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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 교육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 회지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TC)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 기획
이 윤 식 (UNIST 교수) - 홍보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 회지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 국제협력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 국문논문(총괄)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표준화
최 재 식 (UNIST 교수) - 국제협력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 광주전남지부
강 윤 희 (백석대학교 교수) - 호서지부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김 광 수 (KAIST 교수) - 국제협력
김 동 현 (ICTK 사장) - 산학연
김 상 완 (아주대학교 교수) - 홍보
김 진 성 (선문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 홍보
류 성 한 (한남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 사업(SD)
변 대 석 (삼성전자㈜ Master) - 산학연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정보화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 국제협력
오 병 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사업(총괄)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 교육
이 재 성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학술(하계)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교육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 학술(추계)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 산학연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 학술(추계)
최 재 원 (㈜다음소프트 이사) - 사업(CI)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 사업(CI)

지부장 명단
강 원 지 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울산지부
제 주 지 부
호 서 지 부
미
국
러시아지부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부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대전·충남지부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전 북 지 부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충 북 지 부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일
본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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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홍 승 홍 (명예회장)
이 문 기 (명예회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영 권 (명예회장)
나 정 웅 (명예회장)
박 성 한 (명예회장)
서 정 욱 (명예회장)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충 웅 (명예회장)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 태 원 (명예회장)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항 구 (소암시스텔 회장)
윤 종 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 진 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정 정 화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박 영 준 (한양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진 성 (선문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이 재 성 (교통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정 윤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류 성 한 (한남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박사)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 형 민 (고려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김 만 배 (강원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기획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양 준 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하계
위
위

원

장
원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학술연구위원회-추계
위
위

원

장
원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권 구 덕 (강원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논문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우 주 (명지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국제협력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유 창 동 (KAIST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최 재 식 (UNIST 교수)

김 광 수 (KAIST 교수)
김 준 모 (KAIST 교수)
엄 우 영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산학연협동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공 준 진 (삼성전자 Master)
김 동 현 (ICTK 사장)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이 영 주 (광운대학교 교수)
최 두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 익 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Master)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회원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상 철 (국민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강 석 주 (서강대학교 교수)
김 용 운 (옴니C&S 대표)
김 진 태 (건국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신 철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이 윤 구 (광운대학교 교수)
임 승 옥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최 재 원 (㈜다음소프트 이사)

고 병 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이 민 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현 진 (단국대학교 교수)
박 형 민 (서강대학교 교수)
오 병 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 욱 (인천대학교 교수)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주 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총괄 위원장
CI위원장
IE위원장
SC위원장
SD위원장
SP위원장
TC위원장
위
원

교육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홍보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강 동 구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상 완 (아주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변 경 수 (인하대학교 교수)
하 정 우 (네이버 Tech Leader)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윤 식 (UNIST 교수)

표준화위원회
위 원 장
간사/위원
위
원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변 지 수 (경북대학교 교수)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해 성 (전주대학교 교수)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박 기 찬 (건국대학교 교수)
박 원 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송 영 재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서 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이 종 묵 (SOL 대표)
이 하 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좌 성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 태 수 (국가기술표준원/디스플레이산업협회 표준코디)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정보화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이 윤 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 진 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진 태 (건국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지부담당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Prof. Edis B. TEN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수)

백 인 천 (AIZU대학교 교수)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최 명 준 (텔레다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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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성 굉 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포상위원회
위 원 장
간사/위원
위
원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재정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대 근 (실리콘웍스 교수)

인사위원회
위
위

원

장
원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훈 (고려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신 원 용 (단국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SPC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박 철 수 (광운대학교 교수)
강 석 주 (서강대학교 교수)
김 태 석 (광운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정 승 원 (동국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JSTS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Hoi-Jun Yoo (KAIST)
Dim-Lee Kwong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Akira Matsuza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yung-Gook Park (Seoul National Univ.)
Chang sik Yoo (Hanyang Univ.)
Deog-Kyoon Jeong (Seoul National Univ.)
Eun Sok Kim (USC)
Hi-Deok Lee (Chungnam Univ.)
Hyoung sub Kim (Sungkyunkwan Univ.)
Jamal Deen (McMaster University, Canada)
Jong-Uk Bu (Sen Plus)
Kofi Makinwa (Delft Univ. of Technology)
Min-kyu Song (Dongguk Univ.)
Nobby Kobayashi (UC Santa Cruz)
Rino Choi (Inha Univ.)
Sang-Sik Park (Sejong Iniv.)
Shen-Iuan Liu (National Taiwan Univ.)
Stephen A. Campbell (Univ. of Minnesota)
Tadahiro Kuroda (Keio Univ.)
Tsu-Jae King Liu (UC Berkeley)
Weileun Fang (National Tsing Hua Univ.)
Yang-Kyu Choi (KAIST)
Yong-Bin Kim (Northeastern Univ.)

Byeong-Gyu Nam (Chungnam National Univ.)
Cary Y. Yang (Santa Clara Univ.)
Chennupati Jagadish (Australian National Univ.)
Dong S. Ha (Virginia Tech)
Gianaurelio Cuniberti (Dresden Univ. of Technology)
Hong June Park (POSTECH)
Hyun-Kyu Yu (ETRI)
Jin wook Burm (Sogang Univ.)
Jun young Park (UX Factory)
Meyya Meyyappan (NASA Ames Research Center)
Moon-Ho Jo (POSTECH)
Paul D. Franzon (North Carolina State Univ.)
Sang-Hun Song (Chung-Ang Univ.)
Seung-Hoon Lee (Sogang Univ.)
Shi ho Kim (Yonsei Univ.)
Sung Woo Hwang (Korea Univ.)
Tae-Song Kim (KIST)
Vojin G. Oklobdzija (Univ. of Texas at Dallas)
Woo geun Rhee (Tsinghua Univ.)
Yogesh B. Gianchandani (Univ. of Michigan, Ann Arbor)
Yuhua Cheng (Peki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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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감
사
협동부회장

이

사

간
사
연구회위원장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오 정 근 (㈜ATNS 대표이사)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김 병 남 (에이스테크놀로지 연구소장) 김 연 은 (㈜브로던 대표이사)
김 용 석 (㈜답스 대표이사)
김 인 경 (LG전자 상무)
박 용 석 (㈜LICT 대표이사)
방 승 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 승 호 (㈜하이게인 부사장)
이 재 훈 (유정시스템 대표이사)
정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김 성 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윤 종 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 종 창 (홍익대학교 교수)
임 종 태 (홍익대학교 교수)
장 병 수 (이노벨류네트웍스 부사장)
최 진 식 (한양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 중 헌 (중앙대학교 교수)
김 광 순 (연세대학교 교수) - 통신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 스위칭 및 라우팅
조 춘 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이 철 기 (아주대학교 교수) - ITS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정보보안시스템
김 강 욱 (경북대학교 교수) - 군사전자
- 방송ㆍ통신융합기술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무선 PAN/BAN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미래네트워크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 영 한 (숭실대학교 교수)
류 승 문 ((사)개인공간서비스협회 수석부의장)
연 철 흠 (LG텔레콤 상무)
정 진 섭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노 윤 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성 원 진 (서강대학교 교수)
윤 지 훈 (단국대학교 교수)
이 종 호 (가천대학교 교수)
조 인 호 (에이스테크놀로지 박사)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반도체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수석부회장
감
사
연구담당부회장
사업담당부회장
학술담당부회장
총 무 이 사
편 집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재 무 이 사
회 원 이 사
간
사
연구회위원장

전 영 현 (삼성SDI 사장)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우 남 성 (삼성전자 사장)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 교수)
김 철 우 (고려대학교 교수)
노 정 진 (한양대학교 교수)
박 성 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 교수)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전 민 용 (충남대학교 교수)
정 원 영 (㈜태성에스엔이 이사)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차 호 영 (홍익대학교 교수)
강 성 호 (연세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조 대 형 (스위스로잔연방공대 총장수석보좌관)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강 태 원 (넥셀 사장)
김 경 수 (넥스트칩 대표)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보 은 (라온텍 사장)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
신 용 석 (케이던스코리아 사장)
안 흥 식 (Xilinx Korea 지사장)
이 서 규 (픽셀플러스 대표)
이 윤 종 (동부하이텍 부사장)
이 종 열 (FCI 부사장)
정 해 수 (Synopsys 사장)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황 규 철 (삼성전자 상무)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강 석 형 (UNIST 교수)
김 영 민 (광운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오 정 우 (연세대학교 교수) - 반도체소자및재료
이 상 신 (광운대학교 교수) - 광파및양자전자공학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 SoC설계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 RF집적회로
정 원 영 (㈜태성에스엔이 이사) - PCB&Package

신 윤 승 (삼성전자 고문)
임 형 규 (SK 부회장)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최 우 영 (연세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조 태 제 (삼성전기 마스터)
김 달 수 (TLI 대표)
김 준 석 (ADT 사장)
송 태 훈 (휴인스 사장)
이 도 영 (옵토레인 사장)
이 장 규 (텔레칩스 대표)
최 승 종 (LG전자 전무)
황 정 현 (아이닉스 대표)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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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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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협동부회장
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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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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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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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 학 이 사

논문편집위원장
연구회위원장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박 인 정 (단국대학교 교수)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 인 철 (단국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정 용 규 (을지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우 운 택 (KAIST 교수)
조 민 호 (고려대학교 교수)
최 용 수 (성결대학교 교수)
박 성 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이 덕 기 (연암공과대학교 교수)
강 병 권 (순천향대학교 교수)
기 장 근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홍 (성균관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이 석 환 (동명대학교 교수)
정 혜 명 (김포대학교 교수)
진 성 아 (성결대학교 교수)
강 상 욱 (상명대학교 교수)
권 태 경 (연세대학교 교수)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천 식 (세종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한 규 필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화 (연세대의료원 연구팀장)
김 홍 균 (다스파워 기술고문)
박 세 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 승 창 (㈜유오씨 사장)
조 병 순 (㈜시엔시인스트루먼트 사장)
김 대 휘 (㈜한국정보통신 대표이사) 노 소 영 (월송출판 대표이사)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오 승 훈 (주얼린 대표이사)
유 성 철 (LG히다찌 산학협력팀장)
조 병 영 (㈜태진인포텍 전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 융합컴퓨팅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신경망/퍼지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 멀티미디어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 휴먼ICT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 M2M/IoT
우 운 택 (KAIST 교수) - 증강휴먼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 CPS보안

신호처리소사이어티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부 회 장
협동부회장

이

사

협 동 이 사

총 무 간 사
연구회위원장

김 창 익 (KAIST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이 영 렬 (세종대학교 교수)
김 문 철 (KAIST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강 동 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김 진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혜 란 (연세대학교 교수)
신 원 호 (LG전자 상무)
양 인 환 (TI Korea 이사)
오 은 미 (삼성전자 Master)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 인 호 (홍익대학교 교수)
최 병 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강 현 수 (충북대학교 교수)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김 남 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해 광 (세종대학교 교수)
박 구 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서 정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유 양 모 (서강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윤 (연세대학교 교수)
이 창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준 혁 (한양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강 상 원 (한양대학교 교수)
강 제 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 형 일 (아주대학교 교수)
권 구 락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기 백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용 환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원 준 (건국대학교 교수)
김 응 규 (한밭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박 상 윤 (명지대학교 교수)
박 현 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호 종 (광운대학교 교수)
서 영 호 (광운대학교 교수)
신 재 섭 (㈜픽스트리 대표이사)
신 종 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양 현 종 (UNIST 교수)
이 기 승 (건국대학교 교수)
이 상 철 (인하대학교 교수)
이 종 설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재 윤 (제주대학교 교수)
장 세 진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전 세 영 (UNIST 교수)
정 찬 호 (한밭대학교 교수)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 준 원 (한양대학교 교수)
홍 성 훈 (전남대학교 교수)
허 용 석 (아주대학교 교수)
김 무 영 (세종대학교 교수) - 음향및신호처리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 영상신호처리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 영상이해
예 종 철 (KAIST 교수) - 바이오영상신호처리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
부

회

장
장

감
사
총 무 이 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편 집 이 사
기 획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홍 보 이 사
회 원 이 사

자 문 위 원
연구회위원장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유 정 봉 (공주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 영 진 (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용 태 (한경대학교 교수)
김 준 식 (KIST 박사)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 용 권 (건양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이 수 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최 현 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 낙 용 (조선대학교 교수)
양 연 모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강 대 희 (유도㈜ 박사)
조 영 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김 재 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박 재 병 (전북대학교 교수)
여 희 주 (대진대학교 교수)
권 오 민 (충북대학교 교수)
김 기 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임연구원) 김 종 만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김 지 홍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문 정 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명 진 (경희대학교 교수)
변 영 재 (UNIST 교수)
송 철 규 (전북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선문대학교 교수)
이 태 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 학 성 (세종대학교 교수)
정 재 훈 (동국대학교 교수)
최 수 범 (KISTI 연구원)
김 덕 원 (연세대학교 교수)
김 희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 종 국 (경희대학교 교수)
서 일 홍 (한양대학교 교수)
오 상 록 (KIST 분원장)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POSTECH 교수) - 제어계측
이 성 준 (한양대학교 교수) - 회로및시스템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김 규 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력전자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 지능로봇
이 석 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국방정보및제어
이 덕 진 (군산대학교 교수) - 자동차전자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 의료영상시스템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 스마트팩토리

산업전자소사이어티
회
장
명 예 회 장
자 문 단

감
사
부 회 장
상 임 이 사

협동상임이사

재 무 이 사
학 술 이 사

사 업 이 사
산학연이사
협 동 이 사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윤 기 방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김 종 부 (인덕대학교 교수)
한 성 준 (아이티센 부사장)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송 도 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우 찬 일 (서일대학교 교수)
이 태 동 (국제대학교 교수)
최 의 선 (폴리텍아산캠퍼스 교수)
강 현 웅 (핸즈온테크놀로지 대표)
김 진 선 (청파이엠티 본부장)
서 봉 상 (올포랜드 이사)
송 치 봉 (웨이버스 이사)
전 한 수 (세림티에스지 이사)
조 한 일 (에이블정보기술 상무)
강 민 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 경 복 (경복대학교 교수)
이 용 구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구 자 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종 오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영 진 (을지대학교 교수)
정 경 권 (동신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박 진 홍 (혜전대학교 교수)
심 완 보 (충청대학교 교수)
서 병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이 규 희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정 환 익 (경복대학교 교수)
강 현 석 (로보웰코리아 대표)
김 연 길 (대보정보통신 본부장)
남 승 우 (상학당 대표)
유 제 욱 (한빛미디어 부장)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진 수 춘 (한백전자 대표)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윤 한 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교수)
장 철 (우성정보기술 대표)

이 시 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 상 범 (폴리텍인천 교수)
김 태 용 (구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정 재 필 (가천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세 종 (SJ정보통신 부사장)
김 태 형 (하이버스 대표)
성 재 용 (오픈링크시스템 대표)
유 성 철 (LG히다찌 본부장)
조 규 남 (로봇신문사 대표)
최 석 우 (한국정보기술 상무)
강 희 훈 (여주대학교 교수)
문 현 욱 (동원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 덕 수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동 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이 종 용 (광운대학교 교수)

김 응 연 (인터그래텍 대표)
박 현 찬 (나인플러스EDA 대표)
송 광 헌 (복두전자 대표)
이 영 준 (비츠로시스 본부장)
조 병 용 (태진인포텍 부사장)

김 영 우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방 극 준 (인덕대학교 교수)
오 태 명 (명지전문대학 교수)
성 홍 석 (부천대학교 교수)
이 정 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최 홍 주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고 강 일 (이지테크 대표)
김 창 일 (아이지 대표)
박 정 민 (오므론 과장)
이 요 한 (유성SDI 대표)

김 윤 석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변 상 준 (대덕대학교 교수)
장 성 석 (영진전문대학 교수)
원 우 연 (폴리텍춘천 교수)
이 종 성 (부천대학교 교수)
한 완 옥 (여주대학교 교수)
김 민 준 (베리타스 부장)
김 태 웅 (윕스 부장)
오 재 곤 (세인 부사장)
이 진 우 (글로벌이링크 대표)

곽 칠 성 (재능대학교 교수)
안 성 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주 진 화 (오산대학교 교수)
김 용 중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이 영 종 (여주대학교 교수)
장 경 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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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구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강 진 구 (인하대학교 교수)
고 영 채 (고려대학교 교수)
공 배 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구 원 모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권 순 철 (기가코리아사업단 단장)
권 종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김 경 연 (제주대학교 교수)
김 남 용 (강원대학교 교수)
김 덕 진 (명예회장)
김 동 규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현 (ICTK 사장)
김 부 균 (숭실대학교 교수)
김 상 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성 대 (KAIST 교수)
김 소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수 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 영 권 (명예회장)
김 영 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영 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 용 신 (고려대학교 교수)
김 재 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 재 희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옥 (고려대학교 교수)
김 진 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 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김 태 연 (삼성전자㈜ 상무)
김 태 진 (㈜더즈텍 사장)
김 형 중 (고려대학교 교수)
김 홍 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 희 석 (청주대학교 교수)
남 상 엽 (국제대학교 교수)
노 원 우 (연세대학교 교수)
류 수 정 (삼성전자㈜ 상무)
문 용 (숭실대학교 교수)
박 규 태 (명예회장)
박 성 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수 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 종 선 (고려대학교 교수)
박 찬 구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파워세미텍 대표이사)
박 항 구 (명예회장)
박 홍 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백 광 현 (중앙대학교 교수)
백 준 기 (중앙대학교 교수)
변 경 수 (인하대학교 교수)
서 성 규 (고려대학교 교수)
서 철 헌 (숭실대학교 교수)
선우명훈 (아주대학교 교수)
손 광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송 민 규 (동국대학교 교수)
송 용 호 (한양대학교 교수)
송 창 현 (네이버 CTO)
신 지 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심 동 규 (광운대학교 교수)
안 승 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엄 낙 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연 규 봉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오 성 목 (KT 사장)
오 창 현 (고려대학교 교수)
원 용 관 (전남대학교 교수)
유 창 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현 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기 방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강 문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강 창 수 (유한대학교 교수)
고 요 환 (매그나칩반도체㈜ 전무)
공 준 진 (삼성전자㈜ 마스터)
권 기 룡 (부경대학교 교수
권 오 경 (한양대학교 교수)
권 호 열 (강원대학교 교수)
김 광 순 (연세대학교 교수)
김 달 수 (㈜티엘아이 대표이사)
김 도 현 (명예회장)
김 동 순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김 만 배 (강원대학교 교수)
김 상 철 (국민대학교 교수)
김 선 용 (건국대학교 교수)
김 성 우 (서울대학교 교수)
김 수 중 (명예회장)
김 승 천 (한성대학교 교수)
김 영 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김 영 철 (군산대학교 교수)
김 용 민 (충청대학교 교수)
김 원 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 재 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 정 식 (대덕전자 회장)
김 종 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 준 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진 수 (한밭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 욱 (연세대학교 교수)
김 현 (부천대학교 교수)
김 형 탁 (홍익대학교 교수)
김 훈 (인천대학교 교수)
나 정 웅 (명예회장)
남 상 욱 (서울대학교 교수)
노 태 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 병 인 (경북대학교 교수)
민 경 식 (국민대학교 교수)
박 민 호 (숭실대학교 교수)
박 성 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 영 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 종 일 (한양대학교 교수)
박 청 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박 현 창 (동국대학교 교수)
방 성 일 (단국대학교 교수)
백 만 기 (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흥 기 (전북대학교 교수)
변 대 석 (삼성전자㈜ 마스터)
서 승 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 춘 원 (김포대학교 교수)
성 굉 모 (명예회장)
손 보 익 (㈜실리콘웍스 대표이사)
송 병 철 (인하대학교 교수)
송 제 호 (전북대학교 교수)
신 오 순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한양대학교 교수)
심 정 연 (강남대학교 교수)
안 태 원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엄 우 용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예 종 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오 승 록 (단국대학교 교수)
우 운 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유 명 식 (숭실대학교 교수)
유 창 식 (한양대학교 교수)
유 회 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 석 현 (단국대학교 교수)

강 성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고 성 제 (고려대학교 교수)
고 정 환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구 용 서 (단국대학교 교수)
권 기 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종 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경 기 (대구대학교 교수)
김 기 남 (삼성전자㈜ 사장)
김 대 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 도 현 (제주대학교 교수)
김 동 식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봉 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선 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김 수 찬 (한경대학교 교수)
김 시 호 (연세대학교 교수)
김 영 선 (대림대학교 교수)
김 영 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 용 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은 원 (대림대학교 교수)
김 재 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 정 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종 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 지 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광운대학교 교수)
김 창 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 태 원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삼성전자㈜ 상무)
김 호 철 (을지대학교 교수)
김 휘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 기 창 (동국대학교 교수)
남 일 구 (부산대학교 교수)
동 성 수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문 영 식 (한양대학교 교수)
박 광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박 병 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 성 한 (명예회장)
박 인 규 (인하대학교 교수)
박 진 옥 (명예회장)
박 춘 명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 형 무 (동국대학교 교수)
배 준 호 (가천대학교 교수)
백 상 헌 (고려대학교 교수)
범 진 욱 (서강대학교 교수)
변 영 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 정 욱 (명예회장)
선 우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 해 경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송 문 섭 ((유)엠세븐시스템 대표이사)
송 상 헌 (중앙대학교 교수)
송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신 요 안 (숭실대학교 교수)
신 현 철 (광운대학교 교수)
안 병 구 (홍익대학교 교수)
안 현 식 (동명대학교 교수)
엄 일 규 (부산대학교 교수)
오 상 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은 미 (삼성전자㈜ 마스터)
원 영 진 (부천대학교 교수)
유 성 철 (LGH 본부장)
유 태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광 섭 (인하대학교 교수)
윤 성 로 (서울대학교 교수)

윤 영 권 (삼성전자㈜ 마스터)
윤 종 용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이 강 현 (조선대학교 교수)
이 규 대 (공주대학교 교수)
이 문 석 (부산대학교 교수)
이 병 선 (김포대학교 교수)
이 상 설 (명예회장)
이 상 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센터장)
이 석 희 (SK하이닉스㈜ 사장)
이 승 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 윤 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장 명 (부산대학교 교수)
이 재 훈 (유정시스템㈜ 사장)
이 진 구 (명예회장)
이 창 우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 충 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 필 중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이 호 경 (홍익대학교 교수)
이 희 국 (㈜LG 상임고문)
임 성 빈 (숭실대학교 교수)
임 제 탁 (명예회장)
장 길 진 (경북대학교 교수)
장 태 규 (중앙대학교 교수)
전 병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 교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영 모 (한성대학교 교수)
정 정 화 (명예회장)
정 준 (쏠리드 대표이사)
정 진 용 (인하대학교 교수)
조 경 록 (충북대학교 교수)
조 도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조 승 환 (삼성전자㈜ 부사장)
조 진 웅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진 훈 (경기대학교 교수)
채 영 철 (연세대학교 교수)
최 기 영 (서울대학교 교수)
최 승 종 (LG전자㈜ 전무)
최 윤 경 (삼성전자㈜ 마스터)
최 준 림 (경북대학교 교수)
최 천 원 (단국대학교 교수)
한 동 석 (경북대학교 교수)
한 종 기 (세종대학교 교수)
허 경 무 (단국대학교 교수)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호 요 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 민 철 (숭실대학교 교수)
홍 유 식 (상지대학교 교수)
황 승 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황 인 철 (강원대학교 교수)

윤 은 준 (경일대학교 교수)
윤 지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경 중 (연세대학교 교수)
이 문 구 (김포대학교 교수)
이 민 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이 병 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상 신 (광운대학교 교수)
이 상 회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 성 수 (숭실대학교 교수)
이 승 훈 (서강대학교 교수)
이 윤 종 (㈜DB하이텍 부사장)
이 재 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종호A (서울대학교(바이오) 교수)
이 찬 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 채 은 (인하대학교 교수)
이 충 웅 (명예회장)
이 한 호 (인하대학교 교수)
이 후 진 (한성대학교 교수)
이 희 덕 (충남대학교 교수)
임 신 일 (서경대학교 교수)
임 형 규 (SK텔레콤 고문)
장 은 영 (공주대학교 교수)
전 경 훈 (삼성전자㈜ 부사장)
전 영 현 (삼성SDI㈜ 대표이사)
정 길 도 (전북대학교 교수)
정 원 영 (㈜태성에스엔이 이사)
정 제 창 (한양대학교 교수)
정 진 곤 (중앙대학교 교수)
정 항 근 (전북대학교 교수)
조 경 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 상 복 (울산대학교 교수)
조 재 문 (삼성전자㈜ 부사장)
주 성 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차 철 웅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천 경 준 (㈜씨젠 회장)
최 성 현 (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재 식 (UNIST 교수)
최 중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해 철 (한밭대학교 교수)
한 수 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한 태 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허 서 원 (홍익대학교 교수)
허 재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홍 국 태 (LG전자㈜ 연구위원)
홍 승 홍 (명예회장)
홍 인 기 (경희대학교 교수)
황 승 훈 (동국대학교 교수)
황 인 태 (전남대학교 교수)

윤 일 구 (연세대학교 교수)
이 강 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광 엽 (서경대학교 교수)
이 문 기 (명예회장)
이 민 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 상 근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준 (수원과학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훈 (경남대학교 교수)
이 성 철 (전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원 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이 인 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재 홍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호B (서울대학교(반도체) 교수)
이 찬 호 (숭실대학교 교수)
이 천 희 (전임회장)
이 태 원 (명예회장)
이 혁 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 흥 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인 치 호 (세명대학교 교수)
임 재 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 익 준 (경희대학교 교수)
전 국 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홍 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 연 모 (경희대학교 교수)
정 은 승 (삼성전자㈜ 사장)
정 종 문 (연세대학교 교수)
정 진 균 (전북대학교 교수)
제 민 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조 남 익 (서울대학교 교수)
조 성 현 (한양대학교 교수)
조 중 휘 (인천대학교 교수)
주 영 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채 관 엽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 강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최 승 원 (한양대학교 교수)
최 영 진 (한양대학교 교수)
최 정 환 (삼성전자㈜ 마스터)
최 진 성 (도이치텔레콤㈜ 부사장)
최 현 철 (경북대학교 교수)
한 영 선 (경일대학교 교수)
함 철 희 (삼성전자㈜ 마스터)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허 준 (고려대학교 교수)
홍 대 식 (연세대학교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교수)
황 성 운 (홍익대학교 교수)
황 인 정 (명지병원 책임연구원)

사무국 직원 명단
송기원 국장 - 대외업무, 업무총괄, 기획, 자문, 산학연, 선거, 지부
이안순 부장 - 국내학술, 총무, 포상, 임원관련, 시스템및제어소사이어티
배지영 부장 - 국제학술, 국문논문, 교육, 컴퓨터소사이어티, 산업전자소사이어티
배기동 차장 - 사업, 표준화, 용역, 회원관리, 홍보, 신호처리소사이어티
변은정 차장 - 재무(본회/소사이어티/연구회), 학회지, 통신소사이어티
김천일 차장 - 정보화, 반도체소사이어티
장다희 서기 - 국제학술, 국제업무, SPC/JSTS영문지 발간

제 5차 상임이사회 개최

2018 Smart Radio Symposium : 5G &
Autonomous Vehicles

제 5차 상임이사회가 9월 7일(금) 17시 학회 회의실(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회 사업위원회와 한양대학교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공동개최로 “2018 Smart Radio Symposium :

1. 성원보고

5G & Autonomous Vehicles”가 9월 19일(수), 한양대 HIT 6층 세미

- 42명의 상임이사 중 22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

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5세대 이동 통신 및 연결 차량에 대하여 한국과 유럽

2. 위원회 보고

의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5세대 및 자율 차량 기술”을 부제로 현재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들이 서면 및 발표보고사항을 진행하고
위원회별 주요사항을 논의함

기술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약140명
이 참석하였다.

3. 심의사항
- 신규회원 가입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 ICCE-Asia 매년 개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4. 기타

2018 Smart Radio Symposium : 5G & Autonomous Vehicles

제 5차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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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반도체 소사이어티 Fan-Out Package Workshop 2018
반도체소사이어티(워크샵 운영위원장 : 조태제 마스터(삼성전기))에

신규회원 가입현황
(2018년 9월 5일 - 2018년 10월 10일)

서는 “Fan-Out Package Workshop 2018”을 10월 18일(목) 경희대

정회원

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공헌택(공주대학교), 박광효(국방기술품질원), 김제원(남서울대학교),

본 워크샵은 Fan-out Package(FOWLP)기술로 더 높은 집적도와 더

문백산(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수진(세종대학교), 강태수(엘아이지

많은 외부 접점을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넥스원), 안태형(일렉트로비트(콘티넨탈 그룹)), 남진문(평택대학교),

위해 개발된 표준 웨이퍼 기술로 국내외 기술동향 및 연구기술 등이

오수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성훈(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재민

발표 진행되었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밭대학교), 임진용(한화시스템), 임태흥(홍익대학교)
이상 13명

학생회원
김효석(건국대학교), 유준상(서울대학교), 임경진(아주대학교), 권예성
(아주대학교), 염준혁(연세대학교), 권용욱(한국외국어대학교), 정혜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승혁(한양대학교), 왕성식(홍익대학교)
이상 9명

Fan-Out Package Worksho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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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8일 ~ 2018년 10월 18일

1. 회의 개최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주요 안건

선거관리위원회의

9.28
(17:00)

학회 회의실

- 부회장 선거 논의 외

컴퓨터 소사이어티 이사회의

9.28
(17:00)

해동 자료실

- 워크샵

준비 논의 및 국제학술대회 논의 등

제5차 추계 조직위원회의

10.5
(7:3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논의 등
- 학술대회


제1차 포상위원회의

10.10
(18:00)

학회 회의실

-학
 회상 및 해동상 수상후보자 심의 등

ICEIC 2019 3차 운영위원회의

10.11
(7:3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모집 방안 및 프로그램 구성 논의 외
- 논문


2. 행사 개최
행사 명칭

일시

장소

주관

2018 Smart Radio Symposium : 5G &
Autonomous Vehicles

9.19

한양대 HIT 6층

사업위원회

Fan-Out Package Workshop 2018

10.18

경희대학교

반도체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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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편·집·기

가상현실(VR)을 위한 통신 기술

최근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이

술(오인열)”은 VR 헤드셋의 영상 케이블을 대체하기 위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이 가져

60GHz 밴드에서 고화질 초저지연 무선 전송을 실현하는 기

다줄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

술을 제시한다. 셋째, “무선 VR 플랫폼 기술: 동향과 전망

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에

(정덕영)”에서는 기존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무선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

V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 넷째,

상현실은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

“무선 VR을 위한 무선랜 표준 기술 분석(손주형 외)”에서는

이고, 그 중 통신·네트워크 기

IEEE 무선랜 기술을 이용해 무선 VR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

술은 헤드셋 단말의 케이블을 없

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차세대 무선랜 표준 기술들의 무선

애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궁

VR 서비스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가상현실(VR) 오

극적으로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디오(오현오 외)”에서는 가상현실 오디오 기술의 개념과 표

을 통해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활성

준화 동향, 그리고 전망을 제시한다. 끝으로, “VR 콘텐츠 어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특집호는 무선

지럼증의 유발 요인에 대한 이해와 저감 방안(곽민규 외)”은

VR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중심으

VR 콘텐츠의 어지럼증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

로 시스템, 무선 통신, 플랫폼, 표준, 오디오 그리고 VR의

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무선 VR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도움

어지럼증 문제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논문 6편

이 될 것이다.

윤 지 훈 편집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으로 구성되었다.
바쁜 일정 중에 본 특집호를 위하여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
첫째, “무선 VR 서비스를 위한 통신네트워크 시스템(김상

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집호가 무선 VR 서비스를 위

현 외)”에서는 무선 VR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아

한 통신·네트워크 및 기반 기술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키텍처를 보이고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기술적 챌린지를 소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VR 산업의 발전과 경쟁

개한다. 둘째, “고선명 영상 지원 초저지연 무선 VR 전송 기

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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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VR 서비스를 위한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Ⅰ. 서 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기술은 근래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VR은 이미 1970년대부터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구현되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몰입도 높은 콘텐
츠를 생성/제공할 기반 기술이 부족하여 일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을 생성하는데 실패하였다. 근래에 VR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된 이
유는 프로세싱 파워의 향상과 함께 디스플레이, 광학, 센서 기술의 발
전에 힘입어, 이제 VR 기술이 사용자에게 충분한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Oculus사가 2012년 Kickstarter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선보인 Rift DK1 VR 헤드셋이 높
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VR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출시된 기기의 판매량은 당초의 장밋빛 전망을 밑돌고 있
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가격 및 현재 VR 기술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
다. 2016년 출시된 3종(Oculus Rift, HTC VIVE, PlayStation VR)의
김상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High-End VR 헤드셋들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었고, 추가적으
로 고성능의 게이밍 PC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상도, 어
지럼증(motion sickness) 등 품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콘텐츠의 종
류도 제한적이었다. 또, VR 헤드셋에 연결된 거추장스러운 영상/데이

윤지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그림 1> 콘텐츠 프로세싱 위치에 따른 VR 헤드셋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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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케이블은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VR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두 시스템 형태의 장점을 모두 갖기 위해, 외부 호스
트가 VR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무선 연결을 통해 VR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헤드셋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현

평가되는 이유는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재 시장에 출시된 호스트 프로세싱형 VR 헤드셋의 케이

VR은 게임이나 영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행훈련 시뮬

블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이 일부 업체(TPCAST,

레이션, 의료 수술 등의 훈련/협업 프로그램, 교육, 소셜

DisplayLink 등)들에 의해 시중에 출시되었거나 예정인

미디어, 관광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시공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클라우드/엣지 컴퓨팅을 통

간의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 고품질 VR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스탠드얼론 VR

앞서 언급한 기존 VR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VR 산업이

헤드셋에 무선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무선 전송은 전송대역폭 및 지연시간 측면에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VR 시스템은 프로세싱 형태에 따라 <그림 1>

기존 케이블을 이용한 전송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무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호스트 프로세싱형 테더드

선 VR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tethered) VR 시스템의 경우, VR 콘텐츠의 생성은 별도

위해서는 VR 콘텐츠의 요구사항과 트래픽 특성을 이해하

의 고성능 PC에서 수행되며, 헤드셋은 생성된 콘텐츠의

고 이에 최적화된 콘텐츠 생성 및 전송 기술을 개발하는

표시와 사용자 머리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만을 수

것이 필수적이다.

행한다. 반면, 로컬 프로세싱형 스탠드얼론(standalone)
VR 시스템은 헤드셋에 스마트폰 또는 별도 프로세싱 유

Ⅱ. 무선 VR 시스템

닛이 탑재되어 헤드셋이 콘텐츠의 생성 및 표시를 모두

1. 무선 VR 시스템의 종류

수행한다.
상술한 두 VR 시스템 형태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무선 VR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콘텐츠가 고성능

있다. 호스트 프로세싱형 VR 시스템은 외부의 강력한 프

로컬 PC에서 생성되는 로컬 호스트 시스템과 클라우드/

로세서를 사용하므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엣지 컴퓨팅을 통해 생성되는 리모트 호스트 시스템으로

하지만, 콘텐츠 전송 및 사용자 움직임 정보 전달을 위한

분류할 수 있다. 리모트 호스트 시스템은 고성능 PC의 비

케이블이 프로세싱 호스트와 헤드셋 사이에 필요하고, 이

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자의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

로 인해 사용자의 움직임이 방해받는 문제가 있다. 반면

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

로컬 프로세싱형 VR 시스템은 케이블이 없는 장점이 있

우 VR 헤드셋 단말과 프로세서 간의 네트워크 지연이 추

지만, 제한된 프로세싱 파워로 인해 제공하는 콘텐츠의

가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품질에 한계가 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2> 무선 VR 시스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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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R 시스템의 형태에 따른 End-to-End Latency

2. 무선 VR 시스템의 문제점

츠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생성되기 때문에 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VR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짓

이터 양이 일반적인 무선통신·네트워크 기술(LTE, Wi-

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MTP(Motion to Photon)

Fi 등)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무선

Latency이다. 이는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반응하여 콘

VR 시스템이 기존의 무선통신·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

텐츠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로 할 경우, 콘텐츠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인코딩/디코딩

VR 시스템의 MTP Latency가 작을수록 VR 콘텐츠

(영상 압축/해제)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지연

의 반응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높은

을 발생시킨다. 무선통신이 비면허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TP Latency는

타 장치에 채널 점유로 인해 콘텐츠 전송이 추가적으로

20ms를 넘지 않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를 넘어설 경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 사용자의 시각과 평형기관 간의 괴리가 커져 사용자
가 이질감을 느끼고 어지럼증과 멀미 증상까지 유발할 수

Ⅲ. 무선 VR 서비스

있다.
무선 VR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MTP Latency를

VR 콘텐츠의 종류는 크게 360/180° 파노라마 영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전송지연

제공하는 시네마틱(cinematic) 콘텐츠와 사용자의 동작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 단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콘텐츠

이다. <그림 4>는 네트워크 전송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의 두 종류로 나뉜다.

VR 시스템의 프로토콜 스택 예를 보이고 있다. VR 콘텐

1. 시네마틱 콘텐츠 서비스 (360° 비디오)
시네마틱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카메라로 넓
은 영역을 녹화하고 이들을 이어 붙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림 5>). 사용자는 머리 움직임을 통해 영상의 시청영
역을 결정한다. 360° 비디오의 콘텐츠는 사용자의 동작/
입력과 상관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요구조건
이 훨씬 낮다. 따라서, 로컬 프로세싱형 VR 헤드셋과 같
이 고성능 프로세서가 없는 VR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쉽
게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4> 네트워크 기반 무선 VR 시스템의 동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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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된 사용자의 시야영
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타일셋을 전송할 수 있
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 대역폭의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또, 콘텐츠를 수신할 미래 시점의 사용자 시선을 예측하
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시간이 길어질수
<그림 5> 360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개념도

록 예측이 부정확해지는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네트
워크 지연은 가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9]에서는 사용
자 시선 예측의 정확도를 트랙킹하여, 전송타일셋을 동적
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2.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
인터랙티브 VR 콘텐츠는 사용자의 시야 변경 및 가
상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생성
된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높은 몰입감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어지럼증을 느

<그림 6> 360° 비디오 콘텐츠 시야영역 불일치 문제

끼지 않게 하기 위해 콘텐츠는 20ms 이하 수준의 MTP
함하므로 용량이 매우 크고, 이러한 고용량의 콘텐츠를

Latency를 만족하면서 생성되어야 한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할 경우 큰 전송 대역폭을

무선 VR 시스템이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소비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360°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두 종류의 작업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콘텐츠 생성이다. VR 시스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첫째는 360° 비디오 압축 기술에

은 사용자의 입력을 반영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수

[1-2]

, 둘째는 전체 콘텐츠 중 사용자에게 제

행한다. 이후 가상현실의 장면을 렌더링하여 이미지를 생

[3-8]

공해야 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스트리밍 하는 연구

성한다. 둘째는 무선 전송을 위한 콘텐츠 압축이다. 이는

이다. 특히, 두 번째 방향은 360° 비디오 데이터 중, 사용

제한된 대역폭을 갖는 무선 링크/네트워크 연결을 사용

자가 특정 순간에 소비하는 데이터는 15% 가량(VR 헤드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무선 VR

셋의 시야영역(110°×90°) / 콘텐츠의 전체영역(360°×

시스템에서는 무선 링크/네트워크 전송으로 인한 지연뿐

180°))이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의 구현을 위해, 360°

만 아니라, 압축 및 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비디오는 타일(tile)이라는 사각형 조각으로 쪼개져서 압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의 지연을 최소화하더라도 필요

대한 연구이고

축되고, 스트리밍 시에 사용자가 보는 영역의 타일셋만
을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그림 5>). 사용자는 현
재 자신이 보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VR 서버에게 전달하
고, 서버는 이를 기반으로 전송할 타일셋을 결정한다. 하
지만,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사용자가 타일셋을 수신한
시점에는 사용자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신한 타일셋이 사용자의 변경된 시야
영역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사용자는 영상 정보가 없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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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타임워프 기술을 통한 MTP Latency 단축 효과와 콘텐츠에의 영향

MTP Latency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추가적인 후처리를 통해 필요 지

Ⅳ. 인터랙티브 VR 콘텐츠의 트래픽
특성과 전송 이슈

연시간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기존 VR 시스템에 도
입된 타임워프(Timewarp)기술[10]은 헤드셋의 디스플레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랙티브 VR 콘텐츠 서비스를

이 패널에 콘텐츠를 표시(scan-out)하기 직전, 사용자의

제공하고자 할 때, 상술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신 머리 각도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먼저 트래픽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즉, 렌더링된 콘텐츠는 기존에 보고된 사용자 머리 각도

는 인터랙티브 VR 콘텐츠의 트래픽 특성과 이에 따른 무

를 기준으로 생성되었지만, 타임워프를 통해 실제 표시되

선 VR 전송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는 콘텐츠는 사용자의 시선과 더 적은 괴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VR 시스템의 MTP Latency는
타임워프를 수행하는 시점부터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게 되는 사이의 지연으로 단축된다.

1. 무선 VR 트래픽 특성
무선통신 기술이 제한된 대역폭을 가질 경우 전송 전에
VR 콘텐츠를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된 VR 콘텐츠

하지만, 타임워프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한 콘텐츠를

는 균일한 크기를 갖지 않고 시간에 따라 큰 용량 차이를

사용자의 시선 방향으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경

갖게 되는데, 이는 영상 압축 방식(인코딩)의 특성으로 인

계 영역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 수신한 콘텐츠는 사

해 발생한다. 영상 압축 단계에서 키(key) 프레임(MPEG

용자의 시야 영역과 일치하는 크기이지만, 콘텐츠의 위

코덱에서는 I 프레임)으로 결정된 영상 프레임은 해당 이

치를 조정함에 따라 데이터가 없는 부분(<그림 8>에서

미지의 모든 데이터를 갖도록 생성되고, 키 프레임이 아

Timewarped content의 검정색 영역)이 사용자에게 보

닌 다른 종류의 프레임은 이전 키 프레임을 기준으로 변

여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연시간이 길어 타임워프가 더
많은 각도로 콘텐츠를 조정할수록 더 많은 검정 영역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된 콘텐츠와 해당 영역에 대
해 이상적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
니므로, 과도한 조정은 사용자가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임워프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Endto-End Latency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림 9> 인터랙티브 VR 콘텐츠의 트래픽 변화
(키 프레임 생성 주기 = 매 48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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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의 데이터만을 갖도록 생성된다. 따라서, 키 프레임

은 이미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전송 기회 우선순위를 부

이 생성될 때마다 전송해야 하는 트래픽의 양이 급격히

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여전히 CSMA/CA를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우선 순위를 할당받은 트래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9>는 인터랙티브 VR

픽이라도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무선 채널의 상

콘텐츠 영상을 H.264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된 스트림을

태에 의해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VR 트래픽의

생성하였을 때 프레임별 데이터 크기를 보이고 있다.

전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선순위 관리

압축된 360° 비디오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프레임별로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크게 변화하는 데이터 크기를 갖는다. 하지만, 360° 비디
오는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될 필요성이 떨어지므

Ⅴ. 전망과 결론

로, TCP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의
버퍼에 충분히 저장한 후 영상 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이

앞으로 VR은 더욱 높은 몰입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용할 수 있다. 즉, 전송 시 무선 링크/네트워크 상황에 맞

기반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점점 더

춰 전송하는 데이터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랙

넓은 사용자층과 응용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 콘텐츠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실시간성을 요구하므

그 과정에서, 통신·네트워크 기술은 VR의 서비스 및 시

로 최소한의 버퍼만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송할 데

스템 형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이터의 높은 크기 변화율은 그대로 전송 시간의 큰 변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

로 이어지게 된다.

구사항의 면밀한 분석과 이를 만족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무선 VR 트래픽 전송 전략
이처럼 데이터 변동성이 큰 인터랙티브 VR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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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명 영상 지원 초저지연
무선 VR 전송 기술

Ⅰ. 서 론
사용자는 선명한 영상을 즐기기를 추구하면서 IT기기는 고화질화 되
고 있으며, 2K(2880×1600), 4K(4096×2160), 8K(7680×4320) 등
으로 화소 분해능을 증가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가상공간
에서 몰입하며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VR 기기는 Headtracking 기능과 더불어 생동감 있는 3차원 영상을 보여주면서 게임
및 놀이시설 등과 연계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에 머무르지 않고, 실감 있는 체험교육을 지원하거나, 가
상현실 군사교육, 가상 관광안내, 가상수술 지원, 고소공포증 치료, 스
마트 팩토리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2016/2017 대표적인 가전 쇼 및 모바일 쇼인 CES,
MWC에서는 VR이 화재의 키워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봇물 처럼 VR
기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현재 VR 기기는 크게 3분류로 분류되면서 사용자에게 이용되고 있
다. 첫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와 같은 VR에 스마트폰을 삽입하
여 VR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삽입형 HMD(Head Mount Display)
가 있으며, 게임밍 PC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PC 연결형 HMD가 있고,
마지막으로 HMD 자체가 영상을 구동하여 보여주는 Stand-alone형
HMD가 있다. PC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PC 연결형 HMD는 Tethered
VR-HMD라고도 한다.
스마트폰 삽입형 HMD는 별도의 IT기기가 없이 스마트폰 기기의 화
면을 통하여 VR을 즐길 수 있기에 저가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오인열
(주)와이젯 기업부설연구소,
CTO & Co-founder

기반의 VR 콘텐츠의 활성화가 용이하다. 그러나 렌즈영역만을 디스플
레이로 활용하기에 낮은 해상도의 한계를 가지며, 스마트폰 프로세서
기반의 VR 컨텐츠 구동으로 다이나믹한 영상 구동의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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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lone형 HMD는 HMD 내부에 영상 구동 프로

Ⅱ. VR구조 및 고속무선 기술

세서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연결기기가 없이도 간단하
게 VR을 즐길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Oculus Go

1. VR에서의 케이블 구조

제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착되는 영상 구동 프로세서

Tethered-VR HMD 사용시에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을

의 한계로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즐기기 위한

제거하고, 무선화 구현을 위해서는 VR의 구조를 이해해

목적에는 한계를 갖는다.

야 한다.

Tethered VR-HMD는 게임전용 PC를 HMD에 연결

Tethered-VR HMD는 일반적으로 PC에서 HMD로의

하여 다이나믹한 PC 게임 등의 콘텐츠를 VR로 즐길 수

영상을 전송하기위한 HDMI 케이블이 필요하며, HMD

있도록 한다. 사용되는 VR 환경은 거추장스럽게 PC와

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반영하여 PC는 3

HMD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HMD를 머리에 장착하여 사

차원 영상 정보를 HMD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 데이터인

용한다. 그러나 이의 불편함에도 VR을 사용하는 이유는

Head-tracking, Motion-tracking 정보를 주고 받는

몰입형으로 뛰어난 영상을 가상현실로 즐기기 위함이다.

USB 케이블, HMD를 구동하는 전원케이블로 크게 3종

이러한 이유로 게이밍 전용 PC에 HMD를 연결하여 사

류의 케이블이 PC 와 HMD 사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용하는 Tethered VR-HMD가 가장 선호하며 사용되고

를 하나의 케이블화 하여 두꺼운 케이블로 사용하는 형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Sony사의 Play-station과

태이다. 이러한 케이블 모두를 무선화 하여야 무선 VR-

HTC사의 Vive, Oculus사의 CV1을 들 수 있다.

HMD가 가능하다.

VR HMD 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PC로부터 가상

HTC사에서는 Vive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써 Vivi-

현실 HMD에 연결되는 거추장스러운 두꺼운 HDMI 케이

pro 제품을 2018년 초에 내놓았다. Vive-pro에서는

블이다. 고속의 무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 HMD

HDMI 인터페이스를 대신하여 DisplayPort 케이블로 대

에 무선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현실

체하였고, Head/Motion-tracking 정보를 USB2.0을

HMD 사용 시에 사용자 안전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보

대신하여 USB3.1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원케이블과 함께

조자가 있어야 하거나 심지어는 거대 기중기를 사용하기

PC에 연결되는 구조로 바꾸었다. 그리고 HMD로는 이

도 한다.

들 케이블들을 비표준 규격인 하나의 자체 케이블 컨넥

VR 분야에서도 Tethered-VR HMD는 가장 핵심적인

터로 규정하여 연결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

VR 응용이 되고 있으며, 시장의 크기 및 점유도가 커지

로 스마트기기에는 USB3.1을 포함하는 Type-C 컨넥터

[1]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

를 채용하고 있다. 24핀으로 구성된 Type-C 컨넥터는

해서는 VR-HMD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의 불편함을

DispalyPort 영상 표준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USB2.0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서 Tethered VR-HMD의 무

더불어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전원에 대한 전류 용량도

선화는 필수적이다.

HMD 구동에는 충분한 적어도 3~5A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 VR-HMD 사용 유형 (보조자 도움 사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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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thered VR-HMD 연결 케이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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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USB3.1과 DisplayPort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택

Streaming 고선명 3차원 영상 데이터가 정체되면 영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lternate mode로 규정하여 사

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영상 손

용하여야 한다. 이는 한정된 컨넥터 핀 수에서 USB3.1

실은 영상 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며, 지연은

과 DisplayPort가 공유되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VR

HMD 사용 시 어지러움 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

에서 케이블 구조를 단순화하기위한 방향에서 Type-C

용한다.

표준 컨넥터는 좋은 인터페이스 구조가 되는 것은 확실

또한 전송용량을 줄이기 위한 영상 압축 기술은 영상

하다. Tethered-VR HMD 무선화를 위해서는 HDMI

압축과정과 수신시 압축영상을 푸는 과정에서 전송처리

(또는 DisplayPort), USB, 전원선을 무선화하여야 한

지연을 유발하여 이 또한 HMD 사용 시 어지러움 증을

다. Head/Motion-tracking 정보를 주고받는 USB 인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터페이스는 제어 데이터(또는 Audio를 포함하기도 함)로
USB2.0에서 전송속도를 규정하는 480Mbps이면 충분하

2. 고속 무선 기술

며, 이를 무선화하기위해서는 UWB 및 Wi-Fi 기반의 무

현재 사용되는 Tethered VR-HMD은 2k, 4k 영상

선 USB 솔루션으로 데이터 정체없이 지연없는 구조로 데

을 수용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

이터 무선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전원선은 HMD쪽에 배

되고 있는 HTC-vive와 Oculus-CV1 영상은 2k(2160

터리를 채용하여 전원 케이블을 제거할 수 있다. 무선화

x 1200)/90Hz 영상 화소를 지원하고 있다. (HTC-vive

에 있어서 문제는 HDMI(또는 DisplayPort)로 연결되는

pro인 경우는 2880 x 1600 / 90Hz로 상향됨.) 이에 대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이다. 이 케이블은 영상의 대

한 영상의 실시간 전송에 요구되는 전송 속도는 4.7Gbps

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해서 6 Gbps/Lane 속도

(4:2:2 포맷)가 된다.

로 고속처리 되어야 하기에 신호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

반면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무선 기술이 있지만 가장

는 구조로 제작되어 두껍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VR

빠른 무선 전송기술은 현재 Wi-Fi 기술이다. 그러나 스

은 더 선명하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추구하며, 더 고용량

마트기기에 적용되는 무선전송 기술의 수준은 1 ~ 2

데이터 전송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HDMI2.1을

Gbps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Tethered VR-HMD의 영상

[2]

발표하면서 12 Gbps/Lane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신호의 무선화에는 부족한 기술이다.

이러한 고속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정체 없이 실시간으

이러한 응용의 발생으로 Wi-Fi 표준화 기구에서는

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기가비트/초’ 이상의 고

11ax/ay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Wi-Fi 표준 동향에 따

속 전송속도가 무선에서 요구된다.

른 Throughput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Wi-Fi 표준 동향에 따른 throughput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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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는 크게 2.4/5GHz 대역의 IEEE 802.11a/b/

가능하며, 파장 길이가 1/10 수준이어서 스마트기기 소

g/n/ac 제품이 IEEE 802.11ax로 발전하고 있으며,

형화에 유리하다. 이에 UHD의 정보량이 큰 데이터를 근

60GHz 대역의 IEEE 802.11ad제품이 IEEE 802.11ay

거리 무선으로 보낼 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영상 전송에 특화된 60 GHz 무선 전송 기

로 발전하고 있다.
2.4/5GHz를 중심한 11ax는 범용 확장용으로

술인 WiHD이 있지만 3 Gbps 전송 속도에 머물러 있어

Throughput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Higher order

서 FHD 화면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수준이다. LG

modulation을 1024QAM까지 확장하여 8개 Stream으

전자는 WiHD칩을 탑재한 Wireless TV를 2009년에 상

로 최대 9.6 Gbps까지 전송속도를 개선하는 솔루션으로

용화했지만 높은 소비 전력과 장애물에 의한 신호 봉쇄

[3]

표준이 만들어졌고 , 이를 바탕으로 이미 11ax는 다국적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고, 아직까지 개선된 결과

기업인 2017년 퀄컴, 브로드컴, 마벨 사들에서 칩셋을 만

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들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실제 사용 Throughput
은 1~2 Gbps 수준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2018년

Ⅲ. 무선 VR의 특징

에는 도시바사 등에서도 칩셋을 만들어 판매중이어서 계
속적으로 다국적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반

1. 무선 VR에 핵심 기술

면 60 GHz 차세대 무선랜 11ay는 11ax와는 달리 UHD

현재 11ad 기술이 적용된 칩셋이 인텔과 퀄컴사에서

streaming을 필요로 하는 방송 및 VR시장을 대응할 수

상용화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2 Gbps 전송속도 수

있도록 20 G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

준으로 5 GHz 11ac 성능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해

[4]

행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1ay는 20 Gbps

현재 11ad의 칩셋 솔루션은 퀄컴에서 2013년부터 출

이상의 전송속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소형화에 유리한

시하였으나 11ad가 출시되는 시점에는 VR/AR이 활성화

11ad는 인텔에서 고속을 요구하는 VR-HMD 무선화

되지 못하여 무선으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

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송지연이 16

였다. UHD 영상이 빠르게 도입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msec 수준[5]이어서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무선 VR 응

11ad의 현실적 전송속도 수준인 1~2 Gbps의 한계 수준

용에 불가능하다.

(2018.09 현재)이어서 UHD 응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속

이에 현재 사용되는 Tethered VR-HMD인 HTC-vive

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 Gbps급 11ay 솔루

와 Oculus-CV1의 영상 2k(2160 x 1200)/90Hz를 실시

션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11ad가 대응하지 못하였던 초

간 수용할 수 있는 5 Gbps 이상의 전송속도의 새로운 무

고속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전송 기술이 필요하며, 전송지연 없이 전송되어 어지러

스마트기기 및 HMD 에서의 고속 무선화 적용을 위해

움 증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선 없이 배터리로 구

서는 구현되는 크기도 중요한데, 11ax는 8 stream을 구

동되는 HMD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야 하기에 작고, 저 전

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특성상 보드레벨 이상으로 안테

력 소모동작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무선 기

2

나를 배치해야 해서 수십 cm 크기로 구현되어 스마트

술 요구사항에서 60 GHz는 최적의 무선 솔루션이지만

기기에 적용은 어렵다. 반면 11ad/ay 는 수십개의 어레

전파 전송 특성상 직진성으로 인해서 NLOS(Non-Line

이 안테나 구조를 갖는다고 해도 칩셋이 SoP(System on

of Sight) 환경에서는 정보 전송 단절 현상이 발생할 수

Package) 형태로 구현될 수 있기에 cm 단위로 구현이 가

있다. 이를 고려한 기술이 필요하다.

능하여 스마트기기 적용에도 유리하다. 주파수별 차세대
무선랜 특성을 살펴보면 11ay는 11ax에 비해서 50배의
광대역 주파수 대역폭으로 20 Gbps 이상의 고속 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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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 GHz 전송 기술
NLOS 환경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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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기술과 Diversity 기술을 들 수 있다. 모두 송수

하기에 전력소모 특성에서는 유리하며, 각 안테나의 각도

신기 및 안테나 어레이 기술 기반으로 구현된다. Beam-

및 거리 조정만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간단한 구조로 구

forming 기술은 어레이 송수신기와 안테나 사이에 각 신

현되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구현되는 크기에서는 별도의

호 경로마다 360도 가변 위상 조정기를 두어 빔의 각도를

팩키지 및 모듈로 구현되어 구성됨으로 하나의 평판 PCB

Tilting하는 기술이 된다. Tilting하고자 하는 각도에 대

면에 구현되는 Beam-forming 기술보다는 불리하다. 위

하여 각 신호 경로의 안테나 간격으로 차이나는 거리만큼

의 내용을 요약하는 표1과 같다.

위상값을 일정 간격으로 조절함으로써 구현된다. Beam-

Beam-forming의 장점과 Diversity 장점을 모두 살려

forming 기술은 Array 수만큼 안테나 이득이 커지고, 빔

서 Diversity 구조에서 하나의 각도를 지원하는 안테나

각도를 Array 구조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

부에 Array 안테나와 송수신기 구조로 구현하여 각 커버

은 있지만 모든 Array의 송수신기를 동작시킴으로써 전

리지 마다 Beam-forming 구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

력소모가 커지고, 사용되는 3-dB 빔폭은 작아지며, 같은

게 되면 더 높은 안테나 이득과 좁은 빔폭을 얻을 수 있어

형태의 안테나의 array 구조에서는 빔의 전체 Coverage

서 먼 거리 지원 및 간섭에 유리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가 하나의 안테나 3-dB 빔폭 내에서만 구현된다. 이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대안으로써 여러 종류의 안테나로 array화 하여 Beam-

본 논문에서는 무선 VR에서 중요한 무선 기술이 될 수

forming 기술을 구현하게 되어 전방위 빔 커버리지를 가

있도록 고속 무선 전송으로 고선명 화질 전송이 가능하

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빔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고 있

면서도 신호 지연이 없는 60 GHz 고속 무선 기술을 구

으며, 이로 인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동작하는 알고

현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VR 사용자의 자유로운

리즘에 있어서는 이종의 안테나마다 또는 Array 분류마

움직임에 유리한 빔 커버리지 확대와 저전력 소모 동작

다 빔을 스위칭 시키며, Beam-forming 알고리즘을 구

에 유리한 60 GHz Diversity 기술 기반으로 동작시키도

현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록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Diversity 기술 내에 Beam-

반면 Diversity 기술은 다수의 안테나를 일반적으로 각

forming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기 다른 방향으로 두어 모든 방향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
조화하고, 이를 최적의 방향의 안테나로 스위칭 시켜 동

Ⅳ. 무선 VR 구현

작하는 기술이다. 같은 종류의 안테나를 Array 시켰다면
항상 일정의 넓은 3-dB 빔폭을 가지며, 빔 커버리지는

HMD를 착용하여 사용되는 VR 환경은 앞이 보이지 않

Beam-forming 기술과 달리 Array 수만큼 커지게 된다.

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동작함을 전제로 하여 무선

Array 송수신기 구조에서도 하나의 송수신기만으로 동작

VR 사용 빔 커버리지를 규정하여 무선 VR 안테나 및 송
수신기를 구조화 하였다.

<표 1> 60GHz Beam-forming 기술과 Diversity의 기술 비교
구분

Beam-forming

Diversity

동작

빔 각도 조절로 동작

빔 각도 스위칭으로 동작

안테나 이득

Array 수에 따라 커짐

하나의 antenna 이득 유지

단일 빔 빔폭

3-dB 빔폭 좁아짐

3-dB 빔폭 유지

빔 커버리지

하나의 안테나 빔 커버리지
범위에서 동작

Array 수만큼 빔 커버리지
커짐

전력소모

불리

유리

사이즈

유리 (하나의 평판면에
구현)

불리 (각도가 다른 별도
모듈로 구현)

구조

복잡

간단

27

VR 환경은 3×3 meter 범위에서 사용함을 가정하
고, PC와 연결된 60GHz 송수신기 천장에 위치시키고,
60GHz 수신기는 HMD 위에 장착시키도록 하였다. 수신
기가 HMD 위해 올라간 상태에서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빔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테나 및 수신기를 Array
화 하였고, 움직임에 따라 최적의 안테나가 선택되어 동
작하도록 하였다. 송수신기 거리는 3미터 지원하도록 하
여 Motion-tracking 측면에서 모든 사용자 움직임을 지
원하도록 하였으며, Head-tracking 측면에서는 VR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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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형 Patch 안테나 설계도면

<그림 4> Diversity 안테나 배치도 개념

용자 동작에 최적화 되도록 <그림 4>의 구조로 안테나를
배치하였다. 360도 어느 회전 방향 움직임에서도 문제없
도록 원형 편파를 지원하는 Patch 안테나로 구현하였고,
구현된 원형편파 Patch 안테나는 +/-30도를 적어도 지
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좌우측면에서는 양 옆으로 25도
씩 안테나 배치를 통하여 10도가 겹치도록 배치하여 전
체 +55 ~ - 55도의 커버리지를 갖도록 하였고, 앞뒤로
<그림 6> 안테나 측정 결과

의 움직임에서는 앞으로 머리를 더 숙일 수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앞쪽 안테나를 10도, 뒤쪽 안테나를

하였다.

40도 각도로 배치하여 +70 ~ -40도의 움직임에 대처할

안테나 측정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57 ~ 66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이외의 각도에 대해서는 VR 방의

GHz ISM 대역 모두를 -10 dB이하로 만족하는 반사손

벽면을 반사하여 들어오는 신호로 수신함으로써 대부분

실 특성을 얻었으며, 안테나 이득은 7dBi를 얻음을 알 수

의 사람 움직임에서 최적의 무선 영상 전송신호를 수신토

있다. 3-dB 안테나 빔폭은 +/- 35도로 측정되어 안테

록 구조화 하여 가능한 뛰어난 화질을 그대로 VR 사용자

나 Spec.으로 설정한 모든 특성을 만족하며, 동작시켰다.

가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2. 60GHz 송수신기 구현
1. 60GHz 안테나 구현
360도 회전 방향에서도 신호 수신에 문제없도록 원형

60 GHz 송수신기는 저전력 소모 동작에 유리한 65nm
CMOS ASIC으로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편파를 지원하는 Patch 안테나를 구현하였다. <그림 5>

송신기는 30 GHz 발진기 설계를 기반으로 Doubler 회

와 같이 일반 Patch 안테나의 신호입력부의 신호 흐름이

로를 이용하여 60 GHz 회로를 구현하였고, 이를 Local

원형 편파 신호가 이루어지도록 구조화 하였다.

신호로 사용하여 영상 신호를 변조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전면 방사 패턴을 갖는 안테나는 안테나가 장착된 PCB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조기(Modulator)는 변

면의 주변 소자들의 높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기능과 더불어 변조된 60 GHz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이의 대응으로 신호 Probe 길이를 3.75 mm 길게 해줌으

출력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을 최소화 하였다.

로써 3-dB 방사 각도가 50도 조건(안테나 제작에 따라

특히 전력소모가 큰 신호를 증폭하여 안테나로 전달하

한쪽으로 치우쳐 방사 패턴이 얻어질 수 있음)에서도 인

는 Modulator 출력단 증폭기에서도 영상 신호에 따라서

접한 부품이 2mm 이하의 높이는 영향 받지 않도록 설계

On/Off 되도록 하여서 변조 성능을 높이면서도 전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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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송신기 구조 및 Link budget

<그림 9> 안테나 방사 패턴 결과

<그림 8> 60GHz 송신기 모듈에서 칩과 안테나 배치 사진

모가 50% 이상 개선되도록 구현하여 경쟁력 있는 저전력
소모 동작을 구현하였다.
Modulator는 출력 레벨이 -3 dBm을 얻고 있어서 구

<그림 10> 60GHz 수신기 모듈 에서 칩과 안테나 배치 사진

동증폭기(DA, Drive amplifier)로 8 dB 증폭하여 5 dBm

출력 레벨을 보면 충분한 신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출력레벨을 얻을 수 있도록 CMOS로 설계하였고, 이를

수 있다. 이는 3x3 meter 범위의 룸에서 사용시 NLOS

통해서 EIRP 12 dBm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때 전력소

환경 조건에 대한 한번 반사 신호(10 dB 반사손실로 환

모는 105 mW로 동작하였다. Link-budget에서 3 미터

산, 감도 -56 dBm)에도 수신이 가능한 동작 범위에 있

전송을 이루기 위해서는 EIRP 25 dBm 요구되어 이득이

어서 자유로운 무선 VR 사용자 환경을 제시한다.

13 dB 이상을 가지며, PSAT(포화출력) 출력 레벨이 19

반면 정상 상황에서는 한번 반사 신호에 의해서 입력되

dBm을 얻을 수 있는 HEMT 기반으로 제작된 PA(HMC-

는 신호는 정상 수신 되는 신호의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

[6]

송신기와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미터 거리에서 1.5미터 떨어

안테나 사이에서 동작하게 해서 목표하였던 최종 EIRP

진 벽을 맞고 입력되는 수신 각도는 70도 이상이 됨을 알

25 dBm 출력 레벨을 얻도록 구현하였다.

수 있다.

ABH209, 전력증폭기)를 최종단에 추가하여

<그림 8>은 최종 구현된 송신기 모듈 사진을 보여주고

사용된 안테나는 <그림 9>와 같이 3 dB 빔폭이 +/-30

있다. 영상 신호는 Modulator 입력단에 본딩 신호선을

도 이상을 가지며, 7dBi의 안테나 이득으로 동작하고, 간

통해서 들어오며, CMOS로 설계된 Modulator + DA를

섭 신호가 입력되는 +/-70도에서는 10 dBc 이상의 이득

거쳐, 최종 PA로 전달되고, 18 dBm이 얻어진 출력 신호

차이를 두고 동작한다.

가 최종 안테나로 전달되고 있다.

이의 결과는 10 dB 이상의 벽면 반사손실과 송수신기

수신기는 <그림 10>에 구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테나의 방사 패턴에 의한 Main lobe에 입력되는 신호

송신기와 반대로 60 GHz 원형 편파 안테나와 수신감도

대비 간섭 신호의 -20 dB 추가 손실을 가져와서 신호대

를 높이기 위한 HEMT LNA(HMC-ABH209, 전력증폭

잡음비는 30 dB 이상이 되기에 간섭 신호가 주 신호에 영

[7]

기 )를 안테나 바로 다음인 최 앞단에 추가하여 사용하였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이후 설계된 CMOS LNA와 De-modulator를 적용

적용된 수신기는 HMD 위에 장착되어 배터리 구동으로

하였다. 수신기 구조에서 나타낸 26 dBm EIRP 신호레벨

사용되기 때문에 수신기 모듈 전체 크기와 전력소모를 고

의 출력 신호가 3미터의 전송거리 조건에서의 수신기의

려하여 설계하였다. 설계 결과 수신기는 200 mW 미만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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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결과는 HTC-vive와 Oculus-CV1의 Tethered
VR-HMD에서 사용하는 영상인 2K(2160×1200)/90Hz
영상 화소에 대한 영상의 실시간 전송에 요구되는 전송
속도는 4.7 Gbps (4:2:2 포맷)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영상처리 구현
<그림 11> 송수신기의 대역폭 동작 특성 결과

무선 VR에서의 영상 처리는 Tethered VR-HMD의 영
상 처리 동작과 달리 동작하는 환경이 무선 환경으로 통
신 품질이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
며, 이에 대하여 효율적 영상처리가 요구된다.
기존 무선 환경에서의 영상처리는 채널이 열화 되면
Modulation 지수 및 coding rate를 조절하면서 전송속
도가 달라져서 제일 작은 전송 속도에서 수용하는 영상

<그림 12> Eye-diagram 측정 결과

분해능으로 보내거나 제일 높은 전송 속도에서 보낼 경우
는 변조지수를 낮출 경우 영상의 손실을 일으키면서 영상

14x18 mm로 제작되었다. <그림 10>은 구현된 60 GHz

신호를 전송하는 비효율적인 영상처리 방법을 사용했다.

수신기 모듈의 사진이다. 칩 구조도에서 보는 것처럼 송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영상 품질을 보내면서도 통신 품질

신기로부터 Air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신호가 안테나를

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분해능을 낮추어 전송함으로

거쳐서 LNA(HEMT)와 다시 CMOS로 설계된 LNA, 그

써 영상 품질의 손실이 없도록 하였다.[8] 기존 기술 대비

리고 De-modulator를 거쳐서 최종 영상 신호가 복원됨

본 논문에서 적용된 무선 환경에서의 영상 처리 기술을

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3>에서처럼 기존 기술

송수신기의 동작 특성을 <그림 11>과 <그림 12>
에 나타내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송신기의
Modulator(변조기) 입력을 P1(계측기의 출력)으로 사
용하고, 수신기의 De-modulator(복조기) 출력을 P2
(계측기의 입력)로 사용하여 각각 대역폭 특성 및 Eyediagram을 측정하여 얻은 결과이다.
대역폭 특성 측정은 E8361A로 측정하였고, Eye-

<그림 13>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존기술과 적용기술 비교

diagram은 MP2100A 사용하였다.
<그림 11>에 나타낸 대역폭 특성 결과는 3 dB 대역폭
이 5 GHz 이상이며, 대역폭내의 반사손실은 -8 dB 이하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2>의 Eye-diagram은
PRBS 2^9-1 패턴의 5.4 Gbps 입력 신호에서 송수신 특
성이 Eye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Error-free 임을 알 수
있으며, Rising/falling time은 120 psec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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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일 좋은 채널 환경 기준으로 수용 가능한 시스템 전
송속도 내에서 전송이 가능한 2k 화질을 전송한다면 열
화된 채널 환경에서는 열화된 영상 화질 또는 전송이 불
가능하여 블랙화면을 보낼 수 있는 구조라면, 본 논문에
적용된 기술은 전송 가능한 전송속도 5.4 Gbps 내에서
전송이 가능한 UHD 신호를 전송하면서 채널이 열화 되
면 2k, FHD 신호를 재 생산하여 전송하였기에, 기존 기

<그림 15> Diversity 기능이 적용된 무선 VR 수신기 사진

술에서 적용했던 강제로 열화시킨 화면이 아닌 재생산된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 구현을 위해서 영상처리 장치는 <그림
14>와 같이 해주었다.
초기화시에 송수신기는 디스플레이와 소스 사이에 전
송이 가능한 최적의 영상 포맷을 규정하게 되고, 이를

<그림 16> 무선 VR 시연[9]

Fixed video 처리단에서 규정하여 처리하게 되고, 수시
로 바뀌는 무선 환경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와 소스와 상관

Diversity 수신기이다.

없이 무선 채널에 적합한 영상 포맷을 전송할 수 있도록

<그림 16>은 구현된 송신기와 Diversity 수신기로 무

Variable video 처리단을 두어 무선 환경에 적합한 영상

선 VR을 실행한 사진이다. 무선 VR에 사용된 HMD는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영상 포맷을 바

HTC사의 Vive를 사용하였고, Contents는 Slightly Mad

꾸어도 끊김없이 영상이 동작하면서도 바뀌는 무선 환경

Studios사의 Project CARS 2를 사용하였다.

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Tethered VR-HMD에서 Head/Motion

5. Beam-forming Combing 기술과의 연계

tracking을 수행하기위해 연결된 USB 신호는 전송해야

Diversity 기술은 4개의 모듈을 수신기에 사용해야 하

할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제어 신호임으로 2.4/5 GHz

는 제약으로 향후 소형화를 위해서 Beam-forming 기술

Wi-Fi를 지원하는 NanoPi NEO 기반으로 무선 USB를

을 구현하였다. Beam-forming 기술은 하나의 CMOS

구현하였다.

Chip안에 1×4 array 구조로 구현하였기에 크기가 작지
만 다수개의 송수신기를 동시에 동작시켜 동작함으로 전

4. 60GHz Diversity 무선 VR 구현

력소모가 커지지만 개발된 Beam-forming의 Array 구

Diversity 수신기는 4개의 60GHz 수신 모듈을 사용

조적 특징으로 N개의 Array 구조에서는 N^2의 송신 레

하여 구현하였고, 이를 영상 신호 레벨에서 4개 수신

벨 향상과, 1/N의 수신 감도를 개선시킬 수 있어서[10]

모듈을 선택하는 스위치 보드, 그리고 영상 및 Head-

기 완료한 송수신기 구조에서 전력소모가 큰 송신기의

tracking을 수행하는 보드로 구성하였다.

HEMT PA와 수신기의 HEMT LNA를 사용하지 않아도

4개의 수신기 모듈을 전, 후, 좌, 우 안테나 커버리지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를 지원하도록 위치시켜 Diversity 동작으로 안정적 무선

1×4 Beam-forming 구조를 수용하기 위해서 Beam-

VR을 수행 하도록 구현하였다. 최적의 수신기 모듈 선택

forming 60GHz 입출력 포트에 1x4 array 구조의 Yagi

에 있어서는 Gyro 방향 센서와 수신기 품질을 함께 고려

형 안테나를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하여 최적의 신호를 얻도록 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5>는 4개의 60GHz 수신 모듈로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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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형 편파 안테나는 7 dBi의 이득과 -10 dBc 이상의
70도에서 Side-lobe 신호 제거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
며, 25 dBm의 EIRP로 3 미터 전송 거리를 확보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송수신기가 수용하는 전체 대역폭은 5 GHz
이상으로써 5.4 Gbps의 Eye-pattern을 Error 없이 수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영상 전송에
있어서는 Fixed video 처리기와 Variable video 처리기
<그림 17> 구현된 Beam-forming 기능을 갖는 1x4 어레이 안테나 모듈
사진

구조를 송수신기에 도입하여 UHD의 고화질 수용이 가
능하면서도 무선 채널 환경에 따라서 영상 디스플레이 단
절 없이 최적의 영상 포맷을 선택하여 선명한 영상 신호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HTC-vive,
Oculus-CV1 등의 Tethered VR-HMD를 성공적으로
무선화 할 수 있었다.
4 개의 수신기 안테나 모듈을 사용하여 Diversity 동작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무선 VR은 LOS 지원하는
빔 커버리지 환경을 크게 하는 장점을 가지게 할 수 있었
고, 이에 따라서 고 품질의 영상 환경을 무선에서도 즐길

<그림 18> 1×4 Beam-forming 측정 빔 패턴 결과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4 개의 수신기 안테나 모듈을 사용하여 수신 시스

구현된 1x4 Beam-forming를 통해서 Array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각 빔별로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템을 Array화 하여 개발하였기에 크기가 크고, 하나의 송
수신기를 사용하는 구조로써 전력소모가 작은 장점을 가

단일 빔폭은 -7 ~ +7도 범위에서 동작하며, 전체적으

져야 하는데, 3미터 전송에 대한 출력 레벨과 수신감도를

로는 -37.5 ~ +25도 범위내에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지원키 위해서 송수신기 각각에 HEMT PA, LNA

이는 단일 빔으로는 14도의 빔폭을 가지며 빔 스위칭을

를 적용하여 전력소모가 커진 단점을 가졌다. 향후 이에

통해서 60도 이상을 커버하는 결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대한 극복으로써 Beam-forming 기술로 현재의 Single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된 무선 VR을 구현 할 수 있다.

Antenna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7도의 빔폭을 갖는 10 개의

Ⅴ. 전망과 결론

빔을 스위칭 할 수 있는 Yagi형 Array 안테나와 1 x 4
CMOS Beam-former를 개발하였고, 전체적으로 60도

HMD의 종류와 전망을 살펴보았고, Tethered VR-

이상의 빔 커버리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HMD에 대하여 무선 VR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그리

Beam-former를 기반으로 무선 VR 구현을 위한 무

고 무선 VR에 핵심 기술인 고속 무선 기술의 수준과 한

선 VR 구조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

계를 살펴보았다. 무선 VR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

로 Beam-former기로 무선 VR을 제시할 수 도 있고,

야 하는 무선 기술로써 고화질 영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

Diversity 동작 구조에서 Single antenna를 Beam-

송속도 수용, 저지연 동작 특성, 저전력 소모 동작 등이

former 안테나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어서 더 좋은 무선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Diversity 동작 구

VR 품질로 발전할 수 있다.

조의 무선 VR를 제시하고, 설계하였다. 무선 VR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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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무선 VR 플랫폼 기술 동향과 전망

무선 VR 플랫폼 기술
동향과 전망

Ⅰ. 요 약
90여년 전, 앙토냉 아르토가 연극 무대를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이라는 말로 표현한 이래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이르기 까지 그 개
념이 점차 발전하며 쉬지 않고 등장해 왔다.
1960년대 유타대학의 이반 서덜랜드가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HMD, 1970년대 MIT의 Aspen Movie Map, 그리고 90년대에 등장한
Virtuality라는 아케이드 게임기기의 등장, Sony가 만들어 낸 HMD인
Glasstron을 거쳐 21세기 럭키 팔머가 만든 Oculus rift에 이르기 까
지 어찌보면 인간은 가상의 현실을 체험하는 것에 열정을 가진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이란, 결국 큰 개념에서 가
상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서사를
전달하며, 음악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성을 내제한 예술이며, 연극,
미술, 영화나 게임등의 창작물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가상의 경험을
전달해 주는 예술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창작활동은 결국 큰 의미에서 타인에게 작가가 만들어
낸 제3의 현실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일 것이다.
화려하게 등장하여 전지구적인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던 VR이었으
나, 케이블등 착용, 조작의 불편함과 고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PC
전용 VR 기기에서 점차 무선의 Standalone VR기기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럼에도 초반의 기대감이 의구심으로 변해
가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노력의 일환으로 점차 등장하고 있는
VR 관련 기술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정덕영
클릭트(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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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늘날까지 VR 시장 상황. - 겹겹히
쌓여있는 장애물들.

그러다 21세기에 들어서 팔머 럭키라는 청년이 가상현
실이라는 새로운 듯 낡은 단어를 다시 세상에 끄집어 내
었으니, 그것이 바로 Oculus Rift이다.

전기하였다 시피, 가상현실이라는 단어와 기술이 21세
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아이폰이 촉발한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적 성장덕에 드
디어 20세기에는 미군에서나 쓸수 있을 당시 초고가 부

90년대에 화제가 되었던 Virtuality라는 Arcade 게임

품들, 즉 디스플레이, 모션 센서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기는 한국에서도 당시 코엑스에서 몇차례 전시된 적도

부품화가 되면서 대량생산되어 그 가격이 싸졌고, VR

있고 그 후 용산 전자상가등에 설치되었던 적이 있어 상

HMD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 대부분이 스마트폰 부품

대적으로 체험해 본 이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과 대부분 동일하여 20세기 과거의 꿈이었던 VR을 다시

또한 여러 회사에서 얼굴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부활시킬 환경적 준비가 마련되었다.

즉 HMD(Head Mounted Display)들을 개인 미디어 소

팔머 럭키가 창업한 오큘러스가 촉발시킨 21세기 VR

비용 기기로 속속 출시해 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소니의

의 붐은, 곧 여러 회사들을 자극, 다양한 제품들이 줄지어

Glasstron은 SF영화의 소품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멋진

출시되었다. 첫 시작은 삼성과 오큘러스와 협력하여 만든

디자인으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당시 HMD 자체가 시장을

세계 최초의 Mobile VR 기기인 Gear VR로 그 뒤를 이

형성시키지는 못했다.

어 Google이 Cardboard를, 게임 유통의 강자 Steam과
HTC와 협력하여 Vive를, 뒤이어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출시하였다.
또한 Microsoft가 MR기기등을 정의, 여러 업체들이
Microsoft의 규격 HMD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GearVR을 제외한 PC등에 케이블로 연결되는 형
태의 HMD들은 체험에 있어 케이블이 경험을 크게 해치
며,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High-end
지향으로 고가이고, 넓은 설치공간등을 필요로 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기반의 CPU와 GPU를 내장한

<그림 1> 90년대의 VR 체험 기기 Virtuality

Standalone HMD가 점차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Oculus
Go를 시작으로 Vive Focus, Pico VR등 여러 회사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Standalone 기기들은 HMD기기 안에 베터

<그림 2> Sony의 HMD Glas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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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S규격의 MR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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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Standalone 기기들이 출시중이다, 사진은 Oculus GO

리와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전부 내장하고 PC 연결 대신

<그림 5> Zero Latency 시설

Android를 내장해야 하기 때문에 VR 전용 PC와 비교하
면 1/100 수준의 컨텐츠 재생 능력 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저렴한 위치 추적기술에 대한 요구
VOID나 Skonec의 VR LBE 시설과 같이 꽤 넓은 영역

즉 PC VR은 높은 가격과 케이블의 불편함의 이중고를,

의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과 그들이 들고 있는 오브젝트들

Standalone VR은 낮은 성능이라는 장애물을 앞에 두

의 위치를 추적 가능한 VR 환경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고 있는 상황이다.

큰 허들은 바로 비용이다. 위치 추적 관련 시설들은 설치

VR B2C 시장의 형성은 상기의 이유로 더디게 일어나

및 관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고속 카메라를 설

고 있어 현재 VR시장은 전세계적으로 VR체험 시설등을

치해 실시간으로 촬영 결과를 해석, 강체 위치 추적을 수

중심으로 B2B 비지니스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행한다. 고속 카메라들은 그 자체로도 비쌀 뿐 아니라, 카
메라를 운용하고 위치를 산출해 내는 소프트웨어의 가격

Ⅲ. 멀티유저 대응, 위치추적, 무선으로
대표되는 B2B VR LBE (Location
Based Entertainment: 이하
LBE)시장의 요구들.

들도 만만치 않아서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 가량
의 고가 설비 비용이 투여되어야 가능하다.

간편한 무선 환경에 대한 요구
VR HMD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그 수가 2-3개에 달하

VR관련 시장의 성장이 B2B로의 방향전환이 진행 약 1

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년. VR 매장을 운영해온 경험들로 부터 많은 B2B 마켓

미 무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여서 VR 체험에 큰 방해 요

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소가 된다. 또한, VR HMD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시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던 VR 게임은 여러명이 함께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져 있기 때문에 체험자는

협력, 또는 대결하며 자유로이 이동하며 즐기는 형태였을

스스로 처한 현실에서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어 조금만

터이나, 현재 그런 형태의 VR게임 환경을 제공 가능한 회

과격한 움직임에 따라 PC의 파손, 또는 고장이 일어나기

사는 전세계를 통틀어도 VOID, Skonec, Zero Latency

쉽다.

등 손에 꼽을 정도이며, 대부분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플

그러나 고퀄리티 컨텐츠의 경우, 충분한 성능을 가진

레이하거나 최근에는 탑승물 형태의 시설들이 주류를 이

PC 와 HDMI, USB 케이블 등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불편

루고 있다.

함과 이동성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편을

사람들이 바라는 VR의 체험과 유리된 경험밖에 제공하
지 못하는 VR LBE 환경의 범람은 무엇보다 비용적 요인
이 크다.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백팩 PC도 운용과 관리의 불편이
큰 문제이다.
TPCast로 부터 시작해 최근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60G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VR킷은 성능은 훌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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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베터리 문제와, 협소한 작동 영역, 간섭 문제, 그리고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회사인 클릭트는 특이하게 수년전부터 일반
Wifi를 이용, S/W 만으로 무선 VR 컨텐츠 전송을 가능
케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제공하고 있다. 이 자

여럿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멀티 환경 및

리를 빌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컨텐츠에 대한 요구
안타깝게도 B2C 시장의 더딘 성장 때문에 여러명이 함

onAirVR 기술 개요

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VR 게임 컨텐츠의 개

onAirVR은 Unity, Unreal에 무선으로 컨텐츠를 전송

발 및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VR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내장시켜 PC에서 실행, Wifi 네트웍

LBE에도 그러한 컨텐츠의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에 연결된 Mobile HMD에 실시간 PC 전용 VR 컨텐츠로

이는 장래적으로 VR LBE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부터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시키는 기술이다. VR개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Unity3D와 Unreal engine

처음에는 신기해서 한두번 VR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을 동시 지원하고 있다.

있지만 결국 유저의 재방문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여타의 무선 VR 기술

한 것은 이른바 킬러 컨텐츠로, 유저간 경쟁과 협업을 통

과 달리 일반 Wifi 라우터 이외의 별도 하드웨어를 필요

해 만들어 내는 재미를 가진 게임 컨텐츠라 할 수 있을 것

로 하지 않는 S/W 기술이다. 2.4G hz나 5.8Ghz의 현재

이다.

의 Wifi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게임 수도 적고, 개발 진행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일반적인 무선 환경인 Wifi를

중인 컨텐츠도 적으며, 있더라도 비싼 시설 비용이 필요

이용한 무선 HMD를 내놓고 있지 않은데에는 그간 실질

하다.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장적 환경의 부제 뿐 아
니라 개발환경과 플랫폼 환경의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VR HMD기기의 성능의 지표로서 몰입감과 멀미 발생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성능 지표인 MTP (Motion To
Photon) Latency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모션 센서가 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

어 화면에 반영할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일반

VR LBE 체인망을 공급하는 회사들 조차 최근까지 간

적으로 20ms 수준이 되어야 몰입감 있고, 주변을 둘러

과하고 있던 부분으로 관리 운영에 투여되는 자원이 생각

봐도 멀미를 느끼지 않는 경험을 획득할수 있다. 그 이상

이상으로 커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컨텐츠의 배포 및

이 나오게 되면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면 움직임 후에 영

업데이트 기능의 자동화 등 현장 운영 요원의 수를 줄일

상이 뒤따라오게 되어서 멀미를 느끼게 된다.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무선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20 ms수준의 MTP
Latency가 특히 Wifi 네트웍 상에서는 아주 어렵기 때문

Ⅳ. S/W 기반의 무선기술, onAirVR 등장

이다.

최근 AMD에 합병된 Nitero와 TPcast등을 시작으로
차츰 무선 VR 기술들이 등장하였다. 대부분 Wigig와 마
찬가지로 60GHz대역을 이용 영상을 전송하기에 별도의
H/W를 필요로 한다. 아직은 고가의 장비들이나 점차 대
중화의 가능성이 보이면 급격히 가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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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측의 IMU 센서 정보를 wifi를 통해 서버에 전달,
서버는 그 정보에 의거하여 GPU가 실시간으로 생성한

는 H.265로 영상을 전송하여 동일 대역폭 대비 더욱 선
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영상을 만들어 HMD측에 전송보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
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0ms정도가 발

다양한 플랫폼 지원

생한다.

Samsung GearVR 뿐 아니라 Oculus Go를 지원. 또한

즉, MTP latency가 약 100ms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구글의 Daydream platform을 지원, 대부분의 Mobile

요구수준의 5배에 달하는 MTP Latency는 VR 경험 전달

HMD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점차 지원을 확대하

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Wifi 기반의 무선 VR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1대의 PC로 2대의 Mobile VR 기기에 각각 컨텐츠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클릭트는 Network based Asynchronous Time-

전달가능

warp를 구현, VR 컨텐츠 무선 전송 및 보정기술을 개

일반적으로 1대의 PC는 1대의 HMD로만 컨텐츠를 전

발하여, 현재 Wifi 기술 기반 100ms이상의 Return

송할수 있다. 그러나 onAirVR은 일반적인 Gaming용 그

Latency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VR 컨텐츠를 영상 전송함

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대의 Moblie HMD에 각각

에도 체험자는 20ms의 반응속도로 VR을 체험할 수 있도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즉 한대의 PC만 가지고도 2명

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Wifi를 이용한 VR무선화에 의

이 함께 대전 게임등을 즐기는 VR 게임등을 만들 수 있

미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는 큰 장점이 있다.

아래 도표는 국내 모 대기업 모바일 사업부에서 측정한
컨트롤러 지원

onAirVR MTP latency의 측정치이다.
데모내용

onAirVR 적용시 MTP Latency

석굴암 Demo

26.6 ms

FPS Demo

26.2 ms

Theater Demo

22 ms

Snow mountain Demo

26.6 ms

Average (5회 평균)

25.35 ms

•Oculus home dash doard : 21.8ms

Mobile VR HMD들은 다양한 형태의 내외장 컨트롤러
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 Gear VR은 기기 우측 측면에 트랙패드 및 버튼들
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로 Blutooth Game pad와 페어
링이 가능하다. 또한 Google Daydream, 또는 가장 최신
의 Gear VR은 3축 지원의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판매되
고 있는데 onAirVR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내외장 컨트

강력한 기능

롤러들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onAirVR은 20ms대의 MTP Latency 성능을 제공하는
외에도 다양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쉬운 개발 환경 제공
클릭트는 onAirVR의 쉬운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해 오랜

다양한 해상도 및 H.265지원.

기간 공을 들여 왔다.

최근 Google Daydream 플랫폼의 등장과 Standalone

Unity3D와 Unreal 개발 환경을 위한 Plug-in을 제공,

HMD 기기가 여러 회사에서 등장하면서 기기마다 탑제

각 게임엔진의 plug in 폴더에 Drag and drop으로 설치

된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Refresh rate등이 상이한 경우

하고 가장 단순하게는 기존에 재작중이던 VR Contents

가 많아졌다. onAirVR은 다양한 기기의 디스플레이 스

를 re-build 하는 것만으로 개발한 Contents에 무선 VR

팩에 맞는 적절한 해상도와 적절한 fps의 영상전송이 가

전송 기능이 탑재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개발자들로 하여

능하다. 또한 H.265 코덱 지원이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

금 기존에 개발해둔 VR 컨텐츠에 무선 기능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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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홍익대에서 상설 운영중인 CircleVR

<그림 8> onAirVR의 첫 상용 케이스인 산토리 음료의 시음 이벤트 사진.
신주쿠 역앞에서 개최

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클릭트는 2015년 겨울, 일본 Dentsu로 부터 의뢰 받
아 산토리의 신제품 시음회를 본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여전히 VR에 대해 관심이 적은 상황

<그림 10> 홍익대에 설치된 CircleVR에는 총 4개의 다인 체험 지원의
Demo컨텐츠가 운영중이다. 사진은 백제금동대향로 VR Museum

이었으나, 일본에서는 VR을 여러 기업들의 홍보 이벤트
등에 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향후 가상 증강 현실 분야의 교육 자원 확

10 미터 정도를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선

충을 목표로 하는 홍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홍익대

환경이 체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일본측에서 클릭트

홍문관의 카페 나무에 1호 시설이 첫 설치, 상설 운영중

에 의뢰를 주어 기술제공 및 ,컨텐츠 제작까지 진행한 이

이다.

벤트로 onAirVR의 첫 상업적 이용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onAirVR은 www.onairvr.io에 접속하면 SDK와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직접 다운받아 자유롭게 테스
트 해보고 사용해 볼수 있다.

무선 + 위치 추적 + 수십명 이상의 다인 체험 지원
무선과 위치 추적을 해결하기 위해 HTC가 Steam으로
부터 기술을 라이센스해 생산중인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성능또한 우수한 LightHouse와 Tracker device를 이용

Ⅴ. CircleVR: 무선 + 위치 추적 + 다인
동시 VR 체험 공간 플랫폼

하여 동시 여러명 위치 추적 및 무선 전송 환경을 구성하
였다. Vive 콘트롤러 또한 사용가능하여 여러명이 동시에
체험하는 다양한 인터렉티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VR LBE 환경에서 나타난 다양한 요구

CircleVR 플랫폼은 HTC의 LightHouse와 onAirVR의

들을 수용하기 위해 클릭트는 onAirVR 기술을 이용, 여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

러명이 무선으로 동시에 VR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위

주는 무선 + 위치 추적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치 추적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CircleVR을 발
표하였다.

39

또한 체험자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 컨텐츠 내부 타 체
험자들의 위치를 가상의 모델로 표시하여 가상현실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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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체험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든 컨텐츠는 서버실에 마련된 PC로 구성된

Ⅵ. 향후의 시장 상황의 전개와 무선 기술의
도입

CircleVR의 실시간 컨텐츠 서버들에서 실행되는 Unity,
Unreal등의 실행파일들로 부터 무선 전송되며 체험의

앞에서 언급하였듯, B2C VR시장의 더딘 성장세로 인

관리 및 운영은 별도의 리모트 환경을 구성, 타블렛 또는

해, 하드웨어 제조사 및 컨텐츠 제조사들은 함께 연합하

스마트폰에서 관리하도록 해 운영 자원을 최소화 한 것

여 B2B 시장을 성장 시켜 VR체험자들을 늘리고 그 경험

이 특징이다.

들을 기반으로 B2C시장을 형성시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동시 사용자 확장가능한 시스템

클릭트는 CircleVR 플랫폼 개발에 이어, onAirVR기

기존 1대의 PC당 2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던

술을 기반으로 Local Network상에서의 작동을 넘어

onAirVR을 기반으로 PC 추가 설치에 따라 2명씩 동시 사

Internet을 경유하거나, LTE, 5G등의 셀룰러 네트웍을

용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릴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

경유하여 VR 컨텐츠를 20ms 수준의 MTP Latency를 보

다. 각 체험자 모두 공통의 컨텐츠를 공통의 경험으로 함

장하며 전송할 수 있는 Cloud VR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께 체험하는 것이 가능 할 뿐 아니라, 각 체험자 모두 별개

onCloudVR기술을 개발중이다.

의 컨텐츠를 별도로 실행하여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여, 설
치 공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체험 디자인이 가능하다.
홍익대에 설치된 CircleVR 시설은 총 4인의 동시 체

이는, 즉 실시간 VR 컨텐츠의 Cloud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험자를 수용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시 예산과 조달 가

최근 중국 화웨이로 부터 화웨이가 여러 업체들을 모

능한 하드웨어 품목 부족이 원인이어서, 홍익대학교의

아 구성한 CloudVR 연합에의 참가 권유를 받아 향후

CircleVR 시설은 언제든 시스템을 확장하여 더 많은 인

CloudVR 서비스를 현실화 하는데 힘을 보태려 하고 있다.

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VR 기술이 전달하는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 가능하다.

VR 시장의 느린 성장세의 큰 이유중 하나는 역시 비용
부담이다. 개인 유저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경험을 보장

VR LBE 시설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등장한

할 수 있는 VR 체험 시스템의 가격은 큰 부담이며, 사업

CircleVR 플랫폼.

자의 입장에서도 B2B VR LBE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

CircleVR은 Wifi 무선 기술과 저렴한 위치 추적 기술

용역시 큰 부담이다. 이 부담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현재

을 결합,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에 구축가능한 여러

VR LBE는 조만간 성장의 한계에 부딛힐 가능성이 크며

명 수용가능한 무선지원 위치추적 공간을 만들수 있는 플

향후 B2C 시장의 성장세도 기대하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랫폼이다.

있다.

또한 자동 배포, 업데이트 기능과, 하드웨어적 문제에

지면을 빌어 LBE 구성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업계

대응할 수 있는 Fault tolerance 기능및 Remote 관리 시

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클릭트의 무선 기술 관련 솔루

스템 탑제로 관리와 운영을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해 운

션을 소개하였고 향후 다양한 기업들의 VR 기술의 대중

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향후 VR LBE 사

화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

업자들이 해결하기를 바라던 문제들의 솔루션으로서 자

한다.

리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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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VR을 위한 무선랜
표준 기술 분석

Ⅰ. 서 론
최근 수년간 Oculus Rift, HTC Vive, Sony PSVR, 삼성 기어 VR과
같은 다양한 VR 기기들이 출시됨에 따라, 가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
는 VR 기술들이 점차 대중화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VR 컨텐츠를 무
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선랜 표준들의 기술적 특징들을 살펴
보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 전달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무선랜 표준 동
향에 대해 논의한다.
VR 시스템은 그 세부 기능에 따라 크게 HMD(Head Mounted
Display), 호스트, 컨텐츠 서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HMD는 사용자
손주형
(주)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호스트는 VR 영상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장치, 컨텐츠 서버는 360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VR 컨텐츠
를 보유하고 있는 원격의 서버를 말한다. 이 때 상기 HMD와 호스트의
일체형 또는 분리형 여부에 따라 <그림 1>에서와 같이 VR 구성을 크게
테더드 VR과 모바일 VR로 구분할 수 있다.
● 테더드 (Thethered) VR: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호스
트 PC 또는 콘솔이 VR 이미지 렌더링을 수행하고, 이와 연결

안우진
(주)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된 HMD는 해당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구성으로 Oculus Rift,
HTC Vive, Sony PS VR 등 고성능 VR들이 이에 해당한다.
● 모바일

VR: VR HMD가 자체적으로 VR 영상 렌더링 및 디스플레
이를 수행하는 구성으로, 삼성 기어 VR과 같이 스마트폰을 HMD
형 케이스에 결합하는 스마트폰 기반 VR과, 오큘러스 고와 같은
독립형 (Standalone) VR로 추가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 사양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PC용 GPU의 성능이

곽진삼
(주)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여전히 훨씬 우월하며, VR 서비스 중 기기 자체 발열과 배터리 방전 등
의 문제로 모바일 VR은 여전히 테더드 VR에 비해 낮은 수준의 VR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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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달된다.
3. VR 컨텐츠 생성: 전달 받은 다양한 센서 입력들을
기반으로 VR 영상과 음향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이다. 가상 세계 속에서 사용자의 위치 및 머리 방향
과 컨트롤러 입력을 반영하여 VR 영상과 음향을 실
시간으로 렌더링 한다. Oculus VR과 HTC Vive의
<그림 1> 테더드 VR과 모바일 VR 분류

경우 최대 90Hz의 refresh rate을 지원하므로 그래
픽 처리장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VR 영상을 생성
해야 한다. 이때 만약 초기 생성한 센서 입력값과 받
은 영상의 기준 좌표가 다른 경우, 수신한 영상을 현
재 센서 입력 값 기준으로 이동시킨 후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데 이를 타임워프[4] 기술이라 한다.

<그림 2> VR 컨텐츠 처리 단계

4. VR 컨텐츠 전달: 테더드 VR의 경우 생성된 VR
영상과 음향은 HDMI 케이블을 통해 호스트에서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VR 영상 및 음향을 체험하는 단계는 <그림 2>
에서와 같이 기술적으로 다음의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센서 입력: 사용자가 착용하는 HMD 내부의 자이

HMD로 전달된다. 모바일 VR의 경우 호스트와
HMD가 일체이므로 내부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
서 디스플레이로의 영상 전달이 수행된다.

로스코프, 가속도 센서와 같은 관성 센서 (IMU:

5. 디스플레이: 전달받은 VR 영상을 디스플레이 패널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하여 현재 VR

을 통해 사용자의 두 눈에 표시하는 단계이다. 상

사용자의 머리 방향(Yaw, Roll, Pitch)을 유추한다.

기 제 1 단계의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으로부터 최종

또한 사용자의 위치 변화(x,y,z)을 추적하기 위해

적으로 제 5단계의 사용자 눈에 해당 움직임을 반

HMD 외부의 적외선 센서와 같은 추가적인 센서를

영한 새로운 영상이 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MTP

이용하기도 한다. Oculus Rift의 경우 1kHz 정도의

(Motion-to-Photon) Latency라고 부르며, 최대

빈도로 IMU 센서 값 변화를 샘플링 하고, 위치 센서

20ms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는 60Hz 빈도로 샘플링한다 .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가 대게 100~300MHz의 빈도수로 센싱하는

Ⅱ. 무선 VR 요구 사항

데 반해 VR HMD는 훨씬 더 빈번하게 센싱을 수행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손으로 제어하는 컨트

I 장에서 기술한 5단계의 VR 컨텐츠 처리 단계들 중 통

롤러 (예: 오큘러스 터치) 자체의 IMU 센서 값과 버

신방식이 중요한 단계는 “2.센서 입력 값 전달 단계”와

튼 값들도 센서 입력이 된다.

“4.VR 컨텐츠 전달 단계”이다. 테더드 VR 구성의 경우,

2. 센서 입력 값 전달: 테더드 VR의 경우 HMD의

HMD의 IMU 센서 값 전달 및 VR 컨텐츠 전달은 각각

IMU 센서 입력 값은 USB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

USB 케이블과 HDMI/DisplayPort 케이블들을 이용하

고, 컨트롤러의 IMU 센서 값 및 사용자 버튼 입력은

고 있으며, 컨트롤러의 센서 데이터 전달은 독자적인 저

[2-3]

등을 통해 헤드

전력 저지연 무선 통신 기술[2-3]을 이용하고 있다. 테더드

셋을 거쳐 호스트 PC로 전달된다. 모바일 VR의 경

VR에서 HMD에 연결된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은 사용자

우, 별도의 호스트 PC 없이 VR HMD가 호스트 기

의 VR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능을 수행하므로, 컨트롤러의 IMU값 만이 HMD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VR의 초고해상도와 높은 주사율 등

2.4GHz 대역에서 독자 통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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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 고속 (저지연) 하향링크 전송
현재 주요 VR HMD 제품들이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갱신율 및 화각 (FoV:Field-of-View)는 다음과
같다.
- 오큘러스 리프트: 2160x1200, 90Hz, 110deg
<그림 3> 클라우드 VR 개념도 [출처: Huawei iLab][7]

- HTC Vive: 2160x1200, 90HZ, 110deg
- HTC Vive Pro: 2880x1600, 90Hz, 110deg

의 요구사항 때문에 무선 전송을 꺼려 왔으나, 최근 다양

- 소니 PS VR: 1920x1080, 90~120Hz, 100deg

한 무선 동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HTC Vive

VR HMD의 화면 해상도 및 화각은 사용자가 편안함을

Wireless Adapter는 인텔과 협력하여 60GHz 대역의

느끼고 지속적인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요

WiGig 무선랜 표준을 기반으로 2018년 9월부터 출시될

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를 무압축으로 전송하는 경우

[5]

수십 Gbps 의 높은 고속 하향 링크 무선 전송을 필요로

예정이다 .
모바일 VR의 경우, 일체형 구성으로 인해 센서값 전송
및 영상 전송으로 호스트와 HMD간의 별도의 통신이 필

한다. 또한 90Hz의 높은 프레임 갱신율에 맞추어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지연 무선 전송 또한 필수적이다.

요 없어, VR 무선 전송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
다. 그러나, 모바일 VR 환경에서 유투브 VR 채널이나 페
[6]

이스북 360 과 같은 외부의 컨텐츠 서버로 부터 VR 영

둘째, 센서 입력 값 전달 단계에서는 적은 양의 데이터
를 매우 빈번하게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을 스트리밍 시청하는 경우 초고해상도의 VR 영상 시

● 고빈도 (저지연) 상향링크 전송

청을 위해 초고속 무선 링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사용자의 HMD IMU 센서 데이터는 대략 1kHz 이상의

최근 모바일 VR의 진화된 형태로 <그림 3>에서와 같
[7]

높은 주기로 생성되며, 결합하여 전송하는 것을 가정해도

은 클라우드 VR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최소 100Hz 이상의 높은 상향 전송 빈도를 가지게 된다.

다. 이는 VR 컨텐츠 생성을 클라우드의 서버가 담당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빈도 (저지연) 상향링

모든 VR 컨텐츠를 네트워크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자의

크 무선 전송이 필수적이다.

HMD까지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구성으로, 저사양의
HMD로도 고품질의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셋째, 한 공간에 다수의 VR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진다. VR서비스에 최적화된 무선 전송 기술이 발전하

이들이 동시에 무선 VR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면, VR 영상은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생성하고, 이

와 다른 일반 무선 사용자들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

를 실시간으로 저비용/저사양의 VR HMD로 전송할 수 있

도 매우 중요하다.

게 되어, 모바일 VR 기기의 고질적인 저품질 영상, 발열

● 다중 사용자 지원 및 간섭 제어

및 배터리 소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VR 게임 파크, 대규모 컨벤션 행사, VR을 이용한 공동

위에서 설명한 VR의 현재 (테더드, 모바일) 및 미래(클

작업 등 다수의 VR 사용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라우드)의 다양한 무선 VR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선 VR 기술이 동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에 몇 명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
어야 한다. 예를 들어 HTC Vive Wireless Adapter의 경

첫째, VR 컨텐츠 전달 단계에서는 대용량의 영상 데이
터를 초고속으로 또한 초저지연으로 전송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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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최대 3대까지의 송수신기 pair 만이 동일한 공간에서
통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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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통신 네트워크를 VR 응용 서비스와 비 VR

으로 802.11ac 표준 기반 5세대 무선랜 제품들이 빠르게

응용 서비스가 함께 이용할 때 무선 VR의 체감 성능이 얼

확산되고 있다. 11ac 표준은 현재 오큘러스 고 등 독립형

마나 저하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이다.

VR 기기와 모바일 VR에 대부분 탑재되는 무선랜 표준이

이러한 다양한 무선 VR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 IEEE 802.11ac는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및 Gbps

현재 및 향후에 가장 널리 쓰일 무선 통신 기술은 IEEE

급 이상의 초고속 전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

802.11 기반의 무선랜 표준 기술이다. 무선랜이 제공하

다. 11ac는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160MHz 대역

는 높은 속도, 편리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무선 VR은

폭, 단일/다중 사용자 MIMO, 256 QAM과 같은 기술들

무선랜 표준에 기반한 최적화 솔루션을 탑재할 가능성이

을 결합하여 최대 6.9Gbps 속도까지 전송 기술을 정의하

매우 높다.

고 있다.

이와 같이, 무선 VR 서비스를 위한 무선랜 기술의 중요
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선랜 표

● 광대역 전송

준 기술이 다양한 무선 VR 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떤 기

11ac 기기는 기본적으로 80MHz 대역폭을 지원하여야

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발될 차세대 무선

하며 최대 160MHz 주파수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다. 최

랜 표준들이 무선 VR에 어떻게 최적화 기술을 제공할 수

근에는 퀄컴 QCA9984 칩셋 및 인텔 AC9560 칩셋과 같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160MHz 대역폭까지 지원하는 칩셋들도 출시되고 있
다. 이에 비해 기존의 11n 표준은 최대 40MHz 대역폭까

Ⅲ. 무선랜 표준의 진화 및 IEEE
802.11ac 표준의 무선 VR 적용

지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 다중 안테나 기술

199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무선랜 기술은 스

11ac 표준은 11n에서 처음 도입된 단일 단말 SU-

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가전, IoT 기기

MIMO 기능 뿐만 아니라, 각각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안테

등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

나를 가지고 있는 다중 단말들이 동시에 독립적인 데이터

다. 무선랜의 물리 및 MAC 계층 규격은 IEEE 802.11

스트림들을 수신할 수 있는 MU-MIMO 기능까지 탑재하

Working Group에서 표준 기술을 제정하며, 1997년 최

였다. 11ac의 MU-MIMO 기능은 AP를 송신자로 단말들

초의 표준 규격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을 수신자로 하는 하향링크 MU-MIMO 기능만이 포함되

초기 IEEE 802.11 규격은 최대 2Mbps의 전송속도 였

어 있다.

지만, 1999년 제정한 11b와 11a는 각각 최대 11Mbps
와 54Mbps로, 2003년 발표한 11g도 최대 54Mbps로 전
송속도가 향상됐다. 그리고 2007년부터 사용된 802.11n
은 단일 안테나로는 최대 150Mbps를 지원하며, 안테나
를 여러 개 사용해 속도를 증시키는 MIMO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기술 적용 시 최대 전송속

<그림 4> 무선랜 표준 세대 진화 과정

도는 600Mbps로 증가한다.

1. IEEE 802.11ac 표준의 주요 기술들
현재 IEEE 802.11n 표준 기반 4세대 무선랜 칩셋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최신 스마트 기기들을 중심

45

<그림 5> IEEE 802.11 인증 프로그램별 기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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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변조 기술

● 다중 사용자 지원 및 간섭 제어

무선랜 표준들은 기본 20MHz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

11ac의 MU-MIMO 기능을 이용하면 다수의 VR

며, 20MHz 채널을 OFDM (Orthogonal Frequency

HMD 단말에게 동시에 고속 전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으로 분할하여 64개의 서브

하다. 11ac의 MU-MIMO는 최대 4명의 사용자에게 최

캐리어별로 디지털 데이터를 BPSK, QPSK, QAM등의

대 8개의 공간 스트림 (사용자별로는 최대 4개)을 동시에

방식으로 변조하여 전송한다. 기존 11n은 64-QAM 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MU-MIMO를 위한 채

지의 변조 기술을 정의하였는데, 11ac는 256-QAM 변

널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조 기술을 추가하였다.

VR 환경에서는 채널 피드백 결과가 실제 전송시의 채널

무선랜 제품들의 상호 인증을 담당하는 WFA (Wi-Fi

환경과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Alliance)는 11ac 표준을 탑재한 제품들의 인증 프로그램
을 크게 Wave 1 (최대 1.3Gbps 지원)과 Wave 2 (최대
3.47Gbps 지원)로 분리하여 정의하였는데, 최근 Wave

Ⅳ. 차세대 무선랜 표준인 IEEE
802.11ax 표준의 무선 VR 적용

2 인증 지원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1. IEEE 802.11ax 표준화 현황 및 주요 기술들
2. IEEE 802.11ac 표준의 무선 VR 적합성

IEEE 802.11ax 표준은 11ac 이후 차세대 무선랜 표

11ac 표준은 무선 VR 응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

준으로서 실내외 밀집된 단말/AP 환경에서 사용자 체

었으므로, 현재 대부분의 독립형 VR 기기들에 적용되는

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효율 무선랜을 목표로 기

11ac 표준이 무선 VR 전송의 3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

술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11ax Draft 3.0에 대한

는지 살펴보자.

Comment들을 resolution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
IEEE 802.11ax 표준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 고속 (저지연) 하향링크 전송

다. 기존의 무선랜 표준들이 AP와 단말간의 최대 전송률

11ac Wave 2 인증 기기들은 최대 160MHz, MIMO,

(peak rate)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실제 다중 단말 환경

256-QAM 등의 기술을 통해 3.47Gbps의 전송이 가능

에서의 체감성능 향상이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11ax 표

[8]

하다. 이는 고해상도 무선 VR 영상을 무압축으로 전송

준은 고밀도로 AP/단말들이 중첩된 무선랜 환경에서 사

하기에는 부족한 속도이며, 다만 압축된 VR 영상을 전송

용자 별 실질적 체감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설계되었

[10]

하기에는 충분한 속도를 보장한다 .

다. Wi-Fi Alliance에서는 19년 8월에 11ax 제품 호환
인증 프로그램을 런칭하기 위한 인증 규격 작업 및 플러

● 고빈도 (저지연) 상향링크 전송

그페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표준기

11ac에서 각 단말들의 상향 전송을 위한 채널 접근 기

반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법은 기존과 같은 CSMA/CA 방식을 사용하므로 초고빈

새로운 256FFT OFDM, OFDMA, 1024-QAM, 다중

도의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무선

단말 상향 동시 전송, 동적인 CCA 레벨 변경 등 다양한

VR HMD의 센서 데이터 전송시에 100Hz 이상의 고빈도

기술들이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11ax 표준 사용자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선랜 사용자가 없는

혼잡 상황에서의 무선랜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체감할 수

채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향 VR 영상 전송과

있게 될 것이다.

의 채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선랜 어댑터를
통해 상하향 전송을 분리하거나 세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 256 FFT 기반 새로운 OFDM 파라미터 설계 기술

필요하다.

기존의 IEEE 802.11 무선랜 표준들은 20MHz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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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주파수 서브밴드인 Resource Unit(RU)에 대한 설
계가 진행되었다. 기존 무선랜 표준에서는 단일 단말이
20MHz, 40MHz, 80MHz, 또는 160MHz의 주파수 대역
을 차지하며 송수신할 수 있었는데, 11ax에서는 추가적
<그림 6> 256FFT 기반의 OFDM 심볼 구조

으로 주파수 대역을 서브 밴드로 잘게 쪼개어 다수의 단

널에서 64개의 서브캐리어를 활용하는 64FFT 기반의

말들이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20MHz 대역

OFDM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이 경우 서브캐리어간 간

의 256개의 서브캐리어 중 데이터 전송에 활용되는 242

격은 312.5 KHz이며 3.2us의 OFDM 심볼 길이를 갖

개의 서브캐리어를 각각 26/52/106/242개의 서브캐리

게 된다. 그러나 11ax에서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한

어로 이루어진 RU들로 분할하여 동시 통신이 가능하다.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on Multiplexing

20MHz 대역에서 26-tone RU는 최대 9개가 존재할 수

Access)가 고려되면서, 다중 사용자 지원을 위한 주파

있으며, 이 경우 각 RU는 대략 2 MHz 정도의 대역폭을

수 효율성 향상, Cyclic Prefix(CP) 오버헤드 감소, 실

차지하게 된다.

외 무선채널 환경 지원 및 상향링크 다중 사용자 동시 통

기존의 무선랜에서는 다수의 단말들이 동시에 상향 전

신 지원 등을 위해 20MHz에서 256FFT 기반의 새로운

송을 수행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11ax에서는 AP

OFDM numerology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파

가 새롭게 정의된 Trigger Frame (TF)을 전송함으로써

수 축에서 OFDM 서브캐리어간 간격은 ¼인 78.125kHz

다수 단말의 UL MU 동시 전송을 유도한다. AP는 단말

로 좁아졌고, <그림 6>에서와 같이 시간 축에서 OFDM

들이 이전에 전송한 Buffer Status Report (BSR) 정보

한 심볼의 길이는 기존의 3.2us에서 12.8us로 4배 늘어

를 바탕으로 UL MU 전송을 스케쥴링한 후 트리거 프레

나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되던 0.4us 및 0.8us의 CP 길

임을 통해 UL MU 전송에 참여할 단말들, RU 할당 정보,

이를, 256FFT 기반의 OFDM에서는 0.8/1.6/3.2us들로

UL MU 전송을 위한 물리 계층 파라미터를 전송한다. 트

다변화하여 채널 지연이 큰 환경에서의 성능 개선도 지원

리거 프레임에서 호출된 단말은 트리거 프레임 수신 직

하게 되었다.

후에 AP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OFDMA 및 MUMIMO를 통한 UL MU 전송을 시작한다. UL MU 전송을

● OFDMA/MU-MIMO를 통한 다중 단말 동신 전송

수신한 AP는 Multi-STA Block Ack (M-BA)를 전송하

고밀도 AP/단말 환경에서는 기존의 CSMA와 같은 단

여 복수의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 Ack들을

일 사용자 채널 접속 기법보다 향상된 다중 사용자 채널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접속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셀룰러 시스템에서 광대
역 지원 및 다채널 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된 OFDMA 기

● 1024-QAM 지원

법을 11ax에서도 채택하기로 하였다. OFDMA를 이용한

11ax 표준은 최대 전송률 향상을 위해 데이터 모듈레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기술은 상향 및 하향 전송에서 기

이션 기법으로 1024-QAM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256-

본 기술로 채택 되었다. 이를 위해 각 단말들에게 할당 가

QAM 모듈레이션 대비 25%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달성할

<그림 7> 20MHz OFDMA RU 분할 구조

<그림 8> Spatial Reus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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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서 설명한 256 FFT에서의 최소 0.8us CP 옵

상향 모션 데이터의 적은 데이터량을 고려하면 OFDMA

션과 더 많은 데이터 서브캐리어 할당 등을 통한 15% 전

에서의 적은 RU 할당 만으로도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할

송 속도 향상을 함께 고려하면, 11ax는 최대 9.6Gbps에

수 있다. 또한 TWT (Target Wake-up Time)와 같은

달하는 전송률을 달성하게 된다.

AP의 STA별 스케줄링 기법이 도입되어 각 STA의 고빈
도 데이터 전송을 상세하게 스케줄링 할 수 있다.

● Spatial Reuse 기술
무선랜에서 사용해 왔던 채널 접근 방식인 CSMA 기

● 다중 사용자 지원 및 간섭 제어

술은 각 단말들이 채널의 사용여부를 분산적으로 판단하

11ax의 OFDMA 및 MU-MIMO 기능을 이용하면 다

여 채널이 idle하다고 감지되는 경우에만 채널에 접속하

수의 VR HMD 단말에게 동시에 고속 전송을 수행하는

는 기법이다. 이때 채널이 idle 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것이 가능하다. 11ax의 MU-MIMO는 최대 8명의 사용

감지되는 신호의 세기가 20MHz 대역폭에서 CCA 레벨

자에게 최대 8개의 공간 스트림 (사용자별 최대 4개)을

(–82dBm) 이하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밀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OFDMA를 통해

도 AP/단말 환경에서는 특정 단말의 통신 기간 동안 주

다수의 단말에게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여 동시 통신이 가

변의 수많은 무선랜 단말들의 통신이 지연되고, 전체적인

능하며, OFDMA는 MU-MIMO와 달리 채널 피드백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VR 환경에서

만약 채널의 idle 여부를 판단하는 CCA 레벨을 높이게

도 신속하게 다중 사용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

되면, 다수의 단말들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 공

며, MIMO와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더 높은 속도를 보장

간적 재활용 성능은 증대되나 통신 간섭이 증가하는 단점

할 수 있다.

을 가진다. 11ax에서는 수신된 신호가 주변 BSS의 신호

또한 다수의 VR HMD가 상향 모션 데이터를 전송해야

인 경우에 기존의 –82dBm 보다 높은 CCA 레벨로 적극

하는 경우에도 Trigger Frame에 기반한 상향 OFDMA

적으로 통신 기회를 획득하되, 간섭 증가 문제를 해결하

를 통해 여러 사용자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효율성 향상을

기 위해 전송 파워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수신자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려한 CCA 레벨 조절 기법 등을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Spatial reuse 기능을 통해 혼잡한 상황에서도 채
널 접근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어서, VR Host나 HMD

2. IEEE 802.11ax 표준의 무선 VR 적합성

의 상하향 전송이 더욱 원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속 (저지연) 하향링크 전송
11ax는 이론상 160MHz 대역폭에서 8개의 Spatial

Ⅴ. IEEE 802.11 EHT (Extremely
High Throughput)

Stream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9.6 Gbps의 전송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고해상도 무선 VR 영상

11ax Draft 표준이 안정화 되고 Wi-Fi Alliance에

을 무압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이지만, 향후 초고해

서 11ax 제품 인증 프로그램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최

[8]

상도 VR 영상의 전송에는 충분하지 못한 속도이다 .

근 802.11 Working Group에서는 11ax 후속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HT (Extremely High

● 고빈도 (저지연) 상향링크 전송

Throughput)으로 명명된 차세대 무선랜 표준이 타깃하

11ax에서 각 단말들의 상향 전송을 위한 채널 접근

고 있는 응용들이 무선 비디오 전송 및 VR/AR 무선 전송

기법은 기존과 같은 CSMA/CA 방식과 더불어 AP의

들이다. EHT 표준은 현재 Study Group 단계이며, 2019

Trigger Frame을 통한 동시 전송 방식도 가능하다. 이때

년 5월부터 Task Group으로 변경되어 본격적인 표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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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 무선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낮은 성능과 배터리

현재의 11ax 표준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들에 집

소모 및 발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중한 것에 반해, EHT 표준은 기존 11n, 11ac 표준과 유

최근 테더드 VR 케이블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하게 다시 최대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ax

의 60GHz 대역의 무선랜 기술들을 최적화한 별도의 무

대비 최소 4배 이상의 최고 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선 동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모바일 VR은 배터리

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논의된 후보 기술들

와 연산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드 VR로 진

은 다음과 같다.

화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VR은 복잡한 VR 영상 렌더링

● 다중 주파수 대역 동작 정의 (6GHz 신규 대역 포함)

작업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행하고 결과물 만을 Thin-

● 최대 320MHz로 대역폭 확장

client VR HMD로 스트리밍 받는 방식을 통해 VR 단말

● 최대 16개의 spatial streams 기반 MIMO 지원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Multi AP 협력 통신 (Distributed MU-MIMO),
Hybrid ARQ, 4096 QAM 등
[8][11][12]

다양한 표준 기고들

진화하는 최신 무선랜 표준을 탑재한 무선 VR 기기는
기존 VR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VR을 널리 확산

에서 VR 컨텐츠 무선 전송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VR

을 위해서 Motion-to-Photon latency를 줄이기 위해

무선 전송의 특징 및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및

VR 영상이 무압축 전송을 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

미래의 무선랜 표준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

는 최대 전송률 및 latency 절감 방안등에 대해 논의하였

하는 지, 그리고, 차세대 무선랜 표준에서 무선 VR을 지

다. 지난 18년 9월 ETH SG 회의에서 본 고의 저자들은

원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

서울과기대와 공동으로 11n 및 11ac 무선랜 환경에서 무

보았다.

선 VR 영상 전송 실험을 수행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향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11ac Wave 2 기반 무선랜 제

EHT 표준에서 무선 VR을 지원하기 위한 latency 절감

품들은 VR 무선 전송을 위한 초고속 하향 전송 요구사항

[13]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을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초고빈도 상향 전송 및 다
중 사용자 지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부터

Ⅵ. 결론과 전망

본격 출시될 11ax 표준 기반 무선랜 제품들은 무선 VR을
위한 3가지 주요 요구사항들을 상하향 OFDMA, Spatial

VR시장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

Reuse 등을 통해 좀 더 충실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하고 있는 테더드 VR은 거추장스러운 케이블과 높은 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차세대 무선랜인 EHT 표준에서는

격으로 인해 시장 확장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모바일 VR

초고속 하향 전송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어 무압축 영
상 전송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초고빈도 상향
전송 및 다중 사용자 지원 기능도 보강한다면 진정한 초고
화질 VR 컨텐츠의 무선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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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무선랜 표준별 무선 VR 전송 관련 기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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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VR 오디오

Ⅰ. 서 론
얼마 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플레이어원(Ready
Player One)’은 동명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을 소재로
만든 공상과학영화이다. 이 영화는 오일 등 에너지의 고갈과 경제난으
로 암울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직 가상현실 속에서 삶을 즐기는
2045년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온갖 기술적 난제들이 해결되고 가상현
실이 완성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작가의 상상력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영화속에서 흥미롭게 그려진다. 이 시대 속 지구인들
은 밥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가상현실 속에서 보낸다. 그 안
에서 의무교육과정을 받고 (학군이 존재한다), 지불 능력에 따라 사는
곳,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고,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서 여행을 하듯 탈
것의 비용을 지불하고 장거리로 (서로 다른 행성까지도) 떠날 수 있고,
팔만한 물건들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싸이월드가 그랬듯) 멋진 아지
트를 꾸리고 친구를 초대하면 그 안에서 수다를 떨며 놀 수 있다. 수 많
은 장서와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오현오
공학박사, 가우디오랩(주)
대표이사

있는 갤러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을 흥미롭게 가상 세계에 옮겨두었다.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공학자들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기술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하면서 연구 개발열을 불태울 수 있
을 것이다.
필자들의 회사는 이와 같은 세상을 2045년이 아닌 내일 현실로 다가

정현주
공학박사, 가우디오랩(주)
Audio Scientist

올 수 있도록, 특히 오디오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가상현실 오디오를
개발한다고 하면 여전히 많이 듣는 말은 “가상현실은 영상에 대한 것
아닌가요?”하는 질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시공간이 아닌 다른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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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현실 오디오는 내가 그곳에 간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그림 2> 바이노럴(Binaural) - 두 개의 귀를 가진

에 있는 듯한 경험 (Being There, 그것이 가상현실의 정

다.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수학 이론을 빌리자면 3차원

의이다)은 우리의 오감(5가지 감각)이 모두 그곳에 간 듯

공간에서 특정한 점(위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좌

한 경험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불행히도 오감 중에 아직

표축 즉, 세 개의 입력 변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소리

촉각, 후각, 미각을 완전히 하는 기술은 그 완성도가 사람

의 방향을 3차원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평면상에

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만큼 높지 않다. 상대적으로 영상

위치하지 않는 세 개의 센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과 음향의 기술적 성숙도가 높다. 따라서 적어도 시각과

“귀”라는 소리 입력센서 두 개 만을 가지고 3차원 공간의

청각의 두 가지를 가능한 완전히 하는 것이 우리가 그곳

전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인지한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에 간 듯한 경험을 제공함에 있어 중요하다.

살펴보자.

일찌감치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는 ‘소리는 경험

사람은 양쪽 귀에 들어온 신호에 담겨있는 단서들을 추

의 절반이다 (Sound is half the experience)’라고 말하

출하여 소리의 방향을 인지한다. 양 쪽 귀에 들어온 신

기도 했다. 지금까지 영화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의 발전

호를 바이노럴 (Binaural)신호라고 하는데, 바이노럴은

은 “실감나게(Immersive)”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

“양이(兩耳)” 즉, “귀가 두 개인”, 혹은 “두 개의 귀를 가

화해왔다. 해상도를 높이고, 오디오의 채널 수를 증가시

진”이라는 의미이다. 바이노럴 신호가 가진 단서는 편의

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현실이란 색다

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른 무엇인가가 아니고 멀티미디어 진화의 끝자락에 있는

첫 째는 양 쪽 귀에 들어오는 신호의 차이를 인지하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없애는 경험의 제공이라 할 수

바이노럴 큐(Binaural cue)이다. 바이노럴 큐는 주로 두

있고, 여기에서 소리 경험은 영상만큼이나 중요하다.

신호의 각 주파수 별로 나타나는 레벨 차이와 시간 차이

가상현실을 위한 오디오 역시 아직 풀어야할 숙제들이

등에 기인한 단서로서 수평면 상의 방향을 인식하는데 이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오디오를 위한 기술

용된다. 바이노럴 큐는 따라서 양이 레벨차 (Interaural

적 개요를 알아보고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와있고, 어떤

leveldifference, ILD)와 양이 시간차 (Interaural time

숙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레디플레이어원’의 완

difference, ITD)라고 정의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성을 위해서.

2>에서와 같이 만일 왼쪽에 종소리 음원이 있었다고 하
면 왼쪽 귀에는 바로 소리가 전달되는 반면 오른쪽 귀에

Ⅱ. 가상현실 오디오 기술 개요

는 양 쪽 귀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시간 지연을 두고 전달된
다. 또한 오른쪽 귀에는 머리, 몸통, 귓바퀴 등의 회절과

바이노럴 (Binaural)
일반적으로 2개의 센서가 있다면 2차원을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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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atural Hearing과 Binaural Rendering 비교
[1]

<그림 3> 모노럴 큐(Monoral Cue) Image credit: UC Davis

시간차(ITD)와 레벨차(ILD)를 이용하여 수평면 상에서

(Reverberator), 추가적인 필터링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부여할 수 있다.

좌우 및 전후의 방향을 인지한다.
둘째는 양 쪽 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모노럴 큐

바이노럴 렌더링(Binaural Rendering)

(monaural cue)로 신호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

가상현실에서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각하는 단서이다. 모노럴 큐의 경우 특히 소리의 고도

방법은 가상공간에서 실제 귀에 전달되었을 소리를 그대

(elevation)를 인지하는데 사용되는데 소리의 높이에 따

로 헤드폰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전

라 바이노럴 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달 과정을 신호처리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이노럴 렌

예를 들면 정면에서 발생한 소리와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더링이다. <그림 4>는 바이노럴 렌더링의 개념을 나타낸

발생한 소리는 귓바퀴(외이)에서의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

다. 왼쪽 그림과 같이 종소리가 특정 위치에서 나는 경우

게 되고 그에 따른 스펙트럼 상의 보강(Peak)이나 상쇄

청취자는 파란색 경로를 거친 소리는 왼쪽 귀로, 빨간색

(Notch)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이를 이용하여 고도

경로를 거친 소리는 오른쪽 귀로 듣는다. 앞서 설명한 바

를 인지한다(<그림 3>).

와 같이 파란색 경로와 빨간색 경로 자체, 특히 두 경로

가상현실을 위한 3차원 실감 오디오를 제공하는 것

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이용하여 사람은 소리의 방향

은 이러한 단서들을 오디오 신호에 잘 반영하는 과정이

을 인지한다. 만일 두 경로를 반영해준 소리를 오른쪽 그

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개별 단서들을 분석하여 신

림과 같이 양쪽 귀에 직접 들려준다면 실제 듣는 것과 같

호에 반영하기 보다는 머리 전달 함수 (Head related

이 특정 방향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것 처럼 인지할 수 있

transfer function, HRTF)라는 형태의 필터로 표현하

다. 두 경로에 해당하는 신호는 앞서 설명한 머리 전달 함

여 이를 필터링 함으로써 수행된다. 머리 전달 함수는 3

수(HRTF)이거나, 무향실이 아닌 실제의 공간에서 측정

차원 공간의 특정 위치의 음원에서 양 쪽 귀까지의 공간

한 신호를 이용한 경우 “바이노럴 방 전달 함수(Binaural

에 대한 전달함수로서, 사람의 머리, 몸통, 귓바퀴 등의

Room Transfer Function)”가 된다. 이 경로 신호를 음

영향이 모두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무향실(바닥, 천장 및

원에 필터링하는 과정이 바이노럴 렌더링이다.

주위의 벽을 모두 흡음재로 만들어, 음향의 반사를 최대

머리 전달 함수는 무향실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작아지도록 설계된 방)에서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매우 어색하다. (우리는 한 번

만들어 사용한다.

도 무향실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

사람은 방향 이외에도 소리의 거리감, 공간감 등을 단

낀다.) 반면에 바이노럴 방 전달 함수는 이러한 어색함이

지 두 개의 센서만으로 잘 인지한다. 소리의 거리감, 공

없다. 그러나 바이노럴 방 전달 함수는 재현하고자 하는

간감은 방향감과 비교하였을 때 한층 복잡한 프로세스

공간마다 각각 개별로 측정을 해야하는데, 이는 아주 많

를 통하여 인지된다.이러한 다양한 공간감은 잔향기

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머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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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함수와 공간에 대한 모델링을 별도로 준비하여 이를
조합하여 바이노럴 렌더링이 구현되곤 한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서 음원 신호에 반영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머리 전달 함수의 경우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머리 전달 함수 또한 매
우 다르다. 특히 높이 지각의 핵심 단서가 귓바퀴의 모양

<그림 7> 옴니 바이노럴 레코딩 마이크로폰[4]

인데, 이것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라고 한다. 바이노럴 레코딩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큐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하나의 고유

“양이(兩耳)”의 녹음이다. 그 의미 그대로 바이노럴 레코

머리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렌더링한 경우, 높이에 대한

딩은 외이 또는 고막 위치에 마이크를 위치시킨 특수 장

만족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를 해결 하는 것을 머리전

비(사람 얼굴 모양 또는 마네킨 형상)를 이용하여 녹음한

달함수 “개인화(Personalization)”라고 한다.

다(<그림 5>). 바이노럴 렌더링은 소리의 위치에서 양쪽

바이노럴 렌더링은 특별한 음향 측정 장비 없이 미리

귀 사이의 전달함수를 처리한 것이므로 마네킨을 이용하

준비된 머리 전달 함수와 공간 전달함수 등을 이용하여

여 녹음하는 경우 현장의 공간과 머리 전달 함수가 모두

음원에 바이노럴 사운드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

반영된 음원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마네킨

만,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기위한 성능은 뒤에서 설

은 이동 측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림 6>과 같

명하는 바이노럴 레코딩 방법에 비해 단점이 있다.

은 형태의 바이노럴 레코딩 장치도 등장하고 있다.
바이노럴 레코딩의 경우 마이크가 위치한 공간 전체

바이노럴 레코딩(Binaural Recording)

의 소리 자체를 취득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감 있는 소리

바이노럴 렌더링과는 달리 특정 공간에서 양 쪽 귀에

를 취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바이노럴 렌더링과 비

입력되는 신호를 바로 취득하는 것을 바이노럴 레코딩이

교하였을 때 추가적인 신호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재생 과정의 연산량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
한 바이노럴 레코딩을 사용하는 경우 음원의 위치와 각도
는 녹음 당시에 정해진 그대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가
상현실과 같은 인터랙티브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여러 방향에 대
한 바이노럴 신호를 동시에 레코딩하도록 복수의 귀를 연
결해서 만든 조금은 기괴한 형태의 옴니 바이노럴 마이
크가 고안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이 역시 평면상의 얼굴

<그림 5> 바이노럴 레코딩 장비인 Head and Torso Simulator (HATS)[2]

회전(Yaw)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다른 움직임 (Pitch,
Roll) 및 X,Y,Z 축으로의 이동에는 대응이 불가능하여 사
용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

Ⅲ. 가상현실 오디오 현재
3DOF, 3DOF+, 6DOF
<그림 6> 바이노럴 레코딩 장비 3D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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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일 수 있는 상태, 즉,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가상현실

장단점이 있다.

공간이 실제 현실처럼 반응하여 움직이는 상태를 ‘6축

먼저 채널은 기존의 모노, 스테레오, 혹은 멀티채널 등

의 자유도를 가진 상태’라는 의미로 6DOF (Degree Of

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던 전통의 방식 그대로이다.

Freedom)라고 한다. 3차원의 X, Y, Z 축으로의 공간 이

채널 신호는 재현하고자 하는 사운드 씬(Sound Scene) 그

동뿐 아니라 머리 회전을 Yaw, Pitch, Roll로 움직일 수

대로를 재생 스피커 위치에서 이미 믹싱된 채널 신호로 매

있는 상태이다. 반면 360도 동영상을 감상할 때처럼 머

핑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인터렉티브함을 재현하는데 큰 한

리 회전만 자유로운 상태를 3DOF라고 한다. 그리고, 최

계를 갖는다. 채널 포맷에서는 3차원 사운드 씬 그대로를

근 3DOF에서 약간의 몸 움직임 (의자에 앉아 몸을 움직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제어하는 것을 일부 가능하

이는 정도)의 자유도를 제공하는 형태를 3DOF+라고 구

게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윗스팟(Sweet-Spot)이라

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영상과 오디오에 있어서 진정한

는 고정된 위치에서 청취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에

의미의 가상현실은 6DOF이지만 이를 구현하는데는 기

따른 왜곡, 입체감 저하 등 한계가 있다.

술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실사영상을 6DOF로 재현

앰비소닉스(Ambisonics) 포맷은 사운드 씬 그대로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객체의 Volumetric Capture가 가능

표현한다는 면에서 채널 포맷과 유사하지만, 사운드 씬

해야하는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제약이

을 스피커 신호에 매핑하여 재현하는 대신 특수한 함수식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디오의 경우도 후술하는 것

(Spherical Harmonics)을 이용하여 3차원 구면(Sphere)

과 같이 각 음원을 객체로 표현할 때 6DOF가 가능하다.

상에 음상을 재현한다. 이때, 함수식의 차수(Order)를 증

3DOF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D

가시킬 수록 3차원 공간에 대한 해상도가 증가하는 형태

기반의 Flat Screen을 통한 가상현실 (극장 스크린과 TV

로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로 바라보는 세상은 창틀(Frame)이라는 앵글로 살펴보

여전히 1차(First Order Ambisonics, FOA)이며, 선도

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가상현실 경험이다)에 익숙한 사

적인 연구나 실험차원에서 3~4차까지 구현된 경우가 일

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

부 쓰이고 있다. 3차이상의 고차수의 앰비소닉스를 특히

다. 360도 동영상 카메라를 통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Higher Order Ambisonics (HOA)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오디오

도 한다. 구면상에 신호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시 3DOF로 제한할 경우 앰비소닉스(Ambisonics)라는

구를 회전시키는 형태의 Interactive (즉, 3DOF: Yaw,

포맷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전송하고 재현할 수 있다.

Pitch, Roll)를 구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360
도 동영상과 잘 매칭되는 소리 표현 방법으로 각광을 받

가상현실 오디오 포맷: 채널(Channel), 앰비소닉스

는다. 그러나, 3DOF가 그 한계인 360도 동영상과 마찬

(Ambisonics), 객체(Object)

가지로, 6DOF로 나아감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

앞서 가상현실 오디오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인 바이

고 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성한 복수의 HOA 신호를

노럴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노럴 렌더링은 가상현실의

조합하여 6DOF를 구현하려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으

Immersive와 Interactive를 재현하기 위한 재생단의 필

나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또한, HOA

수요소 기술이다. 그런데, 바이노럴 렌더링 기반의 가상

의 증가되는 차수에 대비하여, 실제 3차원 공간 해상도

현실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생성단으로부터 재생

의 체감 성능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도 HOA가 가지고 있

단까지 신호를 올바로 전송하기 위한 포맷을 잘 정의해

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1차 앰비소닉스가 4개의 독립

야한다. 지금까지 연구개발된 가상현실을 위한 전송포맷

된 오디오 신호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2차, 3차로 올라

은 채널(Channel), 앰비소닉스(Ambisonics), 그리고 객

갈 때 각각 9개, 16개의 독립된 신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

체(Object)이다. 이 각각은 자체 포맷의 특성에서 기인한

렇게 증가하는 정보의 양과 대비하여 체감 공간감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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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편 객체는 개별 오디오 소스 (종소리, 기타소리 같은
개별 음원을 의미)를 각각 개별 오디오 신호로 전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컴퓨터 게임에서 개별 음원을 독립적으
로 가지고 장면에 따라 개별 음원을 조합, 합성해서 소리
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개별 음원을 각각 전송하고 실
시간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이며, 6DOF를 포함하여 가상
현실 오디오에 가장 이상적인 포맷임에는 분명하다. 그러
나, 객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전송해야할 객체
신호의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과 함께, 공간감
을 재현하기 위한 렌더링 (Room Simulation)에 있어서

<그림 8> 가상현실 채팅 구성도

레코딩된 신호와 대비할 때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점이

장된 신호가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성되

있다. 이는 카메라로 촬영한 실사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으

는 음성 신호여야 한다. 즉, 입체감을 재현하기 위한 렌

로 완성한 애니메이션의 차이와 같다. 게다가 6DOF 인

더링과 더불어 고품질의 양방향 통신이 요구되는데, 이

터렉티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이 단말기 상에서

는 상당히 풀기 복잡한 문제를 안고있다. 실제로 양방향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만큼 렌더링 성능은 연산량에 제약

이 아니고 다대다의 Immersive Media 통신의 문제이기

을 받게된다. 오프라인 렌더링(Pre-rendering)이 가능

때문이다. 기존의 원격회의 시나리오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영화의 CG와 실시간 렌더링이 이뤄져야하는 컴퓨터게

문제는 원격 음성을 하나하나 개별 객체로 전송해야한다

임의 CG의 품질이 현저하게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는 것이고, 이를 각각의 수신 단말에서 독립적으로 수신

영상의 경우 고정된 배경은 프리렌더링으로 만들어진

하여, 서로 다른(사용자의 시점에 맞도록) 사운드 씬으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고, 인터렉션이 필요한 부분은

로 실시간 공간 렌더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를 더하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는 기법이 게임, 영화 등에서 오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 참가하는 기존의 원격

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상현실 오디오에서도 이와

회의라면, 100명 참가자 음성을 다운믹스하여 단일의 모

유사한 기법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즉, 채널 혹은 앰

노 음원 하나를 생성하여 참가자 100명에게 전송을 해

비소닉스 신호를 이용하여 고정 혹은 360도 변화만 요구

도 문제가 없다. 즉, 회의에 참석하는 각 단말과 중앙관

되는 장면을 프리렌더링하고, 보다 심도있는 인터렉션이

리장치(MCU) 사이의 통신은 Full duplex로 구성된 양

요구되는 신호들에 대해서는 객체 신호로 전송하여 실시

방향 1회선이면 된다. 단말에서 처리해야하는 일은 기껏

간 렌더링을 하는 식이다. 따라서, 3가지 포맷인 채널, 앰

해야 자기 음성을 수신된 다운믹스 모노신호로부터 제거

비소닉스, 객체는 가상현실 오디오를 완성하기 위해 여전

하는 Echo Cancellation 정도이다. 그러나, 100명의 원

히 모두 필요하다.

격 참가자를 3차원 공간의 임의 위치에 개별적이고 독립
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개

소셜 VR을 위한 가상현실 채팅

별 객체로 수신해야하고, 이를 개별 바이노럴 렌더링 해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컴퓨터와의 상호작용뿐 아니

야하는 문제로 바뀐다. 즉, MCU에서 단말까지 100개의

라 원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한다.

독립적 수신 회선이 제공되어야한다. 참가자가 100명이

즉, 가상현실 공간속에서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하는 것

아니고, 수천명, 수십만명이 된다면? 실제 레디플레이어

과 같은 가상현실 채팅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신

원 속에서는 수십만명이 한공간에 있는 장면이 나온다.

단에서 렌더링해야하는 각각의 음원은 컴퓨터에 미리 저

참고로 이 때 영상은 인터렉티브를 위해 실시간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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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하기는 하지만, 영상 객체 자체는 카메라로 촬

오, 오디오, 시스템 등 제반 기술을 포함한 MPEG-I 프

영한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전송이 가능하다. 실시

로젝트로 확장되어 2017년 부터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

간으로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한 오디오와 크게 달라지는

으며, MPEG-I는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유

부분이다. <그림 8>은 가상현실 채팅 시나리오에 대한

스케이스(use case)에 따라 단계적인 표준화를 진행하고

구성도를 나타낸다.

있다. 첫 번째 단계(Phase1)에서는 3DOF 및 3DOF+를
특징으로 2019년 내 표준화를 목표로 일정이 진행되고

스피커 렌더링

있고, 두 번째(Phase 2) 단계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완

지금까지 모든 설명은 헤드폰을 통한 재생의 경우를 기
준으로 설명하였다. 바이노럴 렌더링은 헤드폰(이어폰)

전한 자유도를 제공하는 6DOF가 가능하도록 2021년 내
지 2020년까지 표준화 완료를 최종 목표로 한다.

을 통한 재생 시 유효한 방법이다. 그런데, 스피커를 통한

3GPP에서는 4G/5G 이통통신 망에서 가상현실 미디

가상현실 오디오 재현은 불가능할까? 그렇지는 않다. 다

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제정 중에 있다. 가상현실 오디

만, 한 조의 스피커 세트를 통한 재생 공간에 한사람을 위

오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Work Item)으로는 단방향

한 소리 밖에 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의 VR 미디어 전송을 위한 VRStream(Virtual Reality

아니다. 영화나 TV드라마를 시청하는 경우처럼 선형적이

Profiles for Streaming Media)과 양방향의 VR 미디어

고 Non-Interactive한 소리 재현인 경우는 스피커재생

전송 및 음성 통신을 위한 IVAS(EVS Codec Extension

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사운드 씬을 함께 전달하

for Immersive Voice and Audio Services) 표준을 제

는 방법(극장이 대표적인 예이다)이 효과적이지만, 각자

정하고 있으며, VRStream은 Release 15에서 표준이

개인의 시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재현되어야하는 가상현실

완료되었고 IVAS는 그 이후를 타임라인으로 한다. VR

콘텐츠의 경우는 개인별로 독립적인 소리를 제어하여 제

Stream에서는 다시 MPEG-H를 기반으로하는 오디오

공할 수 있는 헤드폰 렌더링이 더 적합하다.

기술이 사용되도록 제정되었으며, 바이노럴 렌더링이 의
무적으로 적용된다[7].

Ⅳ. 가상현실 오디오 표준화 동향

한편 VR 관련 산업체를 중심으로 VRIF(Virtual
Reality Industry Forum)이 발족하였으며, 가상현실 서

2015년 5월 국제 표준(IS)으로 제정된 MPEG-H 3D
[5]

비스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

오디오 기술 은 본래 UHD TV 방송을 위한 Immersive

을 담당하고 있다. VRIF에서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 문서

Audio 기술로 시작되었으나, 마침 가상현실 시장의 급부

를 2018년 1월에 발행하였다[8]. 현재 실시간 방송 스트리

상에 맞추어 가상현실 오디오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밍 시나리오를 포함한 2.0가이드라인이 제정 중에 있으

을 시도하였다. MPEG-H 3D 오디오 기술은 채널, 객체,

며, 가이드라인 상 오디오 코덱은 MPEG-H 3D Audio

앰비소닉스를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로의

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VRIF에서 발행한 가이드

확장에 용이한 특징이 있으나, 가상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라인 문서는 표준과 같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관련 산업

Interactivity를 완벽하게 제공하기에는 MPEG-H가 가

체가 참고하여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를 최대화

지고 있는 특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3DOF 이상의 자

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가이드라인이다.

유도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그리하여 MPEG에서는 360도 비디오로 잘 알려진 전

Ⅴ. 전망과 결론

방위 미디어의 포맷을 다루는 OMAF(Omnidirectional
MediA Format) 표준 활동이 2015년 말부터 최초로 제
[6]

안되어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 이후, 이와 관련한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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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 객체면 될 것 같다. 다만 서로 다른 시스템과 단말
기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송해야할 오디오 정보의 양은 증가하지만 영상
에 비해 버거운 정도는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상현
실 오디오를 위한 통일된 형태의 포맷과 코덱은 정의되어

오현오

있지 않다. 단말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져야하는 바이노럴
렌더링은 품질이 더 향상되어야할 것이다. 단말의 연산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성능의 향상부
분도 있겠지만, 사람별로 다른 고유의 HRTF를 적용하는
개인화(Personalization)는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부
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험하다. 그리고, 가상현실 채팅
의 실현을 위한 양방향 통신 및 실시간 렌더링은 꼭 가상
현실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음성 통신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활발히 연구하여 풀
어야할 기술적 난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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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콘텐츠 어지럼증의 유발 요인에 대한 이해와 저감 방안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유발 요인에 대한 이해와
저감 방안
Ⅰ. 서 론
2016년 MWC(Mobile World Congress)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VR
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가진
VR 콘텐츠가 온오프라인상에 선보임에 따라 일반인들 또한 VR 콘텐츠
의 특장점인 깊은 몰입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 VR 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해 모든 사용자가 문제
없이 즐길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통적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1], 이러한 기술적인 이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VR 콘텐츠의 어지럼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곽민규
(주)그루크리에이티브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력 중이며, VR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른
VR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글로벌 헤드셋 제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
도[2]가 있는 편이나, VR 콘텐츠에 대해서도 어지럼증 저감을 위해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저감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기고분에서는 VR 콘텐츠에서 일어나
는 어지럼증의 유발 요인에 대해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더하고자 하
며, VR 콘텐츠 어지럼증 정량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 제작한 VR 콘텐츠

박영민
(주)그루크리에이티브랩

의 어지럼증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
명하고, 3장에서는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각 구성요소별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에 대해 알아
본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설명한 세부 구성 요소를 어떻게 VR 콘텐츠
저감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GREW MOSKIT[3] 이라는 VR
콘텐츠 어지럼증 분석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VR 콘텐츠의 어지럼증을

이상호
연세대학교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저감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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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리면서 본 기고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특징
VR 콘텐츠의 어지럼증 유발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H/W에 종속적이다. VR 콘텐
츠로 인해 일어나는 어지럼증 또한 결국 마지막 출력부
는 H/W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속성이

<그림 1> VR 콘텐츠 어지럼증 계층도

고, 각각의 레이어의 중요도와 의존성에 대해 설명한다.

존재한다. 따라서 VR 콘텐츠 개발 시에 H/W스펙에 따
라 성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

1. 레이어 1 : 하드웨어 성능(9가지)

며, H/W 적인 어지럼증 유발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콘

레이어 1은 VR 콘텐츠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성능의 저

텐츠 어지럼증이 저감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지럽게 느

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통칭하는 레이어이며, 평

껴지기 때문에 콘텐츠 어지럼증을 파악하기 전에 H/W로

균 FPS, 구간별 FPS, V-Sync, VR 콘텐츠-하드웨어간

인한 어지럼증을 적극적으로 저감해야 한다. 둘째, VR

Latency 등 총 9가지 어지럼증 발현 요소를 포함한다. 본

콘텐츠 어지럼증은 주변 환경에 종속적이다. VR 콘텐츠

레이어의 특징은 런타임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스펙에 따

어지럼증의 경우 성별, 나이, 인종 등 성장 환경에 따라

라 같은 사용자에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유발 정도가 모두 다르며, 이는 어지럼증 유발 정도를 지

며, 따라서 VR 권장 사양 이상의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

각하는 요소가 성장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고 있다면 VR 콘텐츠의 전처리 과정(예 : 게임 엔진에서

서, VR 콘텐츠 어지럼증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 지표

V-Sync 설정을 off 로 변경)에서 최적화를 통해 런타임

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변화될 수 있어 적정 나이 및 성

구동시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

별을 한정하여 정량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의존성을 제한

한 하드웨어 성능으로 인한 VR 콘텐츠 어지럼증은 가장

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VR 콘텐츠 어

중요하면서 가장 보완하기 쉽고 정량적 수치에 대한 모호

지럼증은 대부분 시각적 요소에 의해 발현된다. VR 헤드

함이 다른 레이어와 비교하여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 자체가 양안 디스플레이를 통한 시각적 몰입도를 증가
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

2. 레이어 2 : Motion Sickness(12가지)

는가에 따라 VR 콘텐츠 어지럼증 발현 정도가 많이 달라

레이어 2에서는 VR 콘텐츠 내에서의 1인칭 및 3인칭

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VR 콘텐츠 어지럼증은 렌더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의한 어지럼증 유발 요소 12가지

링 파이프라인에 기반하는데, 그 중에 Model, Camera,

를 본 레이어로 구분한다. 1인칭 오브젝트의 경우 플레

그리고 Viewport 좌표계 변환 시에 일어나는 일이 시각

이어가 VR 헤드셋으로 보고 있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

적 요소로 인한 VR 콘텐츠 어지럼증과 가장 밀접한 연관

는 오브젝트를 포함하며, 3인칭 오브젝트의 경우 1인칭

이 있다.

을 제외한 가상 현실 콘텐츠에서의 모든 오브젝트를 포함
한다. 움직임의 종류에는 <그림 2>와 같이 위치 움직임과

Ⅲ. VR 콘텐츠 어지럼증 구성 요소

각도 움직임을 포함하며, 위치 움직임의 경우 오브젝트
의 Position 값이 월드 좌표계 기준 ( ) 값이 움직이는 것

VR 콘텐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어지럼증 구성 요소

을 의미하고, 각도 움직임의 경우 오일러 각도계를 기준

를 <그림 1>과 같이 3가지 레이어로 특성에 따라 분류함

으로 한 Rotation 값 (pitch, yaw, roll) 이 바뀌는 것을

으로써 VR 콘텐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나열하였

의미한다. 이러한 레이어 2의 발현 요소들은 레이어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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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으로 잡으면 종래의 VR 콘텐츠보다 더 어지러운 경
험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Ⅳ.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소 중 지역, 나이 및 성별

<그림 2> 위치 및 각도 움직임에 대한 설명 예시[5]

을 특정했을 경우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림 4>

상관 관계가 있으며, 레이어 1의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고

와 같이 총 23가지가 있다. 자세하게는, 레이어 1에 9가

레이어 2를 해결하고자 하면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저감

지, 레이어 2에 12가지, 그리고 레이어 3에 2가지의 VR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이 존재한다.

서, 하드웨어 성능 이슈를 해결하고 나서 모션에 의한 어
지럼증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
[4]

(1) 순간/평균 FPS
가장 대표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VR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이다. 순간 및 평균 FPS를 구

3. 레이어 3 : Visual Fatigue(2가지)

하기 위해서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시간 차를

레이어 3는 시각 피로도의 증가에 따라 일어나는 VR

이용해야 하며, 측정 타이밍은 렌더링 첫 번째 패스 진

콘텐츠 어지럼증의 증폭 현상을 통칭하는 구성 요소이며,

입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VR 의 경우

총 2가지를 발현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60FPS 이상, PC 및 콘솔용 VR의 경우 90~120FPS 가

수 있듯이 상용화된 VR 헤드셋 혹은 렌즈의 초점 거리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텐츠 내에서 바라보는 타겟 오브젝트의 초점 거리와 상
이하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시각 피로도[6]는 직접적이지

(2) 구간별 FPS

는 않지만 이전 레이어에서 발현된 어지럼증을 증폭시키

급격한 FPS의 상승/하강으로 인해 나타나는 VR 콘텐

[7]

는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이다. 플레이어가 예측 가능한 움

따라서 하드웨어 관련 이슈와 콘텐츠 움직임과 같이 시각

직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FPS 상승/하강은 VR 콘

피로도를 제외한 VR 콘텐츠 어지럼증 이슈를 모두 저감

텐츠의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주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시킨 후 시각 피로도 저감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타겟 포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전 후 프

인트를 잡을 때에도 실제 바라 보는 곳과 다른 방향을 기

레임들의 FPS가 허용 범위 이상 낮아졌는지를 기준으로
어지럼증 유발 여부를 판별한다. 구간별 FPS는 다른 요
인들과는 달리 임계값을 절대값으로 정의하여 어지럼증
을 유발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현재
FPS가 전, 후 구간과 비교했을 때 몇 %가 증감하였는지
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3> 실제 환경과 VR 헤드셋의 초점 불일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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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eld of View

이 두 개의 IPD 값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최

순간/평균 FPS 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VR 콘텐

근 제공되는 SDK 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값을 하드웨어

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이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

IPD와 동기화 시키도록 하여 배포되고 있다.

듯이 사람 눈의 FoV는 단안 기준 최대 약 110도 정도이
다. Near Peripheral 영역까지가 사람이 선명하게 주시

(5) 수직 동기화(V-Sync)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0도 정도는 렌

수직동기화(V-Sync)란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그래

더링을 할 때 가장 선명하게 렌더링 되어야 하며, 이외 영

픽 카드의 프레임 생성과 VR 디스플레이의 프레임 출

역은 집중하지 않는 영역이라 저해상도 여부가 크게 중요

력 타이밍을 맞추도록 하는 설정이다. 싱글 모니터로 즐

하지 않다.

기는 게임의 경우 FPS와 같이 빠른 반응이 필요하지 않
다면 <그림 7>과 같은 Tearing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4) Inter-pupillary distance(IPD)

V-Sync 옵션을 켜도록 권장하였으나, VR 콘텐츠를 재

<그림 6>두 눈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

생하기 위해서는 V-Sync 옵션을 끄는 것을 권장하고 있

마다 다른 Inter-pupillary distance(IPD) 특성을 가지

으며, 이를 통해 얻는 FPS의 증가로 인한 어지럼증 저감

고 있으나 나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64mm 의 IPD를 가지

효율이 해당 옵션을 켰을 때의 안정성 보다 VR 콘텐츠에

[10]

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 VR 에서는 VR 헤드

서는 중요하다고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의 IPD와 콘텐츠 내부의 가상 카메라의 IPD가 있는데,
(6) 콘텐츠 Latency
콘텐츠 Latency란 <그림 8>의 초록색 하이라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센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게임 엔진에
서 처리한 후 새로운 이미지를 VR 디스플레이에 출력하
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해당 시간이 너무 길
어지게 되면 격렬한 실제 움직임의 반영에 딜레이가 생기
는 느낌으로 인해 격렬한 어지럼증을 유발시킨다.

<그림 5> FoV : 각도에 따른 영역 구분[9]

<그림 7> V-Sync가 Off일 때 일어나는 부작용

<그림 6> IPD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통계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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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2 : Motion Sickness(12가지)

(7) 디바이스 Latency
디바이스 Latency란 <그림 8>의 빨간색 부분을 의미하
며, VR 헤드셋에서 위치와 각도 신호를 센서로부터 취득

(1) 카메라 움직임 (3가지)

하여 VR 콘텐츠에 반영하는 데 까지 걸리는 딜레이 시간

VR 콘텐츠 내에서의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 나타나

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바이스 Latency는 별도로 계산하

는 어지럼증을 칭하며 속도(Positional Movement), 가

지 않으며, 콘텐츠 Latency와 함께 걸리는 시간을 계산

속도(Acceleration), 각속도(Angular velocity)와 같이 3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현재 통용되는 평균 Latency 시

가지 유발 요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속도는 위치의 움

간은 약 50ms 이내이며, 그 이상이 되면 격렬한 어지럼

직임을 의미하며, 가속도는 카메라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11]

증을 유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각속도는 두 카메라의 각도를 미분하여 각속도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한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면 위치와 각도

(8) 모션 디바이스 Latency

에 대한 변위 값을 알 수 있으며, 변위 값을 이용하면 현

4D 라이더와 같은 별도의 모션 재현 장치가 있다면 해

재 가상 VR 카메라의 움직임이 어지럼증 유발 구간에 위

당 장치와 콘텐츠 간에 동기화를 진행할 시 발생하는 딜

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레이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콘텐츠 렌더링 최소
만족 시간 이내의 지연율이 발생해야 어지럼증을 덜 느낀
[12]

(2) Object 움직임 (3가지)

다고 알려져 있다 .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9>

VR 콘텐츠 내에서의 3인칭 가상 오브젝트의 움직임으

과 같이 별도의 장비를 부착하여 모션 디바이스 Latency

로 인해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칭하며 위 (1)과 동일하게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속도, 가속도, 각속도와 같이 3가지 유발 요인으로 분류
가 가능하다. 변위 값을 이용해 가상 오브젝트가 움직이

(9) 모션 움직임 불일치

는 형태가 위치, 각도의 측면에서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

모션 움직임 불일치는 모션 재현 장치와 실제 사용자의

있어야 한다.

움직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이다.
본 요소의 측정을 위해서는 <그림 9>의 Latency 측정 장

(3) Relative 움직임 (3가지)

치를 이용하여 모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

위 두 가지 요소는 각자에 대한 절대 움직임을 관찰했

션의 움직임이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때에는 어

다면, Relative 움직임은 가상 카메라와 오브젝트 간의

지럼증이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 VR 헤드셋이 바라보는

상대적인 속도, 가속도, 각속도를 확인한다. 상대적인 움

방향과 모션 재현 장치의 움직임 방향이 오랫동안 다를

직임의 관점에서 본 속도, 가속도, 각속도는 절대적인 움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VR 콘텐

직임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상

츠 재생부, 모션 재현 장치 및 플레이어 조작이 일치되도

대적 움직임을 확인하여 그 값이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

록 VR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잠재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13].
(4) 기타 움직임 (3가지)
기타 움직임의 경우 현재까지 Periodic Movement,
Directional Difference, Sound Source Difference 3가
지를 정의할 수 있다. 먼저 Periodic Movement는 1인

<그림 9> 모션 디바이스 Latency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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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의 스케일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15]하며, 그 이
유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축척비가 다르면 플레이어의
평소 경험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 피로도가 급격
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unit
이 실제 세상에서 얼마를 의미하는 지를 게임 엔진의 특
<그림 10> Directional Difference 모식도

성에 맞게 미리 정의 하여 이에 맞게 Scene 및 오브젝트
를 제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언리얼 기반 VR 콘텐츠의

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보통 개발자들이 VR콘텐츠를

경우 1unit = 1cm 이며, 유니티 기반 VR 콘텐츠의 경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트 어셋을 구매해서 사용할 때 많이

우 1unit = 1m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3D 모델링과 같

발생하는데, 기존 아티스트가 PC 혹은 모바일용으로 캐

은 작업을 위한 도구에서는 기본값으로 1unit = 1cm 로

릭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그

정의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상 환경과

대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애니메이션에 따라 가상의 VR

물리적인 환경의 축척비를 1:1 로 만들어야 한다.

카메라가 함께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
이 VR 디스플레이에 반영되어 사용자가 물리적 환경에서

(2) 디스페리티(Disparity)

는 움직인 적이 없는데도 VR 디스플레이에서 주기적 움

양안 수차로 인해 발생하는 디스페리티는 입체감을 표

직임을 발생시켜 두 환경의 이질감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돌출감을 표현하기

발현되는 구조다. 또한, Directional Difference 는 가상

위해서는 negative 혹은 positive 디스페리티가 되어 상

환경 내에서 VR 카메라와 3인칭 가상 오브젝트의 진행

이 맞는 지점이 zero 디스페리티 상황 보다 앞뒤에 있어

방향에 대해 고려하는 요소이며, <그림 10>에서 볼 수 있

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페리티 값이 일반적인 범위

듯이 둘의 진행 방향이 임계값 이상의 각도에서 움직인다

를 벗어나게 되면 양안 영상이 블러링 된 영상으로 시작

면 잠재적으로 어지럼증을 발현시킬 요소가 된다.

하여 최악의 경우 양안의 상이 정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이 때, 컬링이나 클리핑이 된 오브젝트는 판단을 보

좌안/우안의 영상이 따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

류하며, 움직이지 않는 static 오브젝트나 지형과 같

한 디스페리티의 차이는 깊이 값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은 오브젝트들 또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Sound

데, <그림 11>가 바로 기어 VR 헤드셋을 기준으로 했을

Source Difference 에서는 3D 서라운드 사운드의 경

때 depth 에 따른 디스페리티 절대값을 의미한다.

우 속도, 거리, 움직임에 따라 좌/우 들리는 소리가 달라

이에 따르면 depth 값이 특정 임계치 미만일 경우 급격

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운드 소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 디스페리티 값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Directional Difference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움직이는

안 영상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상이 2개로 보이는 등의 현

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역시 정적 사운드 소스에 대해
서는 테스트를 보류하며, 가상 VR 카메라와 사운드 소스
의 진행 방향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지럼증을 크게 유발
가능하다[14].

3. 레이어 3 : Visual Fatigue(2가지)
(1) 축척비
VR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가상 환경의 unit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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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일어날 소지가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VR 콘텐츠
개발 시 너무 가까운 곳에 가상 오브젝트, 특히 UI를 배
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1. 어지럼증 저감 방안 설계 및 적용
VR 콘텐츠 플레이를 통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을
완료하고, <그림 12>와 같은 GREW MOSKIT 솔루션을
이용하여 어지럼증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을
활용한 저감 방안 설계

분석 실시 후 <그림 13>에서 보이는 최종 점수 및 레
이어 별 점수를 제일 처음 확인하여 분석한 VR 콘텐츠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어지럼증 점수를 보이는지 확인한

앞 장에서 설명한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의 이

다. 기준은 100점이 보완할 점이 없다는 의미이고 점수

해만을 바탕으로 실제 VR 콘텐츠의 어지럼증 저감 방안

가 낮을수록 저감이 필요한 프레임 수가 많다는 의미이

을 설계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유

다. 각각의 레이어 별 점수의 평균값이 <그림 13> 좌측의

발 요인을 이해하는 것과 저감 방안을 설계하는 것은 다

종합 점수이므로 참고하여 어떤 레이어에서 가장 문제가

른 작업이다. 물론 유발 요인을 이해해야만 저감 방안을

많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는 분석하는 VR 콘텐츠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VR 콘텐츠 개발자가 직

발생한 문제가 어느 레이어에 가장 편중되어 있는지를 확

접 저감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출시된 VR

인할 수 있게 해준다.

콘텐츠에서 사용한 어지럼증 저감 사례나 동향들을 파악

확인을 완료한 후, ‘타임라인’ 탭에서 레이어별 점수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VR 콘텐츠에

산정된 근거를 <그림 14>에서 보여지는 프레임 별 로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째, 유발 요인들을 확인하여 어지럼증 유발 구간인지를

예를 들어 <그림 14>의 상단 로그의 경우 ‘56.01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적용해야

FPS가 44.91488 이어서 Low FPS 로 판정되었다’ 라는

만 한다. 정량적으로 제시된 알고리즘 및 임계값들을 각

의미이고, <그림 14>의 하단 로그의 경우 ‘65.75468 ~

각의 프레임 별로 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히 개발 프로젝트

66.68469 구간에서의 평균 FPS가 44.16147로 낮게 나

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전용 프로파일링 솔

타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발 요인

루션을 통해 매 프레임별로 어지럼증 유발 요인을 발현하

확인 후 해당 프레임에서 나타난 영상을 확인하여 어지럼

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VR 콘텐츠 전용 어지
럼증 분석 저감 솔루션인 GREW MOSKIT[2]을 이용하여
매 프레임 및 구간 단위에서 프로파일링 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지럼증 저감 방안을 설
계하도록 한다.

<그림 12> GREW MOSKIT 솔루션 메인 화면

Ⅵ.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 실험 및 결과
양안 기반의 VR 헤드셋에 특화된 어지럼증 분석 및 저
감 솔루션인 GREW MOSKIT을 이용하여 VR 콘텐츠 어
지럼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한 어지럼증 저감 방안을 VR 콘텐츠에 적용하여 어지럼
증의 실제 저감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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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저감 전/후의 콘텐츠 각각에 대해 어지럼증 반
응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14> 어지럼증 로그 확인 및 해석 방법 예시

VR 어지럼증 반응 민감도 실험 결과는 <그림 1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증 유발 요인을 콘텐츠 수정 보완을 통해 제거하며, <그

X축은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 전(MOSKIT OFF)

림 13>의 종합 점수와 레이어별 점수를 확인하고, 레이어

과 후(MOSKIT ON) 이며, Y축은 어지럼증 민감도를 의

별 졈수가 Good, 종합 점수가 Normal 이 될 때까지 반

미한다. 어지럼증 민감도 범위는 0~1 이고, 0이 어지럼

복 저감 작업을 수행한다.

증이 심함(어지럼증 반응에 민감함), 그리고 1이 없음(어
지럼증 반응에 둔감함)이다. 어지럼증 반응 민감도가 1에

2. 실험 환경 설정 및 결과

가까울수록 덜 어지러운 상태이고, 0에 가까울수록 더 어
지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VR 어지

(1) 실험 환경 설정

럼증 저감 방안을 설계하여 적용한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저감 완료된 VR 콘텐츠에 대해 전/후 사용자 평가

콘텐츠 간에는 실험군 1,2 모두에 대해서 어지럼증 반응

를 실시하여 실제로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민감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실험군

실험을 위한 VR 콘텐츠 운영 환경은 윈도우 10 64 비

모두에게 7%씩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험군 1

트 운영체제와 유니티 5.6.2 버전을 이용하였으며, 인

과 2는 최대 7% 정도의 어지럼증 반응 민감도 차이가 있

텔 i7-6700K 4.0Ghz CPU와 16GB 램, 그리고 NVidia

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지럼증 저감 전/후에 정도의 차

GeForce GTX1080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

이가 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나이차로 인

을 위한 VR 헤드셋으로는 Oculus Rift CV1을 이용하였

한 민감도의 차이가 주요 원인 중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으며, <그림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상의 체스판 위

하지만,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 전/후에 대해서는 본

에 Stanford Bunny 가 1인칭 시점의 VR 카메라가 위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연령대와 독립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한 곳을 향해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무한 반복하

을 보여준다고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자체 평가를 내

도록 플레이 하였다.

릴 수 있다.

플레이 시간은 최대 5분으로 지정하였으며, 실험 중에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실험을 종

Ⅶ. 결 론

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집단은 30대 초
반(실험군 1) 및 20대 후반(실험군 2)의 남성 20명이며,

<그림 15> 실험에 사용된 VR 콘텐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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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에서는 VR 콘텐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분

<그림 16> VR 콘텐츠 어지럼증 저감 설계 및 적용 전/후의
어지럼증 반응 민감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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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세부적인 유발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저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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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을 설계하여 VR 콘텐츠의 어지럼증을 저감하는

Electronics (ICCE),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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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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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in humans.” Neuroscience letters 34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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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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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la.org/en-US/docs/Web/API/WebVR_API/Concepts, Jan

의 한계점으로써 명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2018

재까지 발견된 23가지의 어지럼증 분석 요소를 이용하여

[6] Ukai, Kazuhiko, and Peter A. Howarth. “Visual fatigue caused

실제 상용화 된 VR 게임 콘텐츠에 대해 어지럼증을 성공

by viewing stereoscopic motion images: Background,

[17]

적으로 저감한 사례 가 다수 존재하며, 따라서 본 기고

theories, and observations.” Displays 29.2 (2008): 106-116.

문에서 설명한 유발 요인들만으로도 충분히 어지럼증이

[7] Ukai, Kazuhiko, and Peter A. Howarth. “Visual fatigue caused

저감된 VR 콘텐츠를 개발 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by viewing stereoscopic motion images: Background,

내릴 수 있다. 이렇듯 VR 콘텐츠 어지럼증 유발 요인은

theories, and observations.” Displays 29.2 (2008): 106-116.

최근 매스컴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요소, 특히 하드웨어

[8] Hoffman, David M., et al. “Vergence-accommodation conflicts

적 요인들 중 한두 가지를 해결했다고 해서 전체 VR 콘

hinder visual performance and cause visual fatigue.” Journal

텐츠의 어지럼증이 저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of vision 8.3 (2008): 33-33.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어지럼증 저감을 위해서는 본 기고

[9] Jan Reinsch, “UX - Designing for humans - pt 1 - How

문에서 명시한 최소 23가지 유발 요인을 명확히 이해하

humans perceive webpages,” https://blog.coded-aesthetics.

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해당 요인들로 인한 어지럼증 유발

com/2017/01/30/ux-designing-for-humans-pt-1-how-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어지럼증 저감 대

humans-perceive-webpages/, Jan, 2017

책을 설계해야 한다.

[10] Yıldırım, Yıldıray, et al. “evaluation of interpupillary
distance in the Turkish popu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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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야

[통신]
•항공기용 멀티 홉 무선센서 통신망에서 협력통신기법
김승환, 이재민, 김동성
•MDT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신경망 기반의 실내외 구분 기법
김영환, 김진만, 이충용

[마이크로파 및 전파]
•능동필터를 이용한 빠른 Lock Time을 갖는 PLL
남형석, 오녹덕, 당두이닌, 이문규, 이승훈, 고민호, 서철헌
•위상잡음 개선을 위한 이중 제어 광대역 전압제어 발진기
최진태, 최승진, 고민호, 하진혁, 서철헌, 이문규

반도체 분야

[반도체 재료 및 부품]
•광 검출기용 다결정 실리콘에서 결정립의 크기에 의존하는 수소 부동태화 특성
이재성

[SoC 설계]
•다중위상-그레이코드 카운터를 이용한 적외선 센서용 저전력 ADC 설계
김영선, 장병탁, 임현자, 이희철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스마트 카드를 위한 4-채널 SPST 및 8-채널 SPDT CMOS 스위치 집적회로
김정아, 김승수, 신현철
•넓은 주파수 대역폭의 인덕터 전류 센서를 갖는 전류 모드 제어 부스트 컨버터
이지환, 전준열, 박정표, 정민규, 강진규, 유창식

[RF 집적회로기술]
•65nm CMOS공정을 이용한 FMCW 레이더 및 라디오미터 일체형 센서용 광대역 IF 가변 이득 증폭기
남효현, 김형규, 김당오, 류편준, 김주혜, 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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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 논문목차
컴퓨터 분야

[멀티미디어]
•프로젝션 매핑용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강문호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상완골 간부골절의 수술 계획의 유용성
김소현, 유선국

[국방정보 및 제어]
•적외선 에미터 소자의 열 특성 개선을 위한 구조 설계
전재훈, 신영봉, 이희철

산업전자 분야

[통신 및 초고주파]
•Hopper lens type WDM을 이용한 광섬유 Dual Sensor 외곽경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연구
김경복

[컴퓨터 응용]
•중소형 건물 부하변동 기반 유연 분산전원 운영기술
박용국, 이민구, 이태훈, 정경권,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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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일 자

학술대회명

11. 01.-11. 02.

2018 3rd International Innovative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Intelligence on Power, Energy and Controls with their Impact on
Humanity (CIPECH)

Ghaziabad, India

http://www.cipech.org/

11. 01.-11. 02.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newable Energies for
Developing Countries (REDEC)

Beirut, Lebanon

http://redeconf.org/

11. 01.-11. 02.

2018 IEEE 21st International Multi-Topic Conference (INMIC)

Karachi, Pakistan

http://inmic.org.pk/

11. 01.-11. 02.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ntrol, Informatics
and its Applications (IC3INA)

Tangerang, Indonesia

http://situs.opi.lipi.go.id/ic3ina2018

11. 01.-11. 02.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Informatics and Clinical
Analytics (IC-HICA)

Kathmandu, Nepal

http://www.c-mrai.org/conferencenepal

11. 01.-11. 03.

2018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and Systems
Engineering (KSE)

Ho Chi Minh City, Vietnam

http://kse-conf.org/

11. 01.-11. 03.

2018 IEEE 9th Annual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s and
Mobile Communication Conference (IEMC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http://ieee-iemcon.org/

11. 01.-11. 03.

2018 IEEE Asia Pacific Conference on Wireless and Mobile
(APWiMob)

BALI, Indonesia

http://apwimob.org/

11. 01.-11. 03.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ustrial Electronics (INDEL)

Banja Luka, Bosnia and Herzegovina

http://www.indel.etfbl.net/

11. 02.-11. 04.

2018 5th IEEE Uttar Pradesh Se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UPCON)

Gorakhpur, India

http://www.mmmut.ac.in/upcon2018

11. 04.-11. 07.

2018 IEEE 2nd International Electrical and Energy Conference
(CIEEC)

Beijing, China

http://www.cieec-conf.org/

11. 04.-11. 07.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C)

Maui, Hawaii, USA

http://www.ieee-itsc2018.org/

11. 04.-11. 07.

2018 International Automatic Control Conference (CACS)

Taoyuan, Taiwan

http://web.ite.mcu.edu.tw/CACS2018/

11. 04.-11. 08.

2018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Growth Modeling,
Simulation, Visualization and Applications (PMA)

Hefei, China

http://pma2018.csp.escience.cn/dct/
page/1

11. 05.-11. 07.

2018 IEEE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o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CTAI)

Volos, Greece

http://ictai2018.org/

11. 05.-11. 07.

2018 IEEE Asian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A-SSCC)

Tainan, Taiwan

http://www.a-sscc2018.org/

11. 05.-11. 07.

2018 IEEE Conference on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and
Software Defined Networks (NFV-SDN)

Verona, Italy

http://nfvsdn2018.ieee-nfvsdn.org/

11. 05.-11. 08.

2018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Aided
Design (ICCAD)

San Diego, California, USA

http://iccad.com/

11. 05.-11. 09.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Simulation of
Optoelectronic Devices (NUSOD)

Hong Kong, China

http://www.nusod.org/2018/

11. 06.-11. 07.

2018 2nd East Indonesia Conference on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EIConCIT)

Makassar, Indonesia

http://www.eiconci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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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11. 06.-11. 0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nd Energy and Applications
in Algeria (ICWEAA)

Algiers, Algeria

http://www.cder.dz/ICWEAA

11. 06.-11. 08.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System Technology
(POWERCON)

Guangzhou, China

http://www.%20powercon2018.org/

11. 06.-11. 09.

2018 Asia-Pacific Microwave Conference (APMC)

Kyoto, Japan

http://www.apmc2018.org/

11. 06.-11. 09.

2018 IEEE/OE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Workshop
(AUV)

Porto, Portugal

http://www.auv2018.lsts.pt/

11. 06.-11. 10.

2018 Latin American Robotic Simposium, 2018 Brazilian
Symposium on Robotics (SBR) and 2018 Workshop on Robotics
in Education (WRE)

João Pessoa, Brazil

http://www.robotica.org.br/

11. 07.-11. 08.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and Software
Engineering (ICoDSE)

Mataram, Lombok, Indonesia

http://icodse.org/

11. 07.-11. 08.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Information Security (ICSPIS)

DUBAI, United Arab Emirates

http://www.ud.ac.ae/conference/

11. 07.-11. 09.

2018 Argentine Conference on Automatic Control (AADECA)

Buenos Aires, Argentina

http://www.aadeca.org/aadeca18/

11. 07.-11. 09.

2018 IEEE 38th Central America and Panama Convention
(CONCAPAN XXXVIII)

San Salvador, El Salvador

http://www.concapan2018.org/

11. 07.-11. 09.

2018 IEEE 4th Globa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onference
(GEMCCON)

Stellenbosch, South Africa

http://www.gemccon2018.emcss.org/

11. 07.-11. 09.

2018 IEEE International Autumn Meeting on Power, Electronics
and Computing (ROPEC)

Ixtapa, Mexico

http://ropec.org/

11. 07.-11. 09.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Systems
for Aircraft, Railway, Ship Propulsion and Road Vehicles &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ESARSITEC)

Nottingham, United Kingdom

http://www.esars-itec2018.org/

11. 07.-11. 09.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booting Computing
(ICRC)

McLean, Virginia, USA

http://icrc.ieee.org/

11. 07.-11. 09.

2018 IEEE Latin American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LA-CCI)

Gudalajara, Mexico

http://la-cci.org/

11. 07.-11. 10.

2018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Theory, Tools and Applications (IPTA)

Xi'an, China

http://www.ipta-conference.com/ipta18/

11. 08.-11. 09.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System Engineering (ICEESE)

Kuala Lumpur, Malaysia

http://enter.uitm.edu.my/iceese2018/

11. 08.-11. 09.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IICAIET)

Kota Kinabalu, Malaysia

https://sites.google.com/view/icaiet/home

11. 08.-11. 09.

2018 Inter 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ISETC)

Timisoara, Romania

http://conference.etc.upt.ro/isetc2018/

11. 08.-11. 10.

2018 9th IEEE Annual Ubiquitous Computing, Electronics &
Mobile Communication Conference (UEMCON)

New York City, New York, USA

http://ieee-uemcon.org/

11. 08.-11. 10.

2018 Medical Technologies National Congress (TIPTEKNO)

Magusa, Cyprus

http://www.tiptekno2018.org/

11. 09.-11. 11.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
Informatics (ISI)

Miami, Florida, USA

http://isi18.azurewebsites.net/

11. 09.-11. 11.

2018 JCCO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in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in Arab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computing (JCCO: TICETICCA-GECO)

Tunisia / Hammamet, Tunisia

http://tmsscontact.wixsite.com/jccoen2018

11. 09.-11. 11.

2018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ntrol and
Information Processing (ICICIP)

Wanzhou, China

http://icicip2018.sanxiau.edu.cn/

11. 09.-11. 12.

2018 IEEE Conference on Technologies for Sustainability
(SusTech)

Long Beach, California, USA

11. 09.-11. 17.

2018 IEEE Nuclear Science Symposium and Medical Imaging
Conference (NSS/MIC)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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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학술대회명

11. 10.-11. 12.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Informati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SIET)

Malang, Indonesia

http://siet.ub.ac.id/

11. 12.-11. 13.

2018 IEEE Symposium on Product Compliance Engineering
(SPCEB-Boston)

Boston, Massachusetts, USA

http://spce2018.org/

11. 12.-11. 13.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ICE Cube)

Quetta, Pakistan

http://www.icecubeconference.org/

11. 12.-11. 13.

2018 Loughborough Antennas and Propagation Conference
(LAPC)

Loughborough, United Kingdom

http://events.theiet.org/lapc/index.
cfm?origin=ieee

11. 12.-11. 14.

2018 24th Asia-Pacific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APCC)

Ningbo, China

http://apcc2018.org/

11. 12.-11. 14.

2018 IEEE 59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ower and
Electrical Engineering of Riga Technical University (RTUCON)

Riga, Latvia

http://www.conference.rtu.lv/

11. 12.-11. 14.

2018 IEEE Electronic Power Grid (eGrid)

Charleston, South Carolina, USA

http://ieee-et-d.org/

11. 12.-11. 15.

2018 Asia-Pacific Sign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Association
Annual Summit and Conference (APSIPA ASC)

Honolulu, Hawaii, USA

http://www.apsipa2018.org/

11. 12.-11. 16.

2018 World Engineering Education Forum - Global Engineering
Deans Council (WEEF-GEDC)

Albuquerque, New Mexico, USA

http://weef-gedc2018.org/

11. 13.-11. 14.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and Electrical Engineering (ICITISEE)

Yogyakarta, Indonesia

http://icitisee.amikompurwokerto.ac.id/

11. 13.-11. 14.

2018 Future Technologies Conference (FTC)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http://saiconference.com/FTC

11. 13.-11. 14.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y and Society
(ISTAS)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
USA

h t t p : / / t e c h n o l o g y a n d s o c i e t y. o r g /
event/2018-ieee-international-symposiumtechnology-society-istas/

11. 13.-11. 15.

2018 Cyber Resilience Conference (CRC)

Putrajaya, Malaysia

http://www.ftsm.ukm.my/crc2018

11. 13.-11. 15.

2018 Global Smart Industry Conference (GloSIC)

Chelyabinsk, Russia

http://glosic.susu.ru/

11. 13.-11. 15.

2018 IEEE Avionics and Vehicle Fiber-Optics and Photonics
Conference (AVFOP)

Portland, Oregon, USA

http://ieee-avfop.org/

11. 13.-11. 15.

2018 Military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MilCIS)

Canberra, Australia

http://www.milcis.com.au/

11. 13.-11. 16.

2018 23rd Conference of Open Innovations Association (FRUCT)

Bologna, Italy

http://www.fruct.org/conference23

11. 14.-11. 15.

2018 IEEE Nanotechnology Symposium (ANTS)

Albany, New York, USA

http://albanynanotechnology.org/

11. 14.-11. 16.

2018 12th Spanish Conference on Electron Devices (CDE)

Salamanca, Spain

http://cde2018.usal.es/

11. 14.-11. 16.

2018 IEEE 10th Latin-American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LATINCOM)

Guadalajara, Jalisco, Mexico

11. 14.-11. 16.

2018 IEEE 9th Power,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Meeting
(EPIM)

Salto, Uruguay

http://sites.ieee.org/uruguay

11. 14.-11. 16.

2018 IEEE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IMCET)

Beirut, Lebanon

http://www.imcet.org/

11. 14.-11. 1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Theory and Its
Applications (iFUZZY)

Daegu, Korea (South)

http://ifuzzy2018.org/

11. 15.-11. 16.

2018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eLearnin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ICETA)

Starý Smokovec, Slovakia

http://www.iceta.sk/

11. 15.-11. 16.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ntive Computation
Technologies (ICICT)

Coimbatore, India

http://icicts.com/index.html

11. 15.-11. 17.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Satellite (Comnetsat)

Medan, Indonesia

11. 15.-11. 1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Kyrgyzstan on Wireless and
Optical Communications Networks (WOCN2018KG)

Bishkek, Kyrgyzstan

73

개최장소

홈페이지/연락처

http://www.wocn2018kg.org/

전자공학회지 2018. 10 _

899

일 자

학술대회명

11. 16.-11. 17.

2018 6th Edi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Networks & Embedded Systems (WECON)

Rajpura (near Chandigarh), India

http://www.chitkara.edu.in/wecon/

11. 16.-11. 18.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nufacturing
(ICAM)

Yunlin, Taiwan

http://2018.icam.tw/

11. 17.-11. 18.

2018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informatics (ISyG)

Malang, Indonesia

http://isyg.filkom.ub.ac.id/

11. 17.-11. 18.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Knowledge (ICBK)

Singapore

http://icbk2018.bigke.org/

11. 17.-11. 19.

2018 IEEE 37th International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Conference (IPCCC)

Orlando, Florida, USA

http://www.ipccc.org/

11. 18.-11. 19.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s in Information
Technology (IIT)

Al Ain, United Arab Emirates

11. 18.-11. 21.

2018 IEEE Symposium Series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SSCI)

Bangalore, India

http://ieee-ssci2018.org/

11. 19.-11. 21.

2018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twork of the Future
(NOF)

Poznan, Poland

http://2018.network-of-the-future.org/call.
php

11. 19.-11. 21.

2018 IEE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Shanghai, China

http://dsp2018.org/home.asp

11. 19.-11. 21.

2018 IEEE CPMT Symposium Japan (ICSJ)

Kyoto, Japan

http://www.ieee-csj.org/

11. 20.-11. 21.

2018 IEEE 7th Palestin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ICECE)

Gaza, Palestine

http://picece.iugaza.edu.ps/

11. 20.-11. 22.

2018 IEEE Conference on Big Data and Analytics (ICBDA)

Langkawi Island, Malaysia

http://ieeecomputer.my/icbda2018/

11. 20.-11. 22.

2018 IEEE Conference on Wireless Sensors (ICWiSe)

Langkawi, Malaysia

http://ieeecomputer.my/icwise2018/

11. 20.-11. 23.

2018 New Generation of CAS (NGCAS)

Valletta, Malta

http://www.um.edu.mt/events/ngcas2018

11. 21.-11. 23.

2018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and Knowledge
Engineering (ICT&KE)

Bangkok, Thailand

http://ict-ke.org/

11. 21.-11. 23.

2018 28t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Networks and
Applications Conference (ITNAC)

Sydney, Australia

http://www.itnac.org.au/

11. 21.-11. 23.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y Management,
Operations and Decisions (ICTMOD)

Marrakech, Morocco

http://www.ciems.ma/conference

11. 21.-11. 23.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AECT)

Rabat, Morocco

http://www.isaect.org/

11. 21.-11. 24.

2018 11th Biomedical Enginee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BMEiCON)

Chiang Mai, Thailand

http://www.bmeicon.org/bmeicon2018/

11. 21.-11. 24.

2018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uting, Electromagnetics,
and Machine Intelligence (CEMi)

Stellenbosch, South Africa

http://cem18.computing.technology/

11. 22.-11. 23.

2018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Networks
(ICRCICN)

Kolkata, India

http://www.icrcicn.in/

11. 22.-11. 25.

2018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s on Recent
Advances and Innovations in Engineering (ICRAIE)

Jaipur, India

http://icraie.poornima.org/

11. 23.-11. 24.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TSD)

Ho Chi Minh City, Vietnam

http://gtsd2018.hcmute.edu.vn/

11. 23.-11. 24.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Modeling &
Advancement in Research Trends (SMART)

Moradabad, India

http://2018.smartconference.co.in/

11. 23.-11. 25.

2018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and Service Science (ICSESS)

Beijing, China

http://www.icsess.org/

11. 24.-11. 25.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Smart Systems
(ICASS)

Medea, Algeria

http://www.univ-medea.dz/en/icass2018

11. 24.-11. 26.

2018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 Technologies (CSNT)

Bhopal, India

http://cs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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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11. 28.

2018 Global Wireless Summit (GWS)

Chiang Rai, Thailand

http://www.mfu.ac.th/gws2018/

11. 26.-11. 2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Engineering,
Network and Intelligent Multimedia (CENIM)

Surabaya, Indonesia

http://cenim.its.ac.id/

11. 26.-11. 2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Image, Vision and their
Applications (SIVA )

Guelma, Algeria

http://www.pimis.net/siva18/

11. 26.-11. 28.

2018 7th European Workshop o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UVIP)

Tampere, Finland

http://www.tut.fi/euvip2018/index.html

11. 26.-11. 28.

2018 IEEE Global Conference on Sign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GlobalSIP)

Anaheim, California, USA

http://www.ieeeglobalsip.org/

11. 26.-11. 28.

2018 IEEE International Forum on Smart Grids for Smart Cities
(SG4SC)

Genk, Belgium

http://www.ieeesg4sc.org/

11. 26.-11. 28.

2018 IEEE Student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SCOReD)

Selangor, Malaysia

http://ieeemy.org/scored/

11. 26.-11. 28.

2018 ITU Kaleidoscope: Machine Learning for a 5G Future
(ITU K)

Santa Fe, Argentina

11. 26.-11. 29.

2018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Spoken
Language Processing (ISCSLP)

Taipei City, Taiwan

http://www.iscslp2018.org/

11. 27.-11. 28.

2018 IEEE 5th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Smar t
Instrument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ICSIMA)

Bangkok, Thailand

http://icsima.ieeemy-ims.org/18/

11. 27.-11. 30.

2018 1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Video and
Signal Based Surveillance (AVSS)

Auckland, New Zealand

http://avss2018.org/

11. 27.-11. 30.

2018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RTSS)

Nashville, Tennessee, USA

11. 27.-11. 30.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ISPACS)

Ishigaki, Okinawa, Japan

http://ispacs2018.org/

11. 28.-11. 30.

2018 Congreso Argentino de Ciencias de la Informática y
Desarrollos de Investigación (CACIDI)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http://www.unsam.edu.ar/cacidi/

11. 28.-11. 30.

2018 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and RF Conference
(IMaRC)

Kolkata, India

http://imarc-ieee.org/

11. 29.-11. 30.

2018 25th National and 3rd International Iranian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ICBME)

Qom, Iran

http://en.icbme.ir/

11. 29.-12. 01.

2018 IEEE Women in Engineering (WIE) Forum USA East

White Plains, New York, USA

http://sites.ieee.org/wie-forum-usaeast-2018/

11. 29.-12. 02.

2018 IEE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oid,
Nan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Communication and
Control, Environment and Management (HNICEM)

Baguio City, Philippines

http://hnicem.com/

11. 29.-12. 07.

2018 IEEE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IEDM)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http://www.ieee-iedm.org/

〉〉2018년 12월
12. 01.-12. 02.

2018 IEE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and
Information Systems (ICIIS)

Rupnagar, India

http://www.iitrpr.ac.in/iciis2018/

12. 01.-12. 03.

2018 IEE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derwater System
Technology: Theory and Applications (USYS)

Wuhan, China

http://oes.ieeemy.org/ieeeusys18/

12. 02.-12. 03.

2018 8th International Platform on Integrating Arab
e-infrastructure in a Global Environment (e-AGE)

Amman, Jordan

http://asrenorg.net/eage18/

12. 02.-12. 05.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conventional Modelling,
Simulation and Optimization - Soft Computing and Meta
Heuristics - UMSO

Kitakyushu, Japan

http://wcicme.com/UMSO2018/

12. 02.-12. 05.

2018 IEE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Molecular
Medicine and Engineering (NANOMED)

Waikiki Beach, Hawaii, USA

http://www.ieee-nanomed.org/2018/

12. 03.-12. 04.

2018 IEE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and Energy
(PECon)

Kuala Lumpur, Malaysia

http://sites.ieee.org/pec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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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3.-12. 05.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onFigurable Computing
and FPGAs (ReConFig)

Cancun, Mexico

http://www.reconfig.org/

12. 03.-12. 06.

2018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ennas, Propagation
and EM Theory (ISAPE)

Hangzhou, China

http://www.rpsoc.cn/isape2018

12. 03.-12. 06.

2018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nsing Technology
(ICST)

Limerick, Ireland

http://www.ece.ul.ie/icst2018

12. 03.-12. 06.

2018 IEEE/WIC/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Intelligence (WI)

Santiago, Chile

http://webintelligence2018.com/

12. 03.-12. 06.

2018 IEEE-EMBS Conference on Biomedical Engineering and
Sciences (IECBES)

Sarawak, Malaysia

http://www.iecbes.org/

12. 03.-12. 07.

2018 IEE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urbo Codes &
Iterative Information Processing (ISTC)

Hong Kong, Hong Kong

http://www.eie.polyu.edu.hk/
turbocodes2018/ISTC_2018/Home.html

12. 04.-12. 06.

2018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ngineering, Technology
and Sciences of Al-Kitab (ICETS)

Karkuk, Iraq

http://www.uoalkitab.edu.iq/icets-2018/

12. 04.-12. 06.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Grid (icSmartGrid)

Nagasaki, Japan

http://www.icsmartgrid.org/

12. 04.-12. 07.

2018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isaster Management (ICT-DM)

Sendai, Japan

http://ict-dm.org/

12. 04.-12. 07.

2018 IEEE 20th Electronics Packaging Technology Conference
(EPTC)

Singapore, Singapore

http://www.eptc-ieee.net/

12. 04.-12. 07.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ching, Assessment,
and Learning for Engineering (TALE)

Wollongong, Australia

http://tale-conference.org/

12. 05.-12. 06.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ntrol,
Optimization and Computer Science (ICECOCS)

Kenitra, Morocco

http://www.uit.ac.ma/icecocs2018/

12. 05.-12. 07.

2018 IEEE Global Conference on Internet of Things (GCIoT)

Alexandria, Egypt

http://gciot.org/

12. 05.-12. 0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Electronics,
Renewable Energy and Communications (ICCEREC)

BALI, Indonesia

http://iccerec.org/

12. 05.-12. 07.

2018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Mechatronika (ME)

Brno, Czech Republic

http://mechatronika.fel.cvut.cz/

12. 05.-12. 07.

2018 9th ESA Workshop on Satellite Navigation Technologies and
European Workshop on GNSS Signals and Signal Processing
(NAVITEC)

Noordwijk, Netherlands

h t t p : / / a t p i . e v e n t s a i r. c o m /
QuickEventWebsitePortal/18c04---navitec/
site

12. 05.-12. 07.

2018 IEEE Vehicular Networking Conference (VNC)

Taipei, Taiwan

http://www.ieee-vnc.org/

12. 05.-12. 08.

2018 IEEE 49th Semiconductor Interface Specialists Conference
(SISC)

San Diego, California, USA

http://www.ieeesisc.org/

12. 05.-12. 08.

2018 Joint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 Computing and
Intelligent Systems (SCIS) and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Intelligent Systems (ISIS)

Toyama, Japan

http://scis2018.j-soft.org/

12. 06.-12. 07.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and Innovative
Computing Applications (ICONIC)

Pointe aux Piments, Mauritius

http://mauricon.org/

12. 06.-12. 08.

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gnal Process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SPIT)

Louisville, Kentucky, USA

http://isspit.org/

12. 06.-12. 08.

2018 IEEE 6th Region 10 Humanitarian Technology Conference
(R10-HTC)

Malambe, Sri Lanka

http://r10htc2018.org/

12. 06.-12. 08.

2018 IEEE Recent Advances in Intelligent Computational
Systems (RAICS)

Thiruvananthapuram, India

http://raics.ieeekerala.org/

12. 07.-12. 08.

2018 Australian & New Zealand Control Conference (ANZCC)

Melbourne, Australia

http://anzcc.org.au/ANZCC2018/

12. 07.-12. 09.

2018 IEEE Applied Signal Processing Conference (ASPCON)

Kolkata, India

http://ieeespskolkata.org/conferences.html

12. 07.-12. 10.

2018 IEE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CCC)

Chengdu, China

http://www.i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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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9.-12. 12.

2018 2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ircuits
and Systems (ICECS)

Bordeaux, France

http://www.ieee-icecs2018.org/

12. 09.-12. 12.

2018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WSC)

Gothenburg, Sweden

http://www.wintersim.org/

12. 09.-12. 12.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NanoMechatronics and
Human Science (MHS)

Nagoya, Japan

http://www.mein.nagoya-u.ac.jp/mhs/
mhs2018-Top.html

12. 09.-12. 12.

2018 IEEE Visual Communications and Image Processing (VCIP)

Taichung, Taiwan

http://www.vcip2018.org/

12. 09.-12. 13.

GLOBECOM 2018 - 2018 IEEE Global Communications
Conference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http://www.ieee-globecom.org/2018

12. 10.-12. 11.

2018 2nd Borne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Mathematics and Engineering (BICAME)

Balikpapan, Indonesia

http://www.bicame.itk.ac.id/

12. 10.-12. 11.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SSM)

Tokyo, Japan

http://www.semiconportal.com/issm/

12. 10.-12. 12.

2018 IEEE 8th Power India International Conference (PIICON)

Kurukshetra, India

http://piicon2018.org/piicon/

12. 10.-12. 13.

2018 Digital Image Comput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DICTA)

Canberra, Australia

http://dicta2018.org/

12. 10.-12. 13.

2018 IEEE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chnology for
Education (T4E)

Chennai, India

http://t4e2018.iitm.ac.in/

12. 10.-12. 13.

2018 IEEE Conference on Dependable and Secure Computing
(DSC)

Kaohsiung, Taiwan

http://dsc2018.nsysu.edu.tw/

12. 10.-12. 13.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Science (CloudCom)

Nicosia, Cyprus

http://2018.cloudcom.org/

12. 10.-12. 13.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Big Data)

Seattle, Washington, USA

http://cci.drexel.edu/bigdata/bigdata2018/
index.html

12. 10.-12. 14.

2018 IEEE Micro- and Nanoengineering in Medicine Conference
(MNMC)

Kauai, Hawaii, USA

http://mnm.embs.org/2018/

12. 11.-12. 13.

2018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 (WIFS)

Hong Kong, Hong Kong

http://wifs2018.comp.polyu.edu.hk/

12. 11.-12. 13.

2018 6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for Space
and Extreme Environments (WiSEE)

Huntsville, Alabama, USA

http://sites.ieee.org/wisee

12. 11.-12. 13.

2018 Saudi Arabia Smart Grid (SASG)

Jeddah, Saudi Arabia

http://www.saudi-sg.com/

12. 11.-12. 14.

2018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RTSS)

Nashville, Tennessee, USA

http://www.rtss.org/

12. 12.-12. 13.

2018 TRON Symposium (TRONSHOW)

Minato, Tokyo, Japan

http://www.tronshow.org/index-e.html

12. 12.-12. 14.

2018 IEEE MTT-S Latin America Microwave Conference (LAMC)

Arequipa, Peru

https://lamc-ieee.org/

12. 12.-12. 14.

2018 3rd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and Engineering
Sci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TIMES-iCON)

Bangkok, Thailand

http://times-icon.org/2018/index.html

12. 12.-12. 14.

2018 IEEE British and Irish Conference on Optics and Photonics
(BICOP)

London, United Kingdom

http://ieeebicop.wordpress.com/

12. 13.-12. 15.

2018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bedded Computing and
System Design (ISED)

Cochin, India

http://ised2018.org/

12. 14.-12. 15.

2018 IEEE Conference on Systems, Process and Control (ICSPC)

Melaka, Malaysia

http://asprg.net/icspc2018

12. 14.-12. 15.

2018 IFAC Conference on Cyber-Physical & Human Systems
(CPHS)

Miami, Florida, USA

http://www.cphs2018.org/

12. 14.-12. 16.

2018 IEEE 4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chatronics
Engineering Conference (ITOEC)

Chongqing, China

http://www.itoec.org/

12. 14.-12. 16.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POMS)

Peradeniya, Sri Lanka

http://poms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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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12. 16.

2018 20th National Power Systems Conference (NPSC)

Tiruchirappalli, India

http://npsc2018.nitt.edu/

12. 16.-12. 19.

2018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ICM)

Sousse, Tunisia

http://www.ieee-icm2018.org/

12. 17.-12. 18.

2018 Asian Hardware Oriented Security and Trust Symposium
(AsianHOST)

Hong Kong, Hong Kong

http://asianhost.org/2018

12. 17.-12. 19.

2018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Electronics
(ICEE)

Bengaluru, India

http://ieee-icee.org/

12. 17.-12. 19.

2018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ICSPCS)

Cairns, Australia

http://dspcs-witsp.com/icspcs_2018/index.
html

12. 17.-12. 19.

2018 IEEE Conference on Decision and Control (CDC)

Florida, USA

http://cdc2018.ieeecss.org/

12. 17.-12. 19.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Information
Analytics (BigDIA)

Houston, Texas, USA

http://sph.uth.edu/divisions/biostatistics/
bigdia/

12. 17.-12. 19.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FIT)

Islamabad, Pakistan

http://www.fit.edu.pk/

12. 17.-12. 19.

2018 IEEE International RF and Microwave Conference (RFM)

Penang, Malaysia

http://rfm2018.apmttemc.org/

12. 17.-12. 20.

2018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Materials and
Packaging (EMAP)

Clear Water Bay, Hong Kong

http://emap2018.ust.hk/

12. 17.-12. 20.

2018 17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Applications (ICMLA)

Orlando, Florida, USA

http://www.icmla-conference.org/icmla18/

12. 17.-12. 20.

2018 IEEE/ACM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Computing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BDCAT)

Zurich, Switzerland

http://bdcat-conference.org/

12. 18.-12. 20.

2018 Twentieth International Middle East Power Systems
Conference (MEPCON)

Cairo, Egypt

http://www.mepcon.org/

12. 18.-12. 20.

2018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llimeter-Wave and
Terahertz Technologies (MMWaTT)

Tehran, Iran

http://mmwatt.aut.ac.ir/

12. 18.-12. 21.

2018 IEEE Spoken Language Technology Workshop (SLT)

Athens, Greece

http://www.slt2018.org/

12. 18.-12. 21.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Drives
and Energy Systems (PEDES)

Chennai, India

http://www.ee.iitm.ac.in/PEDES2018/

12. 19.-12. 21.

201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ICCS)

Chengdu, China

http://www.ieee-iccs.org/

12. 20.-12. 2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of Things, Embedded
Systems and Communications (IINTEC)

Hamammet, Tunisia

http://www.iintec.org/

12. 20.-12. 22.

2018 2nd European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EECS)

Bern, Switzerland

http://www.eecs-conf.org/

12. 20.-12. 22.

2018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ICECE)

Dhaka, Bangladesh

http://icece.buet.ac.bd/i2018/

12. 21.-12. 22.

2018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and Energy Systems
(ICPES)

Colombo, Sri Lanka

http://www.icpes.org/

〉〉2019년 1월
01. 01.-01. 04.

2019 China-Qatar International Worksho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pplications to Intelligent Manufacturing (AIAIM)

Doha, Qatar

http://aiaim2019.org/

01. 03.-01. 04.

2019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Networks (CICN)

Honolulu, Hawaii, USA

http://cicn.in/

01. 03.-01. 05.

2019 IEE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Assurance
Systems Engineering (HASE)

Hangzhou, China

http://cloud.hdu.edu.cn/hase2019/

01. 04.-01. 0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scent Technologies in
Engineering (ICNTE)

Navi Mumbai, India

http://icnte.fcrit.ac.in/icnte/

01. 07.-01. 09.

2019 IEEE 9th Annual Computing and Communication Workshop
and Conference (CCWC)

Las Vegas, Nevada, USA

http://ieee-ccw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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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8.-01. 12.

2019 16th International Bhurban Conference on Applied
Sciences and Technology (IBCAST - 2019)

Islamabad, Pakistan

http://www.ibcast.org.pk/

01. 09.-01. 1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Networking (ICOIN)

Kuala Lumpur, Malaysia

http://icoin.org/

01. 09.-01. 11.

2019 Fifth Indian Control Conference (ICC)

New Delhi, India

http://icc.org.in/2019/

01. 10.-01. 1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Electrical and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ICREST)

Dhaka, Bangladesh

http://icrest.aiub.edu/

01. 11.-01. 13.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ICCE)

Las Vegas, Nevada, USA

http://www.icce.org/

01. 13.-01. 17.

2019 Winter School on Biometrics (WSB)

Shenzhen, China

https://www.comp.hkbu.edu.hk/wsb19/

01. 14.-01. 18.

2019 Joint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 INTERMAG
Conference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USA

http://www.magnetism.org/

01. 15.-01. 16.

2019 4th ME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ity (ICBDSC)

Muscat, Oman

http://www.mec.edu.om/icbdsc2019/

01. 16.-01. 18.

2019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strumentation, Contro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ICA-SYMP)

Bangkok, Thailand

http://sites.ieee.org/thailand-css/

01. 16.-01. 18.

2019 IEE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Security,
Safety and Sustainability (ICGS3)

London, United Kingdom

http://london.northumbria.ac.uk/event/
icgs3-19/

01. 18.-01. 1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Electrical &
Communication Engineering (ICCECE)

Kolkata, India

http://iccece.com/

01. 19.-01. 22.

2019 92nd ARFTG Microwave Measurement Symposium
(ARFTG)

Orlando, Florida, USA

http://www.arftg.org/

01. 21.-01. 24.

2019 24th Asia and South Pacific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ASP-DAC)

Tokyo, Japan

http://www.aspdac.com/

01. 22.-01. 24.

2019 15th Annual Conference on Wireless On-demand Network
Systems and Services (WONS)

Wengen, Switzerland

http://2019.wons-conference.org/

01. 23.-01. 2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ICCCI)

Coimbatore, Tamil Nadu, India

http://www.iccci.in/

01. 23.-01. 26.

2019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and Smart
Technology (KST)

Phuket, Thailand

http://kst.buu.ac.th/

01. 28.-01. 31.

2019 Annual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Symposium (RAMS)

Orlando, Florida, USA

http://rams.org/

01. 30.-02. 01.

2019 IEE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mantic Computing
(ICSC)

Newport Beach, California, USA

https://semanticcomputing.wixsite.com/
icsc2019

01. 30.-02. 02.

2019 2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Electric Drives:
Improvement in Efficiency of Electric Drives (IWED)

Moscow, Russia

http://iwed.science/

〉〉2019년 2월
02. 04.-02. 06.

2019 Am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CAI)

Dubai, United Arab Emirates

http://amity.edu/aiit/aicai2019/

02. 05.-02. 07.

2019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manned Vehicle
Systems-Oman (UVS)

Muscat, Oman

http://uvsc.om/

02. 07.-02. 08.

2019 IEEE Texas Power and Energy conference (TPEC)

College Station, Texas, USA

http://tpec.engr.tamu.edu/

02. 07.-02. 08.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Voltage Engineering and
Technology (ICHVET)

Hyderabad, India

http://www.ichvet2019.in/

02. 07.-02. 0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CCE)

Cox'sBazar, Bangladesh

http://www.cuet.ac.bd/ecce/

02. 07.-02. 09.

2019 Innovate Nanomedicine Conference (NANO)

Houston, Texas, USA

https://www.nano-innovate.com/

02. 11.-02. 13.

2019 IEEE Low Temperature Superconductor Workshop (LTSW)

Charleston, South Carolina, USA

http://sites.google.com/site/ltsw1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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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1.-02. 1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AIIC)

Okinawa, Japan

http://icaiic.org/

02. 12.-02. 14.

2019 10th International Power Electronics, Drive Systems and
Technologies Conference (PEDSTC)

Shiraz, Iran

http://pedstc2019.com/

02. 17.-02. 20.

2019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ICACT)

PyeongChang Kwangwoon_Do,
Korea (South)

http://www.icact.org/

02. 17.-02. 21.

2019 IEEE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 (ISSCC)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http://www.isscc.org/

02. 18.-02. 20.

2019 7th International Winter Conference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

Gangwon, Korea (South)

http://brain.korea.ac.kr/bci2019/

02. 18.-02. 2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ICNC)

Honolulu, Hawaii, USA

http://www.conf-icnc.org/2019/

02. 18.-02. 21.

2019 IEEE Power & Energy Society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ISGT)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USA

http://ieee-isgt.org/

02. 19.-02. 21.

2019 22nd Conference on Innovation in Clouds, Internet and
Networks and Workshops (ICIN)

Paris, France

http://www.icin-conference.org/

02. 20.-02. 22.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ECCT)

Coimbatore, India

http://icecct.com/

02. 21.-02. 2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and Emerging
Technologies (ICEET)

Lahore, Pakistan

http://www.iceet.org.pk/

02. 21.-02. 2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ustainable Systems
(ICISS)

Palladam, Tamilnadu, India

http://icoiss.com/iciss2019/index.html

02. 22.-02. 23.

2019 IEEE 6th Portuguese Meeting on Bioengineering (ENBENG)

Lisbon, Portugal

http://embs.ieee-pt.org/6th-enbeng-2019/

02. 25.-02. 27.

2019 3rd Al-Sadiq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disciplinary
in IT and Communication Science and Applications (AICMITCSA)

Baghdad, Iraq

http://sadiqconf.com/

02. 25.-02. 27.

2019 IEEE Conference on Modeling of Systems Circuits and
Devices (MOS-AK India)

Hyderabad, India

http://www.mos-ak.org/india_2019/

02. 25.-02. 27.

2019 Thi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 Computing
(IRC)

Naples, Italy

http://irc.asia.edu.tw/2019/

02. 25.-02. 27.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otonics, Optics and Laser
Technology (PHOTOPTICS)

Prague, Czech Republic

http://www.photoptics.org/

02. 26.-03. 01.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and Systems (ICSETS)

Bhubaneswar, India

http://icset-ieee.org/2019/index.html

02. 27.-03. 0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CONIELECOMP)

Cholula, Mexico

http://conielecomp.udlap.mx/

02. 27.-03. 02.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 (BigComp)

Kyoto, Japan

http://www.bigcomputing.org/

〉〉2019년 3월
03. 01.-03. 0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Science and
Communication (IconDSC)

Bangalore, India

http://christuniversity.in/icondsc/remake.
html

03. 02.-03. 09.

2019 IEEE Aerospace Conference

Big Sky, Montana, USA

https://aeroconf.org/

03. 06.-03. 07.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Computing and Digital systems (C-CODE)

Islamabad, Pakistan

https://ccode.bahria.edu.pk/

03. 06.-03. 08.

2019 Conferenc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ociety (ICTAS)

Durban, South Africa

http://www.ictas2019.com/

03. 06.-03. 08.

2019 7th International Electrical Engineering Congress (iEECON)

Hua Hin, Thailand

http://www.ieecon2019.mut.ac.th/

03. 07.-03. 08.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Energyefficient Computing and Communication (ICRAECC)

Nagercoil, India

http://www.icaecc2019.com/

03. 08.-03. 09.

2019 IEEE 15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Signal Processing &
Its Applications (CSPA)

Penang, Malaysia

http://www.asprg.net/csp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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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1.-03. 13.

2019 IEEE Sensors Applications Symposium (SAS)

Sophia Antipolis, France

http://sensorapps.org/

03. 11.-03. 14.

2019 14th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Robot
Interaction (HRI)

Daegu, Korea (South)

http://humanrobotinteraction.org/2019/

03. 11.-03. 15.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PerCom)

Kyoto, Japan

http://www.percom.org/

03. 12.-03. 15.

2019 Electron Devices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Conference (EDTM)

Singapore, Singapore

http://ewh.ieee.org/conf/edtm/2019/

03. 13.-03. 15.

2019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or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INDIACom)

New Delhi, India

http://bvicam.ac.in/indiacom/

03. 13.-03. 15.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ICAIIT)

Yogyakarta, Indonesia

http://fti.uajy.ac.id/icaiit/

03. 14.-03. 15.

2019 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on Radio Electronics,
Electrical and Power Engineering (REEPE)

Moscow, Russia

http://reepe.mpei.ru/IEEE/Pages/default.
aspx

03. 14.-03. 16.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Power Engineering
(ICEPE)

Dhaka, Bangladesh

http://icepe.bracu.ac.bd/

03. 15.-03. 16.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ing &
Communication Systems (ICACCS)

Coimbatore, India

http://icaccs.sece.ac.in/

03. 15.-03. 17.

2019 IEEE 3rd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ing, Electronic
and Automation Control Conference (ITNEC)

Chengdu, China

http://www.itnec.org/

03. 17.-03. 21.

2019 IEEE Applied P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APEC)

Anaheim, California, USA

http://www.apec-conf.org/

03. 18.-03. 2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rcuits and Systems (AICAS)

Hsinchu, Taiwan

http://www.aicas2019.org/

03. 18.-03. 20.

201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tronics (ICM)

Ilmenau, Germany

http://ieee-icm2019.org/

03. 19.-03. 21.

2019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sign of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s (DRCN)

Coimbra, Portugal

http://drcn2019.inescc.pt/

03. 19.-03. 21.

2019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pplications &
Information Security (ICCAIS)

Riyadh, Saudi Arabia

http://www.iccais.tech/

03. 19.-03. 22.

2019 IEEE Drones for Infrastructure - A Technical Workshop (DFI)

Newark, New Jersey, USA

http://www.dronesforinfrastructure.org/

03. 19.-03. 23.

2019 IEEE PES GTD Grand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 Asia (GTD Asia)

Bangkok, Thailand

http://www.ieeegt-d.org/

03. 20.-03. 21.

2019 53rd Annu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CISS)

Baltimore, Maryland, USA

http://ciss.jhu.edu/

03. 20.-03. 21.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mTech)

Rawalpindi, Pakistan

http://comtech.mcs.edu.pk/

03. 20.-03. 22.

2019 IEEE-RI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IVF)

Danang, Vietnam

http://rivf2019.udn.vn/

03. 20.-03. 22.

2019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INFOTEH-JAHORINA
(INFOTEH)

East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http://www.infoteh.rs.ba/

03. 21.-03. 22.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Telecommunications & Computing (SigTelCom)

Hanoi, Vietnam

http://www.sigtelcom.net/2019

03. 21.-03. 2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ing (WiSPNET)

Chennai, India

http://www.wispnet2019.org/

03. 23.-03. 27.

2019 IEEE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and 3D User Interfaces
(VR)

Osaka, Japan

http://ieeevr.org/

03. 24.-03. 26.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Analysis of
Systems and Software (ISPASS)

Madison, Wisconsin, USA

http://www.ispass.org/ispass2019/

03. 24.-03. 27.

2019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rmal, Mechanical and
Multi-Physics Simulation and Experiments in Microelectronics
and Microsystems (EuroSimE)

Hannover, Germany

http://www.eurosime.org/

03. 25.-03. 29.

2019 Design, Automation & Test in Europe Conference &
Exhibition (DATE)

Florence, Italy

http://www.date-confer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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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5.-03. 29.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Manufacturing (ICIEAM)

Sochi, Russia

http://icie-rus.org/index-ieam.html

03. 26.-03. 27.

2019 7th Palestini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ICECE)

Gaza, Palestine

http://picece.iugaza.edu.ps/

03. 26.-03. 28.

2019 10th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gress (IREC)

Sousse, Tunisia

http://www.irec-conference.com/

03. 26.-04. 11.

2019 Advanc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s (ASET)

Dubai, United Arab Emirates

http://www.aset.hct.ac.ae/

03. 27.-03. 28.

2019 2nd Scientific Conference of Computer Sciences (SCCS)

Baghdad, Iraq

http://cs.uotechnology.edu.iq/conference2018/

03. 27.-03. 29.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Methodologies
and Communication (ICCMC)

Erode, India

http://icocmc.com/iccmc19/

03. 27.-03. 29.

2019 1st Blockchain, Robotics and AI for Networking Security
Conference (BRAINS)

Rio De Janeiro, Brazil

http://brains.dnac.org/index.php

03. 28.-03. 29.

2019 UNSA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s (UNSA
ISCOMM)

Arequipa, Peru

http://www.unsaiscomm.org/

03. 28.-03. 30.

2019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Topics in
Electrical Engineering (ATEE)

Bucharest, Romania

http://www.atee.upb.ro/

03. 31.-04. 04.

2019 IEEE International Reliability Physics Symposium (IRPS)

Monterey, California, USA

http://www.irps.org/

03. 31.-04. 05.

2019 13th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Krakow, Poland

http://www.eucap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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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디어의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 공공성과 지역성의 양립은?
정보 미디어 백서 2018년
저 자 : 電通 Media Innovation Labo
펴낸곳 : 다이아몬드사(ダイヤモンド社)
출판일 : 2018년 2월 21일
크기, 페이지 수 : 30cm, 269p.
서 평
2018년도 ‘정보미디어 백서’가 발행하기 시작하여 금년으로 25년째가 된다.
2017년에는 1월에 큐슈 북부의 호우, 7월의 동경 도의원 선거, 10월의 중
의원 투표일에 태풍 21호의 상륙, 그리고 다음 주의 태풍 22호의 상륙 등, 뉴
스와 보도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1년이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의 동정,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1년을 통
하여 보도의 방법과 미디어의 공공성과 지역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던 한
해였다. ‘Fake News’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정도로 사람
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다.
2020년의 동경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맞추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의 네
트워크 동시 배신에 관한 논의도 금년으로 3년째에 접어 들었다. NHK 수신
료의 지불에 관해서는, 작년 말에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첫 판단이 있었다. 판
결에서는 방송법의 규정은 합헌, 수신료의 지불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신료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된 표현의 자유를 주고 있다”고도 서
술되었다. 한편, TV이외의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네
트워크 동시 배신 실현에는 PC나 스마트폰의 시청과 방송과는 다른 인터넷
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클리어하는 절차 등의 다양한 과제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수신료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
는 저널리즘의 본질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느
껴진다. NHK의 ‘공공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지금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존재 방법은 NHK에 국한되지 않고 민영방송을 시작으로 다양
한 미디어 서비스에도 요구되고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간에도 신뢰성이 담보
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또 이것은 뉴스나 보도만이 아니고 엔터테인먼
트로서의 프로그램과 기사에도 해당되고 있다. 그곳에는 ‘본 방송’만이 아닌
‘광고’도 포함되어 있다. 신뢰성이 없는 미디어에는 광고도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보 미디어 백서 2018’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개발과 연구에 일조가 되었
으면 한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관공서와 민간의 각종 백서·보고서·년감·조사연
구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참고: http://hjtic.snu.ac.kr/node/10758

서평 작성자 : 이원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총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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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사 및 후원사 명단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AP 위성통신㈜

류장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02-2026-7700

http://apsi.co.kr

FCI

한상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031-782-3700

http://www.fci.co.kr

I&C테크놀로지

박창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4 아이앤씨빌딩

031-696-3300

http://www.inctech.co.kr

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031-727-0114

http://www.kt.co.kr

LDT

정재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26-33 WE빌딩

041-520-7300

http://www.ldt.co.kr

LG전자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02-3777-1114

http://www.lge.co.kr

LIG 넥스원

이효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서초동, 나라빌딩)

1644-2005

http://www.lignex1.com

RadioPulse

권태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A 1106호(삼평동) 070-7113-0975

http://www.radiopulse.co.kr

SK Telecom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SK T-타워

02-2121-2114

http://www.sktelecom.com

SK 하이닉스

박성욱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31-630-4114

http://www.skhynix.com

국제종합측기

박재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831, 혜천빌딩 10F, 12F) 02-553-0901

http://www.msinter.co.kr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042-366-1500

http://www.nnfc.re.kr

네이버㈜

김상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031-784-2560

http://www.nhncorp.com

02-6959-7161

http://www.nexuschips.com

넥스트칩

Douglas M. Le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57
김경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02-3460-4700

http://www.nextchip.com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02-2243-4011

http://www.nexpa.co.kr

누리미디어

최순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4층(문래동 6가)

02-710-5300

http://www.nurimedia.co.kr

㈜다빛센스

강영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1305 031-776-2511

넥서스칩스

다우인큐브

이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2층)

070-8707-2500

http://www.daouincube.com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91-5

053-602-1803

http://www.mtcc.or.kr

대덕G.D.S

이희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원시동)

031-8040-8000

http://www.daeduckgds.com

대덕전자

김영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031-599-8800

http://www.daeduck.com

대성전기

이철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 (원시동, 8-27블럭)

031-494-1141

http://www.dsec.co.kr

(재)대전테크노파크

권선택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042-930-2880

http://www.daejeontp.or.kr

㈜더즈텍

김태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92 금강펜테리움IT타워 A동 1061호

031-450-6300

http://www.doestek.co.kr

덴소풍성전자

김경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11

055-600-9227

http://www.dnpe.co.kr

동부하이텍

최창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032-680-4700

http://www.dongbuhitek.co.kr

동아일렉콤

손성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031-330-5500

http://www.dongahelecomm.co.kr

동운아나텍

김동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 아리랑타워 9층

02-3465-8765

http://www.dwanatech.com

042-930-3700

http://www.dmtpcb.co.kr

㈜디엠티

김홍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2

라온텍

김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18층 (서현동 AK플라자) 031-786-4600

http://www.raon-tech.com

라이트웍스㈜

서인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4층 (신도리코빌딩)

http://www.lightworks.co.kr/

031-702-6171

만도

성일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02-6244-2114

http://www.mando.com

문화방송

안광한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2-789-0011

http://www.imbc.com

삼성전자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1588-3366

http://samsungelectronics.com/kr

삼화콘덴서

황호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남사면 북리 124) 031-332-6441

http://www.samwha.co.kr

㈜서연전자

조명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424

http://www.dae-dong.biz

세미솔루션

이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 2005호 031-627-5300

http://www.semisolution.com

세원텔레텍

김철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3

http://www.sewon-teletech.co.kr

㈜수호이미지 테크놀로지

김범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233 에이스하이엔드 9차 816호 070-753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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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크로스코리아

조영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801호 031-267-1662

http://www.skycross.co.kr

(주)시솔

이우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서울신기술센터 A동 202호 02-508-5656

http://www.sisoul.co.kr

실리콘마이터스

허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1670-7665

http://www.siliconmitus.com

실리콘웍스

한대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707

http://www.siliconworks.co.kr

㈜싸인텔레콤

성기빈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9호 02-3439-0033

042-712-7700

http://www.signtelecom.com

(주)쏠리드

정준, 이승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031-627-6000

http://www.st.co.kr

㈜씨자인

김정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4 보명프라자

070-4353-5852

http://www.cesign.co.kr

아나패스

이경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2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타 7층 02-6922-7400

http://www.anapass.com
http://www.avagotech.kr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전성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아이닉스

황정현

수원시 영동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1004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031-204-7333

02-2155-4710

http://www.eyenix.com

아이디어㈜

황진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487-366번지 대원빌딩 5층

http://www.eyedea.co.kr

02-334-3309

㈜아이언디바이스

박기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2-9 예영빌딩 402호

02-541-2896

http://www.irondevice.com

㈜아이에이

김동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길 5-23 (문정동)

02-3015-1300

http://www.ia-inc.kr

안리쓰코퍼레이션㈜

토루와키나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번지 H스퀘어 N동 5층 502호 031-696-7750

http://www.anritsu.com

㈜알파스캔 디스플레이

류영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2호		

http://www.alphascan.co.kr

에디텍

정영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벨리 B동 1003호 031-8018-8778

http://www.aditec.co.kr

에스넷시스템㈜

박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http://www.snetsystems.co.kr

02-3469-2994

에스엘

이충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8-6

053-856-8511

http://www.slworld.com

에이치앤티테크

강임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042-933-7228

http://www.hnt-tech.co.kr

㈜에이투테크

김현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5-6 상헌빌딩 3층

031-752-7363

http://www.a2tech.co.kr

엠텍비젼㈜

이성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601호

031-627-0114

http://www.mtekvision.co.kr

㈜오픈링크시스템

성재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2 정연하이빌 402호

070-5025-0689

http://openlink.kr

우양신소재

윤주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21

053-383-5287

http://www.iwooyang.com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1

070-7878-1000

http://www.yuracorp.co.kr

유텔

김호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81-4

031-427-1020

http://www.u-tel.co.kr

㈜이노피아테크

장만호

경기도 상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405호

070-7820-6300

http://www.innopiatech.com

주식회사 이디

박용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둔촌대로457번길 14) 031-730-7300

http://www.ed.co.kr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처빌딩 2층

031-779-6700,6701

http://www.zaram.com/

전자부품연구원

박청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야탑동)

031-789-7000

http://www.keti.re.kr

주식회사 제이엔티이엔지

최승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 701호(상대원동, 중앙이노테크) 031-723-0855

http://www.jandt.co.kr

㈜제퍼로직

정종척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79-5 아주빌딩 1801호

070-7010-7790

http://www.zephylogic.com

㈜지에스인스트루먼트

고재목

인천시 남구 길파로71번길 70 (주안동)

032-870-5641

http://www.gsinstrument.com

지엠테스트

고상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19(군서리 134)

041-410-2600

http://www.gmtest.com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043-270-2000

http://www.cbtp.or.kr

케이던스 코리아(유)
㈜코아리버

제임스 해댓
배종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9층(main office)/2층 031-728-3114

http://www.cadence.com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02-2142-3400

http://www.coreriver.com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우 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솔리드스페이스빌딩

031-697-3800

http://www.conti-automotive.co.kr

클레어픽셀㈜

정헌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동 301호 031-8060-1440

키움인베스트먼트㈜

박상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6층 02-3430-4800

http://www.kiwoominvest.com/

텔레칩스

이장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층~23층) 02-3443-6792

http://www.telechips.com

㈜티에이치엔

채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3-3

053-583-3001

http://www.th-net.co.kr

031-784-6800

http://www.tli.co.kr

http://www.clairpixel.com

티엘아이

김달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 빌딩

파워큐브세미㈜

강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97(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3동 901호 032-624-3700

http://www.powercubesemi.com/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김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http://www.fairchildsemi.com

85

032-671-3842

전자공학회지 2018. 10 _

911

회원명

대표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안남로402번길 25 3층

전 화
070-4369-3973

홈페이지

㈜하이브론

이홍섭

http://www.hivron.com/

한국멘토그래픽스(유)

양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2 (삼평동) 판교 미래에셋센터 7층 031-8061-0790

http://www.mentorkr.com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김승렬

서울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NG빌딩2층

080-004-5090

http://www.agilent.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02-405-5118

http://www.kisa.or.kr

한국전기연구원

박경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성주동)

055-280-1114

http://www.ke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042-860-6114

http://www.etri.re.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임차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한라비스테온공조

박용환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042-930-6114

http://www.hvccglobal.com

한백전자

진수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35

042-610-1114

http://www.hanback.co.kr

02-729-3030

http://www.hanwhathales.com

한화탈레스

장시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비딩 (19,20층)

㈜핸즈온테크놀러지

강현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에이동 1901-1902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02-2608-2633

http://www.ezlab.com

현대로템

김승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http://www.hyundai-rotem.co.kr

031-596-9114

현대모비스

정명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서울인터내셔널타워

02-2018-5114

http://www.mobis.co.kr

현대엠엔소프트

차인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4 현대차사옥 9층

1577-4767

http://www.hyundai-mnsoft.com

현대오트론

김재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 IT 타워

031-627-0990

http://www.hyundai-autron.com

현대자동차그룹

양웅철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772-1

02-3464-1114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케피코

박정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015

http://www.hyundai-kefico.com

휴먼칩스

손민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 신도빌딩

070-8671-4700

http://www.humanchips.co.kr

휴인스

송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605

031-719-8200

http://www.huins.com

히로세 코리아㈜

이상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희망공원로 250

031-496-7000

http://www.hir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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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중앙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2동산43-1

032-340-3607

가톨릭상지대학도서관

경북안동시율세동393

032-340-3607

강릉대도서관

강원강릉시지변동산1 		

http://211.114.218.253/

강원관광대도서관

강원태백시황지동439

033-552-9005

http://www.kt.ac.kr

강원대도서관

강원춘천시효자2동192-1

033-250-9000

http://library.kangwon.ac.kr

경동대도서관

강원고성군토성면봉포리산91-1

033-639-0371

http://www.kyungdong.ac.kr

경주대도서관

경북경주시효현동산42-1

054-770-5051

http://www.kyongju.ac.kr

건국대도서관

서울성동구모진동93-1

02-450-3852

http://www.konkuk.ac.kr

건양대중앙도서관

충남논산시내동산30

041-730-5154

http://lib.konyang.ac.kr

경기대중앙도서관

경기수원시팔달구이의동산94-6

031-240-7135

http://203.249.26.247/

경기공업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102

031-496-4571

http://210.181.136.6/

경남대중앙도서관

경남마산시월영동449

055-249-2906

http://library.kyungnam.ac.kr

경도대도서관

경북예천군예천읍청복리947-1

054-650-0143

http://libweb.kyongdo.ac.kr

경북대도서관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5-500 1

http://kudos.knu.ac.kr

경북대전자공학과

대구북구산격동1370

053-950-5506

http://palgong.knu.ac.kr

경운대벽강중앙도서관

경북구미시산동면인덕리55

054-479-1083

http://www.kyungwoon.ac.kr

경일대도서관

경북경산군하양읍부호리33

053-950-7790

http://cham.kyungil.ac.kr

경산대도서관

경북경산시점촌동산75 		

http://library.ksucc.ac.kr

경상대도서관

경남진주시가좌동900

055-751-5098

http://library.gsnu.ac.kr

경성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동110-1

051-620-4394

http://kulis1.kyungsung.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1번지

031-201-3219

http://library.khu.ac.kr

고려대과학도서관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번지

02-920-1709

http://kulib.korea.ac.kr

고려대서창캠퍼스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서창동208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60-1

031-280-4230

공군사관학교도서관

충북청원군남일면쌍수리사서함335-1

043-229-6085

공군전투발전단무기체계실

충남논산군두마면부남리사서함501-317호

041-506-5260, 5281

공주대도서관

충남공주시신관동182

041-850-8691

http://knulib.kongju.ac.kr

광명하안도서관

경기광명시하안2동683

031-680-6376

http://www.kmlib.or.kr

광운대도서관

서울노원구월계동447-1

02-918-1021~2

http://kupis.kwangwoon.ac.kr

국민대성곡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861-1

02-910-4200

http://kmulmf.kookmin.ac.kr

김포대학도서관

경기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

031-999-4126

http://lbr.kimpo.ac.kr

국방대학교도서관

서울은평구수색동205

02-300-2415

국방제9125부대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932호

국방품질관리연구소정보관리실

서울청량리우체국사서함 276호 		

http://dqaa.go.kr

국방과학연구소서울자료실

서울송파구송파우체국사서함132호

02-3400-2541

http://www.add.re.kr

방위사업청

서울용산구용산2가동7번지

02-2079-5213

극동대학교도서관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산5-14

043-879-3568

http://lib.kdu.ac.kr

금강대학교도서관

충남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041-731-3322

http://lib.ggu.ac.kr

LG정밀(주)제2공장자료실

경기오산시가수동379

031-772-1171(318)

http://www.lginnotek.com

LG정보통신(주)자료실

경북구미시공단동299

054-460-5311

http://www.l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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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도서관

경북구미시신평동188-1

054-461-0131~4

http://ran.kumoh.ac.kr

남서울대도서관

충남천안시성환읍매주리21

041-580-2076

http://ness.nsu.ac.kr

단국대도서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 152

1899-3700

http://www.dankook.ac.kr

단국대율곡기념도서관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안서동 산29)

041-550-1621

http://dulis.anseo.dankook.ac.kr

대구대도서관

대구남구대명동2288

053-850-2081~6

http://love.taegu.ac.kr

대원공과대학도서관

충북제천시신월동산22-8

043-649-3202

http://lib.daewon.ac.kr

동서울대학도서관

경기성남시수정구복정동423

031-720-2191

http://dlibrary.dsc.ac.kr

대전대도서관

대전동구용운동96-3

042-280-2673

http://libweb.taejon.ac.kr

대전한밭대도서관

대전동구삼성2동305-3

042-630-0616

http://tjdigital.tnut.ac.kr

대전한밭도서관

대전중구문화동145-3

042-580-4255

http://hanbat.metro.taejon.kr

대진대중앙도서관

경기포천군포천읍선단리산11-1

031-535-8201~5

http://library.daejin.ac.kr

대천대도서관

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산6-7

041-939-3026

http://www.dcc.ac.kr

동강대도서관

광주시 북구 두암동771

062-520-2114

http://dongkang.ac.kr

동국대도서관

서울중구필동3가26

02-260-3452

http://lib.dgu.ac.kr

동서대도서관

부산사상구주례동산69-1

051-320-1640

http://libcenter.dongseo.ac.kr

동아대도서관

부산서구동대신동3가1

051-204-0171

http://av3600.donga.ac.kr

동양대도서관

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동1번지

054-630-1053

http://dyucl.dyu.ac.kr

동양공업전문대학도서관

서울구로구고척동62-160

02-610-1731

http://www.dongyang.ac.kr

동원대학술정보센터

경기광주군실촌면신촌리산1-1

031-763-8541(140)

http://www.tongwon.ac.kr

두원공과대학도서관

경기안성군죽산면장원리678 		

http://www.doowon.ac.kr

만도기계중앙연구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95

031-768-6211

http://www.mando.com

목원대도서관

대전중구목동24

042-252-9941~50

http://lib.mokwon.ac.kr

목포대도서관

전남무안군청계면도림리61 		

http://203.234.22.46/

목포해양대도서관

전남목포시죽교동572

061-240-7114

http://lib.miryang.ac.kr

배재대도서관

대전서구도마2동439-6

042-520-5252

http://lib.mmu.ac.kr

부경대도서관

부산남구대연3동599-1

051-622-3960

http://libweb.pknu.ac.kr

부산대도서관

부산금정구장전동산30

051-510-1814

http://pulip.pusan.ac.kr

부산외국어대도서관

부산남구우암동산55-1 		

http://www.pufs.ac.kr

부천대도서관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454-3

http://www.bucheon.ac.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9 		

삼지전자(주)

서울금천구가산동459-21

02-850-8167

삼척산업대도서관

강원삼척시교동산253

033-570-6278

상명대학교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

충남천안시안서동산98-20

041-550-5356

상주대도서관

경북상주시가장동386

054-530-5641

http://san.sangju.ac.kr

상지대중앙도서관

강원원주시우산동산41

033-730-0366

http://lib.sangji.ac.kr

생산기술연구원정보자료실

서울금천구가산동371-36

02-850-9142~3

http://www.kitech.re.kr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자료실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292

http://www.ktl.re.kr

삼성SDI

경기용인시기흥구공세동

031-288-4121

http://www.samsungSDI.co.kr

서강대도서관

서울마포구신수동1-1

02-751-0141

http://loyola1.sogang.ac.kr

서경대도서관

서울성북구정릉동16

02-940-7036

http://lib.seokyeong.ac.kr

서울대도서관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5114

http://solarsnet.snu.ac.kr

서울대전기공학부해동학술정보실

서울관악구신림동산56-1

02-880-7278

서울산업대도서관

서울도봉구공릉동172

02-972-1432

http://cdserver.snut.ac.kr

서울시립대도서관

서울동대문구전농동8-3

02-2245-8111

http://plu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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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2동126

02-970-5305

http://lib.swu.ac.kr

서울통신기술(주)통신연구소

서울강동구성내3동448-11

02-2225-6613

http://www.scommtech.co.kr

선문대도서관

충남아산시탕정면갈산리100

041-530-2525

http://delta.sunmoon.ac.kr

성결대도서관

경기안양시안양8동147-2 		

http://211.221.247.5

성균관대과학도서관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287-1

031-290-5114

http://skksl.skku.ac.kr

성남산업진흥재단(재)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1동587

031-758-9901

http://www.ked.or.kr

성신여대도서관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49-1

02-920-7275

http://lib.sungshin.ac.kr

세종대도서관

서울광진구군자동98

02-3408-3098

http://sjulib.sejong.ac.kr

수원대중앙도서관

경기화성군봉담면와우리산2-2

031-232-2101(378)

http://lib.suwon.ac.kr

수원과학대도서관

경기화성군정남면보통리산9-10

031-252-8980

http://www.suwon-sc.ac.kr

순천대도서관

전남순천시매곡동315

061-752-8131

http://203.246.106.33/

숭실대도서관

서울동작구상도1동1-1

02-820-0114

http://oasis.soongsil.ac.kr

안동대도서관

경북안동시송천동388

054-850-5238

http://library.ajou.ac.kr

안산1대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

031-400-6900

http://www.ansan.ac.kr

안양대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5동708-113

031-670-7557

http://www.anyang.ac.kr

안양과학대학도서관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3동산39-1

031-441-1058~9

http://www.anyang-c.ac.kr

에스씨지코리아(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2해성B/D17층

02-528-2700

http://www.onsemi.com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13-15

031-777-1331

http://www.htel.co.kr

여수대도서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061-659-2602

http://www.yosu.ac.kr

연세대도서관

서울서대문구신촌동134

02-361-2114

http://library.yonsei.ac.kr

영남대중앙도서관

경북경산시대동214-1

053-882-4134

http://libs.yeungnam.ac.kr

영동공과대학도서관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산12-1

043-740-1071~2

http://210.125.191.101/

오산전문대학도서관

경기오산시청학동17

031-372-1181

http://osanlib.osan-c.ac.kr

(주)오피콤

서울강남구수서동724(로스데일B/D5층)

02-3413-2500

http://www.opicom.co.kr

충북과학대학도서관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40

043-730-6251

http://www.ctech.ac.kr

용인대도서관

경기용인시삼가동470

031-30-5444

http://www.yongin.ac.kr

우리기술투자(주)

서울강남구대치동946-14(동원B/D14층)

02-508-7744

http://www.wooricapital.co.kr

우송대중앙도서관

대전동구자양동산7-6

042-630-9668~9

http://pinetree.woosongtech.ac.kr

울산대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

052-278-2472

http://library.ulsan.ac.kr

원광대중앙도서관

전북이리시신룡동344-2

063-850-5444

http://library.wonkwang.ac.kr

(주)원이앤씨

성남구 중원구 상대원동 190-1

031-776-0377

위덕대학교도서관

경북경주시강동면유금리산50

054-760-1051

유한대학도서관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185-34 		

육군제1266부대연구개발처자료실

부산남구대연동우체국사서함1-19

육군사관학교도서관

서울노원구공릉동사서함77호

02-975-0064

육군종합군수학교도서관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78-401

042-870-5230

익산대학도서관

전북익산시마동194-5

063-840-6518

http://library.iksan.ac.kr

이화여대중앙도서관

서울서대문구대현동11-1

02-3277-3137

http://ewhabk.ewha.ac.kr

인제대도서관

경남김해시어방동607번지

055-320-3413

http://ilis1.inje.ac.kr

인천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177

032-774-5021~5

http://wlib.incheon.ac.kr

인천전문대도서관

인천남구도화동235		

http://www.icc.ac.kr

(주)인텍웨이브

서울구로구구로3동197-17(에이스테크노타워501)

02-3282-1185

http://www.intechwave.com

인하대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62-0077

http://library.inha.ac.kr

인하공전도서관

인천남구용현동253

032-870-2091-3

http://library.inhat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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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uiduk.ac.kr
http://ic.yuhan.ac.kr
http://www.kma.ac.kr

전자공학회지 2018. 10 _

915

회원명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전남과학대학도서관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산85

061-360-5050

http://www.chunnam-c.ac.kr

전남대도서관

광주북구용봉동300

062-550-8315

http://168.131.53.95/

호원대도서관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727

063-450-7106

http://indang.howon.ac.kr

전주대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200

063-220-2160

http://lib.jeonju.ac.kr

우석대학도서관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490

063-273-8001(206)

http://library.woosuk.ac.kr

제주대도서관

제주제주시아라1동1

064-755-6141

http://chulic.cheju.ac.kr

중부대도서관

충남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041-750-6571

http://www.joongbu.ac.kr

중앙대도서관

서울동작구흑석동221

02-815-9231

http://www.lib.cau.ac.kr

중앙대안성도서관

경기안성군대석면내리 		

http://www.alib.cau.ac.kr

창원대학도서관

경남창원시퇴촌동234

055-283-2151

http://lib.changwon.ac.kr

창원시립도서관

창원시반송동산51-5

055-281-6921~2

http://city.changwon.kyongnam.kr

청양대도서관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90 		

http://www.cheongyang.ac.kr

청주대도서관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36

http://wuam.chongju.ac.kr

천안대도서관

충남천안시안서동산85-1 		

http://moon.chonan.ac.kr

천안공업대자료실

충남천안시부래동275 		

http://www.cntc.ac.kr

한국철도대학도서관

경기의왕시월암동산1-4

031-454-4019

http://library.krc.ac.kr

초당대도서관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남리419

061-450-1901~3

http://library.chodang.ac.kr

충북대도서관

충북청주시개신동산48

043-261-3114~9

http://cbnul.chungbuk.ac.kr

충주대도서관

충북중원군이류면검단리123

043-842-7331~5

http://chains.chungju.ac.kr

탐라대도서관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70

064-735-2000

http://www.tamna.ac.kr

특허청심사4국전자심사담당관실

대전서구둔산동920 042-481-5673

포항공과대학도서관

경북포항시포항우체국사서함125호

054-275-0900

http://www.postech.ac.kr

한경대도서관

경기안성시석정동67

031-670-5041

http://www.hankyong.ac.kr

하남시립도서관

경기하남시신장동520-2

031-790-6597

http://hanamlib.go.kr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원

경기광주시 역동 181-3

031-764-3301

http://www.icpc.ac.kr

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

대전유성구구성동373-1

042-861-1234

http://darwin.kaist.ac.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관

서울성북구하월곡동39-1

02-962-8801(2418)

http://161.122.13.12/

한국기술교육대학도서관

충남천안군병천면가전리산37

041-560-1253~4

http://dasan.ku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서울종로구동숭동169

02-7404-381

http://knoulib.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도서관

경기시흥시정왕동사화공단3가101

031-496-8002

http://www.kpu.ac.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강남역삼동701-7(한국기술센타11층)

02-6009-8034

http://www.itep.re.kr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도서관

경기용인군왕산리산89

031-309-4130

http://weblib.hufs.ac.kr

한국전력기술(주)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360-9

031-289-4015

http://www.kopec.co.kr

한전전력연구원기술정보센터

대전유성구문지동103-16

042-865-5875

http://www.kep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서실

대전유성구가정동161

042-860-5807

http://www.etri.re.kr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가정동90

042-823-5201(592)

http://www.komsep.com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료실

경기의왕시월암동374-1

031-461-8531

http://www.krri.re.kr

한국항공대도서관

경기고양시화전동200-1

031-309-1862

http://210.119.25.2/

한국항공우주연구소기술정보실

대전유성구어은동52

042-868-7811

http://www.kari.re.kr

한국해양대도서관

부산영도구동삼동1

051-414-0031

http://kmulib.kmaritime.ac.kr

한동대도서관

경북포항시북구홍해읍남송리3 		

http://salt.handong.edu

한세대도서관

경기군포시당정동604-5

031-450-5165

http://lib.hansei.ac.kr

한양대도서관

서울성동구행당동17

02-209-2114

http://library.hanyang.ac.kr

한양대안산도서관

경기안산시대학동396

031-869-2111

http://informatio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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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제9135부대군수발전부표준규격과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2호

전  화

홈페이지

해군사관학교도서관

경남진해시앵곡동사서함1-1 		

해군정비창기술연구소

경남진해시현동사서함602-3호

현대자동차기술관리부

정보자료실 경남울산시중구양정동700 		

SK 하이닉스 메모리연구소정보자료실

경기이천군부발읍아미리산136-1

031-630-4514

협성대학술정보관

경기화성군봉담읍상리8-1

031-299-0658

http://hulins.hyupsung.ac.kr

혜전대도서관

충남홍성군홍성읍남장리산16

041-630-5167

http://www.hyejeon.ac.kr

한라대학

강원원주시흥업면흥업리산66

031-760-1184

http://lib.halla.ac.kr

한서대도서관

충남서산군해미면대곡리360

041-660-1114

http://library.hanseo.ac.kr

호남대도서관

광주광산구서봉동59-1

062-940-5183

http://library.honam.ac.kr

호서대도서관

충남아산군배방면세출리산29-1

041-540-5080~7

http://library.hoseo.ac.kr

홍익대도서관

서울마포구상수동72-1

02-334-0151(409)

http://honors.hongik.ac.kr

홍익대문정도서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동

041-860-2241

http://shinan.hongik.ac.kr

대구효성가톨릭대도서관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1리330

053-850-3264

http://lib.cat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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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vy.ac.kr

055-549-3602
http://www.hyundai-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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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VR 서비스를 위한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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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명 영상 지원 초저지연 무선 VR 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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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을 위한 통신 기술

무선 VR 플랫폼 기술 동향과 전망

가상현실
(

가상현실 VR 오디오
VR 콘텐츠 어지럼증의 유발 요인에 대한 이해와 저감 방안

을) 위한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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