한

이펙트대비모션동작정보송출부

(8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트스키가상체험서버(8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기재된 바와 같이 본 제안 기술의 권리 구성은 제안 기술의 핵심 요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있
고, 그 주변 기술에 대해서도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권리의 범위
- 본 제안기술은 1개의 청구항으로 특허 등록되어 있다. 본 특허 출원 시 4개의 독립항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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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속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회의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7개의 청구항이 청구항1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권리의 범위는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권리의 제한 어구가 많은
편이다.
- 하지만 청구항 1은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대한 핵심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개시하고 있으며,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4, 청구항 5, 청구항
6, 청구항 7, 청구항 8은 청구항 1의 기재 내용에 대해 적절히 보충하며 구체화하고 있어 권
리의 범위를 적합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권리의 안정성(법적 안정성과 유사권리대비 경쟁력)
- 본 제안기술은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발명
의 구체적인 내용, 특허 청구범위 등이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어 모든 기술적 구
성요소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본 제안기술의 권리는 기존의 선행 기술들과의 차별성이 높은 편이며, 유사한 경쟁 제
품들도 많이 없고 권리의 구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술 유용성
가. 혁신성(기술이 새로운 제품시장을 창출 또는 확대시킬 수 있는 정도)
- 최근 새로운 스포츠 장치의 한 유형으로 u-스포츠 장치 또는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스
포츠 장치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스포츠(Ubiquitous Sports, u-Sports) 또는 가
상현실(VR:Virtual Reality) 스포츠는 가상공간(Virtual Environment)과 현실세계의 Sports 환경
을 가상현실로 실생활과 접목되는 Sports의 일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
재 단순한 온라인 게임기능을 가지는 e-스포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머리 속에 새로
운 가상공간 속의 환경을 가지고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이 실제 자신의 몸이나 물체를 움직이
는 힘을 포함하여 포스 피드백이 되는 동력계와 같은 장치 혹은 헬스기기로부터의 힘을 부가
하게 되는 점이 기본적으로 다르게 된다.
- 모션 베이스 즉 모션 시뮬레이터 기술은 주로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어져 왔고 항공 시뮬레이
터 등에 적용이 되어 왔으나 본격적 대중화 시장에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모션베이스 기반의 영상체험 시스템은 국외와 국내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국외 시스템 역시 기존의 3D/4D 방식의 영상체험 시스템의 범주를 크
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며,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실사 수준의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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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체험 및 플레이 상용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의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
험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었다. 본 제안 기술은 가상현실 헤드셋에 의한 광시야각 완전몰입형
디스플레이 환경과 제트 스키 가상 체험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물 및 물결 이펙트 효과를 제
공하여 실제 제트 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을 탑승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기술수명(기술의 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
- 본 제안기술의 권리확보를 위한 특허는 2015년 04월 08일에 출원되어 2016년 11월 22일에
등록되어 있어 권리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본 제안기술의 권리는 2035년 04월 08일까지 존
속될 것이며, 잔존 권리 기간은 약 17년 4개월의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파급성(대상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수)
- 최근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정체현상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사용자
체험(User Experience), 영상표출의 고품질화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아케이드 게임시장이 열리
고 있으며 특히, 완전몰입형(Full-Immersion) 5D Interactive 입체영상 기반의 5D 체험 및 관
련 게임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국내외 시장 역시 확대됨에 따라, 본 제안 기술은 상
기와 같은 장점을 통해 그 기술의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 본 제안 기술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은
가상현실 헤드셋에 의한 광시야각 완전몰입형 디스플레이 환경과 제트스키 가상 체험 시 발
생되는 각종 장애물 및 물결 이펙트 효과를 제공하여 실제 제트스키를 타는 듯한 느낌을 탑
승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제트스키 가상 체험 시 시나리오 내에 이펙트 효과를 제공하여 실감나는 체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의 지루함 또한 해결하게 되는 긍정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 6 -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설명서 제작]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

II. 기술 평가
*기술평가는 본 특허 기술의 SMART3.1 특허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1. 개요
가. 전체 평가 분석
대분류(기계)
평가지표 점수

등급 백분위
평균
(%)

중분류(기타)

소분류(가구/게임)

표준 백분위
평균
편차 (%)

표준 백분위
평균
편차 (%)

표준
편차

권리성
15.8
(40점)

C

99.8

23.7

2.6

99.7

23.4

2.7

99.9

23.6

2.7

기술성
15.7
(20점)

C

99.5

16.4

0.4

99.2

16.3

0.4

99.3

16.3

0.4

활용성
25.8
(40점)

CC

94.9

28.3

1.5

90.3

27.7

1.5

80.0

27.2

1.6

총점
57.2
(100점)

C

99.9

68.4

3.3

99.8

67.4

3.5

99.9

67.1

3.6

나. 총평
- 특허 제 10-1680142호,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은 종합평
가점수가 57.2점으로 C로 평가되었다. 본 특허는 권리성 15.8점, 기술성 15.7점, 활용성 25.8
점으로 기계의 평균인 권리성 23.7점, 기술성 16.4점, 활용성 28.3점보다 모두 낮게 평가되었
다(상단 표 참조). 기술성이 15.7점으로 특히 낮게 평가되었으며, 활용성이 25.8점으로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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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별 분석
가. 권리성
[권리성 평가 결과]

중분류

점수

평균

권리범위의 광협

11.4

15.9

권리의 충실성

10.3

13.0

특허 안정성

-5.9

-5.2

총점

15.8

23.7

- 평가지표로서 권리성이란 우수한 특허권이 가져야 할 다양한 속성의 충족 정도를 의미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넓고, 발명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높은 특허는 권리성이
우수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 권리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15.8“점으로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권리의 충실성“의 평가점수
가 10.3점으로서 상당히 낮고, ”권리범위의 광협“과 ”특허 안정성“의 평가점수도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권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기술성
- 평가지표로서 기술성이란 특허에 개시된 기술이 해당 기술 분야 특허군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져야 할 다양한 속성의 충족 정도를 의미한다. 특허에 개시된 기술이 특허
동향과 부합되면서, 자기 또는 타인 특허와의 관계에서 선도적이고, 기술적 주목의 지속에 대
한 수명이 긴 특허는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15.7”점으로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기술의 수명”의 평가점수
가 7.5점으로서 상당히 낮고, “기술동향과의 부합성”과 “기술선도성”의 평가점수도 높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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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체적으로 기술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특허는 유사한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특허 동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IPC수가 2개로 다양한 기
술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 결과]

중분류

점수

평균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3.8

4.1

기술선도성

4.4

4.7

기술의 수명

7.5

7.6

총점

15.7

16.4

다. 활용성
- 평가지표로서 활용성이란 특허에 개시된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다양한 속성
의 충족 정도를 의미한다. 특허에 개시된 기술이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널리 상
용화되고, 특허권자는 무단으로 상용화한 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활용성이 높은
특허라고 할 수 있다.
- 활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25.8“점으로 ”C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상용화 가능성“의 평가점
수가 12.1점으로서 상당히 낮고, ”권리행사가능성“의 평가점수도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활용
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적으로, 독립 청구항이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권리의 제한 어구도 많은 편이여서, 타인이 본 특허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 9 -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설명서 제작]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

[활용성 평가 결과]

중분류

점수

평균

상용화 가능성

12.1

13.9

권리행사가능성

13.7

14.4

총점

25.8

28.3

라. 주요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요소값

평가요소

평가요소값

독립항 수

1항

의견서 제출 회수

1건

종속항 수

0항

정보제공 수

0건

국내 패밀리 특허수

0건

거절결정불복심판 수

0건

해외 패밀리 특허수

0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수

0건

총 피인용수

0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수

0건

IPC수

2개

무효심판 수

0건

우선심사 청구여부

아니오

실시권자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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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의견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백분율(%)

4.0

7.0

12.0

17.0

20.0

17.0

12.0

7.0

4.0

누적비율(%)

4.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0

주) 현재 등록된 전체 특허에 대하여 위의 등급분포표에 제시된 백분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급이 부여된다.

평가등

- 본 특허는 종합평가점수 상위 99.9%이며 이는 C 등급에 속하는 특허이다. 세부적으로는 권리
성은 상위 99.8%이며 C 등급, 기술성은 상위 99.5%이며 C 등급, 활용성은 상위 94.9%이며
CC 등급에 속하는 특허로 평가되었다. 특히, 독립 청구항이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권리의 제한 어구도 많은 편이며, 유사한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특허 동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제3자에 의해 권리 발생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적 행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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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장 분석
1. 산업특성
가. 산업특성(대상기술제품이 속한 산업계의 특성)
-

본 제안기술이 속한 실감 체험형 콘텐츠 산업은 태동기 산업으로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실
감 기술을 제외한 송수신 기술, 코딩 기술, 신호 규격, 저장 포맷 기술, 정합 기술, 부호화 기
술 등 표준화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산업이며, 서비스 및 이용자 중심의 참여와 공유를 추구
하는 산업으로 기술-사용자-기술 사이의 교감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참여와 공유를 추구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 산업이다.

- 실감 체험형 콘텐츠란 기존 콘텐츠의 문자·소리·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사
용자 만족을 위해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3D 콘텐츠에 음향·체감·감성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 오감체험형 콘텐츠를 통칭한다.
- 실감 체험형 콘텐츠의 범위는 적용 기술에 따라 실감 체험형 콘텐츠 제작·유통·저장·재현 소프
트웨어 및 도구로 분류되며, 공급망 단계에 따라 실감 체험형 미디어,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
트, 광고, 홀로그램 콘텐츠로 분류된다.

나. 산업성장성(대상기술제품이 속한 업종의 시장성장률)
-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정체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사용
자 체험(User Experience), 영상표출의 고품질화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아케이드 게임시장이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스크린 골프)과 가상현실(체험관) 기법을 도입한 새로운 형
태의 아케이드 게임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어 아케이드 게임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고 있
으며, 게임플레이 환경도 게임장을 넘어서 개인용, 소규모 사업장, 체험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
다.
- 특히, 완전몰입형(Full-Immersion) 5D Interactive 입체영상 기반의 5D 체험 및 관련 게임콘텐
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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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변동의 특성(호경기와 불경기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특성)
- 실감 체험형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N-P-D)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
괄하는 산업 구조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도가 높은 산업이다. 후방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제
작·변환·유통·저장·재현을 위한 SW 및 부품 산업과 실감 미디어 콘텐츠(영화, 스포츠, 방송, 게
임, 교육 등), 산업용 트레이닝 콘텐츠 등의 콘텐츠 생성 및 시스템 산업, 음향 및 공연 서비
스, 가상 스포츠 체험 서비스, 무안경 UHD실감 방송 등의 전방산업으로 구성되며 기술-사용
자-기술 사이의 교감을 핵심으로 한 오감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재현 분야가 중요하다.

2. 경쟁특성
가. 기업 간 경쟁강도(동일시장 내 기업 간 경쟁의 정도)
- 실감형 콘텐츠 및 기기는 국내 중·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어 수입대체 효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제품의 경쟁성(대체제품과의 경쟁적 우위성)
- 실감형 5D 인터랙티브 콘텐츠 가상체험 시스템은 국내외 아케이드 게임장, 체험관, 전시관 등
사용자 체험 시스템과 관련된 제품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제안 기술의 경우, 가상현실 기반의 5D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 시스템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콘텐츠의 제작을 위
한 확장가능성이 높아 기술 적용의 영역 확대가 용이하므로 기술이 구현된다면 일정 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시장 규모
가. 국외 시장 규모
- 모션 시뮬레이터 시장은 실감형 콘텐츠의 시장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규모를 추측해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약 3,79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이 연평균 각각 75.6%, 108.1% 성장(CAGR)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성장
추세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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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달러, %)

[세계 실감형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외의 모션베이스 기반의 영상체험 시스템은 국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3D/4D 방식의 영상체험 시스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며,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실사 수준의 완전몰입형 가상현실 기반의 영상체험 및 플레이 상용시스템은 없다. 또
한 최근 Oculus Rift VR 헤드셋의 개발 툴키트의 보급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기존의 게임콘
텐츠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나 모션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구현 사례는 없다.

나. 국내 시장 규모
- 모션 베이스 기반의 국내 영상체험 시스템의 경우, 입체영상을 편광안경으로 감상하는 수준
에 머물러 있고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실사 수준의 고품질 영상과 실
감형 체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영상체험 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 또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제공하여 사용자체험을 극대화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영상체
험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위: 백만 달러, 억 원)

[세계 실감형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

- 14 -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설명서 제작] 모션라이더 기반의 인터랙티브 제트스키 가상체험 시스템

<자료: Data obtained through primary and secondary research with our partner firms and the
following URLs: strategyanalytics.com, bncnetwork.net, ibisworld.com,
strategicmarketingassociates.com, maketsandmarkets.com, infonetics.com>

4. 시장특성
가. 시장구조(기업의 수, 진입의 허용 여부, 상품의 차별성 등)
- 최근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N-P-D) 영역 간 경계가 사라
지고 있어 실감 체험형 콘텐츠 산업과 같은 콘텐츠 제작, 유통, 저장, 재현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동시 개발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실감형 콘텐츠 및 기기는 국내 중·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경쟁 강도나 진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제안 기술과 같이 사용자 체험을
극대화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영상체험 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기술의 장점을 잘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나. 시장수요(제품의 특성 및 가격변화에 대한 고객의 수요 정도)
- 실감 체험형 콘텐츠 시장은 최근 DTV 시장의 진화, 선진국의 기술 선점, 3D 융합의 활성화,
홀로그래피 기술 개발 등 기술적 기반 확보 및 3D 입체 영상, 3D 융합 신산업의 태동으로
인해 수요시장의 확대 및 높은 성장성을 갖춘 산업이다.

다. 규제 및 지원(제도적 제약요인(승인, 허가 등) 또는 장려요인(정부의 지원책 등))
- 정부는 3D콘텐츠 기반 구축, 3D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술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
대 등 4대 중점 전략과제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고 정부의 u-러닝 활성화 정책에 따라 3D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에 따른 증강현
실, 현실 정보 측정, 상호작용 체감형 콘텐츠 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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