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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 컴퓨터그래픽

(CG )

은 SW기반 시각·영상기술로서, 영화, 게임, 애니 등 경쟁력

·

있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기술 인력을 제공하는 기반산업
ㅇ

CG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증강현실, 홀로그램, 테마파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막대한 CG기반 파생시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 제공

ㅇ

CG제작기술의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 2년간 4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타산업 대비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CG 연관 산업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생산유발효과

자동차(2.543) > CG(1.793) > 반도체(1.488) > 금융(1.361)

부가가치유발효과

금융(0.931) > CG(0.814) > 자동차 (0.687) > 반도체(0.547)

고용유발효과

CG(11.0) > 금융(8.2) > 자동차(6.8) > 반도체(3.0)

취업유발효과

CG(14.1) > 금융(9.6) > 자동차(8.6) > 반도체(3.6)

※ 국내 CG 시장규모 :‘15년 2,866억 원 → ‘16년 4,081억 원(▲42.4%)

□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그래픽 컨퍼런스
ㅇ

‘

시그라프(S I G G R APH)’

미국 컴퓨터협회(ACM)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시그라프는(SIGGRAPH)는
최초 분과회 활동에서 출발되었으나,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그래픽 컨퍼런스로 발전
시그라프(SIGGRAPH) 행사 개요
행 사 명

SIGGRAPH (Special Interest Group on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행사주최

미국 컴퓨터협회 (ACM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최초개관

1974년

개최장소

Los Angeles, Anaheim, Vancouver 등

참석규모

80개국, 2만 여명

주요기술

Computer Graphics, Interactive Techniques

주요
키워드

2015년

Mobile, 3D Display, 3D Printing

2016년

Cloud Rendering, Interactive 3D Graphics, VR/AR

2017년

AI to CG, VR/AR, Interaction, Huma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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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 VR /
AR, D evice

와 연계된 새로운 기술의 장 ‘시그라프(S I G G RAPH)

2017’

올해 44회째를 맞는 시그라프(SIGGRAPH) 2017은 북미·유럽·아시아 지역

ㅇ

87개국에서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침
행 사 명

SIGGRAPH 2017 (44회)

행사기간

2017.07.31.~ 2017.08.03

행사장소

Los Angeles

행사주최

미국 컴퓨터협회(ACM)

[2017년 규모]
관람객

관람 조회수
(live streaming)

참가국

발표자

1만 6000명+

10만 2000명+

87개국

1,800명+

이번 행사는 예술 중심의 전시회에서 벗어나 VR Village 전시장을 통해 새로운

ㅇ

디지털 경험(D igital

- 향후

ㅇ

CG

Experience)

을 제공하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선도적 활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고에서는 시그라프(SIGGRAPH) 2017 중점 분석을 통해 최근 CG기술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미래기술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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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SIGGRAPH 2017 기술 동향
AI를 활용한 CG 제작 기술의 발전

□ 인공지능 을 활용한 딥러닝
1)

2)

및 그래픽 기술이 기술촉발 단계(Innovation Trigger)에서

기대치의 절정단계(Peak of Inflated Expectation)로 진입

ㅇ

이러한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최근 AI 기술은 개인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레이션부터 AI 음성비서 서비스까지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넷플릭스 : 콘텐츠 소비 패턴분석을 통한 매칭(Cinematch)
- 전세계 약 1억 명 가입자 확보(17년)
·스포티파이 : AI 음악 추천 스타트업 닐랜드(Niland) 인수(17년)
- 글로벌 1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AI 음악 추천 서비스’본격화
·AI 음성비서 알렉사 기반 스피커‘에코’
- AI 음성비서 시장 점유율 1위 차지*(eMarketer, 2017)
*‘17년 AI 음성비서 시장 점유율 : 아마존 에코(70.6%), 구글 홈(23.8%), 기타(5.6%)

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기술
2) 딥러닝(Deep Learning) :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모델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셋을 예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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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콘텐츠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서비스 제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활용으로 이용의 편리성에 초점

□

반면, 시그라프(SIGGRAPH)에서는 생산, 제작 단계에서의

AI

기술 활용을

발표하며 콘텐츠 제작 효율화에 초점

ㅇ

(

캐릭터움직임) AI 딥러닝 기술을 CG 제작에 적용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구현

- 빠른 처리 속도로 즉각적 구현 가능, 향후 게임 제작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ㅇ

(

대사발성작업) 디즈니는 발성에 따른 입모양 패턴을 학습시켜 텍스트 대사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입모양이 변화되는 기술을 선보임

에딘버그 대학 ‘캐릭터 움직임’ 기술

디즈니 ‘대사발성 CG 제작 기술’
ㄷ

`

ㅇ

(

고품질그래픽) 수많은 노이즈 데이터를 AI를 통해 학습시켜 렌더링 시 해당

노이즈를 제거하고 고품질 그래픽 결과물을 도출

- 150개 CPU 기능을 보유한 AI 렌더링 작업 툴(OptiX5.0)을 활용하여 그래픽
작업속도 가속화

ㅇ

게임캐릭터구현) 실제 배우의 연기·대사 장면을 게임 가상 캐릭터로 자동
변환하여 CG 제작시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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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를 활용한 렌더링 전후’

ㅇ

(

게임캐릭터 구현 장면

외곽선추출) 홍콩 중문대학 연구진은 그림의 외곽선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출판만화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
-

이 외 글로벌 IT 기업 구글, 어도비는 AI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기술을 공개
(AI

화가) 구글 딥드림(Deep

Dream)은 기존의 사진, 그림을 조작·왜곡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제작
-

(Audio

자동조정) 어도비 CC 저작 툴에 차세대 영상제작 기술(4K, VR)과

AI 기술을 탑재하여 대화, 배경소리, 음악의 음량을 자동으로 조정

홍콩중문대학 ‘만화 외곽선 추출’ 기법

구글 딥드림이 그린 ‘전주 전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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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AR 융합기술의 디지털경험(DX) 확장

□ 즐거움

(Fun)

경험의 확장

VR Village에서 시연된 VR/AR기술들은 시각 중심의 기술에서 오감 인터랙션

ㅇ

확장을 통해 재미요소를 증대시킨 체험형 서비스들이 등장
인칭 MR 체험) HMD를 사용하는 한 사람만 인터랙션이 가능했던 기존 체험
방식과 달리 모니터와 매직벤치를 통해 3인칭 시점에서의 체험과 이용자 간의

ㅇ

(3

경험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 구축

- 디즈니가 개발한 ‘MR매직벤치’는 이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해 캐릭터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상호작용 외에도 진동이나 소리를 통해 실감나는 디지털 체험 가능

- 향후 디즈니 테마파크나 관광 명소 등 어트랙션 체험이 가능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디즈니 매직벤치‘MR 체험을 공유하는 모습’

ㅇ

(VR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른 진동 제공

스토리텔링) 또한 디즈니는 시·공간적 요소와 사용자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스토리가 전개되는 인터랙티브 기반 VR스토리텔링 기술을 선보임(IRIDiuM+)

- 터치기반의 스토리텔링, 입체음향, Air Haptic 을 통한 스토리 몰입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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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 인터페이스

(Human

I nterf ace)

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

마우스, 키패드 등의 기존 데이터 입력 방식은 터치스크린, 모션인식 등으로

ㅇ

진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과 생체 신호를 이용한 휴먼 인터페이스

(Human Interface)*가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주목
* 휴먼 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 인간의 음성, 눈동자, 뇌파, 근육, 신체동작, 촉각, 생체신호 등을
인식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가상현실, 영상, 사진
인식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시그라프(SIGGRAPH) 2017 VR/AR 기술 및 서비스 시연 섹션에서도 오감을 통한

ㅇ

체험 재미를 넘어 인간의 생체 신호를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

ㅇ

뉴로인터페이스) 미국 스타트업 뉴러블(Neurable)은 뇌파 분석을 통해 VR/AR

(

환경에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차세대 휴먼 인터페이스 ‘BCI*’ 개발

* BCI(Brain-Computer Interface) :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뇌파를 통해 컴퓨터(기타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ㅇ

(

뇌파조작

VR

게임) 이를 통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생각만으로 게임 조작이

가능한 VR게임 ‘어웨이크닝(Awakening)’ 공개

- 정부가 만든 실험실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 수행 방식의 게임으로 게임 속
게이머는 생각만으로 물건을 잡고 로봇과 전투 가능

BCI 장비

뇌파조작 VR 게임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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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생체인식

VR

T herapy)

영국 CG업체 The Mill은 사용자 생체반응에 따른

오디오 및 시각 효과를 생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VR Therapy 공개

- 사용자의 심장박동·호흡·스트레스수준·뇌파와 같은 생체정보 등을 측정해
만성 통증, 근육 스트레스 및 마비와 같은 신경 질환 치료 경험을 제공

생체인식 VR Therapy 구현 과정
· 웨어러블 생체 센싱 디바이스(Wearable Biometric sensors)
-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장박동,
호흡, 스트레스 수준, 뇌파와 같은 생체 정보를 측정

· 생체인식 데이터(Biometrics Data) 조정
- 측정된 사용자 생체 정보에 따라 시각·청각을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테라피 서비스 구현

· VR 테라피 구현 서비스 ‘스트라타(Strata: A Biometric V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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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G기술의 새로운 확산 도모

CG

산업의 저변확대

시그라프의 핵심적인 연례 이벤트인 'Computer Animation Festival(이하 CAF)‘는

ㅇ

올해에도

CG

전문가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

- 독일 필름아카데미 바덴-뷔르템베르크 학생들의 작품부터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같은 세계적인 제작사들의
최근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임
이번 페스티벌의 최고 작품 수상작은 독일 필름아카데미 바덴-뷔르템베르크

ㅇ

학생들의 작품인 ‘송오브토드(Song of a Toad)’ 가 선정

- 손의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그래픽 구현 기술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 기존 애니메이션 작업방식(모션캡처

→ 데이터처리→ 후수정)의 제작과정을

실시간 구현하는데 성공하며, 한 단계 앞선 애니메이션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

송오브토드의 한 장면

송오브토드 제작과정

손동작을 실시간 캐릭터 움직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컨트롤러 개발을 통해
CG제작구현 VFX 제작 툴 누크(Nuke)와 연계하여 CG애니메이션 제작
* 누크(Nuke) : VFX(Visual Effect, 시각효과) 제작구현 SW

□ 시각 기술에서 다중 감각 기술로의 발전
ㅇ

시그라프의 신기술 전시회(Emerging Technologies)에서는 시각 중심의 화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소리와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다중 감각
기술의 발전된 서비스들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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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VR

자연환경) 수증기, 물, 바람, 열기를 뿜어내는 모듈을 제작해 VR HMD와

연동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상으로 제공

- 사용자가 사막과 눈밭에 있는 것과 같은 몰입적 환경 구현 가능
ㅇ

(

햅틱 홀로그램)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가상의 물체를 실제 터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햅틱 홀로그램 기술*
* 미국 Immersion Cop.이 개발한 공중 햅틱 홀로그램 기술로 영국 스타트업 ‘Ultrahaptics’의 터치 키트 활용

대만 국립대의‘AoEs’시연

ㅇ

햅틱홀로그램 ‘Touch Hologram in Mid-Air’시연

공간오디오) 핸드볼 크기의 공 모양 디바이스와 햅틱 기술 접목을 통해 사용자에게

(

진동감을 생성하여 현장감 있는 새로운 음악 경험을 제공
ㅇ

(

로보틱스) 로봇과 모션추적 기술의 결합을 통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

-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주로 쓰이던 모션캡쳐 기술이 로봇공학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CG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입증

공간오디오‘atmoSphere’

인간-로봇 상호작용‘MetaLi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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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결론 및 시사점

시그라프 2017에서의 주요 트렌드는

▲

VR/
AR

▲

AI

융합기술의 디지털경험 확장,

를 활용한

▲

CG

CG

제작 기술의 발전,

기술의 새로운 확산 도모로

정리될 수 있음
ㅇ

(AI

to

CG )

AI 딥러닝 기술이 CG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ㅇ

(V R /
AR

CG

분야에서의

AI

활용도 증가

디지털경험 확장)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VR/AR기술은 로보틱스와

·

인터랙션, 신경과학, AI 등 첨단 기술과 결합 발전되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
ㅇ

(CG

저변확대) CG기업, 개인의 다양한 기술 활용은

CG

시장의 스펙트럼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영역의 확산을 도모함

구분

핵심 메시지

AI to
CG

AI 기술 활용을 통한
CG 제작 기술의 발전
VR/AR 즐거움(Fun)의 확장

VR/AR
디지털
경험 VR/AR·Human Interface 결합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경험(DX)
CG기업, 개인의 다양한 기술
활용을 통한 CG 산업 저변확대
CG
저변확대

시각기술에서
다중감각 기술로의 발전

기술 사례

· 콘텐츠 생산, 제작 단계에서의 AI 활용을 통한 효율화 증대
- 딥러닝을 활용한 캐릭터 움직임 실시간 구현
- 대사발성에 따른 얼굴 CG 자동 생성 기술
- AI 렌더링 기술(OptiX 5.0)을 적용한 고품질 그래픽 생성
- 실제 배우의 연기․대사 장면을 게임 가상캐릭터로 자동구현
- AI 화가, 오디오 조정 자동화
- CG 캐릭터들과 상호작용, 3인칭 시점의 체험 공유가 가능한
MR체험(Magic Bench)
- 인터랙티브 기반 VR 스토리텔링 구현(이리듐+, IRIDiuM+)
· 체험 재미를 넘어 생체신호를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
- VR/AR 환경에서의 뇌파분석 기반 인터랙션 피드백 구현(BCI)
- 이용자의 생각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VR 게임 (어웨이크닝,
Awakening)
- 생체반응에 따라 제공되는 新유형의 VR Therapy(Strata)
- 손의 움직임에 따른 실시간 그래픽 구현 기술을 통한
CG애니메이션 제작의 간편화(Song of a Toad)
- 세계적 제작사들의 공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난위도 CG기술
- HMD와 열기, 냉기, 수증기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듈과의
연동을 통한 실감있는 VR자연환경 체험 제공
- 가상 물체를 실제 터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햅틱 홀로그램 기술
- 오디오와 햅틱 피드백 기술을 통해 현장감 있는 새로운
음악경험을 제공(Spatial Audio+Haptic Feedback)
- 로봇과 모션추적 기술의 결합을 통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MetaLi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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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험(D i gi tal

Experi ence)

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체험기반의 소비시장을 형성하며 핵심 가치로 부상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는 단순히 소비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의 경험,

ㅇ

느낌, 인상 등 체험의 가치로 진화
체험의 가치는 시그라프(SIGGRAPH) 2017의 주요 기술 트렌드를 통해서도

ㅇ

살펴볼 수 있었음

- 시각영역의 특수효과를 넘어 CG기술은 VR/AR, 홀로그램, 오감인터랙션,
AI, 로보틱스, 신경과학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실감형 체험
기술로의 진화가 전망되며,

- 실감체험 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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