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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라프 2017 결산 - '딥러닝' & '융합'
❙1.

개요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인 ‘시그라프 2017(Siggraph
2017)’이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G, 인터랙티브 기술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와 데모가 발표되었으며,
극장에서의 CG 애니메이션 상영, 전시장에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도 이어졌다.
VR 콘텐츠를 시연하는 VR 빌리지에서는 다양한 VR 콘텐츠들이 선보이기도 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VR/AR 관련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CG 제작
기법이 소개되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본 고에서는 ‘시그라프 2017’에서 선보인 주요 CG
애니메이션 및 VR,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들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관련 기술
들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CG/DC(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CG 애니메이션 및 이머징 테크놀러지

❱CG 애니메이션
컨퍼런스의 공식 상영관인 ‘일렉트로닉 씨어터(Electronic Theater)’와 가상현실 영화관
인 ‘VR 씨어터(VR Theater)’에서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1). 게임제작
사, 할리우드 영화사, 독립작가, 학생 등 다양한 스튜디오와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CG 영상들
의 하이라이트 모음이 ‘일렉트로닉 씨어터’에서 상영되었고, 심사위원들은 대상(Best in
Show), 심사위원상(Jury's Choice), 최우수학생프로젝트(Best Student Project)의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영화아카데미 학생들이 제작한 7.5분 분량의 단편 CG
애니메이션인 ‘송오브토드(Song of a Toad) [링크]2)’에게 돌아갔다. 영화아카데미 졸업생
인 ‘카림 살레(Kariem Saleh)’의 졸업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은 개구리가 머리
1) 일렉트로닉 씨어터는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LA 컨벤션센터의 사우스홀K(Southe Hall K)에 마련되어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VR 작품
들은 VR 씨어터 장소인 사우스홀G(South Hall G)에 준비된 VR 헤드셋을 이용해 감상
2) http://www.kariemsaleh.de/song-of-a-t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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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독특한 작업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은 카림 살레는 VFX 소프트웨어인 ‘누크(Nuke)’를 사용해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움직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제작 스탭은
이 장비를 통해 센서 부품을 착용한 손의 움직임을 실시간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해
프로토타입 영상을 작업했으며, 이를 렌더링해 최종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작업 방식은 기존의 ‘모션캡처 → 데이터 처리 → 후수정’으로 이루어지던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구현했으며, 마치 인형극을 시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
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그림 1] 시그라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송오브토드’의 한 장면과 제작과정
송오브토드의 한 장면

송오브토드 제작과정

자료원: Kariem Saleh

할리우드 최대 CG/VFX 스튜디오인 ILM은 ‘콩:스컬 아일랜드(Kong: Skull Island)’와
‘로그원: 스타워즈(Rogue One: A Star Wars Story)’에서 엄선된 장면들을 출품했으며,
‘웨타디지털(Weta Digital)’은 ‘가디언즈오브갤럭시2(Gurdians of the Galaxy Vol.2)’,
‘발레리안과 천 개 행성의 도시(Valerian and the City of a Thousand Planets)’의 엄선된
영상을 선보이는 등 메이저 CG/VFX 업체들의 참여도 주목을 받았다.
❱이머징 테크놀러지
시그라프에서는 그 동안 ‘이머징 테크놀러지(Emerging Technologies) [링크]3)’ 섹션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나 기술 시연 작품들
을 전시하고 우수작들에게 시상을 해왔다. 올해는 행사장인 ‘익스피리언스홀(Experience
3) http://s2017.siggraph.org/content/emerging-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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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에서 VR/AR, 햅틱, 입체음향 등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VR/AR을 이용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은 일본 게이오대
-도쿄대 연구진이 제작한 ‘메타림(MetaLimbs: Arms Interaction Metamorphism)
[링크]4)’ 이 차지했다. 이 작품에는 로보틱스 기술과 모션 추적 시스템이 사용되었는데, 발과
발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해 조작되는 로봇 의수 2개를 덧붙여 사용자의 팔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두 팔과 두 의수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로봇 팔이 들고 있는 컵에
공을 집어넣는 등 독창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우수한 VR/AR 작품에게 시상되는 ‘레이벌 버추얼 상(Laval Virtual Award)’은 대만
국립대 주도로 제작된 ‘AoEs: 몰입환경에서의 텔레포테이션 경험(Enhancing Teleportation
Experience in Immersive Environments with Mid-Air Haptics) [링크]5)’에 수여되었다.
이 작품은 열기와 냉기를 내뿜는 기계장치 모듈과 VR HMD인 HTC Vive를 이용해 사용자가
사막과 눈밭에 있는 것과 같은 몰입적인 환경을 구현했다. 수증기, 물, 바람, 열기를 뿜어내는
별도의 기계 모듈을 제작해 VR HMD와 연동함으로써, 가상 환경에서의 몰입감과 실감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이머징 테크놀러지 섹션에서 수상한 작품
대상을 수상한 ‘메타림’ 시연 모습

대만 국립대의 ‘AoEs’ 시연 모습

자료원: Siggraph

4) https://www.youtube.com/watch?v=NIuIiI5mVhI
5) https://www.youtube.com/watch?v=lhb_pNis9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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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니컬 페이퍼(Technical Papers)6)

시그라프 2017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VR/AR, 인터랙티브 테크놀러지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기술적 연구 결과들이 테크니컬 페이퍼 [링크]7) 세션을 통해 발표되었다8). 컨퍼런스
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이미지 처리 기술, 매핑 및 변형 기술, 캐릭터나 사람의 움직임 구현,
사진 처리 기술, 색상 및 합성, 유체 시뮬레이션, 렌더링, VR/AR 환경 구현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관련 논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Pixar)’의 연구진은 3D 모델링된 캐릭터의 한 부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다9). 실시간 피드백과 인터랙션을 통해 CG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형태를 다듬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G 아티스트들이 캐릭터 디자인과
수정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딘버그 대학의 연구진은 딥러닝 기술인 뉴럴네트워크(Neural Network)를 활용한 캐릭터
컨트롤 기술을 개발했다10).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가상환경에 맞춰 걷기, 뛰기, 점프, 오르기 등의 동작을 구현한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빠른 처리속도와 적은 용량만을
필요로 해 게임이나 VR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6) 이 장에서는 테크니컬 페이퍼 세션에서 발표된 기술 논문들 중 주목할 만한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했으며, 다만 테크니컬
페이퍼가 아닌 컨퍼런스 내 별도 발표 세션인 리얼타임 라이브(Real-Time Live!)에서 소개된 실시간 CG 기술들도 기술적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번 장에서 실시간 CG 기술 파트로 수록
7) http://s2017.siggraph.org/technical-papers
8) 시그라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테크니컬 페이퍼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첫 페이지 모음집을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논문 전문은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인 ACM Transactions on Graphics에서 열람 가능함
9) Fernando de Goes and Doug L. James. 2017. Regularized Kelvinlets: Sculpting Brushes based on Fundamental
Solutions of Elasticity .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40 (July 2017), 11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595
10) Daniel Holden, Taku Komura, and Jun Saito . 2017. Phase-Functioned Neural Networks for Character Control.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42 (July 2017), 13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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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픽사와 에딘버그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
픽사의 캐릭터 수정 기술

에딘버그 대학의 딥러닝 활용 캐릭터 컨트롤 기술

자료원: Siggraph

독일 막스플랑크(Max Planck) 정보 연구소에서는 하나의 RGB 카메라만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촬영해 분석한 후 모션 데이터를 재구성해내는 기술을 발표했다11). 이 기술은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 VR, 스포츠 모션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만드는 기술을 선보였다12).
물을 흡수한 머리카락은 건조한 상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물이 흐르거나 떨어지는 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연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
했다.
[그림 4]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의 기술
RGB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

물에 젖은 머리카락 시뮬레이션 기술

자료원: Siggraph
11) Dushyant Mehta, Srinath Sridhar, Oleksandr Sotnychenko, Helge Rhodin, Mohammad Shafiei, Hans-Peter
Seidel,Weipeng Xu, Dan Casas and Christian Theobalt. 2017. VNect: Real-time 3D Human Pose Estimation with a
Single RGB Camera.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44 (July 2017), 14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596
12) Yun (Raymond) Fei, Henrique Teles Maia, Christopher Batty, Changxi Zheng, and Eitan Grinspun. 2017. A
Multi-Scale Model for Simulating Liquid-Hair Interactions.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56 (July 2017), 17 pages.
DOI: https://doi.org/10.1145/3072959.30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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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이스트 연구진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어낸 후, 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에
적용하는 얼굴표정 캡처 기술을 개발했다13). 보통 실사 형태의 CG에서 얼굴 캡처는 사람의
표정 연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활용되는 얼굴 캡처는
감정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데이터를 잡아내 캐릭터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연구진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정을 캡처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이 기술이 마커가 필요하거나 혹은 마커가 없는 얼굴 모션 캡처, VR 캐릭터의 표정 구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림 5] 카이스트 연구진과 덱스터가 개발한 기술
카이스트 연구진의 얼굴 표정 캡처 기술

덱스터 자체 개발툴 ZENN으로 작업한 CG

자료원: Siggraph

국내 VFX 기업인 덱스터스튜디오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인 ‘젠(ZENN)’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14). 젠은 동물의 털이나 새의 깃털과 같이 디지털 크리처의 외형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CG로 구현하는 마야 기반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이다. 덱스터는 ‘미스터고’
제작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크리처인 고릴라의 CG 구현을 위해 ‘질로스퍼(ZelosFur)’라는
이름의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했으며, ‘젠’은 ‘질로스퍼’를 업그레이드한 버전
으로 CG 아티스트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작업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젠은 디지털 크리처 뿐만 아니라 숲이나 돌과 같은 자연환경 구현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덱스터는 시그라프에서 젠을 활용한 CG 작업과정과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디즈니 연구소의 연구진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말하는 얼굴 CG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13) Roger Blanco i Ribera, Eduard Zell, J.P. Lewis, Junyong Noh, and Mario Botsch. 2017. Facial Retargeting with
Automatic Range of Motion Alignment.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154 (July 2017), 12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674
14) Wanho Choi, Nayoung Kim, Julie Jang, Sanghun Kim, and Dohyun Yang. 2017. Build Your Own Procedural
Grooming Pipeline. In Proceedings of SIGGRAPH ’17 Talks, Los Angeles, CA, USA, July 30 - August 03, 2017, 2
pages.
DOI: https://doi.org/10.1145/3084363.3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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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선보였다15). CG 캐릭터가 말하는 장면에서는 발음과 입모양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연구진은 딥러닝 기술로
다양한 발음에 맞는 다양한 CG 패턴을 학습시킨 후 텍스트 대사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입모양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홍콩중문대학 연구진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만화 그림의 외곽선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발표했다16). 연구진은 복잡한 만화 그림의 패턴을 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정확한 형태의 외곽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디지털 기법으로
제작된 만화가 아닌 인쇄만화 등의 외곽선 형태를 추출해 새롭게 채색하거나 디지털 콘텐츠화
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림 6] 디즈니 연구진과 홍콩중문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
디즈니 연구진의 대사 발성 CG 생성 기술

홍콩중문대학 연구진의 만화 외곽선 추출 기법

자료원: Siggraph

❱VR/AR 관련 연구 논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연구진은 홀로그래픽 프로젝션을 이용해 VR/AR에서 활용 가능한
근접 디스플레이 기술을 발표했다17). 대비가 높고 노이즈가 적은 고해상도의 컬러 영상을 안경
형태의 작은 프로토타입 AR 디스플레이에서 재현해 주목을 받았다.
VR HMD 개발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등 최근 VR/AR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15) Sarah Taylor, Taehwan Kim, Yisong Yue, Moshe Mahler, James Krahe, Anastasio Garcia Rodriguez, Jessica
Hodgins, and Iain Matthews. 2017. A Deep Learning Approach for Generalized Speech Animation.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93 (July 2017), 11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699
16) Chengze Li, Xueting Liu, Tien-Tsin Wong. 2017. Deep Extraction of Manga Structural Lines.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117 (July 2017), 12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675
17) Andrew Maimone, Andreas Georgiou, and Joel S. Kollin. 2017. Holographic Near-Eye Displays for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85 (July 2017), 16 pages.
DOI: http://dx.doi.org/10.1145/3072959.3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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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VR 입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저가의 비디오 캡처 장비 관련 연구를 선보였다18).
최근 입체가 아닌 모노그래프 방식의 VR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저가의 장비들이 많이 등장
하고 있지만, 현실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입체 동영상 촬영 장비는 고가에 속한다. 페이스북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상하 360도, 좌우 180도의 범위에서 VR 입체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했다. 카메라를 장착하는 리그와 두 대의 카메라로 이뤄진 해당 장비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가벼우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7] MS 연구소와 페이스북이 발표한 VR/AR 관련 연구 논문 내용
MS 연구소의 근접 AR 디스플레이

페이스북의 입체 VR 동영상 촬영 장비

자료원: Siggraph

❱실시간 CG (Real Time CG) 기술
이번 시그라프에서는 리얼타임 라이브(Real-Time Live!) [링크]19) 세션 을 통해 실시간
CG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컴퓨팅 성능과 GPU(Graphic Processor Unit)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과거에는 포스트프로덕션 렌더링을 통해서만 표현 가능했던 고품질의 CG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구현 가능한 환경이 도래했다. 이 같은 배경이 실시간 CG 기술의 발전과
확대에 자리 잡고 있다.
리얼타임 라이브 세션에서 대상(Best Real-Time Graphics & Interactivity Award)을
받은 ‘휴먼레이스 [링크]20) (The Human Race)’는 게임개발사인 에픽(Epic)과 CG 업체인
더밀(The Mill)에서 함께 개발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CG로 언리얼엔진4와 더밀의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영상 촬영과 CG를 합성해 고품질의 레이싱 영상이 실시간으로 구현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특수 마커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18) Kevin Matzen, Michael F. Cohen, Bryce Evans, Johannes Kopf, and Richard Szeliski. 2017. Low-Cost 360 Stereo
Photography and Video Capture. ACM Trans. Graph. 36, 4, Article 148 (July 2017), 12 pages.
DOI: https://doi.org/10.1145/3072959.3073645
19) http://s2017.siggraph.org/content/real-time-live
20) http://www.themill.com/portfolio/3516/the-human-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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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 해당 차량의 이미지를 기존에 존재하는 차량이나 새롭게 디자인된 차량의 CG로
바꿔 표현한다. 주행 영상에서 차량의 모델이나 모양을 자유롭게 변경함으로써 브랜드 광고나
홍보 영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제곱킬러미터 넓이의 바다를 실시간으로 고품질 CG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 VR 환경에서 캐릭터와 CG 어셋들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애니
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등도 발표되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 핀스크린
(Pinscreen)에서는 유저의 사진에 기반해 고품질의 3D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링크]21)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유저의 얼굴 사진을 실시간으로 CG 데이터로
변환해 3D 아바타를 생성함으로써 웃거나 찡그리는 등의 다양한 얼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신의 아바타를 유명인이나 배우의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 가상현실, 게임, 채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8] 리얼타임 라이브 세션에서 발표된 실시간 CG 기술
에픽과 더밀의 휴먼레이스

핀스크린의 3D 아바타 생성기술

자료원: Siggraph

❙4.

VR/AR 기술 및 콘텐츠

‘VR 필름잼(VR Film Jam) [링크]22)’은 이번 컨퍼런스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섹션으로,
단편 CG 영화들을 VR 콘텐츠로 변환해 제작해보는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VR 빌리
지 [링크]23) 섹션이 열린 익스피리언스홀(Experience Hall)에서는 다양한 VR 콘텐츠와
VR/AR 기술을 활용한 기술 시연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21) https://www.youtube.com/watch?v=Plp1-XZRZ_Y
22) http://s2017.siggraph.org/vr-film-jam
23) http://s2017.siggraph.org/vr-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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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기술 시연
CG 및 인터랙티브 기술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디즈니 연구소에서는 2개의
기술을 시연해 보였다. ‘매직벤치(Magic Bench) [링크]24)’는 3인칭 시점의 혼합현실(MR:
mixed-reality) 플랫폼으로, 참여자들이 모션인식 컨트롤러인 키넥트(Kinect)와 각종 센서가
장착된 방 안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대형 모니터를 통해 CG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다. 당나귀나 토끼 등 동물 캐릭터들이 화면 속에 나타나 사용자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손으로 만지려 하면 도망가는 등의 상호작용을 구현했다. 또한 의자 밑에는 진동
모듈이 장착되어 가상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따라 진동을 느낄 수 있다. 메직벤치는 주로 AR
HMD를 사용했던 혼합현실 시연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번거롭게 HMD를 착용하지 않고도
키넥트와 센서, 대형 모니터만으로도 흥미롭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
되었다.
디즈니의 ‘이리듐+(IRIDiuM+) [링크]25)’는 VR HMD, 사운드, 터치인터페이스,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해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VR 인터랙션 작품이다.
사용자는 VR HMD인 HTC Vive를 착용하고, 과학 연구소에서 공룡과 유사한 괴물과 조우
하는 SF 영화 같은 상황에 놓인다.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되고 결말이 바뀌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구현했다. 또한
룸스케일(room-scale) 크기의 공간에서 입체 음향을 감상하고, 에어햅틱 액츄에이터
(Air-Haptic Actuator)를 통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등 몰입적인 환경에 실감을 더했다.

[그림 9] 디즈니 연구소의 기술 시연
매직벤치 시연 모습

이리듐 시연 모습

자료원: Disney Research

24) https://www.disneyresearch.com/publication/magic-bench/
25) https://www.disneyresearch.com/publication/iri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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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빌리지에서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트렌드는 뇌파나 심장박동과 같은 생체신호를 활용,
VR/AR과 신경과학의 접목을 꾀한 기술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인 뉴러블
(Neurable)에서 선보인 ‘BCI(Brain-Computer Interface) [링크]26)’ 장비는 VR/AR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뉴로인터페이스(Neuro Interface)를 구현했다. 뉴러블의 뇌파 측정
장치는 머리에 뒤집어쓰는 헤드마스크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정수리와 후두부 부분에 뇌파를
감지할 수 있는 다수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뇌파 패턴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뇌파 인식 및 패턴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뉴러블의 BCI
인터페이스는 VR/AR용 CG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니티 엔진과 호환되며, VR HMD와
함께 사용해 게임과 같은 VR 콘텐츠 조작에 활용될 수 있다. 시연장에서는 물체를 이동하는
간단한 동작을 실행했으며, 기존 BCI 장비가 조작에 오랜 시간과 번거로운 훈련 과정이 걸린
것에 비해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다.
CG/영상 기업인 더밀(The Mill)에서 공개한 ‘스트라타(Strata: A Biometric VR
Experience) [링크]27)’는 사용자의 심장박동, 호흡, 스트레스 정도, 뇌파와 같은 생체정보
등을 측정해 이를 VR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VR 콘텐츠다. 추상적인 물체
나 도형, 자연물로 표현되는 VR 환경 속 요소들이 몽환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사용자는 자신의 생체정보와 동기화된 CG를 감상하게 된다. 사용자의 생체반응에 따라 VR
콘텐츠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차분한
상태에서는 CG가 천천히 움직이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형태로 사용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시각적 요소와 사운드가 반응하게 된다.
[그림 10] 뉴로사이언스와 융합된 VR/AR 기술
뉴러블의 BCI 장비

스트라타의 한 장면

자료원: Neurable,The Mill
26) https://www.youtube.com/watch?v=_2Kz_r8hJwU
27) http://www.themill.com/portfolio/3409/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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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콘텐츠
VR 빌리지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특성의 VR 영상 콘텐츠들이 선보였다. ‘할렐루야
(Hallelujah: Creating a Breakthrough VR Experience with Lytro Immerge) [링크]28)’
는 교회에서의 성가대 음악 공연을 VR 영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VR 콘텐츠 기업인 라이트
로(Lytro)가 자사의 VR 제작 솔루션인 ‘라이트로 이머지(Lytro Immerge)’를 활용해 실제
공연 영상을 360도에서 촬영한 후 VR 영상으로 재구성했으며, 사용자는 VR HMD를 착용
하고 공연자와 눈을 맞추거나 주위 환경을 감상할 수 있다.
‘미션:ISS (Mission: ISS) [링크]29)’는 지구에서 250마일 상공 위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
에서의 경험을 VR로 구현했다. 실제 나사의 ISS 우주정거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CG를 구성
했으며, 사용자는 오큘러스 리프트 HMD를 착용하고 터치 컨트롤러를 사용해 무중력 공간을
부유하거나 과학실험에 참여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태양의 서커스’, 할리우드 영화 ‘마션’, ‘쥬라기월드’ 등의 VR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는
VR 영상 스튜디오 펠릭스앤폴 스튜디오(Felix & Paul Studios)에서는 40분 분량의 코미디
VR 영화인 ‘미유비(Miyubi) [링크]30)’를 선보였다. 일본산 장난감 로봇이 한 가족과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현재까지 제작된 VR 영화 중에서 가장 긴 러닝타임을
보여주었다.

[표 1] VR 빌리지에 출품된 주요 VR 콘텐츠
제목

특징

할렐루야
(Hallelujah)

- 교회에서의 성가대 공연 모습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VR 공연 영상
- 사용자가 공연자와 눈을 맞추거나 고개
를 돌려 공연장인 교회 내부 감상 가능

28) https://vr.lytro.com/within/hallelujah#aboutLytroVr
29) http://missioniss.magnopus.com/index.html#overview
30) https://www.felixandpaul.com/?projects/miy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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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ISS
(Mission: ISS)

- 국제우주정거장의 내부, 외부를 CG로
재현해 VR 환경에서 체험
- 오큘러스 리프트와 터치 컨트롤러를 이
용해 무중력 우주 공간을 부유하거나 과
학 실험에 참여하는 등의 경험 가능

미유비
(Miyubi)

- VR 영상 스튜디오인 펠릭스앤폴 스튜디
오에서 제작한 40분 분량의 코미디 VR
영화
- 로봇의 시점에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상하며, 감상자가 영화 말미에
숨겨진 영상을 발견하게 되는 인터랙티
브적 요소 구현

리핑 리워드
(Reaping
Rewards)

-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용 앱으
로 제공되는 VR 콘텐츠
- 사용자가 죽음의 신 시점에서 죽음이 임
박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지 여부를 결
정하는 게임 형태의 인터랙티브 내러티
브 구현
자료원: Siggraph

❙5.

시사점

시그라프 2017에서의 주요 트렌드는 ▲딥러닝의 CG 기술 적용, ▲이종 기술 간의 융합,
▲VR/AR 기술의 고도화로 정리될 수 있다.

❱딥러닝의 CG 기술 적용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전으로 전 세계적 화제와 관심을 받은 딥러닝 AI 기술도
최근 CG 기술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딥러닝은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가 학습한 후 최적의 결과물을 찾아내는 기술로, CG 분야에서는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의 노이즈 제거, 자동 영상 생성, 영상 최적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그라프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기술, 이미지와 사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최적화 기술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캐릭터가 대사를 말하는 장면과 같이 많은
시간과 작업이 투입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효율화하는데도 딥러닝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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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딥러닝 기술이 CG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 플랫폼 및 툴의 확산과 기술
개발이 CG 및 인터랙션 기술에도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 기술 간의 융합
로보틱스와 인터랙션 기술의 조합, VR/AR, CG와 신경과학과 접목 등과 같이 이종 분야
간의 기술 융합이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머징 테크놀러지 부문에서 대상
을 수상한 게이도대-도쿄대 연구진의 ‘메타림’은 로봇공학과 모션 추적 기술을 결합해 독창
성을 보여줬으며, 뉴러블의 BCI 장비와 더밀의 VR 콘텐츠인 ‘스트라타’와 같이 뇌파,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조작이나 시각화(Visualization)에 이용하는 기술 사례나 콘텐츠
가 등장했다. AR 디스플레이 개발에서도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와 같은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VR/AR 기술의 고도화
VR HMD인 오큘러스 리프트가 등장한 2013년 이후 활발해진 VR/AR 기술 연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더욱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VR/AR 기술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흥미성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기술적 완성도나 콘텐츠의 질과 양 측면에서 괄목할만
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기술 시연이나 콘텐츠에서 가장 많은 수와 비중을 차지한 것은 VR 기술 및 콘텐츠였고,
AR 시연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VR 기술 및 콘텐츠들은 화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바람이나 물, 한기와 열기, 진동 등 오감을 자극하는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해 더욱 몰입과 실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레이벌
버추얼’상을 수상한 대만 국립대의 몰입형 VR 시스템인 ‘AoEs’는 열풍과 수증기, 바람 등을
생성하는 모듈과 VR HMD를 결합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AR 기술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 오던 MS 홀로렌즈와 같은 고글형 HMD 단말 이외에도
프로젝션과 모션 인식 등을 활용해 벽면이나 대형 스크린에 CG를 만들어내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반영하는 대안적인 방식의 AR 시스템이 등장했다. 또한 인간의 시각에
최적화된 AR HMD 기기 개발과 AR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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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야별 핵심 메시지 정리와 시그라프 2017 핵심 키워드 ‘딥러닝 & 융합’ 분석
시그라프 2017의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CG/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실시간 CG의
본격적인 구현이 큰 주목을 받았다. 컴퓨팅 파워의 향상과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에 힘입어
고품질의 CG를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향후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머징 테크놀러지 분야에서는 VR 과 오감 기술, 로보틱스와 모션 센싱 등 다양한 이종
분야 기술들 간의 융합과 컨버전스가 목격되었다. 이종 기술 융합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거나 본상을 수상했다. 기술 연구 논문들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CG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러한 연구와 활용 사례들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VR/AR은 이제 더 이상 신흥
분야가 아닌 시그라프의 주류 분야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출품된 작품과 콘텐츠, 기술
시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적/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VR/AR과 뉴로사이언스, 센싱 기술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 기술의 활용도 돋보였다.
각 분야별 핵심 메시지와 기술, 콘텐츠 사례를 도표로 종합하고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시그라프 2017 분야별 핵심 메시지
분야

CG/애니메이션

이머징
테크놀러지

기술 연구
(테크니컬
페이퍼)

VRAR 기술 및
콘텐츠

핵심 메시지

기술, 콘텐츠 사례

실시간 CG의 본격적인
기술 적용

-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캐릭터 CG로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송오브토드'

공상을 현실로 만드는
판타스틱 CG

- '콩: 스컬 아일랜드', '발레리안과 천 개 행성의 도시' 등 할
리우드 스튜디오의 SF, 판타지 CG

VR과 오감 기술의 만남

- VR 헤드셋에 열기, 냉기, 수증기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듈,
입체음향을 결합한 'AoEs'

로보틱스와 모션 센싱
기술의 융합

- 모션 추적 기술을 로보틱스에 적용해 인간의 인터랙션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메타림'

CG 기술에 적용된 머신러닝 - 딥러닝을 활용한 캐릭터 컨트롤 기술
및 딥러닝 기법
- 대사에 맞춰 말하는 얼굴 CG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고품질 실시간 CG 기술

- 실사와 같은 실시간 레이싱 영상을 구현한 '휴먼레이스’
- 고품질 3D 아바타 CG 생성 기술

VR/AR 인터랙션의 확장

- CG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직벤치
-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구현한 이리듐+

VR/AR과 뉴로사이언스의
융합

- VR/AR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BCI 인터페이스
- 생체정보를 시각화한 VR 콘텐츠

시그라프가 매우 다양한 기술 분야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의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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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해 본다면 ‘딥러닝’과 ‘융합’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그라프
2017에서는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CG 분야에 확산되고 활용되는 트렌드를 목격할 수 있었
다. 실시간 CG의 발전이나 CG 작업 과정의 효율화, 자동화 등에서 딥러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뉴로사이언스, 로보틱스 등 다양한 이종 기술의 융합으로
구현되는 신기술과 콘텐츠에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이종 기술의 융·복합이
펼쳐지는 시연장으로서 시그라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이
아닌 첨단 기술의 융합과 이들의 디지털콘텐츠 활용과 적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최전선으로
시그라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AWN, SIGGRAPH 2017 Concludes Strong in Los Angeles, 2017.8.3
Siggraph 2017 official homepage, http://s2017.siggraph.org
Siggraph 2017 Technical Papers
The Verge, At 40 minutes, Miyubi is the first VR movie to feel like a real film, 2017.1.24
UploadVR, SIGGRAPH 2017’s VR Village Focuses On Diverse Content And Creators,
2017.6.8
Variety, New Technology Strikes Right Chord in SIGGRAPH 2017’s Animated Best in Show
Winner ‘Song of a Toad', 2017.8.6
VentureBeat, SIGGRAPH 2017 will showcase the latest in AR and VR, 2017.7.22
VR Fitness Insider, STRATA: A New VR Experiment, 2016.8.28
-------------------------------------------------------------------------

17

CG/VFX 산업 월간 이슈 리포트
발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기획팀
발 행 일 : 2017년 11월 15일

※ 본 이슈 리포트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 할 경우 반드시 원문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