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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특허동향조사는, 가상현실/증강
현실을 이용한 컨텐츠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경쟁사의 핵심 기술 및 국
내외 기술 산업 동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핵심특허 분석을 통하여 ‘가상
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사업의 실질적이고 전략적 지원이 가능
하도록 수행

□ 수행목적

ㅇ 본 사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와 관련하여, 권리범위가 넓어
경쟁기업들의 기술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위가 예상되는 특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허의 권리 범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함

ㅇ 더 나아가, 본 사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중 의료 및 교육
콘텐츠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 권리범위가 넓어 경쟁기업들의 기술실시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위가 예상되는 특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허의 권리 범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본 사업의 분석 의견은, 본 분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위치기반 증강현실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백 특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 결론
ㅇ 정량 분석 결론
의학 콘텐츠 특허 동향 결론
구분
특허 동향

결론
- 전체연도별 특허출원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출원건수가 증가추세
- 일본의 출원 비중이 높음
- 일본, 미국, 한국 중심의 시장 주도

내 외국인 특허출원 - 한국, 미국, 중국은 8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
- 일본, 유럽은 4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진출
- 꾸준한 기술시장 성장단계에 있음
기술시장 성장단계

- 2005년 이전까지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감하였지만 2005년 이후 출원
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하는 성장기 단계

출원인

- 미국, 일본 기반의 기업 출원 다수
- 한국 기반의 출원인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교육 콘텐츠 특허 동향 결론
구분

결론
- 전체연도별 특허출원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1년 기점으로 큰 폭으

특허 동향

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중국, 미국, 한국의 출원 비중이 높음
- 중국, 미국, 한국 중심의 시장 주도

내 외국인 특허출원

- 한국, 미국, 중국은 7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
- 일본, 유럽은 3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진출
- 꾸준한 기술시장 성장단계에 있음

기술시장 성장단계

- 1991년 부터 꾸준히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2006년 급증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하는 성장기 단계

출원인

- 한국, 미국, 중국 기반의 기업 출원 다수
- 한국 기반의 출원인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ㅇ 정성 분석 결론
- 가상/증강현실 관련 의료 콘텐츠는 초기에 수술의 계획, 치과 보철용 모형 제작
및 내시경 영상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특허가 출원되
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이미지를
제공하는 재활 및 치료 장치/방법 또는 수술 장치/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특
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가상/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도 지속
적으로 출원되고 있음

- 가상/증강현실 관련 교육 콘텐츠는 시기별로 특정적인 출원분야는 없으나 의료
기술/재활 교육관련, 건설 기술 교육관련, 학습교구 등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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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제 1 절 분석배경 및 목적

1. 분석 배경
본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의 특허동향조사는, 가상현실/증강현실을 이용한
컨텐츠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경쟁사의 핵심 기술 및 국내외 기술 산업 동향과 국내
외 기술수준에 대한 핵심특허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
도록 수행됨

2. 분석 목적
본 사업은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와 관련하여, 권리범위가 넓어 경쟁기업들
의 기술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위가 예상되는 특
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허의 권리 범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더 나아가, 본 사업은 의료 콘텐츠, 교육 콘텐츠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 권리범위가 넓
어 경쟁기업들의 기술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위가
예상되는 특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허의 권리
범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본 보고서는 기업에 따라 그 활용 방법이 다르겠지만, 본 사업에 포함된 분석 의견은,
본 분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위치기반 증
강현실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백 특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제 2 절 분석범위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1) 분석대상 특허1)
위치정보기반 증강현실(AR) 콘텐츠에 대하여 197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원 공개
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주요 5개국 출원의 공개 특허 및 등록 특허를 분석대
상으로 하였음

<표> 특허 검색 DB 및 건색범위
자료 구분

국가

검색 DB

분석구간

WIPSON

~현재(2017. 7)

검색범위

한국
공개-등록특허
(공개-등록일 기준)

미국
일본
유럽2)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중국

1)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2016~2017년 출원된 특허는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함
2) 유럽 19개 각국 특허청 :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사이에서 유효한 유럽특허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로서 유럽특허조약(EPC :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유럽특허청(EPO)에서 운영함.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함
과 관계없이 유럽의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를 포함하여 분석함. (DE, FR, GB, AT, BE, CH, DD, DK, ES, FI, IE, IT,
LU, MC, NL, PT, RU, SE,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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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1) 기술분류체계
본 분석에서는 과제의 제안서를 기초로 연구범위 내의 기술을 정량 분석 대상으로 하여
동향분석(정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기 동향분석에서의 기술 분야와 심층 분석의 기
술 분야를 동일하게 적용함
본 분석은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분석하였으며, 특히 ‘의료 콘텐츠’, ‘교육 콘텐츠’
총 2개의 중분류로 분류함

<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의료 콘텐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교육 콘텐츠

2) 기술분류기준
상기 <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의 분석대상 기술분
류의 검색개요 및 기술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검색개요 (기술범위)
영상진단학(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외과학(수술, 수술기술

의료 콘텐츠
가상현실(VR)/

교육, 훈련), 재활의학(증강현실 기반 하지재활 훈련 로봇
등), 정신신경과학(심리상담 시뮬레이터 등)에 적용되는 가상/
증강현실 콘텐츠 등

증강현실(AR)
콘텐츠

이-러닝, 3차원 학습, 도서관응용, 3차원 기술 교육 콘텐츠,
교육 콘텐츠

서적을 카메라로 비추면 책의 내용을 인식하여 관련된 이미
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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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키워드 도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표> 기술분류기
준의 검색개요 및 기술범위를 바탕으로 1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전
DB 검색을 통해 2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4) 검색식 도출 과정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검색식은 <표> 기술분류기준을 통해서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 분류를 포함할 수 있는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하고, 연구원들의 검토를 반영
하여 최종 검색식을 완성함

5) 검색식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은 다음 <표>와 같음

<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의 검색식
대분류

중분류

검색식

의료 콘텐츠

("VR" "AR" 가상현실 "버츄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브이알* 증강현실 증강-현실 에
이알*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
"확장
현실" virtualreality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AugmentReality
augmented-reality Augment-Reality mix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extended-reality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ugment reality" "mixed
reality" "extended reality"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仮想 現実" "
增強現実" "헤드 마운트") and (의료* 의학* 보건* 진료* 진찰* 수술* 시술* 진단*
치료* 처방* 치과* 외과* 안과* 내과* 병원* 메디컬* 메디칼* 헬스케어* 영상진단 "
영상 진단" 내시경 수술* 재활* 정신* 심리* 신경* medical medicine healthcare
health-care "health care" treat* exam* checkup surgery diagnos* cure remedy
therapy prescri* dental dentist ophthalmolo* hospital* (imag* near2 diagnos*)
endoscop* surgery rehabilitat* remedial psychiat* "mental clinic" psycho* neuro*
nerve nervous)

교육 콘텐츠

("VR" "AR" 가상현실 "버츄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브이알* 증강현실 증강-현실 에
이알*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
"확장
현실" virtualreality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AugmentReality
augmented-reality Augment-Reality mix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extended-reality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augment reality" "mixed
reality" "extended reality"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仮想 現実" "
增強現実" "헤드 마운트") and (교육* 학습* 강의* 수업* 공부* 배우* 익히* 가르*
수강* 실습* 학업* 트레이닝* 스터디* 레슨* 훈련* 실습* 러닝* 시뮬* 강좌* edu*
train* TEACH* school* study* learn* lecture course lesson* simulat*)

가상현실
(VR)/증강
현실(AR)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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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AW DATA 특허 검색결과
<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기술의 검색식의 검색식을 통하여 RAW DATA
특허를 선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의료 콘텐츠가 1,308건, 교육 콘텐츠가 1,630
건으로 도출되었음

<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의 RAW DATA 특허 선별결과
대분류

중분류

가상현실(VR)/

RAW DATA 특허건수

합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의료 콘텐츠

350

317

271

103

267

1,308

교육 콘텐츠

377

299

148

191

615

1,630

727

616

419

294

882

2,938

증강현실(AR)
콘텐츠

합계

3. 유효특허 선별 기준 및 결과
1) 유효특허 선별 기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의 RAW DATA 상기 <표>에 대한 유효특허 선
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표> 유효특허 선별 기준
대분류

가상현실(
VR)/

중분류
의료
콘텐츠

증강현실(
AR)
콘텐츠

교육
콘텐츠

유효특허 추출기준
영상진단학(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외과학(수
술, 수술기술 교육, 훈련), 재활의학(증강현실 기
반 하지재활 훈련 로봇 등), 정신신경과학(심리
상담 시뮬레이터 등)에 적용되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등

노이즈제거기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현실에
가깝게 구현한 기술 제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위한 디스플레이나 장치의
성능에 관점을 두고 있는
이-러닝, 3차원 학습, 도서관응용, 3차원 기술 교
기술 제거
육 콘텐츠, 서적을 카메라로 비추면 책의 내용을
- 화학식을 포함하는 조성물
인식하여 관련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또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등
기술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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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특허 선별 결과
상기의 선별기준을 통하여 유효특허를 선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가상현실(VR)/증강
현실(AR)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는 의료 콘텐츠가 184건, 교육 콘텐츠가 522건 도출되었음

<표> ‘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유효특허 선별결과
대분류

중분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

유효특허 건수

합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의료 콘텐츠

46

41

55

7

35

184

교육 콘텐츠

112

137

65

24

184

522

158

178

120

31

219

706

유효특허 합계

4. 특허기술 동향조사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추출된 유효특허를 통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분야
의 정량 분석을 실시하고, 핵심 특허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함
정량 분석과 심층 분석은 2개의 중분류에 대하여 각각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였음

1) 정량 분석
정량 분석에서는 조사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에서의 기술개발 활동현
황, 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한 특허기술 성장단계 파악 및
국가 간 기술경쟁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국가별 특허 동향 분석을 실시함

2) 심층 분석
심층 분석에서는 기술 개발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출원인별, 국내 출원별,
중분류별로 IP-History를 분석하고, 등록 특허에 대하여 권리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신
규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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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량 분석
제 1 절 의료 콘텐츠 기술
1.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 중 의료 콘텐츠에 관한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 콘텐츠에서
도 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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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그림>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전체적으로 타국에 출원하는 외국인의 출원보다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P 주요 5개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한국,미국,중국은 8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되며,
일본,유럽은 4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일본 및 유럽 기술시장에 접근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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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시장 성장단계

연도

구간

1991~1995

1구간

1996~2000

2구간

2001~2005

3구간

2006~2010

4구간

2011~2015

5구간

<그림> 기술시장 성장단계의 의미 해석과 구간 분리 및 전체 기술시장 성장단계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1년을 시작
으로 하고, 출원 공개 전인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5년을 구간으로 총 5개의 구간
으로 나눔
전체 기술시장 성장단계는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5년 이전까지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감하였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하는 성장기
단계로 사료 됨. 이는 기술이 상용화 또는 대중화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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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자 Landscape

<그림> 경쟁자 Landscape - 상위 출원인

전체 상위 출원인의 경우 미국 및 일본 기반의 출원인이 다수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며,
INTUITIVE SURGICAL INC[미국]가 8건을 출원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FUJIFILM CORP[일본]이 7건, ORAMETRIX INC[미국] 4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 3건의 출원을 진행함
한국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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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콘텐츠 기술 정량 분석 결론

<표> 의학 콘텐츠 특허 동향 결론
구분

결론
- 전체연도별 특허출원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출원건수가 증가

특허 동향

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의 출원 비중이 높음
- 일본, 미국, 한국 중심의 시장 주도

내 외국인 특허출원

- 한국, 미국, 중국은 8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
- 일본, 유럽은 4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진출
- 꾸준한 기술시장 성장단계에 있음

기술시장 성장단계

- 2005년 이전까지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감하였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
하는 성장기 단계

출원인

- 미국, 일본 기반의 기업 출원 다수
- 한국 기반의 출원인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표> 출원인 정리
주요 출원인

순위

출원인

1위

INTUITIVE SURGICAL INC [미국]

2위

FUJIFILM CORP [일본]

3위

ORAMETRIX INC [미국]

4위

NEURO KINETICS INC [미국]

5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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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 콘텐츠 기술
1.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 중 교육 콘텐츠에 관한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1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콘텐츠에서
도 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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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그림>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전체적으로 타국에 출원하는 외국인의 출원보다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P 주요 5개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한국,미국,중국은 7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되며,
일본,유럽은 3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일본 및 유럽 기술시장에 접근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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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시장 성장단계

연도

구간

1991~1995

1구간

1996~2000

2구간

2001~2005

3구간

2006~2010

4구간

2011~2015

5구간

<그림> 기술시장 성장단계의 의미 해석과 구간 분리 및 전체 기술시장 성장단계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1년을 시작
으로 하고, 출원 공개 전인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5년을 구간으로 총 5개의 구간
으로 나눔
전체 기술시장 성장단계는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91년 부터 꾸준히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2006년 급증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하는 성장기 단계로 사료
됨. 이는 기술이 상용화 또는 대중화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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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자 Landscape

<그림> 경쟁자 Landscape - 상위 출원인

전체 상위 출원인의 경우 한국, 미국, 중국 기반의 출원인이 다수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
며, Lincoln Global, Inc[미국]가 14건을 출원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이 10건, (주)지엔아이씨티[한국] 6건,
DALIAN VINCENT SOFTWARE TECH. CO., LTD. [중국]이 5건의 출원을 진행함
한국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지엔아이씨티, (주)이노시뮬레이션, (주)포스코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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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콘텐츠 기술 정량 분석 결론

<표> 교육 콘텐츠 특허 동향 결론
구분

결론
- 전체연도별 특허출원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1년 기점으로 큰 폭으

특허 동향

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중국, 미국, 한국의 출원 비중이 높음
- 중국, 미국, 한국 중심의 시장 주도

내 외국인 특허출원

- 한국, 미국, 중국은 70% 이상 내국인 출원으로 내국 위주 기술개발
- 일본, 유럽은 30% 외국인 출원으로 외국 출원인이 진출
- 꾸준한 기술시장 성장단계에 있음

기술시장 성장단계

- 1991년 부터 꾸준히 출원인 수 및 출원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2006년 급증하는 단계를 보여 본 분야는 성장하는 성장기 단계

출원인

- 한국, 미국, 중국 기반의 기업 출원 다수
- 한국 기반의 출원인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표> 출원인 정리
주요 출원인

순위

출원인

1위

Lincoln Global, Inc. [미국]

2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3위

(주)지엔아이씨티 [한국]

4위

DALIAN VINCENT SOFTWARE TECH. CO., LTD. [중국]

5위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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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심층 분석
제 1 절 의료 콘텐츠 기술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유효 특허(184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6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의료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JP 5474303

2006.03.01

수술 계획 입안

2

JP 4999012

2006.06.05

복강경 초음파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

3

KR 0793391

2007.01.03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활
훈련장치

출원인

법적상태

King’s College London |
Depuy International Ltd.

등록

Intuitive Surgical Inc

등록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

Navab Nassir

등록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등록

등록

Interactive virtual mirror device for
4

EP 2012698

2007.04.11

visualizing virtual objects in endoscopic
applications

5

KR 0914880

2007.04.17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혐오자극 제공 방법과 시스템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

6

KR 1267118

2012.03.13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

주식회사 싸이버메딕 |
주식회사 한영 | 김영근

7

KR 1711358

2012.05.02

의학적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증강 현실을 위
한 동적 모델을 이용한 4차원 이미지 등록

8

US 9084565

2012.07.30

Hand-function therapy system with
sensory isolation

엠파이어 테크놀로지 디
벨롭먼트 엘엘씨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
Wisys Technology
Foundation | Fused

등록

등록

Innovation, LLC.
9

CN
102821163

2012.08.29

3D (three-dimensional) cloud service
system for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Wuxi Ascend Medical
Equipment Co., Ltd.

등록

10

JP 5934070

2012.09.26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및 그 작동
방법 및 프로그램

Fujifilm Corp.

등록

11

JP 6026357

2013.06.13

Fujifilm Corp.

등록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및 방법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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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P 5857367

2013.12.26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 방법 및 프로
그램

13

KR 1620633

2014.05.29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

14

KR
2015.09.04
2017-0028752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및
그 심리치료방법

15

CN
106373172

2016.08.31

A kind of psychoterapy’s analog system
ss based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16

US 5807114

1996.03.27

System for treating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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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 Ltd. | Canon
Marketing Japan Inc.

등록

주식회사 한영

등록

이재실

심사중

Nanjing Yisijia Eco
Science Technology
Company Limited

공개

Emory University and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소멸

(1) JP 5474303
등록특허 JP 5474303 특허는 King’s College London | Depuy International Ltd.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환자의 몸 일부에 실행되어야
할 수술 기술 중 적어도 일부를 자동으로 계획 입안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
로그램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JP 5474303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수술 계획 입안

국가

JP

출원번호

2007-557588 (2006.03.01)

등록번호

5474303 (2014.02.14)

법적상태

등록

IPC(Main)

A61B-019/00

출원인
패밀리특허

King’s College London | Depuy
International Ltd.

EP 1858430 B1 | EP 2471483 B1 | US 2009-0089034 A1 | WO WO2006-092600 A1
요약

대표도면

【요약】
【과제】환자의 몸 일부에 실행되어야 할 수술 기술 중
적어도 일부를 자동으로 계획 입안하기 위한 방법, 장
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제공한다.
【해결 수단】환자의 몸 일부에 실행되어야 할 수술 기
술 중 적어도 일부를 자동으로 계획 입안하기 위한 방
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가 기재된다. 몸 일
부의 가상 모델이 제공되고 그 가상 모델은 계획 입안
된 수술 기술 중 적어도 일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
진다. 이어서 가상 모델이 환자의 실제 몸 일부에서
유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몸의 일부에 대해서 변형되
고 그것에 따라 계획 입안된 수술 기술의 일부를 환자
의 실제 몸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하도록 적합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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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P 5474303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공중 이용이 가
능한 발명의 신규성 상실)
2011.09.13

거절 이유 통지서

2) 1-2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
보성)

1)국제 공개 제 2004/071309 호

3) 3-15항 – 특허법 제37조 (발명의
단일성 요건 불충족)
2012.01.1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2.04.17

거절 이유 통지서

2012.08.09

의견서 제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법 제
36조 제6항 제2호 (기술적 의미
의 이해 불충분)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공중 이용이 가
능한 발명의 신규성 상실)
2012.11.20

거절 이유 통지서

2) 1-2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
보성)
3) 3-15항 – 특허법 제37조 (발명의
단일성 요건 불충족)

2013.05.20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3.07.30

거절 이유 통지서

2013.11.29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4.01.07

특허 결정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1-10항 – 특
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기술
적 의미의 이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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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표 2004-512136 호 공보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환자의 몸의 일부에 실행되어야 할 수술 기법의 적어도 일부 계획을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환자의 몸의 일부에 실행되어야 할 수립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수술 기법의 적어도 일부 계획을
수립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계획 수립을 위한 복수의 점을 포함하는 과정 : 신체 일부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신체 일부의 통계 형상 모델을
통계 형상 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통계 형상 모델이 신체
제공하는 과정으로, 상기 통계 형상
일부의 표면을 나타내는 복수의 해부학적 구조의 점 및 환자가
모델이 상기 신체 일부의 표면을 1)
대응하는 실제 몸의 일부에 대해 수행되어야 계획된 수술 기법의
나타내는 복수의 해부학적 구조의 점
일부에서 사용되어야 할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위치, 자세, 치수
및 상기 환자가 대응하는 실제 몸의
일부에 대해 수행되어야 상기 계획된
또는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점
수술 기법의 일부에서 사용되어야 할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위치, 자세, 치수
또는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상기 계획 수립을 위한 복수의 점을
포함하는 과정과,
상기 환자의 상기 실제 몸의 일부에서
유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신체
일부의 상기 통계 형상 모델을
계획된 수술 기법의 일부에 사용되어야 할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예시하는 과정으로, 상기 신체 일부의
위치, 자세, 치수 또는 종류를 자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행
상기 통계 형상 모델 예시가 상기
계획된 수술 기법의 상기 일부에
과정 : 환자의 실제 몸의 일부에서 유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되어야
할
하드웨어의
상기
2) 신체 일부의 통계 형상 모델을 예시하는 과정이며, 신체 일부의
컴포넌트의 상기 위치, 자세, 치수
통계 형상 모델 예시가 계획된 수술 기법의 일부에 사용되어야
또는 종류를 상기 환자의 상기 실제
할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의 위치, 자세, 치수 또는 종류를 환자의
몸의
일부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하도록 자동으로 적용시켜, 상기
실제 몸의 일부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하도록 자동으로 적용
계획된 수술 기법의 상기 일부에
사용되어야
할
상기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상기 위치, 자세, 치수
또는
종류를
자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행 과정을,
구비하는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술 계획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
고, 청구항 4항과 5항에서 컴포넌트를 수술 기구와 임플란트로 한정하고 있으며, 실제
수술에 앞서 수술기구와 보형물(임플란트)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수술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
해당 특허는 실시간으로 수술을 보조하는 영상 또는 모니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
술을 진행하기 전에 컴퓨터의 처리에 따라 영상이 제공되는 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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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P 4999012
등록특허 JP 4999012 특허는 Intuitive Surgical Inc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복강경 초음파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
지고 있음

<표> JP 499901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복강경 초음파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

국가

JP

등록번호

4999012 (2012.05.25)

출원인

Intuitive Surgical Inc.

출원번호

2008-515812 (2006.06.05)

법적상태
IPC(Main)

등록
A61B-019/00

CN 101193603 B | EP 1887961 B1 | EP 2289452 A2 | EP 2289453 B1 | EP 2289454 A2 |

패밀리특허

JP 2012-050887 A | JP 2012-050888 A | JP 2013-252452 A | JP 2014-138901 A | JP
5455173 B2 | JP 6138227 B2 | KR 10-1258912 B1 | US 2007-0021738 A1 | US
2013-0245375 A1 | US 2017-0128041 A1 | US 2017-0128144 A1 | US 2017-0128145 A1 |
US 8398541 B21 | WO WO2007-030173 A1

요약

대표도면

LUS(복강경 초음파) 로보트 수술 시스템은
컴맨드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LUS 프로브를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외과의사에
의해
트레인가능하여 외과의사는 최소한의 침입
수술동안에 수동으로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저장된 지시에 따라 LUS 프로브에 의해
포착된 일련의 2차원 초음파 이미지는
해부구조의 3차원 초음파 컴퓨터 모델로
프로세스가능한데, 이것은 외과의사의 선택에
따라 PIP에 또는 카메라 뷰에 3차원 또는
2차원 겹침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거나 또는
외과의사가 해부구조의 비정상을 검사하는데
돕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가상 픽스쳐가
형성가능하여 외과의사가 툴을 디스플레이된
초음파
이미지의
타겟에
정밀하게
가이드하는데 도움을 준다.

- 22 -

<표> JP 4999012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 24-41항 – 특허법 제37조 (발명의
단일성 요건 불충족)
2011.08.31

거절 이유 통지서

2011.12.13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2.04.17

거절 이유 통지서

2012.04.1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2.05.09

특허 결정

2) 1,4,7-8,13-16,18항 –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기술적 의미의 이해
불충분)

1) 18항 –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기술적 의미에 이해 불충분)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복강경 초음파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복강경 초음파 로보트 수술 시스템에 있어서:

초음파 프로브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제 1 1) 제1 로봇 암 : 초음파 프로브에 기계적으로 결합
로보트 암
수술 관련 디바이스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제
2 로보트 암

2) 제2 로봇 암 : 외과수술 관련 장치에 기계적으로 결합

마스터 조종기
유저 선택가능 제 1 및 제 2 모드를 가진
제어 스위치 그리고
제어 스위치가 제 1 모드에 있을 때, 마스터

3) 마스터 조종기

조종기의 유저 조종에 따라 제 1 로보트
암은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이고 제 2 로보트
암은

제위치에서

스위치가 제

잠기고,

그리고

2 모드에 있을

제어

때, 저장된

지시에 연관된 유저 컴맨드의 검출에 따라
저장된

지시에

의해

제

1

로보트

암이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이고, 그리고 마스터
조종기의 조종에 따라 제 2 로보트 암이
툴을

조종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강경
초음파 로보트 수술 시스템.

4) 제어 스위치 : 사용자 선택 가능한 제1 및 제2 모드를 가짐

프로세서 : 제어 스위치가 제 1 모드에 있을 때, 마스터 조종기의
유저 조종에 따라 제 1 로보트 암은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이고
제 2 로보트 암은 제위치에서 잠기고, 그리고 제어 스위치가 제

5) 2 모드에 있을 때, 저장된 지시에 연관된 유저 컴맨드의 검출에
따라 저장된 지시에 의해 제 1 로보트 암이 초음파 프로브를 움
직이고, 그리고 마스터 조종기의 조종에 따라 제 2 로보트 암이
툴을 조종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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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로봇 암, 제2 로봇 암, 마스터 조종기, 제어 스위치 및 프로세서로 구성된 복강경 초
음파 로봇 외과수술 시스템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특허는 주요 IP 5개국에 모두
출원이 진행되어 있을 정도로 해당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허로서, 향후 지속
적인 분쟁상황이나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특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
으나, 초음파로 수집된 영상을 비디오 화상에 공간적으로 오버레이 하고(청구항 14항),
오버레이된 영상의 위치를 결정하며(청구항 15항), 3D 영상으로 변환 및 표시하는 것을
기재(청구항 16항)하고 있음 -> 증강현실 적용된 수술 가이드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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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 0793391
등록특허 KR 0793391 특허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활 훈련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079339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활 훈련장치

국가

KR

출원번호

2007-0000653 (2007.01.03)

등록번호

0793391 (2008.01.03)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IPC(Main)

A63B-023/04

패밀리특허

WO WO2008-082171 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
활 훈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환
자가 직접 굴러줌으로 회전하는 구름수단을 재활
훈련장치의 일측에 구성하여, 하지 강화 재활 훈련
이 가능한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
활 훈련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환자의 하지를 재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름수단에 있어서, 상기 구름수단(10)은
회전체(110)와 상기 회전체(110)의 중심 양단에 구
성되는 페달(120); 상기 회전체(110)의 외주연 일부
가 수용되도록 일단에 삽입공(133)이 형성되고, 내
부에 전기적 신호에 의해 경화되는 마찰유체(134)가
저장되는 유체수용부(132)와, 상기 유체수용부(132)
의 외주에 형성되고, 상기 유체수용부(132)에 전기
적 신호를 제공하는 코일(138)이 내부에 마련된 전
자기장수용부(136)로 이루어진 하우징(130);으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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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0793391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07.10.10

의견 제출 통지서

2007.11.28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07.12.07

등록 결정

거절 청구항 및 사유
1) 1,3-4항 – 특허법 제
29조 제2항 (진보성)

심사관 인용 특허
1)등록실용신안 제0431276호 (2006.11.23)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2항 (대표청구항)
의료
매트리스(2a)와
상기
매트리스(2a)를
받침
지지하는
침대받침대(2b)
및
상기
매트리스(2a)와 침대받침대(2b) 사이에 구성되어 1)
상기 매트리스(2a)의 세움 각도를 조절하는
틸팅수단(2c)으로 구성된 환자용 침대(2);
상기 침대(2)의 매트리스(2a) 상방에 위치되고,
환자가 재활 훈련 상태 및 프로그램에 따른 2)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환자용
모니터(3);
환자의 머리에 장착되어 상기 환자의 머리 3)
움직임에 따라 각도를 계산하는 머리 회전각
측정부(4);
환자의 눈에 착용하고, 각종 정보 또는
4)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부(5);
상기 침대(2)의 매트리스(2a) 어느 일측에
5)
마련되어 환자가 파지하는 파지대(6);
상기 침대(2)의 매트리스(2a) 하단에 마련되고,
회전체(110)와 상기 회전체(110)의 중심 양단에
구성되는
페달(120)과
상기
회전체(110)의
외주연 일부가 수용되도록 일단에 삽입공(133)이
형성되고, 내부에 전기적 신호에 의해 경화되는
마찰유체(134)가 저장된 유체수용부(132)와, 상기 6)
유체수용부(132)의
외주에
형성되고,
상기
유체수용부(132)에 전기적 신호를 제공하는
코일(138)이
내부에
마련된
전자기장수용부(136)로 이루어진 하우징(130)이
구성된 구름수단(10); 및
상기 침대(2)의 매트리스(2a)의 세움 각도,
환자용
모니터(3),
머리회전각
측정부(4)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부(5) 및 구름수단(10)을 7)
제어하는 제어부(7);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활
훈련장치.

영상 제공 시스템
환자용 침대 :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침 지
지하는 침대 받침대 및 매트리스와 침대받침대
사이에 구성되어 매트리스의 세움 각도를 조절
하는 틸팅수단으로 구성
환자용 모니터 : 침대의 매트리스 상방에 위치
되고, 환자가 재활 훈련 상태 및 프로그램에 따
른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머리 회전각 측정부 : 환자의 머리에 장착되어
환자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 각도를 계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부 : 환자의 눈에 착용
하고, 각종 정보 또는 가상현실을 보여줌
파지대 : 침대의 매트리스 어느 일측에 마련되
어 환자가 파지함

구름수단 : 침대의 매트리스 하단에 마련되고,
회전체와 회전체의 중심 양단에 구성되는 페달
과 회전체의 외주연 일부가 수용되도록 일단에
삽입공이 형성되고, 내부에 전기적 신호에 의해
경화되는 마찰유체가 저장된 유체수용부와, 유
체수용부의 외주에 형성되고, 유체수용부에 전
기적 신호를 제공하는 코일이 내부에 마련된
전자기장수용부로 이루어진 하우징이 구성
제어부 침대의 매트리의 세움 각도, 환자용 모
니터, 머리회전각 측정부와 헤드마운트 디스플
레이부 및 구름수단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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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침대, 환자용 모니터, 머리 회전각 측정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부, 파지대, 구
름수단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하지 강화를 위한 구름수단이 구성된 재활 훈련장치에 대
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HMD를 이용하여 환자용 침대에 있는 환자에게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
해당 특허는 가상현실과 HMD의 영상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HMD를 통해서 가상의 영상을 보고 환자용 침대나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에 집중
되어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음(장치 시스템)
구름수단의 구성이 자세히 기재되어 권리범위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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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 2012698
등록특허 EP 2012698 특허는 Navab Nassir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내시경에 적용되는 가상 물체를 시각화하는 증강 현실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EP 2012698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Interactive virtual mirror device for visualizing virtual objects in endoscopic
applications

국가

EP

출원번호

2007-724146 (2007.04.11)

등록번호

2012698 (2011.03.02)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Navab Nassir

IPC(Main)

A61B-019/00

패밀리특허

US 2010-0210902 A1 | WO WO2007-128377 A1
요약

대표도면

A virtual penetrating mirror device for visualizing
virtual objects in endoscopic applications, having
an interactive virtual mirror (1), a 3D or 4D
medical image of a patient's anatomy (52), a
displaying device (21), a display of displaying
device (22), a tracking system (4) and a tracked
endoscopic camera (2), is provided by means of
presenting the interactive virtual mirror (1), in a
common coordinate system with the 3D or 4D
medical image of the patient's anatomy (52), that
provides

full

integration

and

combined

visualization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3D or
4D medical image of the patient's anatomy (52),
the endoscopic image (26) and the virtual mirror
(1) on the display of displaying device (22).

<표> EP 2012698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1.01.28

등록 결정

거절 청구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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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내시경에

적용되는

가상

물체를

시각화하는 증강 현실 장치로서,

내시경에 적용되는 가상 물체를 시각화하는 증강 현실 장치
1)

디스플레잉 장치

디스플레잉 장치(21),
디스플레잉 장치의 디스플레이(22),

디스플레잉 장치의 디스플레이

추적 시스템(4), 및

- 환자 신체의 3D 또는 4D 의료용 이미지의 재구성을

추적된 내시경 카메라(2),
여기서

디스플레잉

디스플레이(22)는 환자 신체의 3D 또는
4D

의료용

시각화하기 위해 적용됨

장치의

이미지의

재구성을

- 환자 신체의 3D 또는 4D 의료용 이미지의 재구성을
2)

울을 시각화하기 위해 더 적용됨

시각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디스플레잉
환자

장치의

신체의

3D

- 환자 신체의 3D 또는 4D 의료용 이미지의 재구성, 추

디스플레이(22)는
또는

4D

공통 좌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상호작용하는 가상 거

적된 내시경 카메라의 내시경 이미지 및 가상 거울의

의료용

완전 일체와 통합된 시각을 제공함

이미지의 재구성을 공통좌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상호작용하는 가상 거울(1)을
시각화하기 위해 더 적용되고,
디스플레잉
환자

장치의

신체의

이미지의

3D

재구성,

3)

추적 시스템

4)

추적된 내시경 카메라

디스플레이(22)가
또는

4D

추적된

의료용
내시경

카메라의 내시경 이미지 및 가상 거울의
완전 일체되고 통합된 시각을 제공함.

디스플레잉 장치, 디스플레잉 장치의 디스플레이, 추적 시스템 및 추적된 내시경
카메라로 구성된 내시경에 적용되는 가상 물체를 시각화하는 증강 현실 장치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을 증강 현실로 구성하기 위한
장치적 구성에 대한 특허임
해당 특허는 좌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떻게 영상을 획득하는지, 획득된 영상을 어떻게
증강 현실 장치에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내시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상을 가상 거울에 투영하는 것을 청구 권리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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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 0914880
등록특허 KR 0914880 특허는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현실 및 다중감각 구현장치를 통해 알코올중독 환자
개인에게 특유한 음주환경을 가상적으로 구현하여 한층 생생한 음주 충동을 유발시킨 후
에 다중감각 구현장치를 이용한 혐오자극을 부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
도록 한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혐오치료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0914880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혐오자극 제공 방법과 시스템 및 이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국가

KR

출원번호

2007-0037340 (2007.04.17)

등록번호

0914880 (2009.08.25)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IPC(Main)

G06Q-0050/22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현실 및 다중감각 구현장치를 통해
알코올중독 환자 개인에게 특유한 음주환경을 가상적으로
구현하여 한층 생생한 음주 충동을 유발시킨 후에
다중감각 구현장치를 이용한 혐오자극을 부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혐오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혐오치료 방법은 현실에서 가능한 음주 행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가상현실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각종 비디오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파일 DB 및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각종 오디오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파일 DB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기반 하에 이루어지되, 근육 이완을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DB 또는 상기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이완용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오파일을 출력하는 (a) 단계 환자의
실제 음주 행태에 기반하여 상기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에 저장된 각종 가상환경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 당해
환자의 가상음주환경을 구축한 후에 출력하는 (b) 단계 및
음주에 대한 혐오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DB 또는 상기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혐오자극용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오파일을 불러들여 출력하는 (c)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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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0914880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08.05.27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의견제출 통지서

2008.07.17

1) 1-6항 – 특허법 제29
조 제2항 (진보성)

심사관 인용 특허
1) 공개특허 제2001-16334호 (2001.03.05.)
2) 공개특허 제2001-35174호 (2001.05.07.)
3) 공개특허 제2004-37608호 (2004.05.07.)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08.12.23

의견제출 통지서

2009.02.1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09.05.28

등록 결정

1) 1-4,6항 – 특허법 제
42조 제4항 제2호
(기재불비)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

현실에서 가능한 음주 행태에 대한 다양한 방법
유형의 가상현실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1) 근육 이완을 위해 비디오파일 DB 또는 오디오파일

있는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 알코올중독 1) DB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이완용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
오파일을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각종 비디오파일이
력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파일
DB
및
2) 환자의 실제 음주 행태에 기반하여 가상현실 라이브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각종
러리 DB에 저장된 각종 가상환경 라이브러리를 불러들
오디오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파일 2)
여 당해 환자의 가상음주환경을 구축한 후에 화상출력
DB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및 가상환경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
혐오치료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에
3) 음주에 대한 혐오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비디오파일
가상 음주환경 및 혐오자극과 관련된 각종
DB 또는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구토 연상용
영상과 음향을 각각 출력하는 화상출력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오파일을 불러들여 화상출력 장치
장치와 음향출력 장치 및 후각자극 장치가 3)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고, 이와 동시에 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컴퓨터에 의해
각자극 장치를 동작시켜 구토 연상을 위해 티벳 유산균
수행되되,
에 의한 후각 또는 미각 자극을 행함
근육 이완을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DB
A. 데이터베이스
또는 상기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이완용

오디오파일을

비디오파일

화상출력

장치

또는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는 (a) 단계
환자의 실제 음주 행태에 기반하여 상기

A-1.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 : 현실에서 가능한 음
4) 주 행태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가상현실 라이브러리를
저장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에 저장된 각종
가상환경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

당해

A-2. 비디오파일 DB :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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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비디오파일이 저장
환자의

가상음주환경을

구축한

후에

A-3. 오디오파일 DB :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한 각종 오디오파일이 저장

출력하는 (b) 단계 및
음주에 대한 혐오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오디오파일
연상용

DB에

DB

또는

저장되어

비디오파일

또는

있는

B. 컴퓨터 : 가상환경 혐오치료 프로그램이 탑재, 화상

상기

출력 장치, 음향출력 장치 및 후각자극 장치가 연결된

구토

상태에서 수행됨

오디오파일을

불러들여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고,

이와

B-1. 화상출력 장치 : 가상 음주환경 및 혐오자극과

동시에

관련된 각종 영상 출력

후각자극 장치를 동작시켜 구토 연상을
위해 티벳 유산균에 의한 후각 또는 미각
자극을

행하는

(c)

단계를

B-2. 음향출력 장치 : 가상 음주환경 및 혐오자극과

포함하여

관련된 각종 음향 출력

이루어진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상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 방법

B-3. 후각자극 장치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7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7항
근육이완,
제공과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가상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 시스템
가상

음주환경

관련된

및

혐오자극

각종

영상을 1)

출력하는화상출력 장치
근육이완,
제공과

가상

관련된

음주환경
각종

및

혐오자극

음향을

출력하는

2)

화상출력 장치 : 근육이완, 가상 음주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과 관련된 각종 영상을 출력
음향출력 장치 : 근육이완, 가상 음주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과 관련된 각종 음향을 출력

음향출력 장치

후각자극 장치 : 근육이완 또는 혐오 후각 자극을 위한
근육이완 또는 혐오 후각 자극을 위한 3)
향기를 발생
향기를 발생시키는 후각자극 장치 및
현실에서 가능한 음주 행태에 대한 다양한

컴퓨터 장치 : 현실에서 가능한 음주 행태에 대한 다양

유형의 가상현실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한 유형의 가상현실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가상

있는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 알코올중독

현실 라이브러리 DB, 알코올중독 치료 과정에 필요한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각종 비디오파일과

각종 비디오파일과 오디오파일이 각각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파일이

비디오파일 DB와 오디오파일 DB로 이루어진 데이터베

비디오파일

각각

있는

DB로 4) 이스를 구비한 상태에서, 근육 이완을 위해 비디오파일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 상태에서,
DB 또는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이완용
근육 이완을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DB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오파일을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
또는
있는

상기

DB와

저장되어
오디오파일

오디오파일

근육이완용

DB에

저장되어

비디오파일

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고, 환자의 실제 음주 행태

또는

에 기반하여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에 저장된 각종

오디오파일을 상기 화상출력 장치 또는

가상환경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 당해 환자의 가상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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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고,

환자의 실제 음주 행태에 기반하여 상기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에 저장된 각종
가상환경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

당해

환자의 가상음주환경을 구축한 후에 상기
화상출력 장치 또는 상기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며, 음주에 대한 혐오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상기 비디오파일 DB 또는
상기

오디오파일

구토

DB에

연상용

오디오파일을

저장되어

비디오파일

불러들여

상기

있는
또는

화상출력

장치 또는 상기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환경을 구축한 후에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
를 통해 출력하며, 음주에 대한 혐오자극을 유발하기
위해 비디오파일 DB 또는 오디오파일 DB에 저장되어
있는 구토 연상용 비디오파일 또는 오디오파일을 불러
들여 화상출력 장치 또는 음향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함
과 동시에 구토 연상을 위한 티벳 유산균 향기가 발생
하도록 후각자극 장치를 제어

출력출력함과 동시에 구토 연상을 위한
티벳

유산균

향기가

발생하도록

상기

후각자극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가상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 시스템.

영상과 음향 및 향기를 발생시켜 자극하는 방법과 화상출력 장치, 음향출력 장치,
후각자극 장치 및 컴퓨터 장치를 구비하는 알코올중독 환자를 위한 가상환경 및
혐오자극 제공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후각을 이용하여
알코올중독 환자에게 음주에 대한 혐오 자극을 주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
해당 특허는 이러한 자극을 부여하기 위해 가상현실 라이브러리 DB를 사용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고, 수 많은 상황에 대한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데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상현실을 직접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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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1267118
등록특허 KR 1267118 특허는 주식회사 싸이버메딕 | 주식회사 한영 | 김영근 에서 출
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컴퓨터 본체, 카메라(PC CAM),
디스플레이부 및 글러브 센서를 포함하는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
훈련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267118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

국가

KR

출원번호

2012-0025648 (2012.03.13)

등록번호

1267118 (2013.05.16)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03/00

주식회사 싸이버메딕 | 주식회사 한영 |

출원인

김영근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 가능한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상기 컴퓨터 본체 위의
프레임에 설치된 카메라(PC CAM)와, 상기 카메라의 상측
프레임에

설치되어

카메라를

통해

촬상되는

모션을

캡쳐하여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사용자의 손에
끼워져 촉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모션을 인식하는 글러브센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뇌졸중, 치매, 노인의 특정 신체
일부 또는 전체가 카메라를 통해 모션인식으로 캡쳐되어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미지 표상으로 나타나게 한다.
모니터 외부에 있는 환자가 움직이거나 반응하는 것을
모니터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이미지표상이

똑같이

반응하여 가상공간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콘텐츠(운동조절,
상황인식,

실행기능,

인지훈련)를

수행하며

안전하고

창의적인 재활훈련을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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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267118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2013.05.07

등록 결정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이동 가능한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상기 컴퓨터 본체 위의
프레임에

설치된

카메라(PC

CAM)와, 1) 컴퓨터 본체 : 이동 가능한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

상기 카메라의 상측 프레임에 설치되어
카메라를

통해

촬상되는

캡쳐하여

프로그램상의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인식,

가상공간에서
운동조절, 2) 카메라(PC CAM) : 컴퓨터 본체 위의 프레임에 설치

콘텐츠인

실행기능,

모션을

인지훈련을

디스플레이하는

프로그램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사용자의 손에 3)
끼워져
사용자가

촉각과
느낄

고유수용성

감각을

수

모션을

있도록

인식하는 글러브센서로 이루어진 것을

디스플레이부 : 카메라의 상측 프레임에 설치되어 카메라
를 통해 촬상되는 모션을 캡쳐하여 프로그램 상의 가상공
간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콘텐츠인 운동조절, 상황인식, 실
행기능, 인지훈련을 디스플레이
글러브센서 : 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서있는 사

특징으로 하는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4) 용자의 손에 끼워져 촉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모션을 인식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

컴퓨터 본체, 카메라(PC CAM), 디스플레이부 및 글러브 센서를 포함하는 글러브 센서를
이용한 모션인식 가상현실 재활훈련 장치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손에 착용한 글러브를 통해 그 모션을 인식 및 캡처하여 모니터에 재생되는 다양한
가상공간에 대해서 고유의 수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특별한 거절 사유없이 등록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프레임의 하부”라고 한정
지은 컴퓨터 본체와 “컴퓨터 본체 위의 프레임”이라고 한정한 카메라를 포함하여
“글러브센서”라는 특정 도구와 “이동가능” 구성 등을 추가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상현실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오로지 글러브를 통한 손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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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 1711358
등록특허 KR 1711358 특허는 엠파이어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엘엘씨에서 출원한 특
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환자 이미지 상에 중첩된 수술전 이미지
를 포함하는 증강 현실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된 증강 현실 시스템에 대하여 권
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711358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의학적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증강 현실을 위한 동적 모델을 이용한 4차원 이미지 등록

국가

KR

출원번호

2016-7030837 (2012.05.02)

등록번호

1711358 (2017.02.22)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K-009/40

엠파이어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엘

출원인

엘씨

패밀리특허

KR 2014-0136517 A | US 9105207 B2 | WO WO2013-165408 A1
요약

대표도면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환자
이미지 상에 중첩된 수술전 이미지를 포함하는 증강
현실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된 증강 현실
시스템을

제공한다.

환자

이미지

상에

수술전

이미지를 등록하는 정확도, 및 그로인한 증강 현실
이미지의

품질은

장기의

주기적인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환자 이미지 상의 수술전
이미지의 등록은 장기의 운동을 고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즉, 동적 모델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장기
운동은 동적 모델에 정합하지 않는 등록 에러들을
정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본 기술들은 인도되는
수술을

위해

실시간으로

3-D

환자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생성할 수도 있다.

- 36 -

<표> KR 1711358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6.11.29

등록 결정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증강 현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증강 현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제 1 촬상 모달리티 디바이스로부터 환자의 장기의
참조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상기 장기의 참조
이미지는 상기 장기의 수술전 계획 이미지인, 상기
장기의 참조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
제 2 촬상 모달리티 디바이스 또는 상기 제 1 촬상
모달리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환자의 상기 장기의
미등록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
상기 장기의 운동과 연관된 동적 모델을 이용하여
상기
미등록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기 동적 모델은,
제 1 시간에서의 추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에 제 2
시간에서의 노이즈 값이 부가된 것을 입력으로서
갖는 상기 장기의 호흡 운동 모델에 의해
특성화되고, 상기 제 2 시간은 상기 제 1 시간 후인,
상기 예측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
상기 참조 이미지와의 상기 미등록 이미지의
슬라이스-대-볼륨
등록에
의해
상기
미등록
이미지의 측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
상기 측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조정하기 위해 상기
예측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미등록
이미지의
추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
상기 추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상기 참조
이미지에 상기 미등록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 및
컴퓨터에 의해, 상기 참조 이미지 및 등록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상기 증강 현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증강 현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제1 촬상 모달리티 디바이스로부터 환자의 장
1) 기의 참조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
- 참조 이미지 : 장기의 수술전 계획 이미지
제2 촬상 모달리티 디바이스 또는 제1 촬상
2) 모달리티 디바이스로부터 환자의 장기의 미등
록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
장기의 운동과 연관된 동적 모델을 이용하여
미등록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등록 파라미터
들을 결정하는 것
- 동적 모델 : 제1 시간에서의 추정된 등록
3) 파라미터들에 제2 시간에서의 노이즈 값이 부
가된 것을 입력으로서 갖는 장기의 호흡 운동
모델에 의해 특성화
- 제2 시간 : 제1 시간 후인, 예측된 등록 파
라미터들을 결정
참조 이미지와의 미등록 이미지의 슬라이스4) 대-볼륨 등록에 의해 미등록 이미지의 측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
측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조정하기 위해 예
측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이용함으로써 미등록
5)
이미지의 추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것

6)

추정된 등록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참조 이
미지에 미등록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

7)

컴퓨터에 의해 참조 이미지 및 등록된 이미지
를 포함하는 증강 현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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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위한 환자의 부위에 이미지와 함께 미등록 이미지를 수신하여 장기의 운동을
예측하고,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증강 현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시스템 및 매체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환자 장기의 참조 이미지와 미등록 이미지를
등록시키기 위하여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
해당 특허는 수술에 있어서 장기의 이미지를 환자 피부 외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상세한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설명하여 특별한 거절 사유 없이 특허 등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특허는 수술 장치나 도구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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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 9084565
등록특허 US 9084565 특허는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과 Wisys
Technology Foundation 과 Fused Innovation, LLC에서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로 현
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광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시스템에 대하여 권
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084565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Hand-function therapy system with sensory isolation

국가

US

출원번호

13/561537 (2012.07.30)

등록번호

9084565 (2015.07.21)

법적상태

등록

IPC(Main)

A61B-005/11

Wisconsin Alumni Research
출원인

Foundation | Wisys Technology
Foundation | Fused Innovation, LLC.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The invention relates to rehabilitation systems and
methods for providing therapy to individuals who
have suffered a stroke or other neurological insult.
A

rehabilitation

system

may

comprise

a

depth

sensing camera positioned to view a workspace into
which a patient's hands may be located, a display
system viewable by the patient, and an electronic
computer executing a stored program to display a
representation of a virtual space holding at least
one virtual object, display a representation of at
least one hand of the patient, and monitor a virtual
manipulation of the virtual object by the patient's
hand. Other embodiments may include virtual reality
goggles, head motion tracking, various exercises and
of varying difficulty, tracking metrics and recording
for subsequent pl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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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US 9084565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2014.12.26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US 2009-0147991 : Method, system,
and computer program for detecting and
characterizing motion
2)US 2003-0030597 : Virtual display
1)1-7,9,11,15-16,22-24 apparatus for mobile activities
항 – 35 USC § 102
(선행기술 해당 판단) 3)US 2008-0150891 : Methods,
apparatus, and article for force feedback
Non-Final Rejection
2)8,10,12-14,17-21항 – based in tension control and tracking
35 USC § 103 (진보 through cables
성)
4)US 6625299 :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5)US 2008-0234074 : Basketball
backboard target

Response after
Non-final rejection
2015.07.21 Recordation of patent
grant mailed
2015.02.09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1. A rehabilitation system for stroke victims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시스템
comprising:
깊이 감지 카메라 : 환자의 손이 위치하는 작
a depth sensing camera positioned to view a
업공간을 보기 위하여 배치
workspace into which a patient's hands may be 1) - 카메라 : 환자의 실제 손과 손가락 위치의
located, the camera providing a. resolution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를 제공
allowing identification of actual hand and finger
2) 디스플레이 시스템 : 환자에 의해 볼 수 있음
positions of the patient's hands;
a display system viewable by the patient;
전자 컴퓨터 : 깊이 감지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an electronic computer executing a stored
수신하고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
program in receiving information from the depth
소정의 치수 및 공간적 위치를 가지는
sensing camera to:
적어도
하나의 가상 객체를 보유하는
(a) display on the display system a representation
3)-1
가상
공간의
표현을 디스플레이 시스템
of a virtual space holding at least one virtual
상에
디스플레이함
object having predefined dimensions and spatial
location in the virtual space;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사이에 미리 정
(b) display a representation of at least one hand
의된 맵핑에 따라 가상 공간에 환자의
3)-2
of the patient depicting a location of the hand
손과 손가락의 위치의 표현을 디스플레
3)
and position of the hand and fingers in the
이 함
virtual space according to a predefined mapping
환자에 의한 성취 레벨을 나타내는 메
between actual space and virtual space;
트릭
(계측치)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c) monitor a virtual manipulation of the virtual
3)-3
손에
의한 가상 객체의 가상 조작을 모
object by the patient's hand to provide a metric
니터 함
indicating a performance level by the patient in
manipulation of the virtual object; and
환자의 손에 의한 가상 객체의 가상 조
(d) change a difficulty of a rehabilitation task
3)-4
작을
요구하는 재활 작업의 난이도를
requiring virtual manipulation of the virtual object
변화시킴
by the patient'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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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5항 전문

구성요소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제공 방법

15. A method for providing rehabilitation for stroke
victims comprising:
providing a workspace into which a patient's hands
may be located;
displaying a virtual space representing the
workspace, the virtual space holding at least one
virtual object having predefined dimensions and
spatial location in the virtual space;
displaying a representation of at least one hand of
the patient depicting a location of the hand and
position of the hand and :fingers in the virtual
space according to a predefined mapping between
actual space and virtual space;
monitoring an exercise comprising the virtual
manipulation of the virtual object by the patient's
hand to provide a metric indicating rehabilitative
level;
changing the virtual object in response to the
metric; and
change a difficulty of a rehabilitation task requiring
virtual manipulation of the virtual object by the
patient's hand.

1)

환자의 손이 위치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제
공하는 것

가상 공간의 소정의 치수와 공간적 위치를 가
지는 적어도 하나의 가상 객체를 보유하는 가
2)
상 공간인 작업공간을 표현하는 가상 공간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사이에 미리 결정된
3) 위치에 따라 가상 공간의 환자의 손과 손가락
의 위치의 표현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재활 레벨을 나타내는 메트릭을 제공하기 위
4) 해 환자의 손에 의해 가상 객체의 가상 조작
을 포함하는 운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
5)

메트릭에 응답하여 가상 객체를 변화시키는
것

환자의 손에 의해한 가상 객체의 가상 조작을
6) 요구하는 재활 작업의 난이도를 변화시키는
것

깊이 감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전자 컴퓨터로 구성된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시스템과 재활 제공 방법에 대하여 청구항 1항과 15항에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가상의 작업공간을 표현하여 손과 손가락의 표현을 디스플레이한 후 조작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
해당 특허는 사용자가 재활을 위하여 직접 가상현실에 도입되어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는 뇌졸중 뿐만 아니라 치매 또는 중풍 환자 등을 위한 재활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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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N 102821163
등록특허 CN 102821163 특허는 Wuxi Ascend Medical Equipment Co., Ltd.에서 출
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클라우드 관리 서버와 중앙 관리
서버로 구성된 자폐증 환자를 위한 3D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
지고 있음

<표> CN 102821163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3D (three-dimensional) cloud service system for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국가

CN

출원번호

2012-10314367 (2012.08.29)

등록번호

102821163 (2015.02.18)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19/00

출원인

Wuxi Ascend Medical Equipment
Co., Ltd.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The invention relates to a 3D (three-dimensional)
cloud service system for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in particular to a 3D cloud service system
for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on the basis of
open-source cloud computing and 3D virtual reality
technology. The 3D cloud service system comprises
a cloud management server and a centralizing
storage connected with the cloud management
server. The cloud management server can provide
required 3D virtual digital environment for the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the patients with the
infantile autism can communicate with the 3D
virtual digital environment through the cloud
management server and can perform required real
event operation via the 3D virtual digital
environment, the cloud management server can set
up a personal document for each patient with
infantile autism, record motions of each patient in
the 3D virtual digital environment and store the
records into the centralizing storage, and personal
documents
containing
the
records
can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appointed hospitals. The
3D cloud service system for the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can provide individual services for
the patients with infantile autism and is wide in
application range and safe and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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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1. the 3D cloud service system towards
소아 자폐증 환자를 위한 3D 클라우드 서비스
self-closing disease patient, it is characterized in 시스템
that: the pooled storage comprising cloud
1) 클라우드 관리 서버
management server and be connected with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자폐증 환자에 필요한
described cloud management server, described
3D 가상 디지털 환경을 제공
cloud management server can provide required
- 자폐증 환자가 클라우드 관리 서버의 3D
3D virtual digit environment to self-closing
가상 디지털 환경을 통해 통신
disease patient, self-closing disease patient
- 3D 가상 디지털 환경을 통해 현실 이벤트에
exchanges by the 3D virtual digit environment of
cloud management server, and carry out required
필요한 작업을 진행
actual event operation by 3D virtual digit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각각의 자폐증 환자에
environment, cloud management server sets up
대해 프로파일을 구축
Profile to each self-closing disease patient, and
- 각각의 자폐증 환자의 3D 가상 디지털
record is carried out in the action of each
환경에서의 활동을 기록
self-closing disease patient in 3D virtual digit
- 기록 정보를 집중 메모리 내부에 대응하는
environment, and the information of described 1)
프로파일에 저장
record is stored in Profile corresponding in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집중 메모리 내부에
pooled storage,The recorded information stored
저장된 중앙 관리 서버를 병원 서비스
in pooled storage can be transferred in hospital
시스템에 전송
services system by described cloud management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오픈 소스 클라우드
server;Described cloud management server adopts
컴퓨팅 플랫폼 및 가상 현실 기술을
increase income cloud computing platform and
사용하여 3D 가상 디지털 환경을 구축
virtual reality technology to construct the 3D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자폐증 환자의 해당
virtual digit world;Described cloud management
프로파일에 따라 개인화된 3D 가상 디지털
server will provide personalized 3D virtual digit
environment to the self-closing disease patient of
환경을 제공
correspondence according to Profile, and the
- 개인화된 3D 가상 디지털 환경을 클라우드
personalized 3D virtual digit environment of
관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
correspondence can be stored in the database of
중앙 관리 서버 : 클라우드 관리 서버와 서로
2) 연결
cloud management server.

클라우드 관리 서버와 중앙 관리 서버로 구성된 자폐증 환자를 위한 3D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자폐증 환자에게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3D 가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기록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 서버를 제공하고, 자폐증 환자의 3D 가상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을 중앙
관리 서버의 집중 메모리에 저장하여 병원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자폐증 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상세히 청구항에 기재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다른 병명으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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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P 5934070
등록특허 JP 5934070 특허는 Fujifilm Corp.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이미지 획득 수단, 구조물 추출 수단, 시점 결정 수단, 기억 수단 및
이미지 생성 수단을 구비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음

<표> JP 5934070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및 그 작동 방법 및 프로그램

국가

JP

출원번호

2012-211644 (2012.09.26)

등록번호

5934070 (2016.05.13)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Fujifilm Corp.

IPC(Main)

A61B-006/03

패밀리특허

EP 2901935 A1 | US 2015-0193966 A1 | WO WO2014-050019 A1
요약

대표도면

【요약】
【과제】가상 내시경의 시점 위치와 구조물과의 거리에
따라 구조물을 적절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결 수단】구조물 추출부 24가 3차원 의료용 영상
M에서 구조물을 추출하고 시점 결정부 26이 가상
내시경 영상의 시점 위치 및 시선 방향을 결정한다.
이미지

생성부

27이

시점

위치

P1와

추출한

구조물과의 거리를 산출하고 거리 및 구조물에 대해서
복수 정의된, 시점 위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른
표시 속성에 기초하여 추출한 구조물의 표시 속성을
결정하고 결정된 표시 속성 구조물을 포함한 가상
내시경

영상

G1를

3차원

의료용

영상

M에서

생성한다. 표시 제어부 28이 가상 내시경 영상 G0를
WS디스플레이 10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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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P 5934070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2015.10.06

거절 이유 통지서

1) 7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심사관 인용 특허

2015.11.25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6.04.19

특허 결정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복수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검체의

3차원 1)

이미지를 획득하는 이미지 획득 수단과,
상기 3차원 이미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조물을
추출하는 구조물 추출 수단과,
상기 피검체의 체강 내에서 가상 시점 위치 및
시선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 결정 수단과,

2)

3)

상기 복수의 구조물 각각에 대해 복수 정의한 상기
시점 위치에서의 거리에 따라 다른 표시 속성을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이미지 획득 수단 : 복수의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검체의 3차원 이미지를 획득
구조물 추출 수단 : 3차원 이미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조물을 추출
시점 결정 수단 : 피검체의 체강 내에서 가상
시점 위치 및 시선 방향을 결정
기억 수단 : 복수의 구조물 각각에 대해 복수

4) 정의한 시점 위치에서의 거리에 따라 다른 표
시 속성을 기억

상기 시점 위치와 상기 추출된 구조물과의 거리 및
상기 추출한 구조물에 정의된 복수의 표시 속성에
속성을

이미지 생성 수단 : 시점 위치와 추출된 구조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표시 속성의 상기 구조물을

물과의 거리 및 추출된 구조물에 정의된 복수

기초하여

상기

추출한

구조물의

표시

포함하는, 상기 시점 위치 및 상기 시선 방향의
가상 내시경 이미지를 상기 3차원 이미지로부터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수단을

구비한

5)

것을

의 표시 속성에 기초하여 추출된 구조물의 표
시 속성을 결정하고, 결정된 표시 속성의 구조
물을 포함하는, 시점 위치 및 시선 방향의 가
상 내시경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로부터 생성

특징으로 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이미지 획득 수단, 구조물 추출 수단, 시점 결정 수단, 기억 수단 및 이미지 생성 수단을
구비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구항 7항에 작동 방법과 청구항 8항에 프로그램을 권리로 청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내시경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3차원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기억하여 가상
내시경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본 특허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대한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내시경을 사용하기 위하여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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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P 6026357
등록특허 JP 6026357 특허는 Fujifilm Corp.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3차원 이미지 획득부와 불투명도 템플릿, 시점 및 설정면으로 구성되
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를 구비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에 관하여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JP 6026357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및 방법 및 프로그램

국가

JP

출원번호

2013-124350 (2013.06.13)

등록번호

6026357 (2016.10.21)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Fujifilm Corp.

IPC(Main)

A61B-006/03

패밀리특허

US 9542772 B2 | WO WO2014-199640 A1
요약

대표도면

【요약】
【해결 수단】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 12가 3차원
화상의

화소값과

불투명도를

대응시킨

불투명도

템플릿으로서, 대장 영역의 내벽과 대장 영역 내에
존재하는 찌꺼기 영역의 내벽을 가상 내시경 영상상에
나타낼 수 있는 불투명도 템플릿과, 대장 영역 내의
공간 영역과 찌꺼기 영역과의 경계 근방으로 설정된
시점과, 그 시점에서 미리 설정된 시선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정된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로

설정된

설정면과, 시점에서 연장되는 광선 벡터상의 3차원
화상의

화소값

중

설정면에서의

광선

벡터상의

화소값에 기반하여 가상 내시경 영상을 생성한다.

<표> JP 6026357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6.10.04

특허 결정

거절 청구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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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대장 영역을 포함하는 3차원 이미지를 획득하는 1) 3차원 이미지 획득부 : 대장 영역을 포함한
3차원 이미지를 획득
3차원 이미지 획득부와, 상기 대장 영역의 3차원
이미지에 따라 상기 대장 영역을 내시경을 통해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 : 대장 영역의

가상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상 내시경

3차원 이미지에 따라 대장 영역을 내시경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를

통해 가상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상

구비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에 있어서,

내시경 이미지를 생성

상기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가,
상기

3차원

이미지의

화소값과

- 시점에서 연장되는 광선 벡터 상의 3차원

불투명도를

이미지의 화소값 중 설정면의 광선 벡터 상의

대응시킨 불투명도 템플릿으로서, 상기 대장 영역의

화소값에 기초하여 가상 내시경 이미지를 생성

내벽과 상기 대장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잔존물

불투명도 템플릿 : 3차원 이미지의 화소값

영역의 내벽을 상기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상에
나타낼 수 있는 상기 불투명도 템플릿과,
상기 대장 영역 내의 공간 영역과 상기 잔존물

과 불투명도를 대응시킴, 대장 영역의 내
2)

2)-1 벽과 대장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잔존물 영
역의 내벽과의 양쪽 모두 가상 내시경 이

영역의 경계 부근에 설정된 시점과,

미지 상에 나타낼 수 있음

상기 시점에서 소정의 시선 방향에 대해 소정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설정된 설정면과,
상기 시점에서 연장되는 광선 벡터 상의 상기

2)-2

시점 : 대장 영역 내의 공간 영역과 잔존
물 영역과의 경계 부근에 설정

3차원 이미지의 화소값 중 상기 설정면의 상기
광선 벡터 상의 화소값에 기초하여 상기 가상
내시경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

2)-3

설정면 : 시점에서 소정의 시선 방향에 대
해 소정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설정

3차원 이미지 획득부와 불투명도 템플릿, 시점 및 설정면으로 구성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부를 구비하는 가상 내시경 이미지 생성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청구항 11항에 작동 방법과 청구항 12항에 프로그램을 권리로
청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JP5934070 특허와는 다르게 도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법적인 불투명도 템플릿, 시점 및 설정면을 청구범위로
청구하여 특별한 거절 사유 없이 특허가 등록이 된 것으로 판단됨. 해당 특허는
대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ujifilm Corp.에서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된 특허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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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P 5857367
등록특허 JP 5857367 특허는 Aze Ltd.과 Canon Marketing Japan Inc.에서 공동 출원
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관강형 지름 특정 수단과 이동 속도
설정 수단을 구비하는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JP 5857367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 방법 및 프로그램

국가

JP

출원번호

2013-270465 (2013.12.26)

등록번호

5857367 (2015.12.25)

법적상태

등록

IPC(Main)

A61B-006/03

출원인

Aze Ltd. | Canon Marketing Japan
Inc.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요약】
【과제】관강형 조직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화상을 생성할 수 있는 의료용 이미지 생성 장치,
방법 및 프로그램을 얻는다.
【해결 수단】의료용 영상 데이터에서 대장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특정하는 데이터 특정 수단 20과 대장의
심선을

설정하는

심선

설정

수단

21과

심선에

직교하는 면 내의 장관 지름을 산출하는 관강 지름
산출 수단 22와 심선상으로 설정된 시점을 심선을
따라 이동시킬 때의 시점 각각의 위치에 대응한 대장을
나타내는

가상

내시경

영상을

대장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 생성함으로써, 일련의 가상 내시경
영상으로 구성되는 가상 내시경 영상군을 생성하는
화상군 생성 수단 23과 심선을 따라 이동하는 시점의
이동 위치에 따라 생성된 일련의 가상 내시경 영상을
표시시킬 때의 심선을 따르는 시점의 이동 속도를
시점의 이동 위치에서 산출된 장관 지름을 기초로 해
설정하는 이동 속도 설정 수단 24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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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 : 피검체에 있어서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피검체에

있어서,

주름을

갖는

관강형

조직을

팽창시킨 상태에서 상기 피검체를 촬영하여 획득된
의료 영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관찰 대상인 상기
관강형

조직의

이미지를

해당

관강형

조직의

심선에 따라 표시 기준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주름을 갖는 관강형 조직을 팽창시킨 상태에서
피검체를 촬영하여 획득된 의료 영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관찰 대상인 관강형 조직의 이미지를
해당 관강형 조직의 심선에 따라 표시 기준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표시

표시하는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로서,

관강형 지름 특정 수단 : 의료 영상 데이터로

상기 의료 영상 데이터로부터 상기 관강형 조직에
대응하는 관강형 조직의 심선을 구성하는 점의 1)
각각에 있어서, 상기 심선에 직교하는 상기 관강형

부터 관강형 조직에 대응하는 관강형 조직의
심선을 구성하는 점의 각각에 있어서, 심선에
직교하는 관강형 조직의 지름을 특정

조직의 지름을 특정하는 관광형 지름 특정 수단과,
상기 심선을 따라 상기 표시 기준점이 이동하도록
해당 표시 기준점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관강형

이동 속도 설정 수단 : 심선을 따라 표시 기준

조직을 나타내는 관찰용 영상을 표시할 때의 상기

점이 이동하도록 해당 표시 기준점의 위치에

표시 기준점의 이동 속도를 상기 표시 기준점의

대응하는 관강형 조직을 나타내는 관찰용 영상

위치에 대응하는 관강형 조직의 지름이 커지는
것에 따라 빨라 지도록 상기 관강형 지름 특정

2)

을 표시할 때의 표시 기준점의 이동 속도를 표
시 기준점의 위치에 대응하는 관강형 조직의

수단으로 특정된 지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동

지름이 커지는 것에 따라 빨라 지도록 관강형

속도 설정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름 특정 수단으로 특정된 지름을 기준으로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

설정

관강형 지름 특정 수단과 이동 속도 설정 수단을 구비하는 의료용 영상 표시 제어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항 8항과 9항에 제어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대장이나 소장의 특정 장기관을 특정 짓지 않고 주름을 가진 모든 기관을
청구항의 범위로 설정하면서 매우 넓은 범위 청구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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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R 1620633
등록특허 KR 1620633 특허는 주식회사 한영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투명 디스플레이부, 센서, 제어부와 베이스, 두 개 이상의 바퀴, 안착
부 및 한 쌍의 접촉판으로 구성된 상지 기구 모듈을 구비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
활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620633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

국가

KR

출원번호

2014-0065159 (2014.05.29)

등록번호

1620633 (2016.05.04)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주식회사 한영

IPC(Main)

A63B-024/00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미션으로 주어진
영상과 상지 기구 모듈에 올려진 손가락과 팔을 겹쳐진
형태로 보고,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상지재활과 함께 시지각을 훈련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미션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투명 디스플레이부 상기 투명 디스플레이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위치하고, 사용자의 팔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상지 기구 모듈 상기 상지
기구 모듈의 단부에 구비되고, 사용자의 손가락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및

상기

센서의

신호를

전송받고, 상기 투명 디스플레이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의 미션 수행 여부 및 성과를 분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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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620633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5.12.08

의견제출 통지서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1-6항 – 특허법 제29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29698호
조 제2항 (진보성)

(2004.04.30)

2016.01.13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6.02.22

등록 결정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미션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

투명 디스플레이부

투명 디스플레이부 :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상기 투명 디스플레이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1) 미션을 영상으로 제공
위치하고, 사용자의 팔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상지 기구 모듈 : 투명 디스플레이부를 통하여
있도록 지지하는 상지 기구 모듈
볼 수 있도록 위치하고, 사용자의 팔과
상기 상지 기구 모듈의 단부에 구비되고, 사용자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
손가락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및
2)-1
베이스
상기 센서의
신호를 전송받고, 상기 투명
두 개 이상의 바퀴 : 베이스의 하측에
디스플레이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의 미션 수행 2) 2)-2
구비
여부 및 성과를 분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안착부 : 베이스 상측에 팔의 일부를
2)-3
상기 상지 기구 모듈은,
지지
베이스와,
한 쌍의 접촉판 : 베이스 상측에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구비되는 적어도 두 개
2)-4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회전축을
이상의 바퀴와,
상기

베이스

중심으로 나누어서 고정
상측에

팔의

일부를

지지하는

안착부와,
상기

베이스

상측에

엄지와

다른

3)

센서 : 상지 기구 모듈의 단부에 구비되고,
사용자의 손가락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

손가락들을

제어부 : 센서의 신호를 전송받고, 투명
회전축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고정시키는 한 쌍의 4) 디스플레이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의 미션
접촉판을 포함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
수행 여부 및 성과를 분석

투명 디스플레이부, 센서, 제어부와 베이스, 두 개 이상의 바퀴, 안착부 및 한 쌍의
접촉판으로 구성된 상지 기구 모듈을 구비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상지재활장치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비치는 사용자의 손에 증강 현실을
부여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상지 기구 모듈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권리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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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R 2017-0028752
공개특허 KR 2017-0028752 특허는 이재실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체험컨텐츠 제공부, 감정상태정보 획득부, 스트레스모델 생성부,
심리치료모델 매칭부 및 모니터링부를 구비하는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KR 2017-002875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및 그 심리치료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5-0125773 (2015.09.04)

등록번호

2017-0028752 (2017.03.14)

법적상태

심사중

출원인

이재실

IPC(Main)

G06Q-050/22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및
그

심리치료방법에

실시예에

따른

심리치료장치는,
상황별

관한

사용자의

상기

사용자

상기

단말을

발명의

통해

제공하는

이용한
사용자에게

실행한

획득하는

감정상태정보를

일

가상체험컨텐츠

가상체험컨텐츠를

감정상태정보를

획득부와,

본

가상체험컨텐츠를

가상체험컨텐츠를

제공부와,

것으로,

상기

감정상태정보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스트레스모델을 생성하는 스트레스모델
생성부와, 상기 스트레스모델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모델을

매칭하는

심리치료모델

매칭부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심리치료모델의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상체험컨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대응성향을

파악하여

최적의

심리치료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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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2017-0028752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7.02.17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의견제출 통지서

심사관 인용 특허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1)1-2,4-5항 – 특허법 제29조 2005-050291호 (2005.02.24)
제2항 (진보성)
2)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37608호
(2004.05.07)

2017.06.19

기간연장 신청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사용자

단말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황별

가상체험컨텐츠를 제공하는 가상체험컨텐츠 제공부
상기

가상체험컨텐츠를

실행한

상기

1)

사용자의

감정상태정보를 획득하는 감정상태정보 획득부
상기 감정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2)

가상체험컨텐츠 제공부 : 사용자 단말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황별 가상체험컨텐츠를 제공
감정상태정보 획득부 : 가상체험컨텐츠를 실행
한 사용자의 감정상태정보를 획득

스트레스모델을 생성하는 스트레스모델 생성부

스트레스모델 생성부 : 감정상태정보를 이용하
대한 3) 여 사용자에 대한 스트레스모델을 생성
심리치료모델을 매칭하는 심리치료모델 매칭부 및
심리치료모델 매칭부 : 스트레스모델에 따라
상기 사용자가 상기 심리치료모델의 실행 여부를 4)
사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모델을 매칭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모니터링부 : 사용자가 심리치료모델의 실행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
5)
여부를 모니터링

상기

스트레스모델에

따라

상기

사용자에

가상체험컨텐츠 제공부, 감정상태정보 획득부, 스트레스모델 생성부, 심리치료모델
매칭부 및 모니터링부를 구비하는 가상체험컨텐츠를 이용한 심리치료장치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사용자 단말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가상현실 치료모델을 제공하여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해당 발명은 감정상태를 획득하는 방법, 스트레스모델을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한 설문지의 작성이나 패턴
분석을 위한 실시예를 기재하고 있어 향후 심사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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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N 106373172
공개특허 CN 106373172 특허는 Nanjing Yi Sijia Eco Science Technology
Company Limited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심리학
을 이용하여 정신 질환 증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대응하는 3D 가상 현실
을 구현하여 가상 현실 헬멧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는 가상 현실의 심리 치료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CN 10637317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 kind of psychotherapy’s analog system based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국가

CN

출원번호

2016-10773634 (2016.08.31)

등록번호

106373172 (2017.02.01)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T-013/20

Nanjing Yi Sijia Eco Science

출원인

Technology Company Limited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The invention discloses a kind of psychotherapy's
analog systemss based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by pc software (mental training software), connect
virtual implementing helmet using pc computer,
then allow operator enter virtual environment, and
carry out mental maladjustment training in virtual
environment.This

technology

is

combined

with

biofeedback technology, understands the tensity of
seeking

help

person

over

the

course

for

the

treatment of at any time, adjusts stimulating dose
on this basis.The present invention allows mental
illness or the crowd of obstacle to be easier to
undergo training；Mental illness or the crowd of
obstacle is allowed not to need hospital just can be
treated；Mental illness or the crowd of obstacle can
be trained whenever and wherever possible；Mental
illness or the crowd of obstacle can actively be
gone to be estimat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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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가상 현실의 심리 치료 시뮬레이션 시스템
1. a kind of psychotherapy's analog systemss based - PC 컴퓨터를 이용하여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상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are it is characterised in 현실 헬멧에 연결
that
pass
through
pc
software,
using
pc - 운영자가 가상 환경을 입력하여 가상 환경에서
computerConnect virtual implementing helmet, then
심리적 장애 훈련을 진행
allow operator enter virtual environment, and carry - 바이오 피드백 기술과 결합하여 치료 과정에서
out mental maladjustment training in virtual
실시간으로 도움 요청자의 긴장도를 체크하고,
environment；ThisTechnology
is
combined
with
이를 기초로 조절 자극 투여량을 조절
biofeedback technology, understands the tensity of
seeking help person over the course for the 1) 심리 치료 훈련의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테스트를 수행함
treatment of at any time, adjusts thorn on this
basisSharp
dosage；The
using
method
of
심리학의 다른 패턴을 수집하기 위해 가상 현실
psychotherapy's analog systemss based on virtual
을
이용하여 정신 질환 증상과 관련된 언어 및
2)
reality technology should specifically include following
관련
데이터 가이드 화면을 추가함
steps:S1, the basic data of collection psychotherapy's
training, and make corresponding exam pool；S2,
데이터 수집 기술에 의하여 3D 영상 모델링을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collection different 3)
설계함
types of psychology, mental sickness by the music
mated with symptom add guidingLanguage and the
data of dependent picture；S3, according to 4)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하는 모델
애니메이션을 제작함
collection data pass through 3d modeling technique
design scenario model；S4, the data creating
corresponding
model
animation
according
to
collection；S5, model of place, animation are
preserved to computer, by d engine by multiple
scene
rendering
out；S6,
by
virtual
reality
technology, threedimensional model is shown in
virtual implementing helmet；S7, mental illness or
the patient of obstacle is allowed to fill in exam
pool, system carries out intelligent Matching
according to patient's answer, and confirms itNeed
the project of training；S8, allow patient put on
virtual implementing helmet to enter virtual scene,
and carry out corresponding training.

5)

영상 모델은 복수의 3차원 영상의 렌더링 엔진
을 통해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저장됨

6)

가상 현실은 가상 현실 헬멧을 통해 3차원 모델
을 표시함

정신 질환 또는 장애 환자에게 답변을 기입하게
7) 하고, 시스템이 환자의 답변에 근거하여 필요한
훈련 항목이 있는지 검색함
8)

환자가 가상 현실 헬멧을 착용하고 가상 영상을
체험하도록 하여 훈련을 진행함

심리학을 이용하여 정신 질환 증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대응하는 3D 가상
현실을 구현하여 가상 현실 헬멧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는 가상 현실의 심리 치료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심리 치료를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권리범위로 청구하고 있음
해당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권리를 청구하고 있어 발명이
등록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특허를 기점으로 심리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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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S 5807114
소멸특허 US 5807114 특허는 Emory University and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소멸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비디오 스크
린, 스피커, 자동 불안도 센서, 헤드셋 및 컴퓨터를 구비하는 비행 공포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상 현실 시스템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US 5807114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System for treating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국가

US

출원번호

08/622756 (1996.03.27)

등록번호

5807114 (1998.09.15)

법적상태

소멸

IPC(Main)

G09B-019/00

출원인
패밀리특허

Emory University and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AU 2423697 A | AU 8769098 A | US 6012926 A | WO WO1997-037738 A1 | WO
WO1999-006981 A1
요약

대표도면

A virtual reality system provides effective exposure
treatment for psychiatric patients suffering from a
particular
anxiety
disorder.
The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video screen disposed in front of
the patient to display an image of a specific
graphical environment that is intended to trigger
anxiety withi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articular patient phobia. A headset is worn by the
patient, and has sensors disposed to detect
movement and positioning of the patient's head. A
computer program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is designed to control the display of
the graphical environment on the video screen,
monitor the headset sensors and determine the
position of the patient's head, and controllably
manipulate the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on
the video screen to reflect the movement and
position of the patient's head. In a preferred
embodiment, a sensor is provided to automatically
detect a level of patient anxiety, and the computer
program is designed to monitor this sensor and
controllably manipulate the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on the video screen in response thereto.
In other embodiments, sound and tactile feedback
are provided to further enhance the graphic
e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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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US 5807114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1997.04.07

Non-Final Rejection
Request for Extension
1997.08.11
of Time
Response after
1997.08.11
Non-Final Action
Recordation of Patent
1998.09.15
Grant Mailed

심사관 인용 특허

File Wrapper 없음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전문

구성요소

1. A virtual reality system for treating patients 비행 공포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상
현실 시스템
with a fear of flying, comprising:
a

video

screen

for

displaying

a

비디오 스크린 : 창문과 창문의 외부 시야를

graphical

environment, the graphical environment emulating 1) 포함하는 비행기 내부를 모방한 그래픽 환경
을 디스플레이
the interior of an airplane including a window and
a view out of the window;
a speaker for delivering sound, the sound being 2)
logically related to the graphical environment;
an automatic anxiety sensor for sensing a level of
patient anxiety;

3)

a headset worn by the patient, the headset having
sensors

disposed

to

detect

movement

and

positioning of the patient's head; and
a computer for controlling the display of the
sound

delivered

from

the

speaker,

리를 전달
자동 불안도 센서 : 불안증 환자의 불안 레벨
을 감지
헤드셋 : 환자의 두부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

4) 기 위해 배치된 센서를 구비하고 환자에 의해

graphical environment on the video screen and
the

스피커 : 그래픽 환경과 지역적으로 관련된 소

the

착용됨
컴퓨터 : 자동 불안도 센서에 의해 감지된 환

computer responsive to both the position of the

자 불안도 레벨과 헤드셋 위치 양쪽 모두에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하여 그래픽 환경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침

headset and the level of patient anxiety sensed by 5) 응답하고, 스피커로부터 전달된 소리와 비디오
스크린 상의 그래픽 환경 디스플레이를 제어
the automatic anxiety sensor to aff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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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7항 전문

구성요소

7. A virtual reality system for treating patients 특정 공포증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상
with a particular phobia, comprising:
a

video

screen

for

displaying

현실 시스템
a

graphical

비디오 스크린 : 특정 공포증에 응답하여 환자

environment, the graphical environment being one 1) 불안도를 일으키기 위해 구성된 그래픽 환경
composed to trigger patient anxiety in response

을 디스플레이

to the particular phobia;

헤드셋 : 환자의 두부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

a headset worn by the patient, the headset having 2) 기 위해 배치된 센서를 구비하고 환자에 의해
sensors disposed to detect movement and
착용
positioning of the patient's head;
an automatic anxiety sensor for measuring a level 3) 자동 불안도 센서 : 환자 불안도의 레벨을 측
정
of patient anxiety; and
a computer program for controll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the steps of:
displaying the graphical environment on the video

컴퓨터 프로그램 :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
4)-1

screen;
monitoring the headset sensors and determining
the position of the patient's head;
controllably

manipulating

the

4)-2

4)-3

on the video screen in response thereto.

머리 위치를 결정하는 것
기 위해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
이 된 그래픽 환경을 제어 가능하게
자동 불안도 센서에 의해 측정된 환자

monitoring the level of patient anxiety measured
manipulating the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헤드셋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조작하는 것;

head; and
by the automatic anxiety sensor and controllably

스플레이 하는 것

환자의 두부 움직임과 위치를 반영하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on the video screen to 4)
reflect the movement and position of the patient's

비디오 스크린 상에 그래픽 환경을 디

의 불안도 레벨을 모니터링하고 그것
4)-4

에 응답하는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
플레이 된 그래픽 환경을 제어 가능하
게 조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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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29항 전문

구성요소

29. A virtual reality system for treating 비행 공포를 가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상 현실
patients with a fear of flying, comprising:
시스템
a video screen for displaying a graphical
비디오 스크린 : 창문과 창문 외부 시야를 포함하
environment, the graphical environment
1) 는 비행기 내부를 모방한 그래픽 환경을 디스플레
emulating the interior of an airplane
이
including a window and a view out of the
스피커 : 그래픽 환경과 지역적으로 관련된 소리를
window;
2)
전달
a speaker for delivering sound, the sound
being logically related to the graphical 3) 헤드셋 : 환자의 두부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배치된 센서를 가지고 환자에 의해 착용
environment;
a headset worn by the patient, the headset 4) 자동 불안도 센서 : 환자의 불안도 레벨을 측정
having sensors disposed to detect movement
and positioning of the patient's head;
컴퓨터 프로그램 :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
an automatic anxiety sensor for measuring
the anxiety level of the patient; and
비디오 스크린 상에 그래픽 환경을 디스플레
5)-1
a computer program for controlling the
이 하는 것
oper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the steps
of:
헤드셋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두부 위
5)-2
displaying the graphical environment on the
치를 결정하는 것
video screen;
환자의 두부 움직임과 위치를 반영하기 위한
monitoring
the
headset
sensors
and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 되고 측정된
determining the position of the patient's
5)-3
환자 불안도 레벨에 응답하여 그래픽 환경을
5)
head;
제어 가능하게 조작하는 것
controllably
manipulating
the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on the video screen
to reflect the movement and position of the
patient's head and in response to the
그것에 응답하는 비디오 스크린 상에 디스플
measured patient anxiety level; and
레이 된 그래픽 환경과 지역적으로 관련되는
5)-4
controllably
manipulating
the
sound
방식으로 스피커에 의해 생성된 소리를 제어
generated by the speaker in a manner
가능하게 조작하는 것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graphical
environment displayed on the video screen
in response thereto

비디오 스크린, 스피커, 자동 불안도 센서, 헤드셋 및 컴퓨터를 구비하는 비행 공포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가상 현실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항
7항과 29항에 청구항 1항 보다 좁은 권리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비행 공포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된 가상 현실 환경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자동 불안도 센서를 청구범위에
포함시키면서

특허를

등록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세하게는 기재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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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불안도

센서에

대하여

제 2 절 교육 콘텐츠 기술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유효 특허(522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4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교육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1

KR 1381594

2008.12.22

2

KR 2016-0029607

3

발명의 명칭

출원인

법적상태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

2016. 03.11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개

KR 1756142

2016.07.29.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

주식회사 뮤엠교육

등록

4

KR 1788248

2017.03.02.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
인 학습 시스템 및 방법

주식회사 미래엔

등록

5

KR 1240186

2010.12.07

가상 실험 학습 장치 및 그 방법

하인크코리아㈜

등록

6

KR 2017-0095781

2017.08.23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

주식회사 이너프미디어

공개

7

KR 2017-0064026

2015.11.30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3차원 실감
형 천체교육용 스마트 교육서비스 제공
방법

㈜포디비전

공개

8

KR 1743230

2016.04.18

가상현실 및 음성인식 기반의 실감 어
학학습 콘텐츠 제공 장치 및 방법

㈜케이디엠티

등록

9

KR 1592534

2015.03.12

증강현실이 점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

김선심

등록

10

KR 2015-0033488

2013.09.24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 및 방법

주홍찬

공개

11

KR 1615171

2014.01.22.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텐츠 제공 시스템 및 제공 서비스 방법

등록

12

US 2017-0213473

2017.07.27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SIMIULATRO FOR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공개

13 CN 2017-10507579 2017.06.28

A kind of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and method for language learning

14 CN 2017-10035887 2017.01.18

A kind of tutoring system and
method based on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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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X, Inc
Hangzhou Zhong
Huajia Science and
Technology Ltd.s
The long-range
information
development Co., Ltd
in Guangzhou

공개

공개

(1) KR 1381594
등록특허 KR 1381594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학생 영상 컴퓨터, 원격지 강사 컴퓨터,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
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하는 교실 강사 컴퓨터, 가상공간에 학생 및 강사의 영상을 합
성하는 가상 현실 컴퓨터로 구성된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381594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08-0131661 (2008.12.22)

등록번호

1381594 (2014.03.31)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Q-50/20

패밀리특허

US 2010-0159430 A1 | CN 1763762 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교실의 학생 및 원격지의 강사가 등장하는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습 콘텐츠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학생을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의

영상을

추출하는

영상

강사를

촬영한

영상에서

원격지

컴퓨터와,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추출하는 원격지 강사 컴퓨터와,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하며 상기 원격지 강사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을 수행하는 교실 강사 컴퓨터, 및 상기
학습 콘텐츠의 가상공간에서 상기 학생의 영상 및
상기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합성하는

가상현실

컴퓨터를 포함하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현실감 있는 체험 기반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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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381594 특허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2012. 4. 26.

의견제출통지서

2012. 5. 30.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2. 11. 23.

거절결정

2012. 12. 26.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

2014. 3. 26.

등록결정

심사관 인용 특허

1)JP 공개특허공보 특개
1)2, 4-6, 11-20 (제42조 제4항 제
2002-169901(2002. 06. 14.)
2 호)
2)JP 공개특허공보 특개
2)1-20 (제29조 제2항)
2000-175171(2000. 06. 23.)
3)11-20 (제29조 제1항 본문)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학생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의

1)

영상을 추출하는 영상 컴퓨터와,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하고,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제공하는

원격지

학생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의
영상을 추출하는 영상 컴퓨터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
하고,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제공하는 원격지

강사

강사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강사

실 강사 컴퓨터
학습 콘텐츠의 체험형 가상공간에 상기 원격지

학습 2) 학습 콘텐츠는 원본 콘텐츠의 제작 작업과 상
기 원본 콘텐츠의 자리 배치, 상기 학생과 원격
콘텐츠는 원본 콘텐츠의 제작 작업과 상기 원본
지 강사의 상호 작용에 반응하는 규칙을 정하
콘텐츠의 자리 배치, 상기 학생과 원격지 강사의
는 콘텐츠 패키징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
상호 작용에 반응하는 규칙을 정하는 콘텐츠
컴퓨터와

패키징

실시간

작업을

통신을

통해

수행하며,

만들어지는,

상기

교실

컴퓨터와,

상기 3) 강사의 영상과 상기 학생의 영상을 합성하여
교실 스크린에 합성된 영상을 표시하는 가상
원격지 강사의 영상과 상기 학생의 영상을
현실 컴퓨터
합성하여 교실 스크린에 합성된 영상을 표시하는
상기 학습 콘텐츠의 시나리오는 상기 학생의
가상 현실 컴퓨터를 포함하고,
손이나, 발, 머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상기 학습 콘텐츠의 시나리오는 상기 학생의
4) 위치 추정을 통해 상기 학생의 제스처를 인식
손이나, 발, 머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위치
하는 상기 학생의 동작에 따라 상기 체험형 가
추정을 통해 상기 학생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상기
상공간에서 진행됨
학생의 동작에 따라 상기 체험형 가상공간에서
상기

학습

콘텐츠의

체험형

가상공간에

진행되며,

학습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구축된 상기 체험
상기 학습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구축된 상기 5) 형 가상공간은 교실 강사의 조작에 의해 연속
체험형 가상공간은 교실 강사의 조작에 의해
적으로 바뀌는 가상현실
연속적으로 바뀌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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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는 학생 영상 컴퓨터, 원격지 강사 컴퓨터,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하는 교실 강사 컴퓨터, 가상공간에 학생 및 강사의 영상을 합성하는 가상
현실 컴퓨터로 구성된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학습
콘텐츠는 학생의 제스처와 강사의 조작에 의해 진행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특허임.
기존의 가상 교실은 학생 자신이 아닌 아바타를 통한 학습을 주로 구현하여 실재감 내지
몰임감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해당 특허는 학생 자신이 가상 현실에 등장하여
학습자의 몰입감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임.
(참고:한정사항)
학습 콘텐츠는 사전에 제작되는데, 콘텐츠 제작 과정은 3차원 모델링, 음성 녹음,
애니메이션 제작, 이미지 제작 등의 원본 콘텐츠(raw contents) 제작 작업과, 원본
콘텐츠들의 자리 배치, 학생 및 강사의 각종 상호작용(interaction)에 반응하는 규칙을
정하는 콘텐츠 패키징(contents packaging) 작업으로 나뉜다.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하여야 가상현실 컴퓨터(150)가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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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2016-0029607
공개특허 KR 2016-0029607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KR 2016-0029607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

국가

KR

출원번호

2016-0029607 (2016. 03. 11.)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PC(Main)

G06Q-50/20

패밀리특허

요약

본

발명의

대표도면

일실시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있어서, 현실 세계를 촬영하여 실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 촬영부, 영상 촬영부가
인식한

실제

영상에

대하여

가상

이미지의

표시

위치를 결정하는 증강현실처리부, 실제 영상과 합성된
가상

이미지를

표시하는

증강현실장치,

영상표시부를

포함하는

학년정보를

저장하는

학년데이터베이스부,

학기정보를

저장하는

학기데이터베이스부,

과목정보를

저장하는

과목데이터베이스부,

과목의

회차데이터베이스부,

콘텐츠를

콘텐츠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저장하는

회차정보를
구현할

저장하는
때

필요한

콘텐츠데이터베이스부를

학년정보,

학기정보,

과목정보,

회차정보 및 콘텐츠정보를 증강현실처리부에 송신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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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2016-0029607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4, 5, 8 - 특허법 제42조 1. 공개특허 제2015-0129501호
(2015.11.20.)

제4항 제2호
2017. 2. 2.

2)전부 – 특허법 제29조 제 2. 공개특허 제2011-0104676호

의견제출 통지서

(2011.09.23.)

2항

3)3, 8 – 제29조 제1항 본 3. 공개특허 제2004-37608호
(2004.05.07.)

문
2017. 4. 3.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1)1, 4, 5, 6, 8 – 특허법 제
47조 제2항

2017. 8. 25.

2)1, 4-6, 8 – 특허법 제42

최후의견제출통지서

조 제4항 제1호
3)1, 4-6, 8 – 특허법 제42
조 제4항 제2호

2017. 10. 25.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있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있어서,
1) 현실 세계를 촬영하여 실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
현실 세계를 촬영하여 실제 영상을
상 촬영부, 상기 영상 촬영부가 인식한 실제 영상에 대하
획득하기 위한 영상 촬영부, 상기 영상
1) 여 가상 이미지의 표시 위치를 결정하는 증강현실처리부,
촬영부가 인식한 실제 영상에 대하여
상기 실제 영상과 합성된 상기 가상 이미지를 표시하는
가상 이미지의 표시 위치를 결정하는
영상표시부를 포함하는 증강현실장치
증강현실처리부, 상기 실제 영상과
합성된 상기 가상 이미지를 표시하는
영상표시부를 포함하는 증강현실장치
학년정보를
저장하는
학년데이터베이스부,
학기정보를
2) 학년정보를 저장하는 학년데이터베이스부, 학기정보를
저장하는
학기데이터베이스부,
저장하는 학기데이터베이스부, 과목정보를 저장하는 과목
과목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과목의 회차정보를 저장하는 회차데이터
과목데이터베이스부, 과목의 회차정보를
베이스부, 콘텐츠를 구현할 때 필요한 콘텐츠정보를 저장
저장하는 회차데이터베이스부, 콘텐츠를
2)
하는 콘텐츠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학년정보, 상
구현할
때
필요한
콘텐츠정보를
기 학기정보, 상기 과목정보, 상기 회차정보 및 상기 콘텐
저장하는
콘텐츠데이터베이스부를
츠정보를 상기 증강현실처리부에 송신하는 서버
포함하고,
상기
학년정보,
상기
학기정보, 상기 과목정보, 상기 회차정보
및
상기
콘텐츠정보를
상기
증강현실처리부에 송신하는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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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6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6항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있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있어서,

현실 세계를 촬영하여 실제 영상을 획득하기 위

현실 세계를 촬영하여 실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 촬영부,

한 영상 촬영부, 상기 영상 촬영부가 인식한 실

상기 영상 촬영부가 인식한 실제

위치를 1) 제 영상에 대하여 가상 이미지의 표시 위치를
결정하는 증강현실처리부, 상기 실제 영상과 합
결정하는 증강현실처리부, 상기 실제 영상과
성된 상기 가상 이미지를 표시하는 형상표시부
합성된
상기
가상
이미지를
표시하는
를 포함하는 증강현실장치
영상표시부를 포함하는 증강현실장치
영상에

상기

대하여

가상

증강현실장치에

이미지의

적용되는

표시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증강현실장치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상기 증강현실장치와 소정의 수단으로
연결되어

상기

증강현실장치와

상기

서버간의

중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스마트기기.
학년정보를

저장하는

학년데이터베이스부,

학기정보를

저장하는

학기데이터베이스부,

2)

설치되고, 상기 증강현실장치와 소정의 수단으
로 연결되어 상기 증강현실장치와 상기 서버간
의 중계수단으로 사용되는 스마트기기;.

과목정보를 저장하는 과목데이터베이스부, 과목의

학년정보를 저장하는 학년데이터베이스부, 학기

회차정보를

정보를 저장하는 학기데이터베이스부, 과목정보

저장하는

회차데이터베이스부,
콘텐츠정보를

를 저장하는 과목데이터베이스부, 과목의 회차

저장하는 콘텐츠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회차데이터베이스부, 콘텐츠를

콘텐츠를

구현할

때

필요한

학년정보, 상기 학기정보, 상기 과목정보, 상기 3) 구현할 때 필요한 콘텐츠정보를 저장하는 콘텐
회차정보

및

상기

콘텐츠정보를

상기

상기 학기정보, 상기 과목정보, 상기 회차정보

증강현실처리부에 송신하는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

츠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학년정보,

하는

증강현실을

및 상기 콘텐츠정보를 상기 증강현실처리부에
송신하는 서버;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고, 청구항 1항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업지원시스템을 학년정보, 상기 학기정보, 상기 과목정보, 상기
회차정보 및 상기 콘텐츠정보 이용 및 증강현실 장치에 관해 한정 청구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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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 1756142
등록특허 KR 1756142는 주식회사 뮤엠교육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
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75614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756142 (2017. 7. 4.)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주식회사 뮤엠교육

IPC(Main)

G06Q- 50/20

패밀리특허

발명에

29.)

요약

본

2016 – 0097271 (2016. 07.

국가

따른

대표도면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은, 페이지별로
고유의 마커를 포함하는 교육서적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상기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상기 영상에서 상기 마커를
인식하여

증강현실컨텐츠를

상기

영상에

합성하여

표시하는 증강현실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스마트폰
상기 교육서적이 일 측에 부착되고, 상기 스마트폰은
타

측에

장착된

교육서적으로부터

상태에서
일정

상기
높이

스마트폰을
이격된

상기
위치에

고정시키는 서포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KR 1756142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2-0000131호
(2012. 01. 04.)

2017. 06. 15. 의견제출통지서

1)1, 2, 11 – 특허법 제
2)공개특허공보 제10-2013-0049413호(2013.
29조 제2항
05. 14.)
3)등록특허공보 제10-1343483호(2013. 12. 19.)

2017. 06. 19.

의견서 및 보정
서 제출

2017. 06. 22.

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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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으로서,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1) 페이지별로 고유의 마커를 포함하는 교육서적;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으로서,

스마트폰

페이지별로 고유의 마커를 포함하는 교육서적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카메라에서

촬영된 상기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상기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상기 영상을 표시하는

증강현실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스마트폰

컨텐츠를 상기 영상에 합성하여 표시하는 증강

영상에서 상기 마커를 인식하여 증강현실컨텐츠를 2) 디스플레이
-상기 영상에서 상기 마커를 인식하여 증강현실
상기
영상에
합성하여
표시하는
상기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스마트폰홀더와, 상기

현실어플리케이션

교육서적에

서포터

부착되는

서적고정홀더

및,

상기

스마트폰홀더와 상기 서적고정홀더 사이에 구비된

-상기 스마트폰을 장착하는 스마트폰홀더

것으로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교육서적으로부터

-상기 교육서적에 부착되는 서적고정홀더
일정 높이 이격된 위치에 고정시키는 지지대로 3) -상기 스마트폰홀더와 상기 서적고정홀더 사이
이루어진 서포터로 구성되되,
에 구비된 것으로 상기 스마트폰을 상기 교육서
상기 교육서적은, 상기 서적고정홀더가 부착되는
적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격된 위치에 고정시키

부착영역이 형성된 서포터부착면을 포함하고,

는 지지대

상기 서적고정홀더의 단부에는, 상기 부착영역에
압착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흡착판을

포함하는 압착면을 더 포함하며,

4)

상기 교육서적은 상기 서적고정홀더가 부착되는
부착영역이 형성된 서포터부착면을 포함

상기 부착영역은, 상기 압착면이 부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표면처리를 수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포터를
매개로

증강현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서적고정홀더의 단부에는, 상기 부착영역에
5) 압착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흡착관을 포함
하는 압착면을 더 포함
상기 부착영역은 상기 압착면이 부착된 상태를

교육서적 시스템.

6)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표
면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해당 특허는 교육서적에 부착된 스마트폰 홀더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서적에
포함된
마커를
인식한
뒤,
증강현실컨텐츠를
영상에
합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서적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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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788248
등록특허 KR 1788248 특허는 주식회사 미래엔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교사 단말 및 하나 이상의 학생 단말과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교
육 서버를 포함하며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788248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및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7-0027266 (2017. 03. 02.)

등록번호

1788248 (2017. 10. 13.)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주식회사 미래엔

IPC(Main)

G06Q 50/20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유아나
저학년의

학생과

같은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가상

현실에서 교사의 움직임을 반영한 캐릭터를 통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을 촬영한
촬영 영상과 상기 캐릭터가 포함된 가상현실 기반 교육
영상을 기초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상호 연동시켜
학습을

제공하는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학생 단말로부터 실재 학생을 촬영한 촬영 영상을 상기
가상

현실

기반

영상

정보에 합성하고, 해당

가상

현실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상기 촬영 영상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동시
체험 가능하도록 지원하되, 교사의 움직임에 따라 상호
작용하는 캐릭터가 해당 아이템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수행하면 해당 이벤트에 따라 아이템이 가상
현실 기반 영상에서 촬영 영상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회수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상호 연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집중도 및 주목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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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788248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공개특허공보 제10-2012-0113058호

1)7, 8 – 특허법 제42 (2012.10.12.)
조 제4항 제2호
2017.07.05.

2)공개특허공보 제10-2016-0139633호
(2016.12.07.)

의견제출통지서

2)전부 – 특허법 제29 3)공개특허공보 제10-2015-0128765호
(2015.11.18.)

조 제2항

4)공개특허공보 제10-2010-0073076호
(2010.07.01.)
2017.07.1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7.09.21

등록결정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교사 단말 및 하나 이상의 학생 단말과 통신망을 교사 단말 및 하나 이상의 학생 단말과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교육 서버를 포함하며 가상 통해 통신하는 교육 서버를 포함하며 가상 현실과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
교사의 음성 정보 및 교사의 움직임에 따른 모션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교사 단말

1)

교사의 음성 정보 및 교사의 움직임에 따른
모션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교사 단말

학생을 촬영한 촬영 영상을 상기 교육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교육 서버로부터 교육 영상을

학생을 촬영한 촬영 영상을 상기 교육 서버로

수신하는 학생단말 및

전송하고, 상기 교육 서버로부터 교육 영상을

미리 설정된 배경 영상에 상기 교사 단말로부터
동작이

수신하는 학생단말
상기 학생 단말은 상기 교육 서버로부터

변경되는 캐릭터를 합성하여 생성된 영상과 상기

상기 아이템 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신하면

음성 정보를 기초로 가상 현실 기반 영상을

2)-1 상기 아이템을 상기 촬영 영상에서 촬영

생성하고, 상기 학생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대상의 동작에 맞추어 상호 작용하도록

촬영 영상을 상기 가상 현실 기반 영상의 미리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부를 포함하며,
상기
어플리케이션부는
상기
촬영

수신되는

설정된

상기

영역에

모션

정보에

합성하여

상기

따라

교육

영상을

생성한 후 전송하는 교육 서버를 포함하되,

2)

영상에서

상기

아이템

정보에

따른

상기 교육 서버는 상기 교사 단말로부터 아이템

아이템의 적용 대상인 객체를 인식하고,

목록 정보에서 선택된 아이템의 사용을 위한

상기 아이템 정보와 위치정보를 기초로

사용 정보 수신시 아이템을 상기 교육 영상에
표시하고,

상기

모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2)-2

상기 촬영 영상 내의 상기 위치정보에
따른 최초 위치에 상기 아이템을 표시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미리 설정된 이벤트 발생시

상기 아이템이 가상 현실 기반 영상에

상기 교육 영상 내에서 표시되는 아이템을 상기

표시된

이벤트에 대응되는 상기 촬영 영상의 영역으로

상기 가상 현실 기반 영상에 합성된 촬영

이동시키고 해당 영역 도달시 위치정보와 아이템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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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적용되는

위치로부터
아이템의

이동하여
연속적인

이동에

대한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최초 위치로부터
정보를

상기

학생

단말에

전달하는

상기 촬영 영상에서 인식된 상기 객체에서

영상

상기 아이템 정보에 따른 상기 아이템의

처리부를 포함하고,

적용 위치를 식별하여 해당 적용 위치로

상기 학생 단말은 상기 교육 서버로부터 상기
아이템

정보와

아이템을
동작에

상기

위치정보를
촬영

맞추어

수신하면

영상에서

상호

촬영

작용하도록

상기 아이템을 이동시켜 표시하고, 상기

상기

객체의 움직임과 상호 작용하도록 상기

대상의

아이템을

표시하는

따른

아이템의

적용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상기 어플리케이션부는 상기 촬영 영상에서 상기
정보에

변경시키며,

아이템이 표시된 촬영 영상을 상기 교육

어플리케이션부를 포함하며,
아이템

동적으로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대상인

객체를 인식하고, 상기 아이템 정보와 위치정보를

시스템.
미리 설정된 배경 영상에 상기 교사 단말로부터

기초로 상기 촬영 영상 내의 상기 위치정보에

수신되는

상기

따른 최초 위치에 상기 아이템을 표시하고, 상기

변경되는

캐릭터를

아이템이

상기

가상

현실

기반

영상에

표시된

음성

캐릭터의 위치로부터 이동하여 상기 가상 현실

영상을

기반

영상에

아이템의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에

합성하여
기초로
상기

따라

동작이

생성된

영상과

가상
학생

현실

기반

단말로부터

촬영

영상에

적용되는

수신되는 상기 촬영 영상을 상기 가상 현실

이동에

대한

연속적인

기반 영상의 미리 설정된 영역에 합성하여 상기

합성된

연속적인

모션

최초

교육 영상을 생성한 후 전송하는 교육 서버를

위치로부터 상기 촬영 영상에서 인식된 상기

포함하되,
상기 교육 서버는 상기 교사 단말로부터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객체에서

상기

아이템의

적용

수

아이템
위치를

있도록

상기

정보에

따른

상기

식별하여

해당

적용

3)

위치로 상기 아이템을 이동시켜 표시하고, 상기
객체의 움직임과 상호 작용하도록 상기 아이템을
동적으로 변경시키며, 상기 아이템이 표시된 촬영
영상을

상기

교육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아이템 목록 정보에서 선택된 아이템의
사용을 위한 사용 정보 수신시 아이템을
상기 교육 영상에 표시하고, 상기 모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아이템과 관련된 미리
3)-1 설정된 이벤트 발생시 상기 교육 영상
내에서 표시되는 아이템을 상기 이벤트에
대응되는

상기

촬영

영상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영역 도달시 위치정보와
아이템 정보를 상기 학생 단말에 전달하는
영상 처리부를 포함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사 단말 및 하나 이상의 학생 단말과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교
육 서버를 포함하며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
를 청구하고 있음
청구항 1항에서 어플리케이션부는 상기 촬영 영상에서 상기 아이템 정보에 따른 아이템
의 적용 대상인 객체를 인식하고, 상기 아이템 정보와 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촬영 영
상 내의 상기 위치정보에 따른 최초 위치에 상기 아이템을 표시하고, 상기 아이템이 가
상 현실 기반 영상에 표시된 캐릭터의 위치로부터 이동하여 상기 가상 현실 기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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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촬영 영상에 적용되는 아이템의 연속적인 이동에 대한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상기 최초 위치로부터 상기 촬영 영상에서 인식된 상기 객체에서 상기
아이템 정보에 따른 상기 아이템의 적용 위치를 식별하여 해당 적용 위치로 상기 아이템
을 이동시켜 표시하고, 상기 객체의 움직임과 상호 작용하도록 상기 아이템을 동적으로
변경시키며, 상기 아이템이 표시된 촬영 영상을 상기 교육 서버로 전송하는 것으로 한정
하고 있음

- 72 -

(5) KR 1240186
등록특허 KR 1240186 특허는 하인크코리아㈜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부와 실험 자재와 재료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실험 자재와 재료를 선택하는 입력부 및
이들을 제어하는 가상 실험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가상 실험 학습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
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240186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실험 학습 장치 및 그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0-0124192 (2010.12.07)

등록번호

1240186 (2013.02.28.)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하인크코리아㈜

IPC(Main)

G09B-05/6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가상 실험 학습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실험 학습 장치는 가상 실험
학습을 위한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부
상기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 자재와 재료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

자재와

재료로부터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 자재와 재료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입력부 및 상기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어하여
상기 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실험 자재와 재료를 이용한
가상 실험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상기 가상
실험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상기 가상 실험의 어느 한
단계가 수행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가이드와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 상기 디스플레이부로 표시하며, 상기
가상

실험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가상 실험 제어 모듈을 포함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실험에 대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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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240186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2015.05.15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 1,2,5,6,9 – 특허법
1)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294701호
제29조 제2항
2) 3,4,7,8 – 제42조 (2004.10.21)
제4항 제1호

의견제출통지서

2012.07.12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2.11.28

등록결정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3 전문

구성요소
교사 단말 및 하나 이상의 학생
단말과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청구항 3항 (대표청구항)
가상 실험 학습을 위한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부

교육 서버를 포함하며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이용한

상기 가상 실습 학습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있어서
자재와 재료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 자재와 재료로부터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 자재와 재료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입력부 및

1)

상기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어하여 상기 입력부에 의해 선택된
실험

자재와

재료를

이용한

가상

실험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상기 가상 실험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상기 가상 실험의

2)

어느 한 단계가 수행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가이드와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 상기 디스플레이부로 표시하며, 상기 가상 실험에 대한
사용자의 동작 입력에 따라 가상 동작을 설정하여 설정된 상기 가상

3)

동작을 상기 가상 실험에 반영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로 표시하고,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
이 저장된 저장부
실험 자재와 재료를 표시
하는 디스플레이부
실험 자재와 재료를 선택
하는 입력부

상기 가상 실험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는 가상
실험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가상 실험 학습 장치.

4)

가상 실험 제어 모듈

가상 실험 학습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부와 실험 자재와 재료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실험 자재와 재료를 선택하는 입력부 및 이들을
제어하는 가상 실험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가상 실험 학습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항 7항에서는 상기 과정에 대한 방법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해당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 자재와 재료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에 대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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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2017-0095781
공개특허 KR 2017-0095781은 주식회사 이너프미디어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체험형 전시 안내 시스템으로서 위치 알림장치, 관람한 전
시물의 증강 현실 콘텐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람자를 순서에 따라 해당 전
시물로 유도하고 도감DB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시물의 도감을 도출, 제공하는 등의 관리
PC, 그리고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한 DB 서버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2017-009578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

국가

KR

출원번호

2007-0095781 (2017.08.23)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주식회사 이너프미디어

IPC(Main)

G06Q-050/10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에 있어서,
관람자

스마트폰(11)과

위치

알림

장치(12)와

관리PC(21)와 도감DB서버(22)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알림 장치(12)는 관람자 스마트폰(11)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며
도감DB서버(22)는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하며
관람자 스마트폰(11)은, 관람한 전시물의 증강 현실
콘텐츠를

저장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모듈(15)과,

관람한 전시물 관련 게임을 저장하는 게임 모듈(17)과,
관람한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하는 도감 모듈(19)과,
관람한 특정 전시물의 증강현실 콘텐츠와 도감적인
설명을 열람할 수 있고 관람한 특정 전시물 관련
게임을 하기 위한 나만의 전시관 모듈(18)을 포함하며
관리PC(21)은, 위치 알림 장치(12)에 의해 획득되는
관람자 스마트폰(11)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관람자
스마트폰(11)을 통해 관람해야 하는 전시물의 순서에
입각하여

관람자를

도감DB서버(22)에서

해당
관람하는

전시물로
전시물의

유도하고,
도감을

도출하여 관람자 스마트폰(11)에 제공하고 전시물의
증강현실 캐릭터를 저장하는 전시물 정보 모듈(23)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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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관람

후에,

나만의

전시관

화면의

도감

리스트에서 특정 전시물이 선택되면 나만의 전시관
모듈(18)은

증강현실

콘텐츠

모듈(15)에서

특정

전시물의 3차원 증강현실 콘텐츠를 추출하고 도감
모듈(19)에서

도감적인

스마트폰(11)의
나만의

화면에

생태계에서

설명을

표시하고,

특정

추출하여

나만의

전시물이

전시관의

선택되면

특정

전시물 관련 게임이 스마트폰(11)을 통해 실행되어,
특정 전시물에 대한 학습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KR 2017-0095781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2017.08.04

특허출원서

심사관 인용 특허

심사 신청 하지 않음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에 있어서,
관람자

스마트폰(11)과

위치

알림

장치(12)와

체험형 전시물 안내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PC(21)와 도감DB서버(22)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알림

장치(12)는

관람자

스마트폰(11)의

관람자 스마트폰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람한 전시물의 증강 현실 콘텐츠를

도감DB서버(22)는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하며

저장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모듈

관람자

스마트폰(11)은,

관람한

전시물의

증강

현실

-관람한 전시물 관련 게임을 저장하는

콘텐츠를 저장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모듈(15)과, 관람한

게임 모듈

전시물 관련 게임을 저장하는 게임 모듈(17)과, 관람한

-관람한 전시물 도감을 저장하는 도감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하는 도감 모듈(19)과, 관람한 특정

모듈

전시물의 증강현실 콘텐츠와 도감적인 설명을 열람할 수

-관람한 특정 전시물의 증강현실 콘텐츠

있고 관람한 특정 전시물 관련 게임을 하기 위한 나만의

와 도감적인 설명을 열람할 수 있고 관람
1) 한 특정 전시물 관련 게임을 하기 위한

전시관 모듈(18)을 포함하며
관리PC(21)은,

위치

알림

장치(12)에

의해

획득되는

나만의 전시관 모듈을 포함

관람자 스마트폰(11)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관람자

-나만의 전시관 모듈은 증강현실 콘텐츠

스마트폰(11)을 통해 관람해야 하는 전시물의 순서에

모듈에서 특정 전시물의 3차원 증강현실

입각하여

유도하고,

콘텐츠를 추출하고 도감 모듈에서 도감적

도감DB서버(22)에서 관람하는 전시물의 도감을 도출하여

인 설명을 추출하여 스마트폰화면에 표시

관람자

하고, 나만의 전시관의 나만의 생태계에

관람자를
스마트폰(11)에

해당

전시물로

제공하고

전시물의

증강현실

서 특정 전시물이 선택되면 특정 전시물

캐릭터를 저장하는 전시물 정보 모듈(23)을 포함하며
전시관

관람

리스트에서

후에,

특정

나만의

전시물이

전시관

선택되면

화면의
나만의

도감
전시관

모듈(18)은 증강현실 콘텐츠 모듈(15)에서 특정 전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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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게임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행되며,
특정전시물에 대한 학습이 수행됨

2)

설명을

추출하여

스마트폰(11)의

전시물이

선택되면

스마트폰(11)을

통해

특정

전시물

실행되어,

특정

-위치알림장치에 의해 획득되는 관람자

화면에

표시하고, 나만의 전시관의 나만의 생태계에서
관련

특정
게임이

전시물에

대한

- 스마트폰의 위치를 획득함
관리PC

3차원 증강현실 콘텐츠를 추출하고 도감 모듈(19)에서
도감적인

위치 알림 장치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관람자
스마트폰을 통해 관람해야 하는 전시물의
3) 순서에 입각하여 관람자를 해당 전시물로
유도하고, 도감 DB 서버에서 관람하는 전

학습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험형 전시물

시물의 도감을 도출하여 관람자 스마트폰

안내 시스템.

에 제공하고 전시물의 증강현실 캐릭터를
저장하는 전시물 정보 모듈을 포함
4)

도감 DB 서버
-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함

체험형 전시 안내 시스템으로서 위치 알림장치, 관람한 전시물의 증강 현실 콘텐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람자를 순서에 따라 해당 전시물로 유도하고 도감DB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시물의 도감을 도출, 제공하는 등의 관리 PC, 그리고 전시물의 도감을
저장한 DB 서버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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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 2017-0064026
공개특허 KR 2017-0064026 특허는 ㈜포디비전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천체 이미지 교재부를 단말기 또는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 이미지
매칭정보 처리과정,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선택하는 방식 및 투명-개방형 3D 안경을
제공하는 방식의 천체 교육용 스마트폰 교육시스템 제공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음

<표> KR 2017-0064026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3차원 실감형 천체교육용 스마트 교육서비스 제공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5-0168340 (2015. 11. 30)

등록번호

2017-0064026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포디비전

IPC(Main)

G06Q-050/10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발명자가 제작한 천체 3D 콘텐츠를 이용한
3차원

실감형

세부적으로

스마트

교육

교재부(100),

천체

교육시스템에

또는

학습을

이미지를

관한

것으로,

천체

이미지

위한

촬영하고

인식하는

단말기(200) 또는 서버부(300), 인식된 천체이미지의
대응되는

3차원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보여주는 콘텐츠 학습부(400)으로 구성된 교육시스템
서비스이다. 또한 3D 콘텐츠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개방형 양안(Side-by-side) 방식 3D 안경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경험을

현실속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서비스

방법

마치
및

살아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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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2017-0064026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5. 11. 30

특허출원서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학습대상에

대한

구성요소

천체

이미지

서버부(300)에 등록하는 과정과,

또는 1) 학습대상에 대한 천체 이미지 교재부를 단말기 또는 서버
부에 등록하는 과정

단말기(200)로부터

대한

교재부(100)를

단말기(200)
학습대상에

영상이 수집되면 상기 영상에 대응되는
3차원

가상현실,

보여주기

위한

증강현실
이미지

단말기로부터 학습대상에 대한 영상이 수집되면 상기 영
콘텐츠를 2) 상에 대응되는 3차원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보여주
매칭정보
기 위한 이미지 매칭정보 처리과정

처리과정과,
3차원 실감형 콘텐츠(400)를 선택하는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선택하는 3)

방식과,

3차원 실감형 콘텐츠를 선택하는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을 선택하는 방식

증강현실의 실감적인 체험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개방형 3D 안경 제공방식을
포함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반의
3차원

실감형

천체교육용

스마트

4)

증강현실의 실감적인 체험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개방형
3D 안경 제공방식

교육시스템 제공 방법.

천체 이미지 교재부를 단말기 또는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 이미지 매칭정보 처리과정,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선택하는 방식 및 투명-개방형 3D 안경을 제공하는 방식의
천체 교육용 스마트폰 교육시스템 제공 방법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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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 1743230
등록특허 KR 1743230 특허는 ㈜케이디엠티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현실 및 음성인식 기반의 실감 어학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743230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현실 및 음성인식 기반의 실감 어학학습 콘텐츠 제공 장치 및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6 – 0046954 (2016.04.18)

등록번호

1743230 (2017.05.29)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케이디엠티

IPC(Main)

G06Q-050/10

패밀리특허

KR 2017-0064026 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현실 및 음성인식 기반의 실감
어학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저장모듈과
영사모듈과
오디오모듈과
음성인식모듈과 콘텐츠 제공모듈을 포함한다.
저장모듈은 가상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저장한다. 영사모듈은
영상을
영사하고,
오디오모듈은
음성을
입력받거나
출력한다.
음성인식모듈은
오디오모듈로부터 수신되는 가상현실의 객체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을 음성인식하여
음성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콘텐츠 제공모듈은
음성인식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객체가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음성
및 영상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영상모듈 및
오디오모듈이 출력하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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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743230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6.07.15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공개특허공보 제10-1998-0016952호
1)1-7, 13-17 – 특 (1998.06.05.)
허법 제29조 제1항
2)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92622호
본문
(2011.08.18.)
2)전부 – 특허법 제
3)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07-024141호
42조 제4항 제2호

의견제출통지서

(1995.01.27.)

2016.08.10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6.10.28

최후의견제출통지서

2016.12.01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7.02.28.

등록결정서

1)전부 – 특허법 제
42조 제4항 제2호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가상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객체영상 및 배경영상을
포함하는

영상

및

상기

영상에

필요한

1) 가상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객체영상

음성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저장하는 저장모듈

1)

상기 영상을 영사하기 위한 영사모듈

및 배경영상을 포함하는 영상 및 상기
영상에 필요한 음성을 포함하는 콘텐
츠를 저장하는 저장모듈

상기 음성을 입력받거나 출력하기 위한 오디오모듈
상기 오디오모듈로부터 수신되는 가상현실의 객체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을

음성인식하는

음성인식모듈 및

2)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대한 음성인식

2) 상기 영상을 영사하기 위한 영사모
듈

여부를 평가하고,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이
음성인식된

경우,

상기

음성인식된

결과와

상기

저장모듈에 저장된 상황별 답변 및 질문을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대한 적합 여부를

3)

평가하며, 상기 평가된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객체가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3) 상기 음성을 입력받거나 출력하기
위한 오디오모듈

대해

응답하는 음성 및 영상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상기
4) 상기 오디오모듈로부터 수신되는 가

영사모듈 및 상기 오디오모듈이 출력하도록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모듈을 포함하되,

4)

상기 콘텐츠 제공모듈은
상기 사용자의 시야 중심에 상기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활성 모드를 제공하여 상기 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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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실의 객체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을 음성인식하는 음성인식모
듈

5)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대
한 음성인식 여부를 평가하고, 상기 사
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이 음성인식된
경우, 상기 음성인식된 결과와 상기 저
장모듈에 저장된 상황별 답변 및 질문
을 비교하여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상
기 평가된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외형이 표현되는 비활성 모드 객체영상을 추출하고,

객체가 상기 사용자의 답변 혹은 질문

상기 추출된 비활성 모드 객체영상을 배경영상에

에 대해 응답하는 음성 및 영상을 포

정합하여 영상을 구성하며,

함하는 콘텐츠를 상기 영사모듈 및 상

상기 사용자의 시야 중심에 상기 객체가 존재하는

기 오디오모듈이 출력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상기 비활성 모드를 활성 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콘텐츠 제공모듈

객체에 해당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성 모드

5)

- 상기 콘텐츠 제공모듈은 상기 사용자

모드

의 시야 중심에 상기 객체가 존재하지

객체영상을 배경영상에 정합하여 영상을 구성하는

않는 경우, 비활성 모드를 제공하여 상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 객체의 외형이 표현되는 비활성 모

장치.

드 객체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객체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활성

비활성 모드 객체영상을 배경영상에
정합하여 영상을 구성하며, 상기 사용
자의 시야 중심에 상기 객체가 존재하
는 경우, 상기 비활성 모드를 활성 모
드로 전환하여 상기 객체에 해당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성 모드 객
체영상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활성
모드 객체영상을 배경영상에 정합하여
영상을 구성함.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저장모듈, 영상을 영사하는 영사모듈, 음성을
입/출력하는 오디오모듈,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모듈 및 콘텐츠 제공모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시야 중심에 객체의 존부에 따라 달리 영상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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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592534

등록특허 KR 1592534 특허는 김선심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려
진 캐릭터를 보고 학습도 될 수 있도록 실내 바닥에 까는 아동용 학습 매트에 관한 것으
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폭시킴으로써 능
동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에 관하
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592534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

국가

KR

출원번호

2015-0034235 (2015.03.12)

등록번호

1592534 (2016.02.01)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김선심

IPC(Main)

G09B-005/06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층간소음을 방지하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려진 캐릭터를 보고
학습도 될 수 있도록 실내 바닥에 까는 아동용 학습
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증강현실을
접목하여

아이들의

능동적이고

관심과

효율적인

흥미를

학습을

증폭시킴으로써

가능하도록

하는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는 캐릭터들이 그려진 매트 상기 매트의 캐릭터를
촬영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구비하고, 선택된 캐릭터에 관한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기기 상기 스마트기기를
거치하는 거치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표> KR 1592534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2015.11.30

사건내용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1-4 – 특허법 제42조 1)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10666호
(2011.02.01.)
제4항 제2호
2)1,2,4 – 특허법 제29 2)공개특허공보 제10-2010-0128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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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3)등록특허공보 제10-1378592호
(2014.03.26.)

조 제2항

4)등록특허공보 제10-1357382호
(2014.02.03.)
2016.01.11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6.01.25

등록결정서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1)

캐릭터들이 그려진 매트
상기 매트의 캐릭터를 촬영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상기 매트의 캐릭터를 촬영하여 디스플

카메라와 모니터를 구비하고, 선택된 캐릭터에 관한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기기
상기

스마트기기를

거치하는

거치대를

레이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구비
2)

기기

상기 거치대는

상기 스마트기기를 거치하는 거치대

중량체와,

-중량체와 하부가 상기 중량체의 일측

하부가 상기 중량체의 일측에 힌지결합된 제1링크와,

에 힌지결합된 제1링크 , 하부가 상기

하부가 상기 제1링크의 상부에 힌지결합된 제2링크와,

제1링크의 상부에 힌지결합된 제2링크

하부가 상기 제2링크의 상부에 힌지결합되고, 상기

및 하부가 상기 제2링크의 상부에 힌지

스마트기기가 거치되는 제3링크와,
제3링크에

구비되어서

거치된

스마트기기를

상기

중량체에

지탱시키는

상기

제1링크에

지탱시키는

잡아주는 홀더와,
상기

제1링크를

제1서포트와,
상기

하고, 선택된 캐릭터에 관한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

포함하는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에 있어서,

상기

캐릭터들이 그려진 매트

제2링크를

제2서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1서포트와 제2서포트에는 일정 이상의 외력이
가해지면 폴딩되는 폴딩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 교구.

결합되고, 상기 스마트기기가 거치되는
제3링크와 상기 제3링크에 구비되어서
3)

거치된 스마트기기를 잡아주는 홀더, 상
기 제1링크를 상기 중량체에 지탱시키
는 제1서포트 및 상기 제2링크를 상기
제1링크에 지탱시키는 제2서포트를 포
함
-상기 제1서포트와 제2서포트에는 일
정 이상의 외력이 가해지면 폴딩되는 폴
딩부가 구비되어 있음

매트, 매트의 캐릭터를 촬영하고 디스플레이하며,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기기 및 제1링크, 제2링크, 제3링크와 홀더, 제1서포트, 제2서포트로
구성되어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거치대로 구성된 것으로서 증강현실이 접목된 아동용
학습교구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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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 2015-0033488
공개특허 KR 2015-0033488 특허는 주홍찬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
허임. 해당 특허는 증강현실 마커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
터 등이 저장된 저장부, 마커 수집을 위한 카메라부, 마커를 통해 검색된 데이터와 저장
된 데이터를 믹스부에 보내도록 하는 제어부 및 믹스부와 영상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KR 2015-0033488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 및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3-0113561 (2013.09.24)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주홍찬

IPC(Main)

G06Q-050/20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 및 방법으로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에
형성시킨 증강현실 마커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외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효과음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부 증강현실 마커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를 통해 수집된 증강
현실 마커를 통해 검색된 데이터와 매칭되는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외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효과음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믹스부에 보내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믹스하여 어린이 외국어 학습
증강현실 콘텐츠가 구현되도록 만드는 믹스부 상기
믹스부에서 믹스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시키는 영상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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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2015-0033488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3.09.24

특허출원서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본 발명에 의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에 있어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에 형성시킨 증강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에
있어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에 형성시킨 증
강현실 마커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마커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학습 콘텐츠의 외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외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효과음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이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1)

습 콘텐츠 효과음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해당 어린이

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저장된 저장부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부

증강현실 마커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를 통해 수집된 증강 현실 마커를 통해

2)

마커를 통해 검색된 데이터와 매칭되는 상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외국어 성우 음성

기 저장부에 저장된 해당 어린이 외국어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학습 콘텐츠의 외국어 성우 음성 데이터,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모국어
3)

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의 이미지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습 콘텐츠 이미지의

상기 제어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믹스하여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믹스부에 보내도록

어린이 외국어 학습 증강현실 콘텐츠가 구현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만드는 믹스부
믹스부에서

증강현실

믹스된

콘텐츠를

어린이

구현시키는

외국어

상기 제어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믹

학습

영상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
습 콘텐츠 효과음 음원 데이터, 해당 어린

믹스부에

보내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증강현실 마커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를 통해 수집된 증강 현실

검색된 데이터와 매칭되는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효과음

성우 음성 데이터, 해당 어린이 외국어 학

스하여 어린이 외국어 학습 증강현실 콘텐
4)

츠가 구현되도록 만드는 믹스부; 상기 믹스
부에서 믹스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증강현
실 콘텐츠를 구현시키는 영상처리부를 포함

증강현실 마커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등이 저장된
저장부, 마커 수집을 위한 카메라부, 마커를 통해 검색된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를
믹스부에 보내도록 하는 제어부 및 믹스부와 영상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린이 외국어 학습 장치에 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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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R 1615171
등록특허 KR 1615171 특허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
토리에 기반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액션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교육콘텐츠의 상태를 변
화시킴으로써, 하나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다수의 학습자들의 협업이 가능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제공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61517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제공 서비스 방법

국가

KR

출원번호

2014-0008047 (2014.01.22.)

등록번호

1615171 (2016.04.19.)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IPC(Main)

G06Q-050/20

패밀리특허

요약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대표도면
교육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토리에 기반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액션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교육콘텐츠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다수의
학습자들의 협업이 가능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제공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학습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실사영상에 포함된 마커를 인식하여, 인식된 마커에
해당하는

교육콘텐츠를

가상객체로

증강시켜

상기

실사영상에

학습자

단말기로

3차원

전송하며,

학습자 단말기가 상기 교육콘텐츠에 따른 기 설정된
조건을

수행할

변화시키고,

경우

동일한

상기

교육콘텐츠의

교육콘텐츠를

상태를

제공받은

다른

학습자 단말기로 이를 공유시키는 콘텐츠 제공 서버
및

상기

교사

단말기

및

학습자

단말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상기 콘텐츠 제공 서버에서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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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KR 1615171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1)류지헌 외 5인, “증강현실 기반 차세대 체
험형 학습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12.)

2015.09.17.

2)공개특허공보 제10-2009-0001668호
1)1-14항 – 특허법 (2009.01.09.)
제29조 제2항 (진보 3)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10-333542호
(1998.12.18.)
성)

의견제출통지서

4)공개특허공보 제10-2009-0003445호
(2009.01.12.)
5)공개특허공보 제10-2011-0136028호
(2011.12.21.)
2015.11.16.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16.04.12.

등록 결정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0 전문

구성요소

청구항 10항 (대표청구항)

다수의 학습자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학습자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을 통해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이용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법
연결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이용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이

학습자

1)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시스템이 학습자 단말
기로부터 실사영상을 전송받는 단계

2)

전송받은 실사영상에서 마커를 추출하되, 실사영
상에서 코드, 문자로 된 마커를 우선 검출하고,
이를 검출하지 못할 경우 경계선 검출 알고리즘
을 기초로 코너점을 검출하여 이미지로 구성된
마커를 검출하는 단계

3)

추출된 마커의 패턴에 상응하는 교육콘텐츠를
추출하여 가상객체로 증강시키되, 학습자에 의한
조작수단의 움직임에 따라 교육콘텐츠의 가상객
체가 제어되도록 가상객체가 증강된 영상에 학
습자 조작수단 영역을 포함시키는 단계

4)

실사영상에 가상객체가 증강된 영상을 학습자
단말기로 전송하되, 교사 또는 학습자간에 커뮤
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추가
하여 전송하는 단계

단말기로부터 실사영상을 전송받는 단계
전송받은 상기 실사영상에서 마커를 추출하되,
상기 실사영상에서 코드, 문자로 된 마커를
우선

검출하고,

경계선

검출

검출하여

이를

검출하지

알고리즘을

못할

기초로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코너점을

마커를 검출하는

단계
추출된 마커의 패턴에 상응하는 교육콘텐츠를
추출하여
의한

가상객체로

조작수단의

교육콘텐츠의
가상객체가

증강시키되,
움직임에

가상객체가

학습자에

따라

상기

제어되도록

증강된 영상에 학습자

상기

조작수단

영역을 포함시키는 단계
상기

실사영상에

상기

가상객체가

증강된

영상을 학습자 단말기로 전송하되, 교사 또는
학습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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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가 학습자 단말기를 통해 교육콘텐츠에
대한 기 설정된 조건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
육콘텐츠의 상태를 변화시키되, 기 설정된 긍정,
부정 및 협업조건에 따라 교육콘텐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

6)

변화된 교육콘텐츠의 상태변화를 데이터베이스
에 업데이트하는 단계

7)

교육콘텐츠의 상태변화를 협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에 참여하는 학
습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단계
학습자가

학습자

단말기를

통해

상기

교육콘텐츠에 대한 기 설정된 조건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콘텐츠의 상태를 변화시키되, 기
설정된

긍정,

부정

및

협업조건에

따라

교육콘텐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변화된

교육콘텐츠의

상태변화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상기 교육콘텐츠의 상태변화를 협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협업적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법

코드 또는 문자로 된 마커를 검출하고 검출된 마커의 패턴을 분석하여 가상객체로
증강시켜 실사영상에 합성하고 이의 상태 변화를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장치에 관한 권리범위를 삭제하고 특허 등록됨
해당 특허는 마커 인식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제공하고 학습자에 의해 가상객체가
제어되도록 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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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S 2017-0213473
공개특허 US 2017-0213473 특허는 SimX, Inc.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심사중인 특
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고 이를 목표 동작과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학습 평가를 수행하는 구성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US 2017-0213473 특허 요지리스트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SIMULATOR FOR PROFESSIONAL AND

발명의 명칭

EDUCATIONAL TRAINING

국가

US

출원번호

15/452108 (2017.03.07)

등록번호

2017-0213473

법적상태

심사중

출원인

SimX, Inc.

IPC(Main)

G06T-013/40

CN 107111894 A | US 2017 –0213473 A1 | EP 3192058 A1 | WO WO2016 –040376

패밀리특허

A1
요약

대표도면

A method and apparatus for an augmented reality
simulator for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is
provided.

The

environment

simulator

spanning

provides

one

or

a

training

more

physical

locations in which one or more virtual avatars
representing purely virtual objects or persons or real
physical objects or persons which are located at a
different physical location are projected into the
physical space. The avatars are interactive with other
avatars and real objects or persons and update over
time or in response to actions taken by other real
or

virtual

elements,

or

based

on

predefined

instructions. Sensors and devices are used to detect
the locations of and actions taken by real persons
or real objects and this sensed data is used to
evolve the state of the simulation and avatars based
on predefined instructions and programs and update
the view of al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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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US 2017-0213473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PG-Pub Issue
Notification
Data Forwarded to

2017.07.27
2017.08.28

Examiner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0 전문

구성요소
A method comprising;

1. A method comprising;
detecting,

using

at

least

one

sensor,

an

1)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using

at

least

one

a

performance

record
metric

of

the

that

action

to

identifies

a
a

pre-determined set of goal actions;

least

one

sensor,

an

occurrence of an action within an augmented

the

device, the occurrence of an action within an
comparing

at

recording, using at least one computer device,

computer

augmented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using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occurrence of an action within an augmented
recording,

detecting,

2)

occurrence

of

an

action

within

an

augmented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comparing

a

performance

record
metric

of

the

that

action

to

identifies

a
a

pre-determined set of goal actions;

generating, based at least in part on said
comparing,

a

performance

evaluation

that

includes one or more measures that indicate

generating, based at least in part on said
comparing,

a

performance

evaluation

that

a performance of at least one participant in 3) includes one or more measures that indicate a
the augmented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performance of at least one participant in the
augmented 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가상/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고 이를 목표 동작과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학습 평가를 수행하는 구성을 권리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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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N 2017-10507579
공개특허 CN 2017-10507579 특허는 Hangzhou Zhong Huajia Science and
Technology Ltd.s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심사청구중인 상태임. 해당 특허는 음성 입
력, 학습컨텐츠 디스플레이, 음성 출력 구성을 구비하는 가상현실 기반 언어 학습 시스템
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음

<표> CN 2017-10507579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 kind of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and method for language learning

국가

CN

출원번호

2017-10507579 (2017.06.28)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패밀리특허

Hangzhou Zhong Huajia Science

IPC(Main)
G009B-005/06
and Technology Ltd.s
CN 107111894 A | US 2017 –0213473 A1 | EP 3192058 A1 | WO WO2016 –040376
A1
요약

대표도면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and method, more particularly to a kind of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and method based on
language learning, including voice input module,
display module and audio playing module, the voice
input module is used for the input of voice；The
display module is used for the broadcasting for
learning content, and user is pronounced according
to study content；The audio external play module is
used for the output of the voice progress audio
inputted according to user.The beneficial effects of
the invention are as follows：Having built a whole
set of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used for
the

immersion

system

of

language

learning,

simulates a virtual environment system learnt for
learner,

improves

the

efficiency

and

effect

of

language learning；Modularized design has been
carried out to system, compatible more hardware
design logics, the hardware input of microphone
array is for example have changed, microphone
array drive module can be directly changed, and
needs compatible new exchange architecture then to
only need to change language learn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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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N 2017-10507579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7.10.10

심사청구

2017.09.12

공고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1.一种用于语言学习的虚拟现实设备系统，其特征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for language learning, it
在于，包括语音输入模块、显示模块
is characterised in that including voice input module,
以及音频播放模块，

display module and audio playing module

所述语音输入模块用于语音的输入；
所述显示模块用于学习内容的播放，用户根据学习
内容进行发音；

1)

1) The voice input module is used for the
input of voice

所述音频外放模块用于根据用户输入的语音进行音
频的输出。
1. a kind of virtual reality device system for

2)

2)

The

display

module

is

used

for

the

broadcasting for learning content

language learning, it is characterised in that
including voice input module, display module
and audio playing module,
the voice input module is used for the input

3)

of voice；
the

display

module

is

used

for

3) user is pronounced according to study
content

the

broadcasting for learning content, and user is
4) The audio external play module is used for

pronounced according to study content；
the audio external play module is used for
the

output

of

the

voice

progress

audio

4)

the

output

of

the

voice

progress

audio

inputted according to user.

inputted according to user.

심사청구중인 상태로, 음성 입력, 학습컨텐츠 디스플레이, 음성 출력 구성을 구비하는
가상현실 기반 언어 학습 시스템에 대해 넓은 범위로 권리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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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N 2017-10035887
공개특허 CN 2017-10035887 특허는 The long-range information development
Co., Ltd in Guangzhou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심사중인 특허임. 해당 특허는 아직
심사 전으로, 학생, 선생님, 강의 내용을 가상현실 환경 상에서 구현하는 구성을 넓게 청
구하고 있음

<표> CN 2017-10035887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 kind of tutoring system and method based on virtual reality

국가

CN

출원번호

2017 – 10035887 (2017.01.18)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09B-005/08

The long-range information
출원인

development Co., Ltd in
Guangzhou

패밀리특허

요약

대표도면

1.一种基于虚拟现实的教学系统，其特征在于，包括学生
终端、教师终端、数据收发器
以及虚拟现实设备；所述虚拟现实设备包括处理器及与所
述处理器连接的头戴式显示器及
至少一个动作捕捉传感器，所述学生终端包括第一控制模
块及与所述第一控制模块连接的
第一数据传输模块及第一摄像模块；所述教师终端包括第
二控制模块及与所述第二控制模
块连接的第二数据传输模块及第二摄像模块；所述数据收
发器与所述第一数据传输模块及
所述第二数据传输模块连接；所述虚拟现实设备与所述学
生终端连接。
1. a kind of tutoring system based on virtual reality,
it is characterised in that including student terminal,
teacher's terminal, data collector and virtual reality
device；The virtual reality device include processor
and the head mounted display that is connected
with the processor and At least one motion capture
sensor,

the

student

terminal

includes

the

first

control module and is connected with first control
module first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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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ing module；Teacher's terminal includes
the second control module and controls mould with
described second Second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second photographing module of block
connection；The data collector and the first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second

data

transmission module connection；The virtual reality
device is connected with the student terminal.

<표> CN 2017-10035887 특허의 심사경과
사건일

사건내용

2017.06.23

심사청구

2017.05.31

공개

거절 청구항 및 사유

심사관 인용 특허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 전문

구성요소
a kind of tutoring system based on virtual

1. a kind of tutoring system based on virtual
reality, it is characterised in that including
student

terminal,

teacher's

terminal,

data

1)

reality device include processor and the head
processor and At least one motion capture

2)

control module and is connected with first
and

the

module；Teacher's

first

photographing

terminal

includes

3)

described

transmission

second

module

photographing

and

module

Second
the
of

data
second

4)

transmission

module

connection；The

virtual reality device is connected with the
student terminal

data

the head mounted display that is connected
with the processor and At least one motion

module and is connected with first control
module First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second Second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second photographing module of block
connection
The data

connection；The data collector and the first
data

terminal,

module and controls mould with described

block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second

teacher's

the first photographing module
Teacher's terminal includes the second control

the

second control module and controls mould
with

terminal,

capture sensor
the student terminal includes the first control

sensor, the student terminal includes the first
control module first data transmission module

student

collector And virtual reality device
The virtual reality device include processor and

collector and virtual reality device；The virtual
mounted display that is connected with the

reality, it is characterised in that including

5)
6)

collector

and

the

first

data

transmission module and The second data
transmission module connection
The virtual reality device is connected with the
student terminal

아직 심사 전으로, 학생, 선생님, 강의 내용을 가상현실 환경 상에서 구현하는 구성을
넓게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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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심층 분석 결론
의료 콘텐츠의 경우 초기에 수술의 계획, 치과 보철용 모형 제작 및 내시경 영상을 생
성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증강 현실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 및 이미지를 제공하는 재활 및 치료 장치/방법 또는 수술
장치/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가상/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도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음

교육 콘텐츠의 경우 시기별로 특정적인 출원분야는 없으나 의료 기술/재활 교육관련,
건설 기술 교육관련, 학습교구 등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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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정보통신방송연구
개발사업(기술확산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기
술확산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