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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추진배경

ㅇ 본 「국내외 주요기업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의 특허동향조사는, 가상
현실/증강현실을 이용한 컨텐츠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업의 핵심
기술 및 국내외 기술 산업 동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핵심특허 분석을 통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사업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
하도록 수행됨

□ 수행목적

ㅇ 본 사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와 관련하여, 권리범위가 넓어 경쟁기업
들의 기술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위가 예상되
는 특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허의 권리 범
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더 나아가, 본 사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중 AR Glass, 게임/테마.
일상생활, 상업/광고, 산업/업무에 대한 콘텐츠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 권리범위가 넓
어 경쟁기업들의 기술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권리범위가 좁더라도 기술 우
위가 예상되는 특허, 선도 기업과 중소 콘텐츠 개발 기업의 특허를 중심으로, 각 특
허의 권리 범위, 특허 획득 전략 및 제시된 다양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본 사업의 분석 의견은, 본 분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줄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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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 Glass 결론
● 최근 5년 동안 AR글래스 콘텐츠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기업을 도출
해 냄
● AR 글래스의 경우 역사가 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개별 특허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발
방향 및 기업의 노선을 예측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구글의 경우 해당 분야 연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다시 해당 사업 복귀를 선언
하여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표> 상위 주요출원인 정리
순위

주요 출원인
출원인

1위

Magic Leap [미국]

2위

Microsoft [미국]

3위

Sony Corp. [일본]

4위

Qualcomm [미국]

5위

삼성 [한국]

ㅇ 정성 분석 결론
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경우, HMD(Head Mounted Device)라는 특성상, 인터랙션
제어 기술 및 정보표시기술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해당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어, 향후 해당 기술 분야를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기업들 간의 특허 확
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구글의 경우 해당 사업분야 복귀를 선언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개발 내용을 유심히 지켜
보고 향후 개발 방향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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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제 1 절 분석배경 및 목적

1. 분석 배경

본 「국내외 주요기업의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의 특허동향조사는, 가상현실/증강현
실을 이용한 콘텐츠의 동향 분석과 이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업의 핵심 기술 및 국내외
기술 산업 동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핵심특허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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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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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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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 개요
1. 기술 개요
가상현실 하드웨어의 핵심 기술요소로는, HMD(Head Mounted Display)에 장착된 센
서를 통해 헤드 트래킹 센싱, 포지셔널/모션 트래킹 센싱, 눈동자 움직임 센싱, 타 사물
의 움직임 센싱 등을 구현하고, 사용자가 기울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인식해
VR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술 등이 있음

가상현실의 핵심 기술요소
i)헤드 트래킹 기술(헤드 움직임 센싱과 화면 매칭 기술)
HMD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해 가상현실 속 화면을 머리 움직임에 맞춰 보여주는 기술
ii)스테레오스코픽 기술(양안의 시각차 이용 기술)
양안(兩眼) 시차(視差)를 이용하여 3차원적인 입체감(깊이감)을 부여하는 기술
iii)넓은 시야각(FOV) 제공 기술
HMD에서 실제적인 시야 구현을 위해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기술
iv)포지셔널/모션 트래킹 기술(사용자의 움직임 감지 기술)
사용자의 이동이나 세밀한 움직임까지 인식하는 기술
v)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의 몰입감을 위해 가능한 한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요구됨
vi)입체3D사운드
HMD 착용자 입장에서 가상현실 상의 소리가 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오도록 시스템을 구
성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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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정의

◆ 실제 현실의 특정 환경, 상황,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구축
하고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및 관련 기
술
◆ 가상현실 구현 방법
HMD(Head-Mounted Display) :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며 사용자의 시야각 전체를
가상 영상으로 채울 수 있음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구현 방법
◆ 가상현실의 몰입감 향상 요소
자율성(autonomy) : 다양한 이벤트와 자극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함
상호작용(interaction) : 가상현실에서의 객체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함
현존감(presence) : 다감각적인 자극 경험 제공이 가능해야 함

증강현실 정의

◆ 실제 환경에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생성한 가상의 오브젝트(예: 물체, 텍스트, 비디
오)를 겹쳐 보이게 하여 공간과 상황에 대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관련 기
술
§현실과 가상의 연속된 프레임의 어느 중간 단계를 구현하는 기술로써 사용자의 현실
환경에 실시간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
◆ 증강현실 구현 방법
HMD(Head-Mounted Display) :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
스마트폰 :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실제 현실에 가상 객체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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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의 핵심 기술요소
◆ 헤드 트래킹 기술(헤드 움직임 센싱과 화면 매칭 기술)
HMD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해 가상현실 속 화면을 머리 움직임에 맞춰 보여주는 기술
◆ 스테레오스코픽 기술(양안의 시각차 이용 기술)
양안(兩眼) 시차(視差)를 이용하여 3차원적인 입체감(깊이감)을 부여하는 기술
◆ 넓은 시야각(FOV) 제공 기술
HMD에서 실제적인 시야 구현을 위해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기술
◆ 포지셔널/모션 트래킹 기술(사용자의 움직임 감지 기술)
사용자의 이동이나 세밀한 움직임까지 인식하는 기술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의 몰입감을 위해 가능한 한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요구됨
◆ 입체3D사운드 등
HMD 착용자 입장에서 가상현실 상의 소리가 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오
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가상/증강현실 분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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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분석

1. 주요기업 동향
uHMD 등 디바이스 및 플랫폼은 페이스북, HTC, 소니 등 글로벌 IT 기
업, 콘텐츠는 다수의 벤처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

페이스북, HTC는 PC, 소니는 게임 콘솔, 구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시장 선점 노력
●

콘텐츠 역시 게임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어플리케

이션 개발 중

uPC, 게임콘솔 기반 가상현실
●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 플랫폼을 보유한 소니의 시장 선도가 예상되며 오큘러스

를 인수한 페이스북, HTC 등이 가세
●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는 TV 등에 연결하는 게임 구동기기로 2015년 전 세계에

3,500만대가 보급되어 가상현실 분야로 소비자의 유인이 용이

u스마트폰 기반 가상현실
●

구글이 카드보드라는 저렴한 가격의 HW 제공으로 수요층을 넓힌 가운데 삼성전

자의 ‘기어 VR’도 판매 흥행
●

중국 기업들도 가성비와 호환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에

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
●

바오펑, 샤오미 등은 해외 경쟁 제품 대비 사양을 낮춘 가상현실 기기를 저가에

출시해 소비자의 체험 확산과 수요 촉진 시도

u증강현실
●

가상현실에 비해 상용화된 제품･서비스가 많지 않은 가운데, MS의 ‘Hololens’가

본격 전용기기로 시장 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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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시장 전망

● Digi-Capitoa(2016.1)에 따르면 동 시장은 2016년 40억달러에서 2020년 1,200억달
러 규모로 연평균 134%의 높은 성장 예상
● 기술개발 수준에서 가상현실이 증강현실을 앞서기 때문에 가상현실시장의 개화가 먼
저 이루어지나 2020년 증강현실이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전망(증강현실 900억달러, 가상
현실 300억달러)
● 이는 증강현실이 방송･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상 현실
보다 상업 효용가치가 높아 증강현실 솔루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
● 가상현실은 과거 국방, 제조 등 B2B 시장 중심이었으나 HMD, 디스플레이, SW 등의
발전으로 대규모 B2C 신시장 창출 전망
● 현재 디바이스 분야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 콘텐츠 등이
성장 견인 예상
● 가상현실 시장을 HW와 SW시장을 구분해서 추정한 골드만삭스(2016.1)에 따르면 동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22억달러에서 2025년 800억달러(HW 450억달러, SW350억달
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SW 시장을 응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33%)을 차지, 그 다음이
의료(15%), 엔지니어링(1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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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VR 산업동향

■ 2017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VR 기술은 초기 성숙기, AR 기술은 성장기 단
계로 성장·진화하고 있으며, 현제 2~3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
이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의 2018년 버
전에 의하면 차세대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미래 기술로써 증강/가상
현실 기술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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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글로벌 AR/VR 분야의 예상 시장규모는 약 1,050억 달러이며, 특히 증강현실
은 가상현실의 6배 이상 성장이 전망됨(Digital Capital, 2018)
■ AR/VR 구현 하드웨어는 크게 모바일과 HMD(Head Mounted Display)로 나눌 수
있으며, AR 모바일 시장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모바일 AR 시장의 경우, Apple, Google, Facebook 등의 기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됨
■ HMD를 통한 AR 시장의 경우에는 2018년 Magic leap사와 ODG사에서 AR 글라스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의 제품화를 진행중에 있음

■ AR 분야의 산업별 시장규모는 전자상거래, 하드웨어, 광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VR
분야의 산업별 시장규모는 게임, 하드웨어, 위치기반 가상 여행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에서 가장 크게 예측되었음
■ AR/VR 분야는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성이 있어 스타트업들의 기술 경쟁이 활발하
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명한 사례로 Magic leap사는 20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받으며 산업을 선도하는 탑
플레이어로 성장하였고, 국내의 경우 가우디오랩과 MAXST가 각각 50억원, 20억원의 투
자를 유치하였음
■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요인 및 AR/VR분야 산업 활성화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가격경쟁력이 될 것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AR/VR 제품이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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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범위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1) 분석대상 특허1)
본 분석은 조사된 기술 개요를 바탕으로 증강현실 글래스 콘텐츠, 게임, 영상, 방송·광
고, 제조·산업, 의료, 교육·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로 총 6개
중분류로 구성하였음

<표> 특허 검색 DB 및 건색범위
자료 구분

국가

검색 DB

분석구간

검색범위

한국
공개된 특허 또는

미국
공개-등록특허
(공개-등록일 기준)

일본

WIPSON

유럽2)

2013.01. ~
2018.04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중국

1)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2016년 11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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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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강현실 글래스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하여 AR Glass5 시장을 선두 지휘하는 기
업들 간의 경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조사된 증강현실 관련 상위 기업
및 스타트업 37개사임.

<표> AR GLASS 관련 상위 기업 및 스타트업

Microsoft, Google, Osterhout, magic leap, Qualcomm, Sony, Canon, LG, 삼성, Oculus,
Nokia, HT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FUJITSU, VUZIX, LEAP MOTION, METAIO, 페이스북, IBM,
INTEL, APPLE, DAQRI, EMPIRE TECHNOLOGY, AMAZON, 세이코 엡손, 디즈니, UNIVERSAL
DISPLAY, BALLY GAMING, WAL-MART, ATHEER, KOPIN, AVERANT, CMOAR, META
COMPANY, KONICA, NIKON, ELWHA

2. 분석대상 기술 및 검색식 도출
1) AR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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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기술 개요를 바탕으로 인터랙션 Input 기술, 정보표시 Output 기술,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기술로, 총 3가지 중분류로 구성하였음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인터랙션 Input 기술(AA)

증강현실(AR) 글래스

정보표시 Output 기술(AB)

콘텐츠
(A)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기술(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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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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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기술 개요를 바탕으로 게임·테마 콘텐츠(BA), 일상생활 콘텐츠(BB), 방
송·광고 콘텐츠(BC), 제조·산업 콘텐츠(BD), 의료 콘텐츠(BE), 교육·훈련 콘텐츠(BF)

총

6가지 중분류로 구성하였음

<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게임·테마 콘텐츠(BA)
일상생활 콘텐츠(BB)

가상/증강현실

방송·광고 콘텐츠(BC)

콘텐츠

제조·산업 콘텐츠(BD)

(B)

의료 콘텐츠 (BE)
교육·훈련 콘텐츠(BF)

3) AR Glass 기술분류기준
상기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의 분석대상 기술분류의
검색개요 및 기술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분류기준
대분류

증강현실(AR)

중분류

검색개요 (기술범위)

인터랙션 Input

시선·제스쳐 추적(tracking), 음성인식, 컨트롤러 등 사용
자의 행동을 센싱해 받아들이는 기술

기술(AA)

글래스

정보표시 Output

콘텐츠

기술(AB)

(A)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정보의 크기, 깊이(Depth) 및 정
보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술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의 전자기기를 인식, 연동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술(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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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강현실 콘텐츠 기술분류기준
상기 <표> ‘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기술분류체계의 분석대상 기술분류의 검색개요 및
기술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유효특허 선별 기준
대분류

중분류

게임·테마 콘텐츠(BA)

일상생활 콘텐츠(BB)

방송·광고 콘텐츠(BC)

유효특허 추출기준

◊게임 : PC/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 여행, 방송, 경험 콘텐츠

◊정보 : 가게, 사물 등 정보 표시
◊네이게이션 : 자동차, 도보 네비게이션 정보 제공

◊영상 :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콘텐츠
◊ 마케팅 : 광고, 상품 판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B)

산업·업무 콘텐츠(BD)

◊산업 : 물건, 장비 등의 제조 및 정비
◊업무 : 컴퓨터 조작, 작업, 디자인 등
◊외과학 : 수술 교육, 훈련

의료콘텐츠
(BE)

◊정신신경과학분야 : 정신행동 치료
◊영상진단학 : 가상 내시경 등
◊재활의학 : 재활치료 시뮬레이션
◊헬스케어 : 원격 의료, 휘트니스

교육 · 훈련 콘텐츠
(BF)

◊교육 : 팝업북 등 교육 콘텐츠
◊훈련 : 군사작전 훈련, 직업 훈련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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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키워드 도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표> 기술분류기준의
검색개요 및 기술범위를 바탕으로 1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전 DB 검
색을 통해 2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표> 기술분류기준의 검색개
요 및 기술범위를 바탕으로 1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전 DB 검색을 통
해 2차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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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검색식
대분류

중분류

검색식

(증강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Augment*
extension* enhance* strengthen* mix* extend* enlarge* expand* extension*
lengthen* expansion* widen* broaden* simula* 확장* 증강* 증진* 복합* 혼합*

증강현실
(AR)
글래스
콘텐츠

인터랙션
Input
기술(AA)

익스텐션* 확대* 확공* 확폭* 시뮬*) near (Real* 현실*))) and ((gesture*
motion* 움직임* 제스쳐* 제스처* 모션* behavior* 손짓* 동작* movement* 음
성* 보이스* 목소리* voice* speak* eye* pupil* retina* eyeball* cornea* 안구*
눈동자* gaze* 게이즈* 개이즈* 시선* stare* 응시* finger* 손가락* 손끝* 손을*)
near2 (감지* 감측* percept* 추적* 트랙킹* 트레킹* 트래킹* 트렉킹* track*
chase* trace* 궤적* route* orbit* 인식* 탐지* 센싱* 디텍터* detect* sensor*
recogni*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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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Augment*
extension* enhance* strengthen* mix* extend* enlarge* expand* extension*
lengthen* expansion* widen* broaden* simula* 확장* 증강* 증진* 복합* 혼합*
익스텐션* 확대* 확공* 확폭* 시뮬*) near (Real* 현실*))) and (( display* 화면*
표시* show* 화면표시* 표시방법* 표현* 보여* 화상표시* 나타내* indicate*

정보표시
Output
기술(AB)

appear* notice* inform* notify* present* pop-up* view* see*) near2 (
texture* design* 텍스처* 택스쳐* shape* 형태* 모양* pattren* 패턴* design*
입체감* 크기* 사이즈* 넓이* 면적* 단면적* 너비* 지름* 인치* 부피* 대소*
size* diameter* breadth* width* extent* inch* wideness* radius* 심도* 뎁스*
딥스* 깊음* 초점거리* 깊게* 길이* 높낮이* 거리* 깊은* height* deep* depth*
깊이* thick* distance* level* 우선순위* 우선도* 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랭
킹* 순위* 우선* 랭크* priority* importance* important* 순번* prior* seqenc*
prioritize* significant* 중요*))

(증강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Augment*
extension* enhance* strengthen* mix* extend* enlarge* expand* extension*
lengthen* expansion* widen* broaden* simula* 확장* 증강* 증진* 복합* 혼합*
익스텐션* 확대* 확공* 확폭* 시뮬*) near (Real* 현실*))) and (( 디바이스*
device* 전자기기* 노트북* notebook* note-book* "note book" 넷북* 스마트폰

전자기기 연
동
시나리오
기술(AC)

* 피디에이* 테블릿* 이동기기* 모바일* 셀룰러* 단말* 전자제품* 정보기기* 핸
드폰* 가전제품* 가전기기* 통신장치* electronics* 가전* electronic* digital*
appliance* netbook* laptop* lap-top* tapbook* pda* hand-held* iphone*
tablet* handheld* desktop* handphone* user-equip* cell-phone* cellphone*
smart-phone* smartphone* mobile* cellular* electronic-equipment* "eletronic
equipment") near4 ( link* connect* 링크* connection* 컨넥팅* 연결* 연동*
combine* 커넥터* connect* 컨텐츠* 콘텐츠* 컨텐트* 콘텐트* 어플리케이션* 앱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시나리오* 상황* 시츄에이* 시뮬레이* content*
application* program* software* scenario* simulation* simulat* situation*
condition* circumstance* sit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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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대분류

중분류

게임·테마 콘텐츠
(BA)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일상생활 콘텐츠(BB)

(B)

방송·광고 콘텐츠
(BC)

검색식 설정
검색식 설정

((game* gaming* pc console* rpg* entertain* amuse* mmog*
mmo* mmorpg* rts* pastime* online-game* (role* BDj play*)
rolepaly* arcBDe* fps* 게임* 엔터테인* 아케이드* 게이밍* 오락*
롤-플레* 유희* 유흥* 롤플레잉* 온라인게임* 알피지* 게이밍* 보
드게임* 레크리에이션* "first person shooter" 롤러코스터*
rollercoaster* (roller BDj coaster*) 놀이동산* 동물원* 전시회* 놀
이구* 테마파크* 테마공원* amusement* (4D near2 simulat*)
((theme* 테마) near2 (공원 파크 park*)) ride* 여행* 관광* 명소*
박물관* 유흥* tour* journey* sightsee* trip* attrBCtion*
museum* zoo* 동물원* 문화재* exhibit* )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
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홀로* 홀로그램* hologram* holo*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
強* 複合* バー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 heBDmount* 헤드마운트* 해드마운트* 해
드업* 헤드업* heBDup* heBD-mount* ((heBD) BDj (mount*
up)))).ti,BB,cla. And (구글* google* m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
트* ((micro* 마이크로) BDj (soft* 소프트))).ap,cap. and
(@pd>=19700101<=20181022)

((sns* 소셜네트워크* ((소셜* social*) BDj (네트워크* network*))
((위치* 장소* 가게* 스토어* 식당* 로컬* store* plBCe*
restaurant* food* local* 물건* 사물* item*) near2 ( 정보*
inform* ))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경로* 운행* navigat* path*
course* route* 드론* 가전* 전자기기* appliance* electronics*
drone* sns* 소셜네트워크* ((소셜* social) BDj (네트워크*
network*)))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혼합현
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홀로* 홀로그램
* hologram* holo*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強* 複合* バー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
heBDmount* 헤드마운트* 해드마운트* 해드업* 헤드업* heBDup*
heBD-mount* ((heBD) BDj (mount* up)))).ti,BB,cla. And (구글*
google* m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micro* 마이크로) BDj
(soft* 소프트))).ap,cap. and (@pd>=19700101<=20181022)

((마케팅* 홍보* 선전* cf 배너* 커머셜* 광고* 상품권* ((기프트*
gift*) BDj1 (카드* card*)) 쿠폰* 판촉* 결제* 페이* 지불* 계산*
할인* 프로모션* 세일* pay* pai* bill* cost* BDvert* market*
gift* coupon* sale* promot* discount* commercial* BDs*
campaign* banner* propaganda* ppl* 쇼핑* 상거래* 판매* 구매
* shop* commerc* shoping* shopping* buy* trBDe* 매매* 거래
* 소비* consum* purchas* 방송* 방영* 티비* 지상파* 테레비젼*
텔레비젼* 스포츠* 스튜디오* 드라마* 중계* 공연* 콘서트* 뮤지
컬* 영화* 애니* 무비* 파노라마* 만화* 코믹* 웹툰* 카툰*
web-toon* webtoon* cartoon* comic* panorama* movie*
cinema* animation* youtube* studio* musical* concert* sport*
drama* broBDcast* media* tv* television* tele-vision* iptv*
tele-vison* ip-tv*)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홀로* 홀로그램
* hologram* holo*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強* 複合* バー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
heBDmount* 헤드마운트* 해드마운트* 해드업* 헤드업* heBDup*
heBD-mount* ((heBD) BDj (mount* up)))).ti,BB,cla. And (구글*
google* m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micro* 마이크로) BDj
(soft* 소프트))).ap,cap. and (@pd>=19700101<=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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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대분류

중분류

제조·산업 콘텐츠
(BD)

가상/증강현실

검색식 설정
검색식 설정

((제조* 산업* 생산* 설계* 정비* 고장* 결함* 작업* 수리* 공정*
공사* 배선* 도색* 조립* 유지* 보수* 시설* 공장* 설비* 도구*
직업* 근로* 도면* 배치도* 캐드* 케드* 도안* 평면도* 항공* 비
행* 헬기* 헬리콥터* 전투기* aircrBFt* airplane* flight*
helicopter* aviation* fBCility* fBCtory* installation* job* career*
recruit* sketch* drawing* cBD* blueprint* tool* work* operator*
manufBCt* design* maintenan* repair* fix product* 매뉴얼* 메
뉴얼* 지침* 가이드* 설명* manual* guide* description* explain*
explanat* 건축* 건설* 토목* 측량* architect* construct* fBCility*
(civil BDj1 engineering))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
-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홀로* 홀로그램
* hologram* holo*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強* 複合* バー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
heBDmount* 헤드마운트* 해드마운트* 해드업* 헤드업* heBDup*
heBD-mount* ((heBD) BDj (mount* up)))).ti,BB,cla. And (구글*
google* m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micro* 마이크로) BDj
(soft* 소프트))).ap,cap. and (@pd>=19700101<=20181022)

의료 콘텐츠
(BE)

((의료* 의학* 보건* 진료* 진찰* 수술* 시술* 진단* 치료* 검사*
처방* 치과* 외과* 안과* 내과* 병원* 메디* 헬스* 상처* 휘트
니스* 피트니스* 운동* 내시경* 재활* 정신* 심리* 신경* 신체*
대장* 내장* 내장기관* 장기* 환자* 의사* patient* doctor*
medic* health* care* treat* exam* exercise* fitness* check*
surge* diagnos* cure* remedy therapy prescri* intestine*
dental* dentist ophthalmolo* organ* hospital* (imag* near2
diagnos*) endoscop* surgery rehBBilitat* remedial* psychiat*
mental* clinic* psycho* neuro* nerve* nervous* body*)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
장현실 확장-현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強* 複合* バー
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ti,BB,cla. And (삼성* 三星* samsung* サムスン* "lg" エル
ジー* (lg BDj electronic*) 엘지* 乐金显示* LeJin*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韓國電子通信研究院 ETRI (Electronic* BDj2
Telecommunication* BDj Research* BDj Inst*)).ap. and
(@pd>=19700101<=20180731)

교육 · 훈련 콘텐츠
(BF)

((교육* 교재* 교보재* 학습* 강의* 수업* 공부* 배움* 수강* 실습
* 학업* 트레이닝* 스터디* 레슨* educat* training school*
study* learn* lecture* course* lesson* book* 군대* 방위* 방공*
전장* 전쟁* 보안* 경비* 안보* 표적* 육군* 해군* 공군* 훈련*
연마* 교련* 단련* 수련* 테러* 재난* 진압* training* drill*
discipline* exercise* army* (air BDj1 force) navy* securit*
protect* estBBlish* war warfare fight* terror* target* disaster*
battle*) and (가상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확장-현실 virtual-reality augmented-reality
mixed-reality extended-reality ((가상 버츄어 virtual* 증강
augment* 혼합 mix* 확장 extend* 仮想* 拡張* 增強* 複合* バー
チャル*) near3 (현실 리얼리티 세계 real* world* 월드 現実
リアリティ)) VR-based AR-based MR-based XR-based hmd*
hud*)).ti,BB,cla. And (삼성* 三星* samsung* サムスン* "lg" エル
ジー* (lg BDj electronic*) 엘지* 乐金显示* LeJin*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韓國電子通信研究院 ETRI (Electronic* BDj2
Telecommunication* BDj Research* BDj Inst*)).ap. and
(@pd>=19700101<=20180731)

콘텐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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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W DATA 특허 검색결과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검색식의 검색식을 통하여 RAW DATA 특허
를 선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의료 콘텐츠가 1,308건, 교육 콘텐츠가 1,630건으
로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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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분류
인터랙션 Input
기술(AA)

증강현실(AR)

정보표시 Output

글래스

기술(AB)

콘텐츠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RAW DATA 특허건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합계

중국

299

88

848

94

384

1,713

207

120

479

64

339

1,209

511

140

1,257

158

872

2,938

1,017

348

2,584

316

1,595

5,860

기술(AC)

합계
〔<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검색식 설정〕의

검색식을 통하여 RAW DATA 특허를 선

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게임·테마 콘텐츠가 353건, 일상생활 콘텐츠가 416건,
상업·광고 콘텐츠가 602건, 산업·업무 콘텐츠가 706건으로 도출되었음

<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대분류

중분류
게임·테마 콘텐츠
(BA)
일상생활 콘텐츠
(BB)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A)

방송·광고 콘텐츠
(BC)
산업·업무 콘텐츠
(BD)
의료콘텐츠
(BE)
교육 · 훈련 콘텐츠
(BF)

합계

RAW DATA 특허 선별결과

RAW DATA 특허건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합계

중국

70

61

5

14

16

166

184

147

4

53

75

463

115

92

12

34

60

313

394

156

30

53

122

755

136

151

3

42

108

440

107

81

25

16

47

276

1006

688

79

212

428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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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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유효특허 선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인터랙션
Input
기술(AA)

유효특허 추출기준

노이즈제거기준

시선·제스쳐 추적(tracking), 음성인식, 컨트롤러 v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기
반을 두지 않고 현실에 가깝게
등 사용자의 행동을 센싱해 받아들이는 기술

구현한 기술
v콘텐츠와 연관 없는 단순 AR
증강현실(A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정보의 크기, 깊이(Depth)
Output
Glass 제조 기술
및 정보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술
R) 글래스
v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위
기술(AB)
콘텐츠
한 디스플레이나 장치의 성능에
전자기기 연
관점을 두고 있는 기술
동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의 전자기기를 인식, 연동
vAR Glass를 포함하는 단순 정
시나리오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보처리 및 전파 기술
기술(AC)

정보표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RAW DATA

특허선별결과 <표>에 대한 유효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유효특허 선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유효특허 추출기준

노이즈제거기준

게임·테마 콘 ◊게임 : PC/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텐츠(BA)

◊엔터테인먼트 : 여행, 방송, 경험 콘텐츠

일상생활 콘 ◊정보 : 가게, 사물 등 정보 표시
텐츠(BB)

◊네이게이션 : 자동차, 도보 네비게이션 정보 제공

방송·광고 콘 ◊영상 :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콘텐츠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

텐츠(BC)

◊ 마케팅 : 광고, 상품 판매

산업·업무 콘 ◊산업 : 물건, 장비 등의 제조 및 정비
텐츠(BD)

(A)
의료콘텐츠
(BE)

콘텐츠
(BF)

반을 두지 않고 현실에 가깝게
구현한 기술
·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위

◊업무 : 컴퓨터 조작, 작업, 디자인 등

한 디스플레이나 장치의 성능에

◊외과학 : 수술 교육, 훈련

관점을 두고 있는 기술

◊정신신경과학분야 : 정신행동 치료
◊영상진단학 : 가상 내시경 등

· 화학식을 포함하는 조성물 또

◊재활의학 : 재활치료 시뮬레이션

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술

◊헬스케어 : 원격 의료, 휘트니스
교육 · 훈련

·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기

◊교육 : 팝업북 등 교육 콘텐츠
◊훈련 : 군사작전 훈련, 직업 훈련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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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특허 선별 결과

상기의 선별기준을 통하여 유효특허를 선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증강현실(AR) 글래
스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는 인터랙션 input(AA)가 364건, 정보표시 Output 기술(AB)가
536건,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기술(AC)가 86 건으로 도출되었음.

<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유효특허 선별결과
대분류

중분류

유효특허 건수
한국

인터랙션 Input
정보표시 Output

글래스

기술(AB)

콘텐츠

전자기기 연동

일본

유럽

합계

중국

41

32

192

35

64

364

54

62

286

57

77

536

27

3

38

9

9

86

122

97

516

101

150

986

기술(AA)
증강현실(AR)

미국

시나리오
기술(AC)

유효특허 합계

상기의 선별기준을 통하여 유효특허를 선별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가상/증강현실 콘
텐츠’ 기술에 대해서는 게임·테마 콘텐츠(BA)가 78건, 일상생활 콘텐츠(BB)가 181건, 방송·
광고 콘텐츠(BC)가 60건, 산업·업무 콘텐츠(BD)가 71건, 의료 콘텐츠(BE)가 32건, 교육·
훈련 콘텐츠(BF)가 30건으로 도출되었음.

<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대분류

중분류
게임·테마 콘텐츠
(BA)
일상생활 콘텐츠
(BB)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방송·광고 콘텐츠
(BC)
산업·업무 콘텐츠

(B)

(BD)
의료콘텐츠
(BE)
교육 · 훈련 콘텐츠
(BF)

합계

유효특허 선별결과

특허건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합계

중국

40

26

2

5

5

78

87

50

4

17

23

181

35

13

2

6

4

60

43

18

1

4

5

71

17

12

0

2

1

32

16

8

1

1

4

30

238

127

10

35

42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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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기술 동향조사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추출된 유효특허를 통한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 분야의 정량
분석을 실시하고, 핵심 특허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함

정량 분석과 심층 분석은 3개의 중분류에 대하여 각각 특허기술 동향을 분석하였음

경쟁사 분석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의 ⑴ 6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⑵ 국외 경
쟁사(Microsoft, google). 국내 경쟁사(삼성,LG,ETR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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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1.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최근 연도별(2013~2018)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급
격히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Magic Leap이라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이 2015년
도 대량의 패밀리특허를 출원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특허들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 외 13년도 부터의 출원 동향을 보았을 때, 16년 말부터 17년에 출원된 특허 중 미공
개된 문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다만 본 조사는 2013년도 이전의 출원 건을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색 범위를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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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 Landscape

<그림> 경쟁사 Landscape 상위 출원인

출원건수 상위 10개 출원인은 상기 그래프와 같으며, 앞서 언급되었던 Magic Leap의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니가 활발히 연구를 진행함을 알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매직리프 등이 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인 미국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삼성, LG 역시 AR 글래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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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그림>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각 기술 분류별로 출원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상기 좌측의 그래프와 같음. AR글래스
기기 연동 콘텐츠의 경우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터랙션 제어 기술이나 정
보표시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전자기기 연동 시나리오 콘텐츠의 경우 전체 출원의 8%로서 향후 AR 시장이 커질 수록
관련 기업 간 특허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각 기술분류별 특허동향을 버블 그래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보표시 기술의 출원이
활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중 미국에서의 출원 건수가 확연히 많은 것을 알 수 있
음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에서의 특허 활동이 활발하며, 전자기기 시나리오 콘텐츠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활동이 비교적 다수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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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위출원인의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그림> 상위출원인의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상위 10개 출원인의 기술분류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매직 리프의 경우 정보표시 기술
에 관한 특허를 다수 출원했음을 알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의 경우 역시 전저기기 시나리오 컨텐츠 보다는 기초 인터랙션 제
어기술 및 정보표시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LG의 경우 전자기기 시나리오 콘텐츠 분야의 특허를 다수 출원한 것을 보아, 가전
기기 분야에 증강현실 콘텐츠 기술을 접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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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출원동향

한국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출원이 가장
많은 5개 기업은 LG, 매직리프, 마이크로소프
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 순이며, 2015년
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
나 그후 주춤하였고, 이와 반해 LG의 출원건수
가 2016년 증가함

미국에서의 상위 5개 기업은 매직 리프, 마이크
로소프트, 소니, IBM, 삼성, 구글 순임

미국에서는, 매직 리프가 상당히 많은 수의 특
허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타 기업의 출원 건수
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
타났으나, 세부 수치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
매년 몇 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타 기업들도 AR글래스 콘텐츠 기술 분야에 관
심이 있음

따라서 각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미공개된 2016~2017년 출원건에 대
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매직 리프, 컬컴, 소니, 마이크로소
프트, 세이코 엡손 순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14년도 출원 건수가 감소 하였다가, 2015년도
다시 출원건이 증가하는 등 들쭉 날쭉한 경향이
보이나 2017년도 매직 리프가 다수의 출원을
하였음
<그림> 상위출원인의 기술분류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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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출원 건수
를 가지고 있으며, 매직 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소니, 삼성 역시 유럽에서 특허 활동을 해 왔으나
2016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매직 리프, 퀄컴, 삼성, 소
니 순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하였음

2014, 2015년 매직 리프와 마이크로 소프트가 많은
건의 출원을 하였으며, 2016년부터 삼성 역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6, 2017년 미공개 된 특허 출원이 존재하므로
각 기업의 향후 연구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국가별 상위출원인 특허동향

6. 기술 정량 분석 결론
● 최근 5년 동안 AR글래스 콘텐츠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기업을 도출해
냄
● AR 글래스의 경우 역사가 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개별 특허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발
방향 및 기업의 노선을 예측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구글의 경우 해당 분야 연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다시 해당 사업 복귀를 선언하
여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표> 상위 주요출원인 정리
주요 출원인

순위

출원인

1위

Magic Leap [미국]

2위

Microsoft [미국]

3위

Sony Corp. [일본]

4위

Qualcomm [미국]

5위

삼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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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쟁사 특허동향 분석

1. 국내 주요기업 전체 특허 동향
가. 국내 주요기업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주요기업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

VR/AR 콘텐츠 분야의 주요 기업의 연도별 출원 동향은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 성

장세를 보이고 있음

나. 국내 주요기업 전체 출원국 동향
<그림> 주요기업 전체 출원국 현황

◆ LG, 삼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비슷한 비율로 해당 분야 출원을 하였으며, 그 중 삼
성이 171건(37%)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음
◆ 국내에서 출원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53%), 미국에서의 해당 분야 출원 활동도 30%
가량 차지하고 있음. 그에 반하여 일본에서의 출원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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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주요기업 전체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그림> 주요기업 전체 기술분야별 특허 동향

◆ 일상과 관련있는 콘텐츠(SNS, 네비게이션)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으며(40%), 의료 관
련 VR/AR 콘텐츠에 대한 연구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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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기업(삼성) 출원 동향

<그림> 삼성 社의 출원동향

■ 삼성은 2009년부터 VR/AR 콘텐츠 분야에 출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2010년 첫 출시한 스마트폰에 탑재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판단됨

■ 삼성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높은 스마트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에 대해서도 국내와 미국에 차등을 두지 않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삼성 역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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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기업(LG) 출원 동향

<그림> LG 社의 출원동향

■ LG는 2010년부터 VR/AR 콘텐츠 분야에 출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0년 첫 출시한 스마트폰에 탑재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LG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국내와 미국에서 80%가 넘는 출원 활동을 하였음.

■ LG는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이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VR/AR
콘텐츠 연구가 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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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기업(ETRI) 출원 동향

<그림> ETRI 社의 출원동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일반 기업이 아닌 연구원의 특성 상, 삼성, LG가 스마트폰 사
업에 진입하기 전부터 VR/AR 콘텐츠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음

■ 연구 초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부분 국내에서만 출원 활동을 하였지만, 2000년대
에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출원 활동을 시작하였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삼성,LG와는 다르게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 외에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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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주요기업 전체 특허 동향

가. 국외 주요기업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주요기업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

VR/AR 콘텐츠 분야의 Google, Microsoft의 연도별 출원 동향은 2009년 이후 성장

세를 보이며 2014년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나 곧 회복하여 2016년 최대 출원 건
수를 기록

나. 국외 주요기업 전체 출원국 현황
<그림> 주요기업 전체 출원국 현황

◆

Microsoft의 주요 출원 국가는 미국(50%)으로 최다이며, 이어서 중국(21%), 유럽

(15%), 한국 이 중국과 유럽에도 다수의 출원 활동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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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주요기업 전체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그림> 주요기업 전체 기술분야별 특허 동향

◆

VR/AR 콘텐츠와 관련된 만큼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일상 관련 콘텐츠(정보제

공, 네비게이션)와 게임/테마 콘텐츠(여행,경험 제공) 의 비중이 60%에 달함. 세부적으로
는 영상/광고 분야(27%), 게임/테마 분야(26%), 산업/업무 분야(15%)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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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주요기업(Microsoft) 출원 동향

<그림> Microsoft 社의 출원동향

Microsoft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AR/VR 콘텐츠 분야에 대한 출원 활동을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Microsoft의 주요 출원 국가는 미국(50%)이며, 중국과 유럽에도 다수의 출원 활동을 하
였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수의 출원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테마 분야와 일상 콘텐츠
분야에 좀 더 많은 출원 활동을 하였음
Microsoft는 2015년 1월 HMD 증강현실 기기인 홀로렌즈를 공개, 2017년에 홀로렌즈 2
세대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2세대를 건너 뛰고 2019년 3세대를 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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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외 주요기업(Google) 출원 동향

<그림> Google 社의 출원동향

Google은 2010년부터 AR/VR 콘텐츠 분야에 대한 출원을 시작하여 이후 출원건수가 천
천히 줄어들었으나 , 2016년 대량의 출원 활동이 있었음.
Google의 주요 출원 국가 역시 미국(56%)이며, 중국, 한국, 유럽에 15% 내외의 출원 활
동을 하였음
일상 콘텐츠 분야에 40%에 가까운 출원 활동을 하였으며 광고/영상 콘텐츠 분야와 합쳐
70%가량의 출원을 하였음
구글은 2013년 구글 글래스를 공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고 2017년 7월 닫혀
있던 구글글래스 홈페이지가 다시 열리며 ‘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공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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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외 경쟁사 기업별 비교분석

<그림> 기업별 비교분석 <기술분류별 비교분석> 및 <특허 등록율(us)>

일상 콘텐츠와 광고·영상 콘텐츠에서 두 기업간의 출원 활동은 크게 나지 않았으나, 게
임·테마 및 산업·업무 콘텐츠 분야에서는 Microsoft사의 연구 및 특허 출원 활동이 더울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두 기업의 주 활동 무대인 미국을 대상으로 출원 대비 특허 등록율을 살펴보면,
Microsoft가 144건의 출원 중 98건의 등록율(68%)을 보이고 Google은 126건의 출원 중
67건의 등록율(53%)를 보여 Microsoft가 연구 및 특허 활동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다소
앞서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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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심층 분석
제 1 절 ‘증강현실(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유효 특허(986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1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의료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1

문헌번호
US 9529424
B2

출원일
2010.11.05

발명의 명칭
Augmented

출원인

reality with direct user
interaction

Licensing, LLC

KR
2

자동

10-2016-0111 2015.01.16

컨텐츠 스크롤링

942 A
KR
3

10-2015-7033 2014.05.22

홀로그램

앵커링

및 동적 포지셔닝 기법

243A
4

5

6

7

8

9

10

11

US 9304003B1 2015.03.18
US 9858720
B2
US 9329678
B2
US 9261954
B2
US

B2
US 9851936
B2
JP
2017-532672A

reality navigation

2015.04.16 Three-dimensional

2012.08.14

2014.01.31

2017-0358141 2017.06.09
A1
US 8542250

Augmented

Augmented

mixed-reality viewport

reality overlay for control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등록

SONY CORPORATION

등록

HMD Transitions for Focusing on Specific
SONY CORPORATION
Content in Virtual-Reality Environments

등록

devices
Display

control device, display control

method, and recording medium

2009.08.17 Entertainment

2014.10.24

Microsoft Technology

법적상태

Information

device, system, and method SONY CORPORATION
processing to indicate a

position outside a display region
INFORMATION

등록

SONY CORPORATION

등록

SONY CORPORATION

등록

PROCESSING APPARATUS

2015.09.18 AND METHO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PRO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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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1) US 9529424 B2

등록특허 US 9529424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와 상호작용 영역에서 객체를 트
랙킹하는 카메라와, 가상환경을 사용자 상호작용 영역의 뷰와 결합하는 일부 투명 디스
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529424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ugmented reality with direct user interaction

국가

US (미국)

출원번호

12/940322 (2010.11.05)

등록번호

9529424 B2 (2016.12.27)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IPC(Main)

A63F-013/20

패밀리특허

US 9891704 B2
요약

대표도면

【요약】
Augmented reality with direct user interaction is
described. In one example, an augmented reality
system comprises a user-interaction region, a
camera that captures images of an object in the
user-interaction region, and a partially transparent
display
device
which
combines
a
virtual
environment with a view of the user-interaction
region, so that both are visible at the same time
to a user. A processor receives the images, tracks
the object's movement, calculates a corresponding
movement within the virtual environment, and
updates the virtual environment based on the
corresponding movement. In another example, a
method of direct interaction in an augmented
reality system comprises generating a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
object
having
the
corresponding movement, and updating the
virtual
environment
so
that
the
virtual
representation interacts with virtual objects in the
virtual environment.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e object directly interacts with the virtu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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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면

An augmented reality system, comprising:
a user-interaction region;
an image sensor arranged to capture images
of a user-controlled object in the
user-interaction region;
a display device which is at least partially
transparent and arranged to combine a
displayed virtual environment with a view of
the user-interaction region, such that both
the virtual environment and the object are
concurrently visible to a viewing user on the
display device;
a processor arranged to receive the images
and track movement of the object in the
user-interaction region, calculate a
corresponding movement within the virtual
environment that is visually aligned with the
movement of the object when viewed by the
user on the display device, and control the
display device to update the virtual
environment based on the corresponding
movement; and
at least one of:
the display device comprising a plurality of
partitioned sections, the processor being
further arranged to selectively control the
display device to reduce the light emitted
from at least one partition of the display
device at a location coincident with a user's
hand, such that at least one partition of the
display device emits less light than at least
one other partition of the display device and
a portion of the user-interaction region
corresponding to the at least one partition
of the display device with reduced light
emission is more visible through the display
device than surrounding portions; or
the processor being further arranged to
selectively control the display device to
render black pixels at locations in the virtual
environment that are coincident with the
user's hands.

본 발명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상
특 징

호작용 영역에서 객체를 트랙킹하는 카메라와, 가상환경을 사용자 상호작용 영역
의 뷰와 결합하는 일부 투명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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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10-2016-0111942 A

공개특허 KR 10-2016-0111942 A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복용자의 시선 응시에 의해 문
서 컨텐츠의 스크롤링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6-011942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자동 컨텐츠 스크롤링
10-2016-7021652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F-003/01

출원인

패밀리특허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2015.01.16)

CN105934730A | EP3097461A1 | IN201647024728 | KR10-2016-0111942A |
US9311718B2 | WOWO2015-112432A1
요약

대표도면

HMD(head-mounted display device)의 최종 사용
자에 의해 컨텐츠가 보여지고 있을 때에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기재된다. 일
부 실시예에서, HMD는 컨텐츠를 판독하기 위한
가상 컨텐츠 리더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디스플레
이할 수 있다. 컨텐츠는 전자 북, 전자 매거진, 워
드 프로세싱 문서, 웹페이지 또는 이메일과 연관
된 텍스트 또는 이미지와 같은 텍스트 및/또는 이
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가상 컨텐츠 리더는 최종
사용자가 가상 컨텐츠 리더 상에서 디스플레이된
컨텐츠의 일부를 읽는 속도에 기초하여 자동화된
컨텐츠 스크롤링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예에서, HMD는 가상 컨텐츠 리더 상에 디스플레
이된 컨텐츠의 자동 스크롤링을 사용자 제어 스크
롤링과 결합할 수 있다(예컨대, HMD의 최종 사용
자의 헤드 트래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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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증강 현실 환경을 디스플레이하는 전자 디바이
스에 있어서,
전자 디바이스의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컨텐츠
리더(virtual content reader)를 디스플레이하는
시스루(see-through) 디스플레이; 및
상기 시스루 디스플레이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
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최종 사용자
가 상기 가상 컨텐츠 리더의 제1 영역 내에서
읽혀지고 있는 컨텐츠의 제1 부분을 보도록 상
기 가상 컨텐츠 리더에 대한 스크롤링 속도를
결정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가
상 컨텐츠 리더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된 컨텐
츠의 제1 부분이 상기 스크롤링 속도로 스크롤
링되게 하며, 상기 가상 컨텐츠 리더는 상기 제1
영역과 상이한 상기 가상 컨텐츠 리더의 제2 영
역과 대응하는 스크롤바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최종 사용자가 상기 제
2 영역을 응시하였음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1 트리거링 이벤트를 검출하고, 상기 하나 이
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제1 트리거링 이벤트를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컨텐츠의 제1 부
분의 스크롤링을 디스에이블(disable)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최종 사용자가 적
어도 제1 기간 동안 상기 제1 영역을 응시하였
음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2 트리거링 이
벤트를 검출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는
상기 최종 사용자가 적어도 상기 제1 기간 동안
상기 제1 영역을 응시하였음을 검출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가상 컨텐츠 리더를 사용하여 디
스플레이된 컨텐츠의 제2 부분이 스크롤링되게
하는 것인, 전자 디바이스

본 발명은 HMD를 통해 사용자가 전자 북, 매거진, 문서와 연관된 텍스
특 징

트 또는 이미지 컨텐츠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시선 응시에 의해 문서 컨텐츠의
스크롤링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41 -

(3) KR 10-2015-7033243 A

공개특허 KR 10-2015-7033243 A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를 통해서,

사용자의 시

선 응시에 의해 문서 컨텐츠의 스크롤링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5-7033243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홀로그램 앵커링 및 동적 포지셔닝 기법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

법적상태

출원인
패밀리특허

Microsoft

10-2015-7033243
(2014.05.22)
공개 (2016.02.02)

Technology Licensing,

IPC(Main)
G06F-003/01
LLC
CN105264478A | EP3000020A1 | IN07230/CHENP/2015 | KR10-2016-0012139A |
US9230368B2 | WOWO2014-190106A1
요약

대표도면

혼합 현실 환경 내의 가상 객체를 사용자가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최적이고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
된다. 사용자가 혼합 현실 환경을 거쳐 움직이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상 객체 주위를 돌아다니
고 상이한 관점으로부터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 객체는 세계에 고정된 채 있을 수 있다. 사
용자가 혼합 현실 환경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
우, 사용자가 용이하게 가상 객체를 보고 이와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가상 객체는 사용자를 대향하
도록 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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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혼합 현실 경험(mixed reality experience)을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시스템으
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하나 이상
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 각 디스플레이 디
바이스는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사용
자에게 가상 객체(virtual object)를 디스플레
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닛(display unit)을 포함
함 - 와,
상기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동
작가능하게 커플링된 컴퓨팅 시스템 -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상기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할 상기 가상
객체를 생성하고,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상기
하나 이상의 사용자 중 한 사용자가 움직이
고 있는 경우 제1 포지션(position)에서 상기
한 사용자에게 상기 가상 객체를 디스플레이
하며, 상기 컴퓨팅 시스템은 상기 한 사용자
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상기 한 사용자를 대
향하도록 회전된 제2 포지션에서 상기 한 사
용자에게 상기 가상 객체를 디스플레이함 을 포함하는
시스템.

본 발명은 HMD를 통해 사용자가 전자 북, 매거진, 문서와 연관된 텍스트 또는
특 징

이미지 컨텐츠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사용자의 시선 응시에 의해 문서 컨텐츠의 스크롤링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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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 9858720 B2

등록특허 US 9858720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로 하여금 3D 가상 뷰포트
를 구현하고 이를 데스크톱과 연동시키는 증강 현실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858720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Three-dimensional mixed-reality viewport

국가
등록번호

9858720

US

출원번호

B2 (2018.01.02)

법적상태

MICROSOFT

출원인

14/688817

(2015.04.16)
등록

TECHNOLOGY

IPC(Main)
G06F-003/0481
LICENSING, LLC
AU2015292490A1 | CN106575153A | EP3172642A1 | JP2017-530438A |

패밀리특허

KR10-2017-0035958A | KR10-2017-0035991A | US2016-0025982A1 |
US2016-0026242A1 | WOWO2016-014878A1 등 60건
요약

An

application

대표도면

running

on

a

computing

platform that employs three-dimensional (3D)
modeling is extended using a virtual viewport
into which 3D holograms are rendered by a
mixed-reality

head

mounted

display

(HMD)

device. The HMD device user can position the
viewport to be rendered next to a real world
2D monitor and use it as a natural extension of
the 3D modeling application. For example, the
user

can

interact

with

modeled

objects

in

mixed-reality and move objects between the
monitor and the viewport. The 3D modeling
application and HMD device are configured to
exchange scene data for modeled objects (such
as geometry, lighting, rotation, scale) and user
interface

parameters

(such

as

mouse

and

keyboard inputs). The HMD device implements
head tracking to determine where the user is
looking so that user inputs are appropriately
directed to the monitor or view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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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1. A head mounted display (HMD) device operable by a
user in a physical environment, comprising:
one or more processors;
a sensor package;
a display configured for rendering a mixed reality
environment to the user, a view position of the user for
the rendered mixed-reality environment being variable
depending at least in part on a pose of the user's hea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one or more memory devices storing computer-readable
instructions which, when executed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cause the HMD device to:
implement a three-dimensional (3D) virtual viewport on
the display,
provide extensibility of the viewport to a 3D modeling
application executing on a computing platform in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application supporting a 3D
model that is rendered on a two-dimensional (2D)
desktop on a monitor coupled to the computing
platform,
render the 3D model as a hologram in the viewport, and
based on the head pose, enable user interaction with
either the 3D model rendered on the desktop or the 3D
model rendered in the viewport,
wherein the 3D model on the 2D desktop on the
monitor is independently rendered from the hologram in
the viewport on the HMD device, such that the 3D model
rendered on the 2D desktop and the 3D model rendered
as the hologram are generated by separate components.

본 발명은 HMD로 하여금 3D 가상 뷰포트를 구현하고, 데스크탑 상에서 렌더
특 징

링되는 3D 모델을 뷰포트에 홀로그램으로 렌더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헤
드 포즈에 따라 데스크톱에 렌더링 된 3D 모델 또는 뷰포트에 렌더링된 3D
모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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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9329678 B2

등록특허 US 9329678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이미지 센서와 시-스루 디스
플레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작동 가능한 제어장치의 기능을 안내하고 기능 변화를 알려
주는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329678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ugmented reality overlay for control devices

국가
등록번호

9329678

US

출원번호

B2 (2016.05.03)

법적상태

등록

IPC(Main)

H04N-021/422

MICROSOFT

출원인

TECHNOLOGY

LICENSING, LLC

패밀리특허

US9329678B2 | WOWO2014-028504A1
요약

Embodiments

for

대표도면

providing

instructional

information for control devices are disclosed.
In one example, a method on a see-through
display

device

comprising

a

see-through

display and an outward-facing image sensor
includes

acquiring

an

image

of

a

scene

viewabl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and
detecting a control device in the scene. The
method also includes retriev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a function of an interactive
element of the control device and displaying
an

image

on

the

see-through

display

augmenting an appearance of the interactive
element of the control device with image data
related

to

13/585520

the

function

of

the

interactiv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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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1. On a see-through display device comprising a
see-through display and an outward-facing image
sensor, a method for providing instructional
information for control devices, the method
comprising:
acquiring an image of a physical scene viewabl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detecting a control device in the physical scene,
the control device comprising a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configured to control
an associated computing device separate from the
see-through display device;
retriev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a function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of the
control device, the function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comprising a control
instruction for the associated computing device;
displaying an image on the see-through display
augmenting an appearance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of the control device
with image data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detecting a change in function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and
displaying an updated image augmenting the
appearance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the updated image providing upda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ange in function of
the physical user-actuatable input device.

본 발명은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는 시-스루 디스플레이 장치가 장면 내의 제
특 징

어장치를 검출하고 사용자에게 작동 가능한 제어장치의 기능을 안내하고 기능
변화를 검출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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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S 9261954 B2

등록특허 US 9261954 B2 특허는 SONY CORPERATION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
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휴대폰의 카메라에 의해 촬영 된 화상에 표시되는 실
물체의 인식 결과에 따라, 현실 공간에 대응하는 증강현실 공간에 가상 물체를 배치하는
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261954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Display control device, display control method, and recording medium

국가
등록번호

9261954

출원인

SONY

US

출원번호

B2 (2016.02.16)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03/0481

CORPORATION

패밀리특허

14/169474

요약

대표도면

There is provided a display control device
including a display controller configured to
place a virtual object within an augmented
reality space corresponding to a real space in
accordance with a recognition result of a real
object shown in an image captured by an
imaging part, and an operation acquisition
part configured to acquire a user operation.
When the user operation is a first operation,
the display controller causes the virtual object
to move within the augmented real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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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1)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1. A display control device comprising:
a display controller configured to
place a virtual object within an
augmented reality space,
corresponding to a real space, in
accordance with a recognition result of
a real object shown in a
two-dimensional image captured by an
imaging part; and
an operation acquisition part
configured to acquire a user
operation, wherein, when the user
operation is a first operation, the
display controller causes the virtual
object to move within the augmented
reality space.

본 발명은 카메라에 의해 촬영 된 화상에 표시되는 실 물체의 인식 결과에 따
특 징

라, 현실 공간에 대응하는 증강현실 공간에 가상 물체를 배치하는 표시제어 수
단을 가지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표시제어부는 증강현실 공간 내의 가상 물
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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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S 2017-0358141 A1

공개특허 US 2017-0358141 A1 특허는 SONY CORPERATION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
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의 전방 카메라로부터 수신되는 이미지를
HMD 의 스크린 상에 렌더링히여 사용자의 시선방향과 일치하게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증강 현실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2017-0358141 A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HMD Transitions for Focusing on Specific Content in Virtual-Reality Environments

국가

US

출원번호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T-007/246

출원인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패밀리특허

15/619395

US62/349652 | WOWO2017-218436A1
요약

대표도면

Methods and systems for presenting an object
on to a screen of a head mounted display
(HMD) include receiving an image of a
real-world environment in proximity of a user
wearing the HMD. The image is received from
one or more forward facing cameras of the
HMD and processed for rendering on a screen
of the HMD by a processor within the HMD. A
gaze direction of the user wearing the HMD, is
detected using one or more gaze detecting
cameras of the HMD that are directed toward
one or each eye of the user. Images captured
by the forward facing cameras are analyzed to
identify an object captured in the real-world
environment that is in line with the gaze
direction of the user, wherein the image of the
object is rendered at a first virtual distance that
causes the object to appear out-of-focus when
presented to the user. A signal is generated to
adjust a zoom factor for lens of the one or
more forward facing cameras so as to cause
the object to be brought into focus. The
adjustment of the zoom factor causes the
image of the object to be presented on the
screen of the HMD at a second virtual distance
that allows the object to be discernible by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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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A method for presenting an object from
a real-world environment on a screen by
a
head
mounted
display
(HMD),
comprising:
receiving
images
of
the
real-world
environment proximal to a user wearing
the HMD, the images received from one
or more forward facing cameras of the
HMD and processed by a processor of
the HMD for rendering on the screen;
detecting a gaze direction of the user
wearing the HMD, using one or more
gaze detecting cameras of the HMD that
are directed toward one or each eye of
the user;
analyzing the images to identify an object
captured in the images of the real-world
environment that correlates with the gaze
direction of the user, wherein the
identified object is currently rendered at a
first virtual distance that causes the object
to appear out-of-focus for the user; and
generating a signal to adjust a zoom
factor for lens of the one or more
forward facing cameras so as to cause an
image of the object to be brought into
focus, wherein adjusting the zoom factor
causes the image of the object to be
presented on the screen by the HMD at
a second virtual distance that allows the
object to be discernible by the user.

HMD의 전방 카메라로부터 수신되는 이미지를 HMD 의 스크린 상에 렌더링
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눈을 향하는 카메라를 통해
특 징

사용자의 시선을 검출한다. 전방 이미지를 분석하여 실제 환경의 객체들을 식
별하며, 사용자의 시선방향과 일치하는 객체에 이미지가 포커싱되게 카메라
렌즈에 대한 줌 팩터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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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 8542250 B2

등록특허 US 8542250 B2 특허는 SONY CORPERATION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
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안경 형태의 장치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보처리 장치로
써,

사용자를 중심으로 표시 영역과 AR 오브젝트의 각도를 기반으로 화상 표시 영역

외측의 AR 오브젝트의 위치와 사운드 출력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음

<표> US 8542250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Information processing to indicate a position outside a display region

국가
등록번호

9851936

출원인

SONY

US

출원번호

B2 (2017.12.26)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03/0481

CORPORATION

15/031724

(2014.10.24)

CN105745602A | EP3067781A1 | IN201647014854 | JP2013-229121 |
패밀리특허

JPWO2015-068587A1 | KR10-2016-0079788A | RU2016116990A | US2018-0088893A1
| US9851936B2 | WOWO2015-068587A1
요약

대표도면

The present technology relates to a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n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and a program that can
more exactly indicate a position outside a
d i s p l a y

r e g i o n .

A n

outside-display-region-position designation unit
designates a position outside a display region
of an image display unit, and a drawing/sound
control unit controls output of a sound of an
AR object from a sound output unit while
moving the AR objet toward the designated
position. The present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 wearable computer, for example, a
glasses-type device having a pair of image
display units for a left eye and a right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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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A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comprising:
an image display screen configured to
display an image;
a speaker configured to output sound;
and
a central processing unit (CPU)
configured to:
designate a position outside a display
region of the image display screen; and
control output of sound of an
augmented reality (AR) object based on:
an angle between a first position of the
display region and a second position of
the AR object with a third position of a
user as the angle's vertex, and
movement of the AR object towards the
designated position.

본 기술은 표시 영역 외의 AR 오브젝트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기 위한 것으
로, 안경 형태의 장치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보처리 장치임. 디스플레이 스크
특 징

린, 사운드 출력 스피커, CPU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를 중심으로 표시 영
역과 AR 오브젝트의 각도를 기반으로 화상 표시 영역 외측의 AR 오브젝트의
위치와 사운드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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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P 2017-532672 A

공개특허 JP 2017-532672 A 특허는 SONY CORPERATION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컨텐츠 아이템에 대한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수신되
어 실제 객체와 관련된 컨텐츠 아이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
를 가지고 있음

<표> JP 2017-532672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METHO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PROVIDING MEDIUM

국가

JP

출원번호

등록번호

-

법적상태

SONY

2017-515783

(2015.09.18)

공개 (2017.11.02)

INTERACTIVE

출원인

IPC(Main)
G06F-017/30
ENTERTAINMENT LLC
CN106716393A | CN107111740A | EP3201788A1 | EP3201833A1 | JP2017-531261A |

패밀리특허

JP2017-532672A | US2016-0092732A1 | US2016-0093106A1 | US62/057219 |
US62/057223 | WOWO2016-053643A1 | WOWO2016-053646A1
요약

대표도면

방법으로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장면에 있는 실세계 물체를 식
별하고 콘텐츠 항목에 태깅된 태그 부착
물체의 화상 인식 및 공유화 설정 중 적어
도 일부에 기초해 실세계 물체를 태그 부
착 물체에 매칭시키고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콘텐츠 항목이 실세계 물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통지해, 사용자로부터
콘텐츠 항목의 리퀘스트를 수신하고 콘텐
츠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컴퓨터
독취 가능 기억 매체는 1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장치는 프로세서 베
이스 디바이스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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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도 면

사용자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볼 수 있
는 장면에 있는 실세계 물체를 식별하
고 콘텐츠 항목에 태깅된 태그 부착
물체의 화상 인식 및 공유화 설정 중
적어도 일부에 기초해 상기 실세계 물
체를 상기 태그 부착 물체에 매칭시키
고 상기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게 상기 콘텐츠 항목이 상기 실세계
물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통지해, 상
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콘텐츠 항목의
리퀘스트를 수신하고 상기 콘텐츠 항
목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구비하는 방법.

본 발명은 실제 현실 물체의 이미지 인식 후 태그가 붙어 있는 물체의 경우,
특 징

그 물체는 마크된 콘텐츠 아이템이므로 컨텐츠 아이템에 대한 요청이 사용자
로부터 수신되어 실제 객체와 관련된 컨텐츠 아이템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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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게임·테마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게임·테마 콘텐츠 유효 특허(133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0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게임·테마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1

문헌번호
US 9898869
B2

출원일
2015-11-04

발명의 명칭
Tactile interaction in virtual
가상

KR
2

environments

출원인

법적상태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Google LLC

등록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등록

Google LLC

심사중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현실 탐사를 위한 리더 디바이스 및

참가자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

10-1904369 2016-05-27
B1

(The reader device for the virtual reality
discovery and the systems including
participant devices)
인터랙티브한

KR
3

10-1838312 2011-06-09
B1

(NATURAL

사용자 입력
USER INPUT FOR DRIVING

INTERACTIVE STORIES)
몰입적

KR
4

스토리를 구동하기 위한 내츄럴

매체에서 어플리케이션들 및 활동들에

출입하기 위한 다차원 그래픽적 방법

10-2017-0120 2016-05-23
166 A

(The application and the multi-dimensional
graphical method for going in and out to
activities in the immersion media.)

5

US 9041622
B2

2012-06-12

Controlling a virtual object with a
증강

6

real

controller device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KR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FOR
10-2018-0065 2016.12.07
EXPERIENCE OF CULTURAL PROPERTY USI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7 A

AUGMENT REALITY AND

공개

VIRTUAL GAME AND

METHOD THEREOF)
7

KR
10-1850028

2015.03.06

B1

8

KR
10-1618943

2014.02.12

KR
10-1328054

2011.08.09

여행 체험 장치 및 그 방법(Device

for

virtual tour experience and method thereof)
경쟁

B1

9

가상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스마트 기기(TERMINAL

B1

등록

게이머

AND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RBCE GAME, GAMER
SMART DEVICE)
실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동을 발생시키는 영상표시장치 및 실감
진동 구현방법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

엘지전자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개

KR
10

10-2012-0090 2011.02.08
661 A

골프

연습 장치(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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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apparatus)

(1) US 9898869 B2

등록특허 US 9898869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자신의 손을 사
용해 가상 객체를 이동시키는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권리범위를 가
지고 있음

<표> US 9898869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Tactile interaction in virtual environments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US

출원번호

B2 (2018.02.20)

법적상태

Live

Technology Licensing, LLC

IPC(Main)

G09G-005/00

9898869
Microsoft

CN108027653A | EP3347795A1 | US2018-0190034A1

패밀리특허

US62/216248 | US9898869B2 | WOWO2017-044398A1

요약

대표도면

【요약】
Tactile virtual reality (VR) and/or mixed reality
(MR)

experiences

are

described.

Techniques

described herein include receiving data from a
sensor

and

accessing

a

position

and

an

orientation of a real object that is physically
present in a real scene. Furthermore, techniques
described herein include identifying the real
object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position
and the orientation of the real object and
causing a graphical element corresponding to
the real object to be rendered on a display of
a VR and/or MR display device. The graphical
element can be determined based at least in
part

on

a

14/932282

VR

and/or

MR

application.

The

techniques described herein include determining
an interaction with the real object and causing
a functionality associated with the graphical
element to be performed in the VR or MR
environment rendered via the VR and/or MR
display devi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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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센서, 프로세서 및 메모리에 의해 실행 가능한 모듈
로 이루어진 시스템

1. A system comprising:
a sensor;

1) 실제 객체 데이터에 접근하는 단계

one or more processors;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memory; and

-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물의 위치 및 방향에

one or more modules stored in the memory and
executable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to
perform operations comprising:

접근

2) 그래픽 요소의 형성 단계

receiving first data from the sensor;
identifying,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first
data, a first real object and a second real object
that are physically present in a real scene;

- 실제 대상을 식별하고 디스플레이상에 렌더링 될
실물에 대응하는 그래픽 요소를 형성
- 그래픽 요소는 VR 또는 MR 어플리케이션에 기초

determining a position of the first real object and
a position of the second real object in the real
scene;
accessing a first virtual element and a second
virtual element representing at least one of a
geometry or surface details of the first real object
and the second real object;

하여 결정

3)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 실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결정
- 렌더링된 VR 또는 MR 환경에서 수행되는 그래픽
요소와 연관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함

causing a first virtual object and a second virtual
object, corresponding to the first virtual element
and the second virtual element respectively, to be
rendered in a virtual reality scene based on a
virtual reality application;

도면 분석

receiving second data from the sensor;
detecting, based on the second data, an
interaction where the second real object is placed
within a threshold distance of the first real object
in the real scene; and
causing,
in
response
to
the
interaction,
presentation of a third virtual object to be
rendered on the virtual reality scene to replace
the first virtual object and the second virtual
object.

도면 7A-7C
실제 객체에 중첩되도록 가상 객체를 구현하여 가
상의 장난감 방을 형성한 예시도면
실제로는 상자를 옮기지만 사용자에게는 장난감
집을 옮기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되며, 실제 물건
을 옮기기 때문에 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

특 징

본 발명은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자신의 손을 사용해 가상 객체를 이동시키는 등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가상 객체를 실물 위에 렌더링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VR 또
는 MR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실제 객체에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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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10-1904369 B1

등록특허 KR 10-1904369 B1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어플리케이션, 가상 여행 콘텐츠, 가상 여행 생성기로 이루어
진 리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 뷰어, 탐험가 어플리케이션, 가상 여행 콘텐츠로 이루어진
참가자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904369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현실 탐사를 위한 리더 디바이스 및 참가자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
(The reader device for the virtual reality discovery and the systems including participant devices)

국가

KR

출원번호

10-2017-7027066

등록번호

10-1904369 B1 (2018.09.27)

법적상태

등록

IPC(Main)

H04W-004/20

출원인

패밀리특허

Google

LLC

(2016.05.27)

CN107438813A | EP3304950A1 | JP2018-528496A | KR10-1904369B1 | US62/167206 |
US9911238B2 | WOWO2016-191719A1

요약

대표도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은 리더 디바이스를 포함
할 수 있다. 리더 디바이스는 각각의 가상 현실(VR)
콘텐츠에 대응하는 다수의 프리뷰 이미지를 디스플
레이하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리더 디바이스는 또한 상기 다수의 프리뷰 이미
지들 중 프리뷰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선택
디바이스 및 상기 선택된 프리뷰 이미지와 연관된
각각의 VR 콘텐츠의 프리젠테이션을 제어하도록 구
성된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리더 디바이스와 동작가능하게 연결되는 복수
의 참가자 디바이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참
가자 디바이스들의 각각의 참가자 디바이스는, 리더
디바이스에 응답하여, 선택된 프리뷰 이미지에 대응
하는 각각의 VR 콘텐츠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이
미지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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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시스템으로서,
리더 디바이스; 및
상기 리더 디바이스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복수의 참
가자 디바이스들
을 포함하며,
상기 리더 디바이스는,
복수의 프리뷰 이미지들을 디스플레이하는 인터페이스,
각각의 프리뷰 이미지는 각각의 가상 현실(VR) 콘텐츠
에 대응하고;
상기 복수의 프리뷰 이미지들 중 프리뷰 이미지를 선
택하는 선택 디바이스; 및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되, 상기 리더 어플리케이
션은,
상기 선택된 프리뷰 이미지와 관련된 각각의 VR 콘텐
츠를 상기 리더 디바이스 및 상기 복수의 참가자 디바
이스들 상에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제어하고,
상기 복수의 참가자 디바이스들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제어하며,
상기 복수의 참가자 디바이스들의 각각의 참가자 디바
이스는, 상기 리더 디바이스의 제어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프리뷰 이미지에 대응하는 각각의 VR 콘텐츠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리더 디바이스 및 리더 디바이스에 연결된 참가자 디
바이스로 이루어진 시스템
1) 리더 디바이스
- 복수의 프리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인터페이
스를 포함하며, 프리뷰 이미지는 콘텐츠와 일치함
- 프리뷰 이미지를 선택하는 선택 디바이스를 포함
-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2) 리더 어플리케이션
- 리더 디바이스와 참가자 디바이스에서 선택된 프리
뷰 이미지와 관련된 VR 콘텐츠 표시를 제어 가능
- 복수의 참가자 디바이스 각각의 기능을 제어 가능
3) 참가자 디바이스
- 리더 디바이스의 제어에 응답하여 선택된 프리뷰
이미지에 대응하는 VR 콘텐츠가 포함하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청구항 2항】

도면 분석

도면 6b.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는 3 차원(3D) 파노라마 및 가이드 디바이스에서 컨트롤 메뉴 아이콘(610)을 선택하
면 네비게이션 컨트롤 메뉴(612)를 불러올 수 있음.
3D 포토스피어(photosphere)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해당 컨트롤 메뉴에서 선생님은 시스템에 연결된 학생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수를 확인하거나 가능한 VR 여행의 목록, 지리적 위치
등을 볼 수 있음.
도면 7b
산호초와 관련된 VR 여행 콘텐츠의 예시 도면

본 발명은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가상 여행 콘텐츠, 가상 여행 생성기로 이루어진 리더 디
바이스와 가상현실 뷰어, 탐험가 어플리케이션, 가상 여행 콘텐츠로 이루어진 참가자 디바
특 징

이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실시예로는 리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선생님과 참가자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육 및 수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전문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프레젠테이션, 회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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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 10-1838312 B1

등록특허 KR 10-1838312 B1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에서

출

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 이야기를 디스플레이 하며, 변형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나레이션을 포함하
여 사용자의 모션 및 음성명령을 통해 변형된 이야기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838312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인터랙티브한 스토리를 구동하기 위한 내츄럴 사용자 입력(NATURAL USER INPUT FOR
DRIVING INTERACTIVE STORIES)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출원번호

KR

10-1838312

Microsoft

패밀리특허

B1 (2018.03.07)

Technology Licensing, LLC

10-2012-7033285

(2011.06.09)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03/16

CA2800533A1 | CN102947774B | EP2583155A2 | JP5944384B2 | KR10-1838312B1 |
TWI531396B | US8381108B2 | US9274747B2 | WOWO2011-162974A2

요약

대표도면

혼합 현실 환경 내의 가상 객체를 사용자가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최적이고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
된다. 사용자가 혼합 현실 환경을 거쳐 움직이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상 객체 주위를 돌아다니
고 상이한 관점으로부터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 객체는 세계에 고정된 채 있을 수 있다. 사
용자가 혼합 현실 환경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
우, 사용자가 용이하게 가상 객체를 보고 이와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가상 객체는 사용자를 대향하
도록 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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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오디오를 제공하는 시
청각(audiovisual) 장치 및 사용자 모션을 캡쳐하
는 캡쳐 장치에 연결된(coupled) 컴퓨팅 환경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인터랙티브한 게임 양태들
(interactive gaming aspects)을 선형 스토리(linear
story)로 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이미지들 및 오디오 내러티브 중 적어도 하나
를 사용하여 상기 시청각 장치를 통해 상기 선형
스토리를 제시(present)하는 단계로서, 상기 선형
스토리는 디폴트 스토리(default story)와 변경 스
토리(altered story)를 가지고, 상기 디폴트 스토리
는 사용자가 스토리와 상호작용(interact)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이미지들 또는 내러티
브의 디폴트 세트(default set)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선형 스토리를 제시하는 단계;
b) 상기 캡쳐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 및 음
성 명령어(command) 중 적어도 하나를 탐지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에서 탐지된 움직임 또는 음성 명
령어가, 상기 이미지들 또는 내러티브의 디폴트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이미지들 및 추가 내
러티브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는 스토리 브랜치
(story branch)를 포함하도록 상기 선형 스토리를
변경하는
상기
선형
스토리와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인지를 식별하는 단계;
d) 상기 시청각 장치를 통해 상기 추가 이미지들
및 추가 내러티브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상기 선형 스토리를 상기 변경 스
토리로 변경하는 단계; 및
e) 상기 사용자가 시야(field of view)를 벗어나고
있음을 상기 캡쳐 장치가 감지하면, 상기 사용자
가 시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일시 정지(pause)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랙티브한 게임 양태들을 선형 스토리로 결합
하는 방법.

구성요소 분석
사용자의 모션 캡쳐를 위한 디바이스, 이미지를 디스플레
이하고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시청각 디바이스에 연결
된 컴퓨팅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인터랙티브 게임
양상을 선형 이야기로 결합하는 방법
1) 이미지와 나레이션을 사용하는 시청각 장치를 통해
선형 이야기를 제공
- 선형 이야기는 디폴트 이야기와 변형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
- 디폴트 이야기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제
공되는 이미지 및 나레이션 세트를 포함
2) 캡쳐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모션 또는 음성 명령
을 감지
3) 모션 또는 음성 명령을 감지하면 선형 이야기를 변형
이야기로 변환
- 변형된 선형 이야기는 시청각 장치를 통해 추가적인
이미지와 나레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

도면 분석

도면 1a
인터랙티브한 스토리 경험을 제공하는 타겟(사람)
인식, 분석 및 트래킹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시
도면 12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수의 결과가 나
올 수 있는 branching 플롯을 도시하고 있음

본 발명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 이야기를 디스플레이 하며, 변형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미지와 나레이션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모션 및 음성명령을 통해 변형된 이야기를

특 징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사용자의 선택으로 인해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흥
미를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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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0-2017-0120166 A

공개특허 KR 10-2017-0120166 A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심사
중인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가 VR 헤드셋 등의 몰입적 매체에서 활동들에 출입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다차원 그래픽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7-0120166 A 특허 요지리스트
몰입적 매체에서 어플리케이션들 및 활동들에 출입하기 위한 다차원 그래픽적 방법
발명의 명칭

(The application and the multi-dimensional graphical method for going in and out

국가
등록번호

KR
10-2017-0120166

출원인

Google

to activities in the immersion media.)
10-2017-7027230
출원번호
(2016.05.23)
A (2017.10.30)

법적상태

심사중

LLC

IPC(Main)

G06F-003/0481

CN107430442A | EP3304254A1 | JP2018-521372A | KR10-2017-0120166A

패밀리특허

US9959677B2 | WOWO2016-191362A1
요약

대표도면

한 일반적 양태에서, 방법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어플리케이션
을 실행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VR 공간에서 VR 헤드셋의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
는 액션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를 포
함하며; 상기 VR 공간에 포함된 상기 적어도 하나
의

오브젝트를

향한

상기

VR

공간에

몰입된

(immersed) 사용자의 제1 움직임을 검출하는 단
계; 및 상기 제1 움직임을 검출함에 기초하여 상
기 VR 공간에서 상기 관련된 액션을 수행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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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컴퓨팅 디바이스와 VR 헤드셋으로 이루어진 방법

방법으로서,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VR 공간에서 VR 헤드
셋의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컨텐츠를 제공
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는 액션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며;
상기 VR 공간에 포함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오브젝
트를 향한 상기 VR 공간에 몰입된(immersed) 사용
자의 제1 움직임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움직임을 검출함에 기초하여 상기 VR 공간
에서 상기 관련된 액션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1) VR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VR 헤드셋의 스크린에 제
1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2) VR 헤드셋의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객체를 V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 1 플로팅 아이콘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액션과 연관이 있음
- 플로팅 아이콘은 제 1 콘텐츠와 함께 디스플레이 되며 디
스플레이 위치는 제 1 콘텐츠와는 독립적임
3) 객체를 향한 사용자의 제 1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4) 제 1 움직임이 검출되면 VR 공간에 관련 액션을 수행하는 단계

【청구항 3항】

도면 분석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는 상기 VR 헤드셋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항】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액션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항】

도면 3b-3g, 3i
지구본은 어플리케이션, 액션 및 상태를 표현하는 VR
공간의 객체이며 사용자의 제스처(몸을 기울여 다가가
는 정도)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확대된 지도(라팔마 섬)를 제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은 상기 VR 공간에서 상기 공하거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음
VR 헤드셋의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 거리 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컨텐츠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음
본 발명은 사용자가 VR 헤드셋 등의 몰입적 매체에서 활동들에 출입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다
차원 그래픽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특 징

실시예로 VR 환경에 달력 아이콘이 떠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아이콘에 다가가 몸을 기울여 달
력 아이콘을 들여다 보는 제스처를 취하면 달력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방식을 기재하고 있음.
지구본 콘텐츠의 경우 역시 사용자가 몸을 기울여 달력 아이콘을 들여다 보게 되면 지구본의 해당
지역의 확대도를 제공하는 방식의 실시예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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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9041622 B2

등록특허 US 9041622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제 컨트롤러 장치를 가진 니
어아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표시된 물체를 제어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
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041622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Controlling a virtual object with a real controller device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9041622
MICROSOFT

US

출원번호

B2 (2015.05.26)

법적상태

Live

IPC(Main)

G09G-005/00

TECHNOLOGY

LICENSING, LLC

패밀리특허

US9041622B2
요약

대표도면

Technology is described for controlling a virtual
object displayed by a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with a real controller device. User input data
is received from a real controller device requesting
an action to be performed by the virtual object. A
user

perspective

13/494989

of

the

virtual

object

being

displayed by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is determined. The user input data requesting the
action to be performed by the virtual object is
applied based on the user perspective, and the
action is displayed from the user perspective. The
virtual object to be controlled by the real controller
device may be identified based on user input data
which may be from a natural user interface (NUI). A
user selected force feedback object may also be
identified, and the identification may also be based
on NUI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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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1. A method for controlling a virtual
displayed by a near-eye, augmented
display of a near-eye, augmented reality
system communicatively coupled with
controller device comprising:

구성요소 분석
object
reality
display
a real

identifying a user selected object in a display
field of view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system for control by the real controller
device by one or more processors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system based
on user input detected by one or more of the
group consisting of one or more sensors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system or
the real controller device;
translating one or more physical touch based
actions being performed with respect to one or
more touch activated parts of the real controller
device to user input data;
receiving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system the
user input data from the communicatively
coupled real controller device, the user input
data representing a request for an action to be
performed by the user selected object;
identifying that the user selected object for
control by the real controller device is a real
object;
generating a virtual object version of the real
object;
designating the virtual object version as a virtual
object to be controlled by the real controller
device;
erasing the real object from the display field of
view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system;
determining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a
user perspective of the virtual object being
displayed by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applying the user input data requesting the
action to be performed by the virtual object
based on the user perspective; and
displaying the action being performed by the
virtual object from the user perspective in a
display field of view of the near-eye, augmented
reality display.

실제 컨트롤러와 연동되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니어아이
(near-eye)장치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가상 객체를 컨트
롤 하는 방법
1) 디스플레이 영역의 사용자 선택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
2) 실제 컨트롤러의 터치 활성화 파트로부터 수행되는 터
치기반 액션을 사용자 입력 데이터로 변환하고 니어아이
장치에서 수신하는 단계
4)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가 실제 객체인지 식별하고 가상
객체버전을 생성하는 단계
5) 가상 객체를 실제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되는 가상 객체
로 지정하는 단계
6)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표시 시야로부터 실제
객체를 지우는 단계
7) 가상 객체의 사용자 원근감을 결정하는 단계
8) 가상 객체가 수행할 동작을 요청하는 사용자 입력 데이
터를 적용하는 단계
9) 가상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을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영
역에 표시하는 단계

도면 분석

도면3a-3b.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장치(HMD)를 통해 표시된
가상의 헬리콥터를 컨트롤러를 통해 조작하는 예
시도
도면 3f
가상 헬리콥터의 꼬리부분이 내려가도록 해당 부
분을 응시하며 조작하는 예시도

본 발명은 실제 컨트롤러 장치를 가진 니어아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표시된 물

특 징

체를 제어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실제 물체를 선택하여 대응하는 가상 객체를 생성하고, 실제 컨트롤러를 사용해
생성한 가상 객체에 대하여 회전, 이동 등의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가상 객체의 조작 방법을 정하는 데에 있어 시선 추적, 음성 명령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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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10-2018-0065197 A

공개특허 KR 10-2018-0065197 A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

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현실 세계의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다양
한 정보를 쉽고 즐겁게 체험하면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문화재 체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8-0065197 A 특허 요지리스트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시스템 및 그 방법
발명의 명칭

(SYSTEM AND METHOD FOR EXPERIENCE OF CULTURAL PROPERTY USING
AUGMENT REALITY AND VIRTUAL GAME AND METHOD THEREOF)
10-2016-0165718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A63F-013/80

패밀리특허

(2016.12.07)

KR10-2018-0065197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문화재 체험 시스템은 사용자가 문화
재를 촬영한 문화재 실사 영상과 상기 문화재를 촬영
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문화재 정보 획득
부; 상기 획득된 문화재 실사 영상 및 상기 획득된 위
치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문화재 실사 영상에 대응되는
문화재를 인식하는 문화재 인식부; 상기 인식된 문화
재에 맵핑된 가상의 문화재 부가 정보를 생성하고, 상
기 문화재 실사 영상과 상기 생성된 가상의 문화재 부
가 정보를 합성하여 문화재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가
상 정보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문화재 합성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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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사용자가 문화재를 촬영한 문화재 실사 영상과 상기 문
화재를 촬영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문화재
정보 획득부;
상기 획득된 문화재 실사 영상 및 상기 획득된 위치정보
를 분석하여 상기 문화재 실사 영상에 대응되는 문화재
를 인식하는 문화재 인식부;
상기 인식된 문화재에 맵핑된 가상의 문화재 부가 정보
를 생성하고, 상기 문화재 실사 영상과 상기 생성된 가상
의 문화재 부가 정보를 합성하여 문화재 합성 영상을 생
성하는 가상 정보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문화재 합성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
레이부
를 포함하는 문화재 체험 시스템.

【청구항 7항】

문화재 체험 시스템
1) 문화재 정보 획득부
- 사용자가 촬영한 문화재 실제 영상 획득
- 문화재를 촬영한 사용자의 위치정보 획득
- 카메라를 구비(청구항 2)
2) 문화재 인식부
- 획득한 실제 영상 및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문화재를
인식
3) 가상 정보 생성부

제1항에 있어서,
- 인식된 문화재에 맵핑 된 가상의 문화재 부가 정보를
상기 가상 정보 생성부는,
생성
상기 가상의 문화재 부가 정보가 체험 게임인 경우 상기
인식된 문화재와 맵핑된 체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로딩 - 문화재 부가 정보는 가상의 부가 영상, 오디오, 사운
시켜 실행하고 상기 체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
드, 가상 체험 게임을 포함
험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 문화재 체험 시스템.
- 상기 부가 정보와 실제 영상을 합성하여 문화재 합성
영상을 생성
【청구항 10항】
4) 디스플레이부
제1항에 있어서,
- 문화재 합성 영상을 디스플레이
상기 가상의 문화재 부가 정보는,
가상의 부가 영상, 가상의 부가 오디오, 가상의 부가 사운
드, 가상의 체험 게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포함된 문
화재 부가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재 체험 시스
템.

도면 분석

도면3.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및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를 나타낸 도면
도면4.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방법에 대한 흐름도

특 징

증강 현실 및 가상 게임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현
실 세계의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쉽고 즐겁게 체험하면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
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문화재 체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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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 10-1850028 B1

등록특허 KR 10-1850028 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 여행 체험 장치로써 사용자에게 가상 여행 체험 콘
텐츠를 제공하는 중,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에
따라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850028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여행 체험 장치 및 그 방법
10-2015-0031770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850028 B1 (2018.04.12)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A63F-013/20

패밀리특허

(2015.03.06)

KR10-1850028B1 | US2016-0260252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 여행 체험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면에 따른 가상 여행 체험
장치는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출력모듈,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는 동
작인식모듈, 상기 동작 동작인식모듈을 통해 인식된
상기 신체 움직임에 따라, 상기 가상 여행 체험 콘
텐츠의 영상에 포함된 다수의 객체의 움직임을 제어
하는 콘텐츠구동모듈, 및 상기 가상 여행 체험 콘텐
츠 내 지형 환경 및 상기 다수의 객체의 움직임 변
화에 대한 체감 피드백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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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출력모
듈;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는 동작인식모듈;
상기 동작인식모듈을 통해 인식된 상기 신체 움직임에
따라, 상기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에 포함된 다
수의 객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콘텐츠구동모듈; 및 상
기 다수의 객체의 움직임 변화 및 상기 가상 여행 체
험 콘텐츠 내 지형 환경에 대한 체감 피드백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되,
상기 영상출력모듈은,
상기 사용자의 시야각을 커버하는 광시야각 헤드 마운
트 디스플레이(HeBD Mounted Display, HMD)와 3D
영상이 재생 가능하고 상기 사용자와 소정 거리만큼
떨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방향의 실제
환경을 촬영하는 광각 입체 카메라;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광각 입체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상기 실제 환경
은 상기 광시야각 HMD를 통해 화면 출력되는 가상
여행 체험 장치.

가상 여행 체험 장치
1) 영상 출력 모듈
- 사용자의 시야각을 커버하는 광시야각 HMD 또는
3D 영상이 재생 가능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장치
중 하나를 포함
- 사용자의 시선과 동일한 방향의 실제 환경을 촬영
하는 광각 입체 카메라
2) 동작인식 모듈
-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
3) 콘텐츠 구동 모듈
- 동작 인식 모듈에 의해 인식된 사용자의 특정 제스
처 및 시선 변화를 가상 여행 콘텐츠의 영상에 반
영 및 객체 움직임 제어
4)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다수 개체의 움직임 변화 및 가상 여행 체험 콘텐

【청구항 5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구동모듈은,
상기 동작인식모듈에 의해 인식된 상기 사용자의 특정

츠 내 지형 환경에 대한 체감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

제스처 및 상기 사용자의 시선 변화를 상기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에 반영하는 것
인 가상 여행 체험 장치.

도면 분석

도면1.
기린, 원숭이 및 코끼리 등과 같이 가상의 객체(동물)들을 포함하는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에, 가상 여행
을 체험하는 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이 탑승한 차량 형태의 모션 플랫폼을 렌더링(rendering)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차량을 타고 사파리를 체험하는 듯한 가상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도면7.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여행 체험 방법 흐름도

특 징

본 특허는 가상 여행 체험 장치로써 사용자에게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에 따라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을 제어하는 것을 포함. 예컨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여행 체험 장치는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기린, 원숭이 및 코끼리 등과 같이
가상의 동물들을 포함하는 가상 여행 체험 콘텐츠의 영상에, 가상 여행을 체험하는 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이 탑승
한 차량 형태의 모션 플랫폼을 렌더링(rendering)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차량을 타고 사파리를 체험하는 듯한 가
상 여행을 체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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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 10-1618943 B1

등록특허 KR 10-1618943 B1 특허는 ㈜엘지유플러스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게이머 및 다른 게임 참여
자가 소지하는 스마트 기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이격거리, 이동 거리, 이동 속도 및 순위
등을 비교 분석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증강현실 캐릭터가 구현되는 스마트 기기의 화
면을 통해 표시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618943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경쟁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 게이머 스마트 기기
10-2014-0015991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618943 B1 (2016.04.29)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IPC(Main)

H04W-004/02

패밀리특허

(2014.02.12)

KR10-1618943B1
요약

대표도면

경쟁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 게이머 스마트 기
기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쟁 게
임 제공 방법은, 경쟁 게임에 참여 중인 복수의 스
마트 기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
기 복수의 스마트 기기 중, 게이머 스마트 기기와
게임참여 스마트 기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
기 게임참여 스마트 기기에 관한 타인상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머 스마트 기기에 구비
되는 화면의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타인상태 데이
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타인상태 데이터를 상기 게
이머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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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경쟁 게임에 참여 중인 복수의 스마트 기기 중, 게이
머 스마트 기기가 갖는 시야 범위 내에 위치하는 참
여자의 스마트 기기를, 게임참여 스마트 기기로서 식
별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스마트 기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획득하
는 단계;
상기 게이머 스마트 기기의 제1 위치 정보와, 상기
식별된 게임참여 스마트 기기의 제2 위치 정보 간의
상대적 이격거리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상대적 이격거리를 포함하여, 상기 게임참여 스
마트 기기에 관한 타인상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머 스마트 기기에 구비되는 화면의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타인상태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타인상태 데이터를 상기 게이머 스마트 기기로 전송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경쟁 게임 제공 방법.

【청구항 10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워치 또는 스마트 글라스를 포함하는 웨어러
블 디바이스(wearBBle device), 스마트 폰, 및 태블릿
피시 중 적어도 하나인
경쟁 게임 제공 방법.

경쟁 게임 제공 방법
1) 경쟁 게임(ex.마라톤)에 참여 중인 복수의 스마트 기기
중 사용자의 시야 내의 참여자의 스마트 기기를 식별
- 스마트기기는 스마트 워치 또는 스마트 글라스를 포함하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중 하나인
경쟁 게임 제공 디바이스
2) 참여자의 스마트 기기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
3) 스마트 기기의 위치정보를 통해 사용자와 상대방의 이격
거리를 산출
4)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에 상대방의 이격거리를 포함한 데
이터를 표시
- 현재 순위, 남은 거리, 평균 속도 등을 표시할 수 있음(실
시예)

도면 분석

도면3.
게이머 스마트 기기에서 표시되는 경쟁 게임의 실행 화면의 일례
참여자가 소지한 게임참여 스마트 기기 간 비교 분석 결과(예, 상대적 이격거리, 이동 거리 및 이동 속
도 등)에 따라, 자신보다 앞에 위치한다고 분석된 참여자의 증강현실 캐릭터를 거리 별로 크기 차이를
두어서 화면 상에 표시할 수 있음
도면5.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경쟁 게임 제공 방법의 순서를 도시한 흐름도
본 발명은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게이머 및 다른 게임 참여자가 소지하는 스마트 기

특 징

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이격거리, 이동 거리, 이동 속도 및 순위 등을 비교 분석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증강현실 캐릭터가 구현되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통해 표시 함으로써, 게이머에게 다른
게임 참여자에 관한 정보를 게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게임 승부에 따른 긴박감
과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는 경쟁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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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0-1328054 B1

등록특허 KR 10-1328054 B1 특허는 ㈜엘지전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된 특허
임. 해당 특허는 가상의 게임 내에서 폭파 이벤트가 있을 시 그 위치와 강도에 따라 스
마트 폰 등의 휴대기기에 진동의 세기와 시간, 감쇠 비율을 결정하여 구현함으로써 사용
자에게 좀 더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328054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실감 진동을 발생시키는 영상표시장치 및 실감 진동 구현방법
10-2011-0079279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328054 B1 (2013.11.01)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H04B-001/40

패밀리특허

(2011.08.09)

KR10-1328054B1 | US9216352B2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3D 영상표시장치의 사용자가 3D 영상
의 효과와 연계되고, 3D 공간상의 환경 내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출력되는 실감 진동을 통하여 3D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인식(체험)할 수
있고, 게임 내의 상황 또는 가상현실을 보다 현실
감 또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동작하는 영
상표시장치 및 실감 진동을 구현하기 위한 진동 강
도 조절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표시장치는,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상에서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여 진동을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 상기 화면상에서 발생한 각 이벤트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각 이벤트의 위치에 상응하
는 진동의 출력 방식을 결정하는 제어부; 및 상기
결정된 각 이벤트의 출력 방식에 따라 진동을 발생
시키는 가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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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상에 형성된 가상 공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여 진동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
상기 발생한 각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을 출력하는 가
진부; 및
상기 발생한 각 이벤트의 상기 가상 공간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기 진동의 진동 강도, 상기 진동의 발생 시
간, 상기 진동의 발생 시점 및 상기 진동의 시간에 따른
감쇠 비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각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의 출력 방식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출력 방식에 따라 상기 발생한 각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이 출력되도록 상기 가진부를 제어하는 제
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발생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이 출력되도록 하는 영상
표시 장치
1) 발생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을 출력하는 가진부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의 진동 강도는,
상기 진동의 주파수 크기 또는 상기 진동의 진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영상표시장치.

【청구항 5항】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거리와 제 2 거리와의 비율을 근거로 상기 각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의 출력 방식을 결정하며,
상기 제 2 거리는 상기 각 이벤트에 대한 제 1 거리들을
비교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 진동의 강도는 주파수의 크기 및 진동의 진폭에 의해서
정해짐
- 진동의 발생 시간은 진동 강도에 비례함
2) 가진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 이벤트의 가상 공간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진동 강도,
진동 발생 시간, 발생 시점 및 감쇠 비율을 포함하여 진
동의 출력방식을 결정

【청구항 8항】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거리와 제 2 거리와의 비율을 근거로 상기 각
이벤트에 대응하는 진동의 출력 방식을 결정하며,
상기 제 2 거리는 상기 각 이벤트에 대한 제 1 거리들을
비교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장치.

도면 분석

도면3.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에 따른 실감 진동 구현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면6, 10.
실감 진동을 출력하는 영상표시장치를 나타내는 예시도
이벤트 발생 지점과 사용자 객체 간의 거리를 근거로 진동 강도를 결정함
본 특허는 가상/증강현실 영상표시장치의 게임 콘텐츠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가상 공간에서의

특 징

이벤트 발생 위치, 종류에 따라 진동을 출력하는 영상 표시장치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
으며, 영상표시장치로는 휴대용 게임기, PMP, PSP, 휴대용 DMB, PDA, 이동통신 단말을 예시
로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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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 10-2012-0090661 A

공개특허 KR 10-2012-0090661 A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증강현실 골프 연습 장치에 대한 발명으로써,
사용자의 스윙에 대한 동작 정보를 수집하여 가상/증강현실에서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치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음

<표> KR 10-2012-0090661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골프 연습 장치(Golf training apparatus)
10-2011-0011206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090661 A (2012.08.17)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A43B-017/00

패밀리특허

(2011.02.08)

KR10-2012-0090661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스윙에 대한 동작 정보를 수집하는 동작정
보 수집부, 동작정보 수집부에 의해 수집된 동작 정보
를 웹서버로 전송하고, 웹서버에서 동작 정보를 통해
생성된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
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및 통신부로부터 입력된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
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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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스윙에 대한 동작 정보를 수집하는 동작정보 수집
부;
상기 동작정보 수집부에 의해 수집된 동작 정보를
웹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웹서버에서 상기 동작 정
보를 통해 생성된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
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골프 트레이닝 서
비스 정보 또는 상기 골프 게임 서비스 정보를 디
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골프 연습
장치.

【청구항 3항】

골프 연습 장치
1) 스윙에 대한 동작 정보 수집부
- 골프채에 설치되어 골프채의 가속도와 원심력을 감지하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
보는 상기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획득한 스윙 모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상기 골프 게임 서비
스 정보는 상기 골프 게임을 위해 구현된 골프 공
간과, 상기 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획득한 상기 스
윙 모션에 따른 골프공의 비거리 및 방향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 연습 장치.

【청구항 4항】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결과는 상기 스윙 모
션과 표준 스윙 모션의 편차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골프 연습 장치.

【청구항 5항】

는 스윙정보 수집부
- 골프화의 깔창에 내장되어 스윙시 양측 발에 의해 가해
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정보 수집부
- 동영상을 촬영하는 촬영부
2) 통신부
- 수집한 스윙 정보를 웹서버로 전송하고, 생성된 골프 트
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보를 수
신
3) 디스플레이부
- 골프 서비스 정보를 디스플레이
4)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
보
- 골프 트레이닝 및 게임을 위해 구현된 골프 공간
- 스윙 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도출해 낸 골프공의 비거리
및 방향
- 사용자의 스윙과 표준 스윙의 편차 정보 제공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정보 수집부는
골프채에 설치되어 상기 골프채의 가속도와 원심
력을 감지하는 스윙정보 수집부;
골프화의 깔창에 내장되어 상기 골프채 스윙시 양
측 발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정보
수집부;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촬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골프 연습 장치.

본 특허는 가상/증강현실 골프 연습 장치에 대한 발명으로써, 사용자의 스윙에 대한 동작 정보
를 수집하여 가상/증강현실에서 골프 트레이닝 서비스 정보 또는 골프 게임 서비스 정보를 제
공하는 골프 연습장치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스윙 동작 분석 방법으로 골프채, 골

특 징

프화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 등을 기재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고정된 보드에 압력 센서를 내장한 형태에서 골프화 깔창에 압력 센서를 부착한
형태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더욱 자연스럽게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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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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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상·네비게이션·SNS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일상·네비게이션·SNS 콘텐츠 유효 특허(181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0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
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게임·테마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KR
1

10-1788499 2015-02-13
B1
US

2

2017-0314954 2016-05-02
A1

3

4

US 9619939
B2
US 9791921
B2

2013-07-31

2013-02-19

US
5

2013-0021374 2011-11-08
A1
KR

6

10-1132512

2010.06.28

B1
KR
7

10-1726227

2010.11.08

B1
KR
8

10-2015-0087 2014.01.22
619 A
KR

9

10

10-2018-0039 2016.10.11
924 A
KR
10-2018-0044 2016.10.24
554 A

발명의 명칭
이미징
(PHOTO

디바이스에서의 사진 구도 및 포지션 안내
COMPOSITION AND POSITION GUIDANCE
IN AN IMAGING DEVICE)

Systems and Methods for Using Real-Time
Imagery in Navigation

Mixed reality graduated

information delivery

Context-aware augmented reality

object

commands
Manipulating And Displaying An

Image On A

Wearable Computing System

사용자 참여형 3차원 모바일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 및 방법
증강현실을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단말기
증강 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장치 및
방법
운송수단으로 시야 확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이를 위한 전자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출원인

법적상태

Google LLC

등록

Google LLC

공개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Google LLC

공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등록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개

삼성전자
주식회사

실내공간의 채광을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 및

엘지전자

그의 제어 방법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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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개

(1) KR 10-1788499 B1

등록특허 KR 10-1788499 B1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최적 품질 및 구도의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788499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이미징 디바이스에서의 사진 구도 및 포지션 안내
(PHOTO COMPOSITION AND POSITION GUIDANCE IN AN IMAGING DEVICE)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패밀리특허

KR
10-1788499

출원번호

B1 (2017.10.13)

Google

LLC

10-2016-7024918
(2015.02.13)

법적상태

등록

IPC(Main)

H04N-005/232

CN105981368A | EP3105921A1 | JP6408019B2 | KR10-1788499B1
US61/939724 | US9667860B2 | WOWO2015-123605A1
요약

대표도면

카메라를 위한 구도 및 포지션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장치가 제시된다. 하나
의 방법은 캡처링 디바이스를 통해 수신된 이미지를 검
출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이미지는 객체들을 식별하고
객체들의 속성들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이미지의
분석에 기초하여, 규칙들에 따라 캡처링 디바이스의 포
지션 또는 설정 중 적어도 하나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
들이 제공된다. 제공된 제안들에 기초한 캡처링 디바이
스의 조정이 검출되고 조정된 이미지를 수신하기 위해
이용된다. 조정된 이미지는 캡처링 디바이스에 의해 캡
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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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방법으로서,
캡처링 디바이스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
기 캡처링 디바이스를 통해 수신된 실세계
장면의 이미지를 검출하는 동작;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상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실세계 장면 내의 객체들을
식별하고 상기 객체들의 속성들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를 분석하는 동작 - 상기
객체들은 생물 객체들을 포함함 - ;
상기 객체들의 상기 속성들에 기초하여, 상
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포지션 또는 설정 중
적어도 하나가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하
는 동작 -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포지션
또는 설정 중 적어도 하나가 조정되어야 하
는지를 판정하는 상기 동작은,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지의 캡처 중에 기울
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동작을 포함
함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포지션 또는 설정
중 적어도 하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판정
에 응답하여, 상기 캡처링 다바이스의 상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규칙들에 따라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포지션 또는 설정 중 상
기 적어도 하나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들을
제공하는 동작 - 상기 제안들은 상기 캡처
링 디바이스의 캡처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
한 제안을 포함함 - ;
상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제공된 제
안들에 기초하여 상기 캡처링 디바이스의
조정을 검출하는 동작 - 상기 조정은 상기
실세계 장면의 조정된 이미지를 수신하는
데 이용됨 -; 및
상기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상기 캡처링 디
바이스에 의해 상기 조정된 이미지를 캡처
하는 동작
을 포함하는, 방법.

구성요소 분석
최적 품질 및 구도의 이미지들을 캡처하기 위한 방법
1) 캡처링 디바이스를 통해 실제 장면의 이미지를 검출
2) 실제 장면 내의 객체들을 식별하고 객체의 속성들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분석
- 상기 객체는 생명체를 포함
3) 분석된 속성들에 기초하여 캡처링 디바이스의 위치
또는 설정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판정
- 디바이스가 기울어져 있거나 너무 줌이 되어 있는지
판정할 수 있음
4) 조정되어야 하는 위치 또는 설정에 대하여 제안
- 디바이스의 각도를 조정하거나 줌 아웃을 제안할 수
있음
5) 디바이스가 조정되는지 검출하고 조정된 이미지를 캡
처

도면 분석

도면 1
해당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캡처링 디
바이스의 예시적인 구조를 도시
일반 카메라 뿐 아니라 스마트 글래스 등을 사용
할 수 있음
도면 3b, 3f
캡처링 디바이스에 의해 캡처된 실세계 뷰 이미
지를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제안을
보여줌
건물의 3차원 뷰를 캡처하기 위한 실시예

본 발명은 최적 품질 및 구도의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프
로그램들에 관한 것으로, 캡처링 디바이스로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증강현실 시스
특 징

템을 가지는 안경 형태의 카메라를 그 예시로 들고 있음
카메라로 검출한 장면의 수직, 수평, 심도 등을 포함한 속성들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사
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여 더 나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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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 2017-0314954 A1

공개특허 US 2017-0314954 A1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운전자에게 시각적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방
향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시점에서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안내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2017-0314954 A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Systems and Methods for Using Real-Time Imagery in Navigation

국가

US

등록번호

출원번호

2017-0314954

출원인

GOOGLE

패밀리특허

A1

INC.

route

destination

for

is

corresponding

guiding

the

obtained,
to

disposed

along

real-time

imagery

visual

prominent
the
is

route

driver

collected

objects

retrieved,
at

a

landmarks

physical
are

to

the

and

vehicle

approximately from a vantage point of the driver
during navigation along the route. Using (i) the
retrieved

visual

landmarks

and

(ii)

the

imagery

collected at the vehicle, a subset of the visual
landmarks that are currently visible to the driver is
selected. Navigation directions describing the route
are provided the driver, the navigation directions
referencing
landmarks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1C-021/36

대표도면

To generate navigation directions for a driver of a
a

(2016.05.02)

IN201847014181 | US2017-0314954A1 | WOWO2017-209878A1
요약

vehicle,

15/144300

the
and

selected

subset

excluding

the

of

the

visual

remaining

visual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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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8항】

구성요소 분석
운전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방향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1. A method for generating navigation
directions

for

drivers,

the

1) 차량의 운전자를 목적지로 안내하기 위한 경로를 획
득하는 단계

method
2) 해당 경로를 따라 배치된 물리적 객체들에 대응하는
복수의 시각적 랜드 마크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comprising:

하는 단계

obtaining, by one or more processors, a
route for guiding a driver of a vehicle to

3) 상기 경로를 통해 운행하는 동안 대략 운전자의 유리
한 지점으로부터 차량에서 수집된 실시간 이미지를 획

a destination;
retrieving,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득하는 단계

from a database, a plurality of visual

4)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각적 랜드마크의 서브 세트를

landmarks

선택하는 단계
- 검색된 랜드마크 및 차량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사용

corresponding

to

prominent

physical objects disposed along the route;
obtaining,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real-time imagery collected at

5) 시각적 랜드마크 중 선택된 서브세트를 참조하여 운
전자에게 방향을 제공하는 단계

the vehicle approximately from a vantage
point

of the

driver

도면 분석

during navigation

along the route;
using (i) the retrieved plurality of visual
landmarks and (ii) the imagery collected
at the vehicle, selecting, by the one or
more processors, a subset of the plurality
of visual landmarks that are currently
visible to the driver; and
providing,

to

the

directions

describing

navigation

directions

driver,
the

navigation 도면 1
route,

referencing

the 대략적으로 사용자의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수집
the 된 실시간 이미지를 고려하여 네비게이션 방향을

selected subset of the plurality of visual
landmarks and excluding remaining ones
of the plurality of visual landmarks.

생성하는 예시 컴퓨팅 시스템의 블록도임
도면 4

자동차 및 사람과 같은 자동 인식된 독립체를 위
치시키는 모델(200)과 함께 장면을 도시함
랜드마크 선택 시스템은 차량 및 사람에 대응하
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를 지리적
모델(200)에 배치시킴

본 발명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방향을 제공하기 위
한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시점에서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안내를 제공함.
특 징

예를 들어 일부 광고판은 낮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의 카메
라로 더 잘보이는 랜드마크를 선택하여 항로를 안내함으로써, 운전자에게 길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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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 9619939 B2

등록특허 US 9619939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 사용자에게 주변 환
경의 실시간 뷰에서 가상 현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가 수 많은
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정보의 양 및 표시의 방식을 조절하는 방
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619939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Mixed reality graduated information delivery

국가

US

출원번호

등록번호

9619939 B2 (2017.04.11)

법적상태

MICROSOFT

출원인

US9619939B2 | US9734636B2 | WOWO2015-017292A1
대표도면

Embodiments that relate to presenting a plurality of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for a plurality of
data

items

in

a

mixed

reality

environment are disclosed. For example, in one
embodiment

a

graduated

information

delivery program receives information for a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and provides a minimum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 for the item to a
head-mounted display device. The program receives
via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a user input
corresponding

Live

TECHNOLOGY

요약

disclosed

(2013.07.31)

IPC(Main)
G06F-003/0346
LICENSING, LLC
CN105518574B | EP3028121B1 | IN201647000656 | KR10-2016-0039267A |

패밀리특허

geo-located

13/956231

to

the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Based on the input, the program provides an
increasing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 for the
selected item to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for display within the mixed real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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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1. A mixed reality system for presenting a plurality
of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for a plurality
of geo-located data items in a mixed reality
environment, the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comprising a minimum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 and a plurality of increasing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that each have greater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than the minimum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 the mixed reality
system comprising:

혼합 현실 환경에서 지리위치정보 부여 아이템에 대한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을 표시하기 위한 혼합 현실 시스

a head-mounted display device operatively
connected
to
a
computing
device,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including a display
system for presenting the plurality of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within the mixed reality
environment;
a memory device; and
a graduated information delivery program stored
in the memory device and executed by a
processor of the computing device, the graduated
information delivery program configured to:
receive information for a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provide the minimum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 for the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to the
display system for display by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within
the
mixed
reality
environment;
receive via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a
user input corresponding to the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based on the user input, provide one of the
increasing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for the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to the display
system for display by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within the mixed reality environment; and
when a spatial information density of geo-located
data item information in the mixed reality
environment is below a predetermined threshold,
provide one of the increasing visual information
density levels for the selected geo-located data
item, wherein the spatial information density
comprises a percentage of a unit area of a display
of the head-mounted display device that is
occupied by displayed geo-located data item
information.

특 징

템
1) 상기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은 최소 시각적 정보 밀
도 레벨부터 점점 증가하는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을 포
함
2) 상기 혼합 현실 시스템은:
(ㄱ) 컴퓨팅 디바이스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는 HMD :
- 혼합 현실 환경 내에서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을 표시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포함
-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등
급을 매긴(graduated) 정보 전달 프로그램을 포함
(ㄴ) 등급을 매긴 정보 전달 프로그램
- 선택된 지리위치정보 부여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정보
를 수신
- 선택된 지리위치정보 부여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최소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을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제공
- HMD를 통해, 선택된 지리위치정보 부여 데이터 아이
템에 대응하는 유저 입력을 수신
- 유저 입력에 기초하여, 선택된 지리위치정보 부여 데이
터 아이템에 대한 증가하는 시각적 정보 밀도 레벨을 디
스플레이 시스템에 제공

도면 분석

도면 6
HMD를 통해 관찰되는 물리적 환경과 최소 시각
정보 밀도 레벨 표시자에 대한 개략도
도면 7
사용자의 관심영역인 푸트 카트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킹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추천/리뷰 데이
터 및 서술 데이터를 표시

본 발명은 HMD 사용자에게 주변 환경의 실시간 뷰에서 가상 현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
으로, 사용자가 수 많은 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정보의 양 및 표시의 방식을 조
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구체적인 실시예로는 넓은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의 관심 영역을 파악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심 영역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시선 추적, 제스처, 머리 위치, 음성 데이
터 및 휴대용 표시기를 예시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 아이템으로 소셜 네트워킹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추천/리뷰 데이터 및 독
립적 서술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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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 9791921 B2

등록특허 US 9791921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발시스루 디스플레이 시스템
을 갖는 증강현실 컴퓨팅 디바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동, 구현시키는 방법에 관
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791921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Context-aware augmented reality object commands

국가
등록번호

9791921

US

출원번호

B2 (2017.10.17)

법적상태

MICROSOFT

출원인

WOWO2014-130329A1
대표도면

Embodiments are disclosed that relate to operating
a user interface on an augmented reality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see-through display system. For
one

disclosed

embodiment

includes

receiving a user input selecting an object in a field
view

of

the

see-through

display

system,

determining a first group of commands currently
operable based on one or more of an identification
of the selected object and a state of the object,
and presenting the first group of commands to a
user. The method may further include receiving a
command

from

the

first

group

of

commands,

changing the state of the selected object from a
first state to a second state in response to the
command,

determining

a

second

group

of

commands based on the second state, where the
second group of commands is different than the
first

group

등록

TECHNOLOGY

요약

of

(2013.02.19)

IPC(Main)
G06F-003/16
LICENSING, LLC
CN105009031B | EP2959361A1 | US2018-0011534A1 | US9791921B2 |

패밀리특허

example,

13/770725

of

commands,

and

presenting

the

second group of commands to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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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1. On an augmented reality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see-through display
system and a sensor system, a method for
operating a graphical user interface, the
method comprising:
receiving a user input from one or more
of an eye-tracking sensor, a head-tracking
sensor, and a hand-tracking sensor of the
sensor system and selecting an object in a
field of view of the see-through display
system when at a first distance from the
object, the object comprising one or more
of a real object and a virtual object and
the object being controllable;
determining a first group of commands
currently operable on the object for
controlling the object based on an
identification of an object type of the
object and a current state of the object,
the first group of commands comprising a
non-zero
number
of
commands
for
controlling the object;
presenting the first group of commands to
a user;
detecting a change in distance from the
first distance of the augmented reality
computing device from the object to a
second distance from the object in the
field of view that is less than the first
distance; and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change in
distance to the second distance, presenting
a second group of commands currently
operable on the object for controlling the
object, the second group of commands
being at least partially different than the
first group of commands and comprising a
greater
number
of
commands
for
controlling the object than the first group
of commands.

구성요소 분석

시스루 디스플레이 시스템, 센서시스템, 그레픽 유저 인터
페이스 조작 방법으로 구성된 증강현실 컴퓨팅 디바이스
1)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여 시선 내의 객체 선택
- 시선 추적 센서, 헤드 추적 센서, 손 추적 센서 사용
- 객체는 실제 객체와 가상 객체로써 조작 가능한 것을
포함
2) 선택된 객체에 관한 메뉴를 디스플레이
- 선택된 객체를 제어하기 위한 제 1 명령 그룹을 결정하
고 사용자에게 제시
-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거리가 가까워지면 해당 물
체를 제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2 명령 그룹을 제
시

도면 분석

도면 1
증강현실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
사용자가 전화기(113), 미디어장치(115), 가상
TV(111) 등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을 도시

본 발명은 시스루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갖는 증강현실 컴퓨팅 디바이스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작동, 구현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특 징

예를 들어 가상 TV, 전화기 등의 물체를 바라보면 그 주위에 메뉴가 형성되며 사용자
가 직관적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부에 반짝이는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
고, 사용자가 TV, 전화기 등에 가까이 다가가면 물체를 제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명령이 담긴 메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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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2013-0021374 A1

공개특허 US 2013-0021374 A1 특허는 Goolge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실제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이미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
하기 위해 사용자가 HMD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2103-0021374 A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Manipulating And Displaying An Image On A Wearable Computing System

국가

US

등록번호

2013-0021374

출원인

출원번호

A1 (2013.01.24)

GOOGLE

패밀리특허

INC.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9G-005/00

대표도면

Example methods and systems for manipulating and
displaying a real-time image and/or photograph on a
wearable computing system are disclosed. A wearable
system

may

provide

a

view

of

a

real-world environment of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may image
at least a portion of the view of the real-world
environment in real-time to obtain a real-time image.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may receive at least
one input command that is associated with a desired
manipulation of the real-time image. The at least
one input command may be a hand gesture. Then,
based on the at least one received input command,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may manipulate the
real-time

(2011.11.08)

CN103814343B | US2013-0021374A1 | US61/509833 | WOWO2013-012603A2
요약

computing

13/291416

image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d

manipulation. After manipulating the real-time image,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may display the
manipulated real-time image in a display of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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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웨어러블 컴퓨팅 시스템
1) 실시간 이미지를 얻기 위해 실제 환경의 뷰를 촬영

1. A method comprising:

2) 원하는 조작과 관련된 입력 명령을 수신

a wearable computing system providing a view
of a real-world environment of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imaging at least a portion of the view of the
real-world environment in real-time to obtain a
real-time image;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receiving at least
one input command that is associated with a
desired manipulation of the real-time image,
wherein the at least one input command
comprises an input command that identifies a
portion
of
the
real-time
image
to
be
manipulated, wherein the input command that
identifies the portion of the real-time image to
be manipulated comprises a hand gesture
detected in a region of the real-world
environment, wherein the region corresponds to
the portion of the real-time image to be
manipulated;
based on the at least one received input
command,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manipulating the real-time image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d manipulation; and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displaying the
manipulated real-time image in a display of the
wearable computing system.

- 손동작을 포함하는 제스처
- 음성 명령
3) 손 제스처를 통해 경계를 형성하는 방법
- 야온을 이용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
- 한 손으로 원 모양을 그리는 방법
4) 형성된 경계를 조작 범위로 설정하고, 제스처 및 음성
명령을 통해 원하는 조작을 입력하는 방법

도면 분석

도면 5a, 5c
운전중인 사용자가 신호에 멈춰있는 상황에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표지판을 확대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예시도면

【청구항 3항】

3.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hand
gesture forms a border.

도면7
확대 등의 조작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
한 예시도면
두 손으로 사각형을 만들거나 한 손으로 원을 그리는
형태가 가능함
본 발명을 실제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이미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기 위해 사용자가
HMD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실시간 이미지의 일정 영역을 확대/축소 하는데 있어 제스처와 HMD에 부착된 터치패
특 징

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있으며, 손 제스처 경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거나 한 손으로 원 모양을 그리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음.
원하는 영역을 제스처를 통해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운전 중 잘 보이지 않는 표지
판 등을 확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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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10-1132512 B1

등록특허 KR 10-1132512 B1 특허는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실사 영상을 획득한 위치 및 방향을 토대로 해당 실사 영상에
포함되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132512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사용자 참여형 3차원 모바일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 및 방법
10-2010-0061094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132512 B1 (2012.03.26)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IPC(Main)

G06T-019/00

패밀리특허

(2010.06.28)

KR10-1132512B1
요약

대표도면

사용자 참여형 3차원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이 개
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참여
향 3차원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은 컨텐츠를 저장
하는 컨텐츠 저장부, 실사 영상을 획득하는 실사
획득 모듈, 상기 실사 영상을 획득한 위치와 상기
실사 영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향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저장부에서 소정의 컨텐츠를 검색하
고, 검색한 컨텐츠를 3D 가상 모델로 렌더링하는
3D 렌더링 모델, 및 렌더링한 상기 3D 가상 모델
과 상기 실사 영상을 정합하여 증강현실을 생성
하는 영상 정합 모듈을 포함한다. 이에 의해, 모
바일 증강현실에 적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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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컨텐츠 저장부;
실사 영상을 획득하는 실사 획득 모듈;
상기 컨텐츠 저장부에 저장된 컨텐츠들에서 특정

사용자 참여향 3차원 모바일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

시간이 매핑된 컨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용 시

1)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저장부

간을 입력받는 사용자 입력 모듈;

2) 실사 영상을 획득하는 실사 획득 모듈

상기 실사 영상을 획득한 위치와 상기 실사 영상

3) 사용자 입력 모듈

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향 및 상기 입력된 검색용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저장부에서 소정의
컨텐츠를 검색하고, 상기 검색한 컨텐츠를 3D 가
상 모델로 렌더링하는 3D 렌더링 모듈; 및

- 저장된 콘텐츠들에서 특정 시간이 매핑된 콘텐츠를 검
색하기 위한 검색용 시간을 입력
4) 3D 렌더링 모듈

렌더링한 상기 3D 가상 모델과 상기 실사 영상을

- 실사 영상을 획득한 위치와 실사 영상을 바라보는 방향

정합하여 증강현실을 생성하는 영상 정합 모듈;을

및 검색용 시간을 이용하여 콘텐츠 저장부에서 검색한

포함하며,

콘텐츠를 3D 가상 모델로 렌더링

상기 컨텐츠 저장부에 저장된 각각의 컨텐츠에는,

5) 영상 정합 모듈

상기 실사 획득 모듈이 상기 실사 영상을 향해서

- 3D 가상 모델과 실사 영상을 정합

바라보는 방향과 차이가 나는 방향, 상기 실사 획
득 모듈이 상기 실사 영상을 획득한 곳의 위치,
및 시간 정보가 매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 실사 획득 모듈이 바라보는 방향과 저장된 콘텐츠의 방
향의 차이를 반영하여 맵핑

자 참여향 3차원 모바일 증강현실 생성 시스템.

도면 분석

본 특허는 실사 영상을 획득한 위치 및 방향을 토대로 해당 실사 영상에 포함되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콘텐츠 저장부, 실사 획

특 징

득 모듈, 사용자 입력 모듈, 3D 렌더링 모듈, 영상 정합 모듈을 구성요소로 기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식당의 창문에 가상의 메모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을 때, 메모의 방향과 콘텐츠를
바라보는 사용자(모바일)의 방향에 따라 가상의 메모지가 보이는 각도가 다르게 표현됨

- 90 -

(7) KR 10-1726227 B1

등록특허 KR 10-1726227 B1 특허는 ㈜엘지전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
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길 안내, 경로 진입/이탈
안내, 현재 위치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콘텐츠를 가지는 이동단말기를 권리 범위로 요구
하고 있으며, 카메라, 디스플레이, 메모리, 제어부를 구성하는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726227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현실을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단말기
10-2010-0110627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726227 B1 (2017.04.06)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H04W-004/02

패밀리특허

(2010.11.08)

KR10-1726227B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하여 위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
은, 1)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기능을 아이콘(또는 위젯)을 포함하
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2) 자신의
위치정보를 상대방(또는 callee)에게 전달하
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치정보를 읽
어와 그 상대방의 목적지까지 증강현실 기술
과 접목하여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하고; 3) 사용자가 특정위치에 이르렀을 때,
특정 메시지 또는 알람 등이 표시 내지 동작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말기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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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8항】

구성요소 분석

증강현실의 실제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와;
상기 획득한 실제영상을 표시하고,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와;
다수의 상대방들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위치등록
리스트에 저장하는 메모리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모드들
중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특정모드를 감지하고, 상기 선
택한 특정모드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길 안내 모드인
경우, 상기 위치등록 리스트를 표시하고, 상기 위치등
록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위치정보를 감지하
고, 상기 선택한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장소를 증강현실
의 실제화면을 이용하여 길 안내를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

증강현실 이동 단말기
1) 실제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2) 디스플레이
- 실제 영상 표시
-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 표시
3) 메모리
-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리스트에 저
장
4) 제어부
- 길 안내 모드의 경우, 위치정보 리스트를 표시
- 사용자가 선택하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장소를 증강현

【청구항 9항】

실을 통해 안내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위치기반서
비스와 관련된 모드들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상기 선택한 위치정보에 해당하
는 장소로 길 안내를 제공하는 'BCtive Way' 모드와;
특정 장소에 진입 또는 벗어날 때 경보 또는 알림을
제공하는 'Passive Way'모드와;
맵 또는 음성으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Easy
Way'모드와;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위치정보를 선택된 상대방
에게 전송하는 'Send my Location' 모드;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

5)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드
- 증강현실 이용하여 길안내를 제공하는 ‘BCtive way’ 모드
- 특정 장소에 진입 또는 벗어날 때 경보 또는 알림을 제
공하는 ‘Passive Way’ 모드
- 맵 또는 음성으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Easy
Way’ 모드
-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Send My Location’ 모드

도면 분석

본 특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길 안내, 경로 진입/이탈 안내, 현재
위치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콘텐츠를 가지는 이동단말기를 권리 범위로 요구하고 있
특 징

으며, 카메라, 디스플레이, 메모리, 제어부를 구성요소로 기재함.
최초 출원시 해당 위치기반 서비스의 방법과 이동단말기에 권리를 요청하였으나, 방
법을 기재하고 있는 제 1항 내지 7항을 등록 시 포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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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 10-2015-0087619 A

공개특허 KR 10-2015-0087619 A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

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특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행 중인 사용
자에게 차로 변경 정보를 생성하여 증강현실로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하여 권리 범
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행 차선 정보와 GPS에 포함된 차로 진행 방향 및 경로 안내
정보를 맵핑하여 차로 변경 정보를 그래픽 정보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권
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5-0087619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증강 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GUIDING LANE CHANGE BASED ON AUGMENTED REALITY)

국가
공개번호
출원인

KR

출원번호

10-2015-0087619 A
(2015.07.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패밀리특허

10-2014-0007795
(2014.01.22)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T-017/00

KR10-2015-0087619A | US2015-0204687A1
요약

대표도면

증강 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방법
이 개시된다. 이 방법은 운전자가 목적
지까지 자동차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차
로 변경이 필요한 때에 운전자 시점에
맞추어 차로 변경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
현함으로써, 차로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불편함과 주의 분산을 경감하여 운
전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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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증강 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방법에 있어서,
주행중인 차량의 전방을 촬영한 전방 영상으로부터
상기 차량이 현재 주행 중인 차로가 몇 차로인지를
나타내는 주행 차선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수신된 GPS 신호에 포함된 차로 진행 방향 정보와
상기 검출된 주행 차선 정보를 매핑한 주행 도로
모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GPS 신호에 포함된 경로 안내 정보와 상기 주
행 도로 모델 정보를 결합하여 차로 변경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차로 변경 정보를 그래픽 정보로 변환하고, 변
환된 그래픽 정보를 차량 내의 증강 현실 기반의
표시 화면을 통해 표시하는 단계
을 포함하는 증강 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방
법.

증강현실 기반의 차로 변경 안내 방법
1) 주행 차선 정보 검출 단계
- 차량 전방을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몇 차로 주행중인지
검출
2) 주행 도로 모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 GPS 신호에 포함된 차로 진행 방향 정보와 주행 차선
정보를 맵핑
3) 차로 변경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 GPS 신호에 포함된 경로 안내 정보와 주행 도로 모델
정보를 결함
4) 차량 내의 증강현실 표시화면을 통해 표시하는 단계
- 차로 변경 정보를 그래픽 정보로 변환
- 차량 내의 증강현실 기반 표시장치로 출력

【청구항 5항】

도면 분석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 차선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는,
차선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전방 영상에
포함된 다수의 차선들을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상기 다수의 차선들을 구성하는 픽셀들의
색상값을 이용하여 중앙 차선을 나타내는 중앙 차
선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검출된 상기 중앙 차선 정보에 포함된 중앙 차선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차량이 현재 주행 중인
주행 차선을 나타내는 상기 주행 차선 정보를 검출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로 변경 안내 방법.

본 특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행 중인 사용자에게 차로 변경 정보를 생성하
여 증강현실로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하여 권리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행
차선 정보와 GPS에 포함된 차로 진행 방향 및 경로 안내 정보를 맵핑하여 차로 변
경 정보를 그래픽 정보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음
특 징
기존의 네비게이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곳으로 시선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주의 분산의 단점을 감수해야 하였으나, 본 발명
에서는 차량 내의 운전석 전방에 설치된 투명 표시 장치로 네비게이션 정보를 디스
플레이 하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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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0-2018-0039924 A

공개특허 KR 10-2018-0039924 A 특허는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에게 외부 운송수단으로 인해 가려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운송 수단으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합성하여 제공하는 방법, 전자
장치 및 해당 전자장치를 포함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8-0039924 A 특허 요지리스트
운송 수단으로 시야 확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이를 위한 전자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발명의 명칭

기록 매체 (METHOD FOR PROVIDING VISUAL GUARANTEE IMAGE TO VEHICLE, ELECTRIC
APPARATUS AND COMPUTER REBDBBLE RECORDING MEDIUM THEREFOR)

10-2016-0131320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8-0039924 A (2018.04.19)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IPC(Main)

B60W-050/14

패밀리특허

(2016.10.11)

KR10-2018-0039924A
요약

대표도면

본 개시는 전자 장치가 운송 수단으로 시야 확보 영
상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개시에 따른
시야 확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은, 복수 개의 외부
운송 수단들 중 적어도 하나의 외부 운송 수단을 결
정하는 동작, 상기 결정된 외부 운송 수단이 촬영한
외부 영상을 획득하는 동작, 상기 결정된 외부 운송
수단이 촬영된 외부 운송 수단 영상을 획득하는 동
작, 상기 획득된 외부 운송 수단이 촬영한 외부 영상
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획득된 외부 운송 수단 영상
의 적어도 일부를 합성하여, 상기 외부 운송 수단에
의하여 가려진 시야에 대응하는 시야 확보 영상을 생
성하는 동작, 및 상기 생성된 시야 확보 영상을 디스
플레이로 제공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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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전자 장치가 운송 수단으로 시야 확보 영상

운송 수단의 시야 확보 영상 제공 방법

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외부 운송수단을 획득하는 동작

복수 개의 외부 운송 수단들 중 적어도 하나

- ex. 전방의 차량

의 외부 운송 수단을 결정하는 동작;
상기 결정된 외부 운송 수단이 촬영한 외부
영상을 획득하는 동작;
상기 결정된 외부 운송 수단이 촬영된 외부
운송 수단 영상을 획득하는 동작;
상기 획득된 외부 영상의 적어도 일부 및 상
기 획득된 외부 운송 수단 영상의 적어도 일

2) 외부 운송수단이 촬영한 외부 영상을 획득하는
동작
- ex. 전방의 차량이 촬영한 외부 영상
3) 외부 운송수단이 촬영된 영상을 획득하는 동작
- ex. 사용자의 차량에서 전방의 차량이 촬영된 영상
을 획득

부를 합성하여, 상기 외부 운송 수단에 의하

4) 획득한 외부 운송수단의 영상들을 합성하여 가려

여 가려진 시야에 대응하는 시야 확보 영상

진 시야에 대응하는 시야확보 영상을 생성하고 디

을 생성하는 동작; 및

스플레이로 제공하는 동작

상기 생성된 시야 확보 영상을 디스플레이로

- ex. 전방의 차량으로 인해 가려진 시야를 획득한

제공하는 동작

영상을 통하여 사용자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디스

을 포함하는 시야 확보 영상 제공 방법.

플레이

【청구항 1항】

도면 분석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로 제공하는 동작은,
증강 현실 기법으로 표시되도록 상기 생성된
시야 확보 영상을 상기 운송 수단의 전면에
위치한 위치한 투명 디스플레이로 제공하는 도면1
동작
본 개시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 장치가 시야 확보 영상
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들
을 포함하는 시야 확보 영상 제공 방법.
도면6
전자 장치는 시야 확보 영상을 요청하는 사용자 입력
이 수신되면, 본 개시에 따른 시야 확보 영상을 생성
하여 디스플레이로 제공

운송 수단의 전면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구비되어 사용자의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특 징

함. 전방의 운송 수단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사고
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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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 10-2018-0044554 A

공개특허 KR 10-2018-0044554 A 특허는 ㈜엘지전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위도, 경도, 해발 고도 및 방향 등의 실내 공간 위치정보를
및 태양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채광 정보와 TV 등의 전자기기와 태양의 간섭 여부를 증강
현실로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권리범위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8-0044554 A 특허 요지리스트
실내 공간의 채광을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 및 그의 제어 방법

발명의 명칭

(MOBILE TERMINAL FOR DISPLAYING LIGHTING OF THE INTERIOR SPBCE AND OPERATING
METHOD HEREOF)

10-2016-0138194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8-0044554 A (2018.05.03)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G06T-019/00

패밀리특허

(2016.10.24)

KR10-2018-0044554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실내 공간의 채광을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
및 그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실
내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여 계절 및 시간에 따른 채광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시하고, 실내 공간 내에 가구 또
는 가전제품의 배치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 및 그의 동작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실내
공간을 포함하는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상기 카메라
에 의해 획득된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상기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실내 공간을 인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
는 통신부를 통해 서버로부터 실내 공간의 위치 정보
및 태양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실내 공간의 위
치 정보 및 태양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채광 정
보를 생성하고, 상기 채광 정보를 증강 현실로 상기 디
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카메라를 통해 전자 기기를 포
함하는 영상을 획득하고, 상기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전자 기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기 채광 정보와 상기
전자 기기의 위치를 기초하여 간섭여부를 상기 디스플
레이부에 표시하여, 사용자는 증강 현실 모드를 지원하
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
내 공간의 채광 정도를 계절 별, 시간 별로 보여줌으로
써 가전기기의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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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이동 단말기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
1) 실내 공간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실내 공간을 포함하는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2) 디스플레이부

상기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

-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영상을 표시
3) 통신부

플레이부;

- 실내공간의 위치정보 및 태양의 위치를 제어부에 송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상기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실내 공간을 인식하고,

- 실내공간의 위치정보는 실내 공간의 위도, 경도, 해발 고
도 및 방향 등을 포함

상기 통신부을 통해 서버로부터 실내 공간의 위치

4) 제어부

정보 및 태양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실내 공간의 위치 정보 및 태양의 위치 정보

- 통신부로부터 수신한 실내 공간의 위치 정보 및 태양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채광 정보를 생성

를 기초로 하여 채광 정보를 생성하고,

- 채광 정보를 시간, 날짜의 변화에 따라 증강현실로 디스

상기 채광 정보를 증강 현실로 상기 디스플레이부

플레이에 표시
- 실내 공간에 전자기기(TV등)가 있는 경우 채광 정보와

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

전자기기의 위치를 참고하여 간섭 여부를 디스플레이에
표시

【청구항 3항】

도면 분석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내 공간의 위치 정보는 상기 실내 공간의
위도, 경도, 해발 고도 및 방향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

【청구항 8항】

도면3a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와 시간에 따른 계
절별 실내 공간의 채광을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카메라를 통해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영상을

도면3b

획득하고,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와 계절에 따른 시
간 별 실내 공간의 채광을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

상기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전자 기기의 위치를 인
식하고,
상기 채광 정보와 상기 전자 기기의 위치를 기초하
여 간섭여부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

도면7
실내 공간의 채광을 고려하여 전자 기기의 배치
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채광 영역에 가전 기기가 위치하는 경우 채광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였다는 알림을 표시

본 특허는 위도, 경도, 해발 고도 및 방향 등의 실내 공간 위치정보를 및 태양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채광 정보와 TV 등의 전자기기와 태양의 간섭 여부를 증강현실로
특 징

표시하는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음
해당 발명은 채광 정보를 이용하여 가전 및 가구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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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영상·마케팅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영상·마케팅 콘텐츠 유효 특허(197건)에 대하여 심
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0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게임·테마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법적상태

Augmented reality virtual monitor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1

US 9497501 2011-12-06
B2

2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KR
방법 및 이를 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A
10-1861380 2012-07-16
Method of Providing Contents Using Head
B1
Mounted Display and a Head Mounted Display
Thereof)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등록

3

KR
10-1760853 2010-08-06 소셜 네트워크 지원을 이용한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WITH SOCIAL NETWORK AIDING)
B1

Google LLC

등록

4

US
PRODUCT AUGMENTATION AND ADVERTISING IN
2016-0196603 2016-01-11
SEE THROUGH DISPLAYS
A1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공개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Live

5

US 9098873
2010-04-01 Motion-based interactive shopping
B2

6

KR
10-0763403

2000.08.18

B1
KR
7

10-1671373
B1

2009.12.21

제품

8

10-1793738
B1

marketing system)

시스템 및 그 인터페이스 장치(Virtual

GrBFfiti System And InterfBCe Apparatus Thereof)
미디어

KR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Method for

operating of
가상낙서

environment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

엘지씨엔에스

등록

ＩＤ 정합 기반의 방송 ＡＲ 광고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and method of
2010.10.23

providing broBDcast augmented reality
BDvertisement service based on media ID
junction)

KR
9

10-1281161
B1

10

증강현실
2011.07.21

기반의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METHOD

OF PROVIDING GIFT SERVICE BASED ON
AUGMENTED REALITY)

KR
시각 효과를 가지는 객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장치
10-2016-0006 2014.07.30
및 방법(DEVICE AND METHOD TO DISPLAY
087 A

OBJECT WITH VISU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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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회사

공개

(1) US 9791921 B2

등록특허 US 9791921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시스루 디스플레이와 가상
현실 엔진을 포함하는 가상 모니터 증강현실에 대한 것으로 가상의 모니터를 벽, 테이블
또는 공간에 위치하도록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791921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Augmented reality virtual monitor

국가
등록번호

9497501
MICROSOFT

출원인

US

출원번호

B2 (2016.11.15)

법적상태

등록

IPC(Main)

H04N-021/81

TECHNOLOGY

LICENSING, LLC

13/312604

(2011.12.06)

CN103149689B | CN107810634A | EP3308539A1 | IN201747039148 |
패밀리특허

US2015-0312561A1 | US2016-0379417A1 | US9497501B2 | USUS14/738219 |
WOWO2013-085853A1 | WOWO2016-201015A1
요약

A

head-mounted

display

대표도면

includes

a

see-through

display and a virtual reality engine. The see-through
display

is

configured

to

visually

augment

an

appearance of a physical space to a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The
virtual reality engine is configured to cause the
see-through

display

to

visually

present

a

virtual

monitor that appears to be integrated with the
physical space to a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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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1. A head-mounted display, comprising:
a see-through display configured to visually
augment an appearance of a physical space to a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a virtual reality engine configured to cause the
see-through display to visually present a virtual
monitor that appears to be integrated with the
physical space at a particular physical-space
location to the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the particular
physical-space location mapped to a shared
virtual coordinate system useable by other
see-through displays to visually present the
virtual monitor at the particular physical-space
location; and wherein
the virtual reality engine is further configured to
play a video stream on the virtual monitor, and
further configured to present the virtual monitor
as a moving virtual monitor, the moving virtual
monitor shaped to match a non-planar shape of
an object moving within the physical space, and
rendered so as to move relative to real-world
objects within the physical space as perceived by
the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헤드 장착 디바이스(HMD)로써,
1) 시스루 디스플레이
- 시스루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물리적 공간의 외향
을 시각적으로 증강시키도록 구성
2) 가상 현실 엔진
- 시스루 디스플레이로 하여금 가상 모니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함
- 가상 모니터는 사용자가 보고있는 특정 물리적 위치에
통합된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
- 특정 물리적 위치는 공유된 가상 좌표계 위에 맵핑되며
가상 좌표계는 다른 시스루 디스플레이에 가상 모니터를
표현할 때도 사용 가능
- 가상 모니터에 비디오 스트림 재생 가능
3) 가상 모니터는 사용자와 물리적 위치 사이의 거리에 따
라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음

도면 분석

【청구항 3항】
도면 2b – 2c
3. The head-mounted display of claim 2, where
the virtual reality engine is further configured to
modulate a volume of the audio stream inversely
proportional
to
a
distance
between
the
see-through display and a physical-space location
at which the virtual monitor appears to be
located to the user viewing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see-through display.

도2b은 사용자의 시야로 HMD로 인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
은 상태의 사시도이며, 도면 2c는 HMD가 사실적으로 표현
되는 가상 모니터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시야를 나타내는
사시도임.
208a의 경우 종래의 텔레비전을 벽에 설치한 것처럼 표현한
것 가상 모니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208b의 경우 타블렛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테이블 표
면에 가상 모니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208c의 경우 종래 모니터는 쉽게 설치할 수 없던 공간에 자
유롭게 가상 모니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본 발명은 시스루 디스플레이와 가상 현실 엔진을 포함하는 가상 모니터 증강현실에
대한 것으로 가상의 모니터를 벽, 테이블 또는 공간에 위치하도록 사용자에게 표시할
특 징

수 있음. 또한 사용자 주변에 가상 모니터가 두개 이상 있을 때, 각각의 오디오 스트
림을 동시에 재생하거나 하나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실
제 모니터의 설치 없이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실내
가구 배치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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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10-1861380 B1

등록특허 KR 10-1861380 B1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와 연동된 디지털 디
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콘텐츠를 최적의 상태로 유저에게 제공하기 위해 HMD를
착용한 유저의 시선에 따라 적합하게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
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861380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방법 및 이를 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A Method of Providing Contents Using Head Mounted Display and a Head Mounted Display Thereof)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패밀리특허

KR
10-1861380
Microsoft

출원번호

B1 (2018.05.18)

Technology Licensing, LLC

10-2012-0077352
(2012.07.16)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2B-027/02

EP2872945B1 | EP3309601A1 | KR10-1861380B1 | US8427396B1 | US8730131B2 |
US9423619B2 | WOWO2014-014155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HMD)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방법에 관한 것
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중인 컨텐츠를 HMD로 출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하는 적어
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유닛을 구비하는 디지털 디바이
스와의 페어링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디바이스
의 디스플레이 유닛이 상기 HMD의 기 설정된 화각 영
역에 위치하는 제 1 상태 및 상기 디지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유닛이 상기 화각 영역에 위치하지 않는 제
2 상태를 포함하는 위치 상태를 디텍트 하는 단계, 상
기 디텍트 된 위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디지털 디바
이스의 디스플레이 중인 컨텐츠를 상기 HMD로 출력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방법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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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방법에 있어서,
제 1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
나의 디스플레이 유닛을 구비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의 페어링(pairing)을 수행하는 단계와,
페어링된 디지털 디바이스의 위치 상태를 디텍트하
는 단계로서, 상기 위치 상태는 상기 디지털 디바
이스의 디스플레이 유닛이 상기 HMD의 미리 설정
된 화각 영역에 위치하는 제 1 상태 및 상기 디지
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유닛이 상기 HMD의 상
기 화각 영역에 위치하지 않는 제 2 상태를 포함하
는 것인, 상기 디텍트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 상태가 상기 제 1 상태에서 상기 제 2
상태로 변경될 때에, 상기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제 1 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와, 상기 HMD 상에 상기 제 1 컨텐츠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 상태가 상기 제 2 상태에서 상기 제 1
상태로 변경될 때에, 상기 디지털 디바이스 상에
현재 디스플레이 중인 제 2 컨텐츠가 상기 HMD
상에 현재 출력 중인 제 1 컨텐츠와 동일한지 여부
를 결정하고, 상기 제 2 컨텐츠가 상기 제 1 컨텐
츠와 동일할 경우 상기 HMD 상으로의 상기 제 1
컨텐츠의 출력을 종료하거나, 상기 제 2 컨텐츠가
상기 제 1 컨텐츠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상기
HMD 상으로의 상기 제 1 컨텐츠의 출력을 계속하
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HMD 상으로 출력되는 상기 제 1 컨텐츠는,
공간 치수(spatial dimension)의 변경 없이 그리고
상기 디지털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제 1 컨텐츠의 현실 증강 없이, 상기 디지털 디바
이스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동일한 제 1 컨텐츠와
같은 것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이용한
컨텐츠 출력 방법.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이용한 콘텐츠 출력 방
법
1) 디스플레이 유닛을 구비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페어링
2) 페어링 된 디지털 디바이스의 위치를 감지
- 1상태 : 디스플레이 유닛이 HMD의 화각에 위치
- 2상태 : 디스플레이 유닛이 HMD의 화각 밖에 위치
3) 1상태에서 2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1 콘텐츠를 수신하여 HMD에 출력
4) 2상태에서 1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 HMD에서 출력중인 콘텐츠를 종료하고 디지털 디바이스
에서만 콘텐츠 출력
- 디지털 디바이스에 다른 콘텐츠가 재생되고 있다면
HMD의 콘텐츠츠와 동시에 출력

도면 분석

도면 5
HMD와 디지털 디바이스(200)가 페어링 된 상태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위치와 사용자의 시선 영역이 달라
지는 경우, 디지털 디바이스의 컨텐츠를 HMD를 통하
여 표시
도면 10
디지털 디바이스와 연동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유닛에
디지털 디바이스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음

본 발명은 HMD와 연동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콘텐츠를 최적의 상
태로 유저에게 제공하기 위해 HMD를 착용한 유저의 시선에 따라 적합하게 콘텐츠를
특 징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이 때 HMD와 디지털 디바이스 간의 콘텐츠
출력 전환을 유저의 수동 입력이 아닌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유저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음.

- 103 -

(3) KR 10-1670956 B1

등록특허 KR 10-1670956 B1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시각 질의의 다수 영역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670956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시각 질의의 다수 영역들에 대한 검색 결과들을 제시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FOR PRESENTING SEARCH RESULTS FOR MULTIPLE REGIONS OF A VISUAL QUERY)

국가

KR

등록번호

10-1670956

출원인

출원번호

B1 (2016.10.25)

Google

LLC

10-2012-7006115
(2010.08.05)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F-003/048

AU2010279248B2 | CA2770186A1 CN102625937B | EP2462518A1 | JP2013-501975A |
JP6025812B2 | JP6148367B2 | KR10-1667346B1 | KR10-1670956B1 | KR10-1686613B1 |

패밀리특허

KR10-1725885B1 | KR10-1760853B1 | KR10-1760855B1 | US10031927B2 | US2011-0128288A1
| US9087235B2 | US9135277B2 | US9176986B2 | WOWO2011-017557A1 |
WOWO2011-017558A1 | WOWO2011-017653A1 등 84건

요약

대표도면

사진, 스크린 샷, 스캔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프레임과
같은 시각 질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부터의 시각
질의 검색 시스템에 제출된다. 검색 시스템은 각각이
별개의 시각 질의 검색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복수의 병
렬 검색 시스템들에 시각 질의를 송신함으로써 시각 질
의를 프로세싱한다. 복수의 결과들이 병렬 검색 시스템
들로부터 수신된다. 검색 결과들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결과 문서가 생성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송신된다.
상호작용 결과 문서는 서브-부분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검색 결과로의 선택가능한 링크를 갖는 시각 질의의 서
브-부분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시각 식별자를 갖는다.
시각 식별자는 각각의 서브-부분 주변의 바운딩 박스이
거나 각각의 서브-부분에 걸친 반-투명 라벨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바운딩 박스 또는 라벨은 결과의 타입에
의해 코딩된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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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청구항 2항】

컴퓨터-구현된 방법으로서,
질의 이미지가 제출되는 각각의 적어도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 및 제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로부터,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에 특정되는 이미지-기반 검색
프로세스에 상기 질의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에 기초
하여, 상기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
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리소스들의 세트를
획득하는 단계;
(i)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
지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특정 리소스, 및 (ii)
상기 제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
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특정 리소스를 선택
하는 단계;
(i)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
지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
와 연관되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 및 (ii) 상기 제
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
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와 연관되
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및
(i)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와 연관되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와 연관되는 것으로 결정
되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과 연관되는 섬네일
(thumbnail) 이미지를 포함하는 제1 상호작용-검색 결
과 ― 상기 제1 상호작용-검색 결과는 상기 제1 이미
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하는 것
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에 링크됨 ― (ii)
상기 제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와 연관되는 검색 결
과 페이지의 상이한 제2 영역에서, 상기 제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하는 것으
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와 연관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과 연관되는 섬네
일 이미지를 포함하는 제2 상호작용-검색 결과 ― 상
기 제2 상호작용-검색 결과는 상기 제2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에 링크됨 ―, 및 (iii) 상기
질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상기 검색 결과 페이지의 제
3 영역을 포함하는 이미지 검색 결과 페이지를 생성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
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와 연관되는 것으
로 결정되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은 상기 질의 이미지
의 서브-부분 내의 식별가능한 엔티티의 경계의 윤곽을 나타
내는 바운딩 박스를 포함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

【청구항 6항】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미지 검색 컴포넌트가 상기 질의 이미지에 매칭
하는 것으로서 식별하는 상기 특정 리소스와 연관되는 것으
로 결정되는 상기 질의 이미지의 영역은 얼굴 이미지를 포
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얼굴 이미지에 매칭하는 사람과 연관된 하나 또는 그
초과의 속성들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이미지 검색 결과 페이지가 상기 얼굴 이미지에 매칭
하는 사람과 연관된 하나 또는 그 초과의 속성들을 포함하
도록 보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구현된 방법.

도면 분석

도면 12b
이미지 영역 내부의 서브-부분에 대한 바운딩 박스에
대한 도시
도면 14
이미지에 연관시켜 검색결과를 볼 수 있는 제 3페이지
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도시
도면 15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제 3페이지에 대한 도시

본 발명은 시각 질의의 다수 영역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진에서 사람의 이름을 궁금해 하거나 꽃 또는 새, 물
특 징

건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 시각 질의를 수신하고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음.
시각질의의 서브 부분이 물건일 때, 물건 정보, 리뷰, 구입 옵션, 입찰 옵션, 유사 물품
및 관련 물품의 리스트 등을 검색 결과로 제공하여 사용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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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0-1861380 B1

등록특허 KR 10-1861380 B1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HMD를 착용한 사용자에게
제품과 주위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강 현실 시스템을 구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861380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PRODUCT AUGMENTATION AND ADVERTISING IN SEE THROUGH DISPLAYS

국가

US

등록번호

출원번호

2016-0196603

출원인

A1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패밀리특허

augmented

reality

system

that

provides

a wearer of a see through head mounted display.
augmentation

information

may

include

advertising, inventory, pricing and other information
about products a wearer may be interested in.
Interest is determined from wearer actions and a
wearer profile. The information may be used to
incentivize purchases of real world products by a
wearer,

or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Q-030/06

대표도면

augmented product and environment information to
The

(2016.01.11)

US2013-0293530A1 | US2016-0196603A1 | WOWO2013-166360A2
요약

An

14/992867

allow

the

wearer

to

make

better

purchasing decisions. The augmentation information
may enhance a wearer's shopping experience by
allowing the wearer easy access to important product
information while the wearer is shopping in a retail
establishment. Through virtual rendering, a wearer
may be provided with feedback on how an item
would appear in a wearer environment, such as the
wearer'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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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증강된 정보를 착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1)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HMD에 제품

1. A method providing augmentation information
to a wearer, comprising:

리스트를 표시
2) 제품 리스트의 시설 내 위치를 결정

(a) displaying a list of products on a head
mounted display device while at an establishment
having a plurality of products including at least
some of the products on the list of products;
(b) determining a loc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product on the list of products;
(c) presenting augmentation information via the
head mounted display facilitating purchase of the
product whose location was determined in said
step (b).

3) 위치가 결정된 제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HMD를
통해 증강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 상기 제품의 위치로 착용자를 지시하는 단계를 포함
- 시설물 내에 제품의 위치를 디스플레이
- 착용자가 제품의 부근에 있거나 제품 방향을 바라보면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강조시키는 단계

도면 분석

【청구항 2항】

2.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presenting
augmentation information comprises the step of
directing the wearer to a location of the product
whose location was determined in said step (b).

도면 19
【청구항 6항】

사용자가 리스트에 존재하는 제품이 진열된 방향을 바
라볼 때, 해당 제품을 리스트에서 강조하여 사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예를 표현

6.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presenting
augmentation information comprises the step of 도면 24b
highlighting the product on the list of products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에 관한 광고를
when the wearer is gazing in a direction in which 표시하는 실시예를 표현
the product is located

본 발명은 HMD를 착용한 사용자에게 제품과 주위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강
현실 시스템을 구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를 제공. 증강 정보는 제품을 중심으로
특 징

광고, 인벤토리,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HMD 착용자에게 중요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으로 접근하는 루트 및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용자의 쇼핑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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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9098873 B2

등록특허 US 9098873 B2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에

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에게 쇼핑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모션에 반응하는 스크린 쇼핑 어플리케이션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
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9098873 B2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Motion-based interactive shopping environment

국가
등록번호

US

출원번호

B2 (2015.08.04)

법적상태

Live

Technology Licensing, LLC

IPC(Main)

G06Q-030/00

9098873

출원인

Microsoft

12/752917

(2010.04.01)

CN102201099A | CN104395929B | CN104854623A | EP2864961A1 | EP2880637A2 |
패밀리특허

JP6018707B2 | KR10-1911133B1 | US9001118B2 | US9098873B2 | US9646340B2 |
WOWO2013-189058A1 | WOWO2014-022608A2
요약

대표도면

An on-screen shopping application which reacts
to a human target user's motions to provide a
shopping experience to the user is provided. A
tracking

system

captures

user

motions

and

executes a shopping application allowing a user
to manipulate an on-screen representation the
user.

The

on-screen

representation

has

a

likeness of the user or another individual and
movements

of

the

user

in

the

on-screen

interface allows the user to interact with virtual
articles that represent real-world articles. User
movements

which

are

recognized

as

article

manipulation or transaction control gestures are
translated

into

commands

for

the

shopping

application.

- 108 -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캡쳐디바이스가 결합된 컴퓨터에 의해 구현되는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상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
1. A computer implemented method of presenting 1) 사람이 포함된 장면의 깊이 이미지와 RGB 데이터 생성
an interface on a display device, the method
implemented by a computer coupled to a capture 을 통해 사람이 포함된 장면을 캡쳐하는 단계
2) 깊이 이미지 및 RGB 데이터에 기초한 골격 모델에 기초
device, comprising:
하여 장면의 표현 및 사람의 시각적 표현을 컴퓨터에 의해
capturing a scene using the capture device by 렌더링하는 단계
creating depth images of the scene and RGB data,
3)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인터페이스를 표시
the scene including a human target;
rendering by the computer of a representation of - 사람에게 구매 가능한 실제 물품을 표현하는 가상 물품을
선택 및 위치시킬 수 있게 허용
the scene and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human
target based on a skeletal model based on the - 가상 물품은 3D 모델에 의해 정의
depth images and the RGB data;
4) 컴퓨터에 의해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
presenting the interface on the display device
- 캡쳐 디바이스로부터 제공받은 깊이 정보와 깊이 이미지
allowing the human target to select and position
를 사용
one or more of a plurality of virtual articles
representing real articles available for purchase, in 5) 상기 움직임 추적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장
the representation on the display device, each of 면과 시각적 표현을 변경하는 단계
the one or more of the plurality of virtual articles - 사람의 움직임을 적용하여 시각적 표현이 가상 물품과 관
defined by a three dimensional model;
련되게 하는 단계
tracking, by the computer, of movements of the
사람이 물품을 조작하는 제스처를 나타낼 때 가상 물품을
human target in the scene using depth information
위치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단계
from the depth images, the depth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apture device to the computer; -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 제스처를 나타낼 때
and
대응하는 가상 물품을 구매 인터페이스로 사람의 제스처
responsive to said tracking of movements, the
를 적용하는 단계
computer
altering
the
rendering
of
the
도면 분석
repres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visual
representation on the display device by mimicking
movement of the human target in the visual
representation on the display, including:
applying the movements of the human target
causing the visual representation to engage the
one or more of the plurality of virtual articles; and
applying the movements of the human target
engaging the one or more of the plurality of
virtual articles to place and move the one or more
of the plurality of virtual articles when the
movements of the human target in the scene
indicate an article manipulation gesture; and
applying the movements of the human target to a
purchasing interface to purchase a real article 도면21
corresponding to the one or more of the plurality 디스플레이에 사용자가 구매 할 수 있는 물품을 가상
of virtual articles when the movements of the 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캡처 디바이스로 식별한 사람의
human target in the scene indicate an transaction 골격 모델을 통해 가상 의상을 피팅해 보는 예시도면
manipulation gesture.

도면14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해 가상 물품을 조작하는 예시도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모션에 반응하는 스크린
쇼핑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특 징

사용자 추적 시스템은 움직임을 추적하고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
되며, 스크린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가상 물품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사용자는 제스처를 통해 물품의 조작 또는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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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10-0763403 B1

등록특허 KR 10-0763403 B1 특허는 ㈜엘지전자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소비자가 주방의 크기 및 형태, 색상 등의 주방정보를 선택하
고 전자제품 또는 주방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구매 시스템 운
영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0763403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제품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Method for operating of marketing system)
10-2000-0047899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0763403 B1 (2007.09.27)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G06Q-050/10

패밀리특허

(2000.08.18)

KR10-2011-0038425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소비자
가 자신의 주방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가상적인 시뮬레
이션을 통해 상기 주방에 설치되는 제품의 선택을 수행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상의 제품 판매 시스
템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제품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은, a) 주방의 크기 및 형태, 색상 등
을 포함하는 주방 정보들을 표시하고, 소비자에 의해
선택된 선택 주방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선택
주방 정보에 따라 변형된 주방을 표시하는 단계 c) 상
기 주방에 설치되는 다수의 전자제품들을 표시하고, 상
기 전자제품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전자제
품 선택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전자제
품이 상기 주방에 설치될 위치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e) 상기 입력된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전자제
품을 상기 주방의 해당 위치에 표시하는 단계, f) 상기
표시된 주방 정보의 변경 혹은 전자제품의 추가 설치
여부를 입력받는 단계 및 g)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주
방 정보의 변경이 입력되면, 상기 a) 및 b) 단계를 반복
수행하고,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전자제품의 추가 설치
가 입력되면, 상기 c), d) 및 e)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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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7항】

구성요소 분석

a) 주방의 크기 및 형태, 색상 등을 포함하는 주방
정보들을 표시하고, 소비자에 의해 선택된 선택 주
방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b) 상기 선택 주방 정보에 따라 변형된 주방을 표
시하는 단계;
c) 상기 주방에 설치되는 다수의 전자제품들을 표시
하고, 상기 전자제품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선택
하는 전자제품 선택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전자제품이 상기 주방에 설치될 위
치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e) 상기 입력된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전자
제품을 상기 주방의 해당 위치에 표시하는 단계;
f) 상기 표시된 주방 정보의 변경 혹은 전자제품의
추가 설치 여부를 입력받는 단계; 및
g)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주방 정보의 변경이 입력
되면, 상기 a) 및 b) 단계를 반복 수행하고,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전자제품의 추가 설치가 입력되면,
상기 c), d) 및 e)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제품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

제품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
1) 소비자에 의해 선택된 주방 정보
- 주방의 크기 및 형태, 색상 등의 주방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
- 주방에 설치되는 다수의 전자제품을 표시하고 전자제품
선택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2) 전자제품 선택 정보
- 선택된 전자제품이 설치될 위치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 입력된 위치정보에 따라 전자제품을 표시
3) 주방 정보 변경 또는 전자제품 추가 설치 여부 입력
단계
- 전자제품 및 주방가구의 구매를 원할 경우 각 물품의
판매를 위한 사이트로 연결
- 사용자가 상품 추천을 원할 경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된 각종 물품의 설치 사례를 제공

【청구항 19항】

도면 분석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소비자가 상기 전자제품 혹은 주방 가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물품에 대한 구매를 원할 경우,
상기 각 물품의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판매 시스템 운영 방법.

도면5a, 5b
제품 판매 서비스 시스템의 가상 현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주방 가구가 선택되는 과정의 웹페이지를 나타
낸 상태도

【청구항 21항】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 판매를 위한 과정 진행 중,
가 어느 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원할
베이스에 기저장된 각종 물품의 설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 판매
방법.

도면7a
상기 소비자
경우, 데이터
사례를 제공
시스템 운영

각 선택된 제품이 주방에 적용된 상태의 어울림을 확인
하는 과정의 웹페이지를 나타낸 상태도
키보드 혹은 마우스를 조작하여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확
대/축소하여 제품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거나, 혹은 도 7c
와 같이 파노라마 기법을 이용한 가상 현실의 디스플레
이 방법을 통해 제품의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자신의 주방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방에 설치되는 제
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상의 제품 판매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각
특 징

제품을 판매하는 해당 웹사이트에 각각 접속하지 않더라도 동일 웹페이지 상에서 서
로 다른 분류의 제품 정보 취득이 가능함. 해당 과정에서 주방과 가구의 어울림 여
부를 가상 현실을 통해 확인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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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 10-1671373 B1

등록특허 KR 10-1671373 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단말기 등의 인터페이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그리는 이미지를 대형 스크린에 출력하고 이를 사용자의 휴대 단말에 전송할
수 있는 가상 낙서 시스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671373 B1 특허 요지리스트
가상낙서 시스템 및 그 인터페이스 장치

발명의 명칭

(Virtual GrBFfiti System And InterfBCe Apparatus Thereof)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KR
10-1671373

출원번호

B1 (2016.10.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패밀리특허

10-2009-0127715
(2009.12.21)

법적상태

등록

IPC(Main)

G06Q-050/10

KR10-1671373B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낙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면에 따른 가상낙서 시스템은 IT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의 창출 및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서, 창작
예술, 옥내외 광고, 공연예술 분야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위와 의도를
디지털 방식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출
력, 저장, 전송, 광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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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리어 프로젝션(Rear Projection) 방식의 대형 스크
린;
상기 대형 스크린의 후면에 설치되어 마커 패턴을
투사하는 마커 패턴 투사부;
스프레이 캔 형태, 또는 마커 트래킹용 카메라를 포
함한 휴대단말 형태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페인
팅 동작을 추적하는 카메라; 및
상기 사용자의 페인팅 동작 영상을 분석하고, 분석
된 결과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의 페인팅 동
작에 따른 페인팅 영상을 상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출력하며, 상기 마커 트래킹용 카메라에 의해 추적
된 마커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위치 및 움직임을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에
대응되는 동작을 수행하여 수행에 따른 결과 정보
가 상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출력하는 처리부

가상 낙서 시스템
1) 리얼 프로젝션 방식의 대형 스크린
2) 마커 패턴 투사부
- 대형 스크린 후면에 설치되어 마커 패턴을 투사
3) 사용자 인터페이스
- 스프레이 캔 형태 또는 마커 트래킹용 카메라를 포함하
는 휴대 단말 형태
4) 사용자의 페인팅 동장을 추적하는 카메라
5) 영상을 출력하는 처리부
- 페인팅 동작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출력
- 마커 트래킹용 카메라에 의해 추적된 마커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위치 및 움직임을 인식
-일정 시간동안 사용자의 페인팅 동작이 입력되지 않으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광고 정보를 출력

를 포함하는 가상낙서 시스템.

도면 분석

【청구항 8항】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는 기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카메라에
의해 추적된 상기 사용자의 페인팅 동작 영상이 입
력되지 않으면, 상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광고정보
를 출력하는 것
인 가상낙서 시스템.

도면1
가상 낙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고화질의 대형 디스플레이, 리얼 프로젝션에 필요
한 프로젝터들), 스프레이 캔 인터페이스, 적외선
카메라, 처리부 및 스피커를 포함
다양한 환경 및 응용분야(옥내외, 공연, 광고 등)
에서 요구되는 툴(Tool)을 제공

본 특허는 사용자의 단말기 등의 인터페이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그리는
특 징

이미지를 대형 스크린에 출력하고 이를 사용자의 휴대 단말에 전송할 수 있는 가상
낙서 시스템에 권리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낙서를 하지 않는 동안 광고
를 표시 하고 이 역시 사용자의 단말에 전송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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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 10-1793738 B1

등록특허 KR 10-1793738 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AR 광고 방송 사업자서버와 사용자 모바일 단말간에 방
송 중인 콘텐츠의 미디어 ID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사용자 모바일 단말이 방송 중인
콘텐츠 내용과 연동된 맞춤형 양방향 방송 AR 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미
디어 ID 정합 기반의 방송 AR 광고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
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793738 B1 특허 요지리스트
미디어 ＩＤ 정합 기반의 방송 ＡＲ 광고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발명의 명칭

(System and method of providing broBDcast augmented reality BDvertisement
service based on media ID junction)
10-2010-0133047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793738 B1 (2017.10.30)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H04N-021/44

패밀리특허

(2010.12.23)

JP5405553B2 | KR10-1793738B1 | US8667528B2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TV 방송 사업자 송출 시스템으로부터
방송 콘텐츠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방송 콘
텐츠 수신 단말과, 상기 TV 방송 사업자 송출 시
스템으로부터 방송 콘텐츠를 제공 받아 방송 콘텐
츠로부터 제1 미디어 ID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제1 미디어 ID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
여 현재 방송 중인 내용에 맞는 AR 광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광고 방송 사업자 서버와, 상기 방송 콘
텐츠 수신 단말로부터 실시간으로 방송 콘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획득된 방송 콘텐츠로부터 제2 미
디어 ID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고 현재 방송 중인
내용과 연동된 AR 광고 데이터를 상기 광고 방송
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실시간으로 획
득한 방송 콘텐츠와 연동된 상기 수신한 AR 광고
데이터를 혼합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사용자 단말
을 포함하는 미디어 ID 정합 기반의 방송AR 광고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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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광고 방송 사업자 서버
1) 미디어 ID 생성 및 정합부
- 방송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1 미디어 ID LUT 생성
-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제2 미디어 ID LUT과 비교
분석하여 콘텐츠의 채널 및 진행 구간을 식별

TV 방송 사업자 송출 시스템으로부터 방송

2) 광고부

콘텐츠를 제공 받아 제1 미디어 ID 룩업 테이

- 현재 방송중인 내용과 연동된 AR 광고 데이터 확인

블을 생성하고,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제

- 방송중인 콘텐츠와 연동된 AR 광고 데이터 및 부가정보

2 미디어 ID 룩업 테이블과 상기 제1 미디어

를 사용자 단말에 전송

ID 룩업 테이블을 비교 분석하여 방송 콘텐츠

도면 분석

의 채널 및 진행 구간을 식별하는 미디어 ID
생성 및 정합부와,
상기 식별된 채널의 현재 방송 중인 내용과
연동된 AR 광고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확인
하고, 상기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를 상기 사
용자 단말에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
터 광고 데이터 요청을 수신하면 방송 중인
콘텐츠와 연동된 AR 광고 데이터 및 부가정
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광고부를
포함하고,
상기 미디어 ID 생성 및 정합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1 미디어 ID
룩업 테이블에 대한 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전송 요청에 따라 상기 도면5
사용자 단말에 상기 제1 미디어 ID 룩업 테이 광고 서비스 제공 절차를 나타내는 신호 흐름도
블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송
사업자 서버.

도면6
사용자 모바일 단말에서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
본 특허는 방송 콘텐츠를 수신받아 사용자의 단말기에 AR 광고 데이터 및 부가정보
를 표시하는 광고 방송 사업자 서버 및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권리 범위를 요구하고
있음
특 징

본 발명은 AR 광고 방송 사업자서버와 사용자 모바일 단말간에 방송 중인 콘텐츠의
미디어 ID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사용자 모바일 단말이 방송 중인 콘텐츠 내용과
연동된 맞춤형 양방향 방송 AR 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미디어 ID 정
합 기반의 방송 AR 광고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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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0-1281161 B1

등록특허 KR 10-1281161 B1 특허는 ㈜엘지씨엔에스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휴대 단말기의 카메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에서 움
직이는 아이템을 캐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권리범위로 요구하
고 있으며, 사용자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경품 서비스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281161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국가

증강현실 기반의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
(METHOD OF PROVIDING GIFT SERVICE BASED ON AUGMENTED REALITY)
10-2011-0072303
KR
출원번호
(2011.07.21)

등록번호

10-1281161 B1 (2013.06.26)

법적상태

소멸(연차료 불납)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IPC(Main)

G06Q-030/02

패밀리특허

KR10-1281161B1
요약

대표도면

증강현실 기반의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은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및 위치 추정 모듈을 포함하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된다. 상기 방법은 캠페인 리스트를 캠
페인 제공 서버에 요청한 후에, 상기 위치 추정 모듈에
의하여 추정된 사용자 위치와 연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
켜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에 상기 카메라 모듈에 의하
여 촬영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캠페인
과 연관된 움직이는 아이템을 생성하고,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을 특정 시간 구간에서는 아닐 수 있으나 결국에
는 판정 영역을 향해서 이동하도록 설정된 속도 함수를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에 부여한 다음에, 상기 촬영되는
영상에 오버레이하는 단계; 및 사용자 움직임을 센싱하
여 (i) 상기 촬영되는 영상의 이동 연산, (ii) 상기 촬영되
는 영상과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의 이동 연산, 또는 (iii)
캐치 성공의 판정 연산을 수행하고, 캐치 영역과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에 대한 위치를 기초로 캐치 성공을 판
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116 -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
1) 진행중인 캠페인을 선택하는 단계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및 위치 추정 모듈
을 포함하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증강현
실 기반의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캠페인 리스트를 캠페인 제공 서버에 요청한 후에,
상기 위치 추정 모듈에 의하여 추정된 사용자 위
치와 연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켜서 상기 디스플레
이 모듈에 상기 카메라 모듈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캠페인과 연관된 움직이는 아이템을 생성하
고,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을 특정 시간 구간에서는
아닐 수 있으나 결국에는 판정 영역을 향해서 이
동하도록 설정된 속도 함수를 상기 움직이는 아이
템에 부여한 다음에, 상기 촬영되는 영상에 오버레
이하는 단계; 및
사용자 움직임을 센싱하여 (i) 상기 촬영되는 영상
의 이동 연산, (ii) 상기 촬영되는 영상과 상기 움직
이는 아이템의 이동 연산, 또는 (iii) 캐치 성공의
판정 연산을 수행하고, 캐치 영역과 상기 움직이는
아이템에 대한 위치를 기초로 캐치 성공을 판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

- 캠페인 리스트를 캠페인 제공 서버에 요청하고 위치 추
정 모듈에 의해 사용자 위치와 연관된 캠페인을 선택
2) 카메라 모듈을 활성화시켜 촬영되는 영상을 디스플레
이 하는 단계
- 상기 캠페인과 연관된 움직이는 아이템을 생성
3) 캐치 영역과 움직이는 아이템에 대한 위치를 기초로
캐치 성공을 판정하는 단계
4) 캠페인의 기준 위치, 반경, 움직이는 아이템을 위한 그
래픽 효과를 포함

도면 분석

【청구항 2항】

도면8~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캠페인은
각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택하고, 날아
상기 캠페인의 기준 위치, 기준 반경, 상기 움직이 오는 야구공을 캐치 영역을 통하여 잡으면 경품을 제
는 아이템을 위한 그래픽 효과를 포함하는 것을 특 공하는 방법
징으로 하는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

본 특허는 사용자의 휴대 단말기의 카메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에서 움직이는 아이
템을 캐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권리범위로 요구하고 있으
특 징

며, 사용자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경품 서비스 제공 기술임
증강현실 게임 형식으로 경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객체 광고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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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 10-2016-0006087 A

공개특허 KR 10-2016-0006087 A 특허는 ㈜엘지씨엔에스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
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 광원이 설정된 객체를 가상 환경에 디스플레이하
는 방법으로, 가상 광원에 기초하여 객체 주위의 영역을 조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6-0006087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시각 효과를 가지는 객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 TO
DISPLAY OBJECT WITH VISUAL EFFECT)
10-2014-0097313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6-0006087 A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IPC(Main)

G06F-003/0481

패밀리특허

(2014.07.30)

CN105278905A | EP2966620A2 | JP2016-018560A | KR10-2014-0085024 |
KR10-2016-0006087A | US2016-0012642A1
요약

대표도면

밝은 특성을 가지는 객체에 의한 시각 효과를 객체
주위의 화면에 반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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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구성요소 분석

【청구항 1항】
디스플레이 방법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가상 광원(virtual light source)이 설
정된 객체(object)를 가상 환경(virtual environment)
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상 광원에 기초하여, 상기 가
상 환경에서 상기 객체 주위의 가상 영역을 조명
(illuminate)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가상환경 디스플레이 방법
1) 객체를 가상 환경에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 객체는 가상 광원이 설정되어 있음
2) 가상 광원에 기초하여 가상환경에서 객체 주위의 영역

【청구항 2항】

을 조명하는 단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상 광원을 설정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3) 가상 광원을 설정하는 단계
- 객체 영역에서 격자 형태로 복수의 가상 광원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 가상 광원의 조명 방향 및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

【청구항 3항】

- 조명 방향을 기준으로 컷오프 각도 및 강도 감쇠를 설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상 광원을 설정
하는 단계는,
상기 객체의 객체 영역에서 격자 형태로 복수의 가
상 광원의 위치(position)를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방법.

하는 단계
4) 객체는 정지 이미지 또는 비디오

도면 분석

본 특허는 가상 광원이 설정된 객체를 가상 환경에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으로, 가상
광원에 기초하여 객체 주위의 영역을 조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하여 권리
특 징

범위를 요구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가상환경에서 비디오를 볼 때 비디오 주변의 조명을 조절함으로써 비디오
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림 등을 볼 때 조명효과를 이용하여 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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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조·산업·작업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제조·산업·작업 콘텐츠 유효 특허(81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10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
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게임·테마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1

문헌번호

출원일

KR
10-2017-0087 2015.11.16
501 A
KR

2

10-2016-0125 2015.02.25
428 A
US

3

2017-0060514 2016.05.13

발명의 명칭

출원인

법적상태

착용식 시각화 디바이스를 위한 가상 측정 도구
(VIRTUAL MEASUREMENT TOOL FOR A WEARABLE
VISUALIZATION DEVICE)

Microsoft
Technology

공개

프로세스

중의 오브젝트 트래킹(TRACKING
DURING PROCESSES)

HOLOGRAPHIC

OBJECTS

AUGMENTED AUTHORING

A1
10-2017-0132 2016.09.13
840 A
US
5

6

2018-0158250 2016.12.05
A1
KR
10-1303994

2010.11.24

B1
KR
7

10-2014-0140 2013.05.28
183 A
10-2015-0144 2014.06.16
136 A

9

KR
10-2018-0024 2016.08.30
576 A

KR
10

10-1750875
B1

가상 현실 환경 내부에서의 드로잉에 의한 3 차원
패션 객체들의 생성(The production of 3D fashion
objects by the drawing at th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inside.)
GENERATING VIRTUAL NOTATION SURFACES WITH
GESTURES IN AN AUGMENTED AND/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
(Virtual-Reality Based Training Guide System and the
Method)
열차 제어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of train)
모바일

KR
8

Technology
Licensing, LLC
Microsoft

공개

Technology

공개

Licensing, LLC

KR
4

Licensing, LLC
Microsoft

2017.03.16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매뉴얼 제공
방법
(MOBILE DEVICE, IMAGE FORMING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NG MENUAL)
공항용 로봇, 그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및 그와 연결되는 이동
단말기
(AIRPORT ROBOT, RECORDING MEDIUM RECORDING
PROGRAM PERFORMING METHOD OF PROVIDING
SERVICE THEREOF, AND MOBILE TERMINAL
CONNECTING SAME)

Google LLC

심사중

Google LLC

공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

삼성 에스디에스
주식회사

공개

장치,

차량용 진단 장치
(DIAGNOSTIC APPARATUS FOR VEHICLE AND
OPERATING METHOD FOR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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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공개

공개

등록

(1) KR 10-2017-0087501 A

공개특허 KR 10-2017-0087501 A
LLC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사용자에게 증강/가

상 현실("AR/VR")을 제공하기 위한 헤드셋, 안경이나 고글과 같은 착용식 시각화 디바이
스에서의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7-0087501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착용식 시각화 디바이스를 위한 가상 측정 도구
(VIRTUAL MEASUREMENT TOOL FOR A WEARABLE VISUALIZATION DEVICE)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패밀리특허

KR
10-2017-0087501

출원번호

10-2017-7017392
(2015.11.16)

A (2017.07.28)

법적상태

공개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IPC(Main)

G06F-003/0481

CN107003728A | EP3224697A1 | IN201747018154 | JP2017-536618A |
KR10-2017-0087501A | US14/553668 | US2016-0147408A1 | WOWO2016-085682A1
요약

대표도면

사용자를 위한 증강 현실 및/또는 가상 현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헤드셋, 안경, 또는 고글과 같은 착
용식 시각화 디바이스에서의 가상 측정 도구를 생
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이 개시된다. 특정 실시
형태에서, 디바이스는 예컨대 제스쳐 인식, 시선 추
적, 및/또는 음성 인식의 사용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의 입력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점유되는 3차원
공간 내의 각각의 상이한 위치에서 다수의 포인트
를 결정함으로써 도구를 생성한다. 디바이스는, 도
구가 사용자의 환경의 실시간 실제 뷰(view) 상에
중첩되어 사용자에게 나타나도록, 도구를 디스플레
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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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1)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시각화 디바이스에 가상 측정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제스쳐를 인식하는 것,
상기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것, 또는 상기 사
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에 기
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점유되는 3차원 공간
에서의 상이한 각각의 위치에서 복수의 포인트들
을 결정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시각
화 디바이스에 의해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점유되는 상기 3차원 공간의
실제 뷰 상에 상기 가상 측정 도구가 중첩되게 상
기 사용자에게 나타나도록, 상기 시각화 디바이스
에 의해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가상 측정 도구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도구를 생성하는 단계
- 사용자의 제스처, 시선, 음성을 인식
- 3차원 공간에서 상이한 각각의 위치에 복수의 포인트
를 결정
- 복수의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 다각형, 3차원 체적으
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2) 사용자에게 가상 측정 도구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 상기 3차원 공간의 실제 시야에 가상 측정도구가 중첩
되도록 표시
- 저장된 메모리로부터 저장된 가상 측정 도구를 새로운
3차원 공간에 리디스플레이(redisplay)하는 단계를 포함
-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상기 가상 측정 도구의 위치 또
는 방향에 대한 조정(adjustment)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

【청구항 4항】

도면 분석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가
상 측정 도구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포인
트들 중 2개의 포인트들 사이의 라인으로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항】

도면 3c, 3d
사용자는 가상의 눈금자를 물체로부터 이격 시키고 회전 및
이동시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추어 볼 수 있음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가
상 측정 도구를 상기 복수의 포인트들 중 3개 이
상의 포인트에서 정점(vertices)을 갖는 다각형
(polygon)으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
법.

음성 명령, 제스처, 사용자의 시선 변화 및 이들의 조합을 통
해 해당 눈금자를 제어할 수 있음
도면 3g, 3h
사용자가 음성 또는 제스처를 통하여 집안의 가구의 크기,
부피와 동일한 형태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음
사용자가 가구점에 방문한 경우 구매를 고려하는 아이템(커
피테이블 등)의 위치와 모양에 맞추어 저장된 메모리를 불러
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증강/가상 현실("AR/VR")을 제공하기 위한 헤드셋, 안경이나 고
글과 같은 착용식 시각화 디바이스에서의 가상 측정 도구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
특 징

는 기술임. 상기 디바이스는 제스쳐 인식, 시선 추적, 음성 인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자에 의해 점유되는 3D(three-dimensional) 공간 내의 상이한 위치 각각에서의 다수
의 포인트들을 결정함으로써 도구를 생성. 생성한 도구를 사용자의 실시간 시야 상에
중첩시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도구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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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10-2016-0125428 A

공개특허 KR 10-2016-0125428 A
LLC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오브젝트를 처리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합 프로세스를 사용자가 학습하거나 따라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다양한 형태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6-0125428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프로세스 중의 오브젝트 트래킹(TRACKING OBJECTS DURING PROCESSES)

국가
등록번호
출원인
패밀리특허

KR
10-2016-0125428
Microsoft

출원번호
A (2016.10.31)

10-2016-7025691
(2015.02.25)

법적상태

공개

Technology Licensing,

IPC(Main)
G06T-007/00
LLC
CN106030457A | EP3111297A1 | IN201647028541 | KR10-2016-0125428A |
US9911351B2 | WOWO2015-130718A1
요약

대표도면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것에 관련되는 실시형태가
개시된다. 예컨대, 일 실시형태는, 하나 이상의 오브
젝트를 포함하는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방법은 프로세스
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규정하는 룰(rule)의 세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에 관한 오
브젝트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
기 방법은, 프로세스의 선택된 부분에 대하여, 물리
적 장면(scene)의 이미지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이
미지 정보로부터 그리고 물리적 장면에서 식별된
오브젝트로 수행되는 동작의 오브젝트 식별 정보를
식별하는 단계, 및 동작이 프로세스의 선택된 부분
에 연관된 룰의 세트 중 룰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액션을 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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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서,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object)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모니터
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스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규정하는 룰
(rule)의 세트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에 관한 오브젝트 식별
정보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프로세스의 선택된 부분에 대하여,
물리적 장면의 이미지 정보의 입력을 이미지 센서
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이미지 정보와 상기 오브젝트 식별 정
보로부터, 식별된 오브젝트를 식별하는 단계;
수신된 오브젝트 정보와 상기 이미지 정보로부터,
상기 물리적 장면에서의 상기 식별된 오브젝트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이미지 정보에서 식별된 상기 동작을 상기 룰
의 세트에 비교하는 단계; 및
룰의 세트 중 상기 프로세스의 상기 선택된 부분과
연관된 룰을 상기 동작이 만족하는지 여부의 표시
를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프
로세스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컴퓨팅 디바이스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수행
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청구항 8항】

도면 분석

1) 상기 프로세스의 하나 이상 과정의 규칙 세트의 입력
수신 단계
2) 오브젝트 식별 정보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3) 상기 프로세스의 선택된 과정에 대하여 프로세스 수
행 모니터링
- 이미지 센서로부터 물리적 장면의 이미지 정보를 수신
- 오브젝트 식별 정보를 사용해 물리적 장면에서 오브젝
트를 식별
- 상기 식별된 오브젝트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을 식별
- 해당 동작이 프로세스와 연관된 규칙을 만족하는지 여
부를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출력
4)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명을 출력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출력되는 비디오 설명
- 스피커로 출력되는 음성 설명
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디바이
스를 포함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이 상기 룰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룰
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한 설명을 출
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설명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출력되는 비디
오 설명과 스키퍼로 출력되는 음성 설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를 사
용하여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청구항 9항】
도면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인,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
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변속 풀리 볼트를 조이는 수리 프로세스 중 사용자가
잘못된 도구를 집었을 때 컴퓨팅 디바이스가 올바른
도구(알렌 렌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고와 동시에 하
이라이트를 줄 수 있음
도면3
수리 과정의 설명 보조로써,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를 통해 증강 현실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음

본 발명은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합 프로세스를 사용자가 학습하
거나 따라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다양한 형태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특 징

것임. 특히 사용자가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컴퓨팅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사용자를 관찰하여 정확한 프로세스 수행
을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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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 2017-0060514 A1

공개특허 US 2017-0060514 A1
LLC

특허는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로그래픽으로 증강된

저작에 관한 것으로써 HMD를 통해 컴퓨터의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생산성 도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
음

<표> US 2017-0060514 A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OLOGRAPHIC AUGMENTED AUTHORING

국가

US

등록번호

2017-0060514

출원인

Microsoft

패밀리특허

출원번호

A1 (2017.03.02)

Technology Licensing, LLC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F-003/0481

대표도면

Holographic augmented authoring provides an
extension to personal computing experiences of a
universal or conventional productivity application.
A user interface of a productivity application
executing on a personal computing device can be
switched from a touch or conventional mode to
a holographic mode, which opens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sonal computing device and a
holographic enabled device providing a mixed
reality system. A semantic representation of a
in

(2016.05.13)

CN107924299A | EP3345076A1 | US2017-0060514A1 US62/213089 | WOWO2017-040442A1
요약

command

15/154288

a

productivity

application

is

generated as a hologram in a mixed reality
system and the change to a content file from
performing the command in the mixed reality
system does not require a holographic enabled
device to view or even further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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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1. A system for holographic augmented authoring:
a holographic-enabled device comprising at least a
holographic display, a processor, storage media, a
communication interface; and at least a software
component of a productivity application stored on the
storage media; and
a second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t least a
second processor, second storage media, a second
communication
interface,
and
the
productivity
application stored on the second storage media,
wherein the productivity application, when executed by
the second computing device, directs the second
processor to:
display a content file in an authoring interface for the
productivity application; and
in response to receiving an indication of holographic
mode,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the second
computing device and the holographic-enabled device
to provide holographic augmented authoring of the
content file;
wherein the software component of the productivity
application, when executed by the holographic-enabled
device, provides at least one holographic authoring
command corresponding to a semantic representation
of an authoring command that can be enacted on at
least one content component of the content file.

홀로그래픽으로 증강된 저작을 위한 시스템
1) 홀로그래픽 가능 장치
-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저장 매체, 통신 인터페이스
를 포함
-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요소를 포함
2) 제 2 저장 매체
- 제 2 프로세서, 제 2 저장 매체, 제 2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제 2 저장매체에 저장된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3) 제 2 컴퓨팅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제 2 프로
세서로 하여금
- 생상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저작 인터페이스에 콘텐츠 파일
표시
- 홀로그래픽 모드 지시를 수신하면 제 2 컴퓨팅 장치와 상기 홀
로그램 가능 장치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콘텐츠의 홀로그
래픽 증강 저작을 제공
4)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요소
- 홀로그래픽 가능 장치에 의해 실행
- 콘텐츠 파일의 콘텐츠 요소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저작 명령
에 대응하는 홀로 그래픽 저작 명령을 제공

도면 분석
도면 4A
HMD를 착용한 사용자가 PC를 통해 저작 활동
을 하는 환경의 예시도
도면 3B, 3C, 3E
PC의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가상의 클립보드를 HMD에 표시함으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도
와줌
도면은 클립보드에 저장된 문장을 드래그하여 PC
의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 하는 실시예를 도시

본 발명은 홀로그래픽으로 증강된 저작에 관한 것으로써 HMD를 통해 컴퓨터의 콘텐츠를 홀로그램

특 징

으로 확장하여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생산성 도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
고 있음. 또한 HMD로 콘텐츠를 보는 동안은 컴퓨터 상에 해당 콘텐츠를 중복하여 표시되지 않게 하
는 것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작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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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0-2017-0132840 A

공개특허 KR 10-2017-0132840 A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심
사중인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 현실 환경에서 3차원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에 대하여

기술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7-0132840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현실 환경 내부에서의 드로잉에 의한 3 차원 패션 객체들의 생성

국가
등록번호

KR
10-2017-0132840

출원인

패밀리특허

A (2017.12.04)

Google LLC

출원번호

10-2017-7031375 (2016.09.13)

법적상태

심사중

IPC(Main)

G06F-003/0481

CN107636585A | DE11-2016-004249T5 | EP3350775A1 | GB002555021A | IN201747043427 |
KR10-2017-0132840A | US2016-0370971A1 | US62/052338 | WOWO2017-048685A1

요약

대표도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3 차원 가상 현실 환경의 디
스플레이의 표현을 제작하고 가상 현실 환경 내에서
드레스 폼 객체를 정의하기 위하여 설명된다. 가상
현실 환경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결합되며 사용자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대화형
커맨드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직물 이동 시뮬레
이션들은 구성된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따라 드레스
폼 객체를 애니메이팅함으로써 생성되고, 가상 현실
환경에서 디스플레이된다. 디스플레이는 드레스 폼
객체의 이동을 표시하는 이동 패턴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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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3 차원 가상 현실 환경의 디스플레이의 표현을 제
작하고 상기 가상 현실 환경 내에서 드레스 폼 객
체를 정의하는 단계 - 상기 가상 현실 환경은 컴퓨
팅 디바이스에 결합되며 사용자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대화형 커맨드들을 수
신하도록 구성됨 -;
상기 디스플레이에서, 상기 가상 현실 환경에서의
상기 드레스 폼 객체 및 복수의 도구세트들을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도구세트들은 상기
드레스 폼 객체 상에서 가상적인 3 차원 기하학적
컨텐츠를 생성하도록 구성됨 -;
상기 복수의 도구세트들 중의 적어도 하나에서의
복수의 선택들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선
택들은 적어도 색상, 직물, 및 브러시스트로크 패턴
을 포함함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입력 디바이스의 입력 피드로
부터 복수의 이동 패턴들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
여, 상기 복수의 이동 패턴들 및 상기 선택들에 따
라 3 차원 기하학적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디스
플레이에서, 그리고 상기 드레스 폼 객체 상에서
상기 기하학적 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드레스 폼 객체 상의 상기 기하학적 컨텐츠에
대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계 - 상기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상기 기하학적 컨텐츠를 이동
시키기 위하여 직물의 성질들을 시뮬레이팅하도록
구비됨 -; 및
상기 구성된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따라 상기 드레
스 폼 객체를 애니메이팅함으로써 직물 이동을 시
뮬레이팅하고 상기 가상 현실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드레스 폼 객체의 이동을 표시하는 추가적인 이동
패턴을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생성됨 - 를 포함
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2항】

1) 가상 현실 환경 내에서 드레스 폼 객체를 정의하는 단계
- 사용자와 연관된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대화형 커맨드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가상현실 환경
2) 상기 드레스 폼 객체 및 도구세트들을 디스플레이
- 도구 세트들은 드레스 폼 객체 상에서 가상 3차원 기하학
적 콘텐츠를 생성
- 기하학적 콘텐츠는 패션 의복을 표현하는 라인 및 형상을
포함
3) 상기 복수의 도구세트 중 적어도 하나에서 복수의 선택을
수신
- 복수의 선택이란 색상, 직물, 및 브러시스트로크 패턴을 포
함
4) 드레스 폼 객체 상에 기하학적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 입력 디바이스의 이동 패턴을 수신
- 이동 패턴과 상기 선택들에 따라 기하학적 콘텐츠를 생성
5)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계
- 에니메이션 데이터는 상기 기하학적 콘텐츠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직물의 성질들을 시뮬레이팅 하도록 구비
- 직물의 성질은 직물 중량, 직물 드레이프 및 직물 전단 복
원을 포함

도면 분석

도면 1
사용자가 드레스 폼 피규어에서 3차원 드로잉을 생성
할 수 있는 가상 현실 환경(VR 환경)의 시스템 블록도
예시임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3 차원 기하학적 컨텐츠는 패션 의복의 적어
도 부분을 표현하는 라인들 및 형상들을 포함하는, 도면 7a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색상, 패턴, 및 브러시스트로크
들을 이용하여 드레스 폼 객체 상에 드로잉을 생성하
는 예시도면

본 발명은 가상 현실 환경에서 3차원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
특 징

함. 가상 현실 환경에서의 드레스 폼 객체 및 복수의 도구세트들을 표시하여 사용자
가 색상, 직물 및 브러시 스트로크 패턴을 선택하여 직접 드로잉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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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2018-0158250 A1

공개특허 US 2018-0158250 A1 특허는 Google LLC.,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증강 현실 시스템에서, 가상 주석 표면 또는 가상
시트, 가상 화이트보드를 실물화 하는 방법을 기술함. 사용자가 핸드 헬드 전자장치를 이
용하여 제스처를 취하면 전자장치의 위치를 추적하여 제스처를 검출하는 시스템에 관하
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US 2018-0158250 A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GENERATING VIRTUAL NOTATION SURFACES WITH GESTURES IN AN AUGMENTED
AND/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국가

US

출원번호

등록번호

2018-0158250 A1 (2018.06.07)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GOOGLE INC.

IPC(Main)

G06T-019/20

패밀리특허

대표도면

In an augmented reality and/or a virtual reality
virtual

annotation

surfaces,

or

virtual

sheets, or virtual whiteboards, may be materialized
in in response to a detected gesture. A user may
annotate, adjust, store, review and revise the
virtual

annotation

surfaces,

and

allow

for

collaboration with other users, while in the current
virtual environment, and/or within another virtual
environment,

(2016.12.05)

DE20-2017-105262U1 | US2018-0158250A1 | WOWO2018-106299A1
요약

system,

15/369620

and/or

outside

of

the

vir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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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1. A method, comprising:
displaying, on a display of a head mounted display
(HMD) device, a virtual environment;
detecting, outside of the HMD, a first gesture
input;
generating, in response to detection of the first
gesture input, a virtual notation surface;
detecting, outside of the HMD, a second gesture
input;
displaying, in response to detection of the second
gesture input, the virtual notation surface as a
virtual object in the virtual environment;
detecting, outside of the HMD, a third gesture
input;
annotating, in response to detection of the third
gesture input, the virtual notation surface; and
displaying the annotated virtual notation surface as
a virtual object in the virtual environment.

차량용 진단 장치
1) HMD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에 가상 환경을 디스플레
이 하는 단계
2) HMD 외부에서, 제 1 제스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
- 제 1 제스처 입력의 검출에 응답하여 가상 표기면을 생
성
3) HMD 외부에서, 제 2 제스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
- 제 2 제스처 입력의 검출에 응답하여 가상 환경에서 가
상 표기면을 가상 객체로서 디스플레이
4) HMD 외부에서 제 3 제스처 입력을 검출하는 단계
- 제 3 제스처 입력의 검출에 응답하여 가상 표기면에 주
석을 달고 주석 된 가상 표기면을 가상 환경에 표시하
5) 제스처 입력을 검출하는 방법
- 핸드 헬드 전자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여 이를 기초로
제스처를 검출

【청구항 2항】

도면 분석

The method of claim 1, detecting a first gesture
input including:
detecting a first position of a first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first handheld electronic
device being operably coupled with the HMD;
detecting a first position of a second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second handheld electronic
device being operably coupled with the HMD; and
detecting the first gesture input based on the
도면 4B-4D
detected first position of the first handheld
electronic device and the detected first position of 가상 화면에서 사용자가 두개의 제어기를 가지고 제스
처를 통하여 노트 표면을 생성하는 예시 도면
the second handheld electronic device.

도면 5C
사용자가 제어기를 통해 주석을 달 수 있음을 나타내
는 도면
본 발명은 가상/증강 현실 시스템에서, 가상 주석 표면 또는 가상 시트, 가상 화이트
보드를 실물화 하는 방법을 기술함. 사용자가 핸드 헬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제스처
특 징

를 취하면 전자장치의 위치를 추적하여 제스처를 검출함. 또한 사용자가 가상 노트에
주석을 달고 저장, 리뷰, 수정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기
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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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 10-1303994 B1

등록특허 KR 10-1303994 B1 특허는 한국전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가상 현실에서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 가이드 시스
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훈련 가이드 정보와 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한 정보를 연동
하여 수치, 그래픽, 가상 도구 모델 및 햅틱 기반으로 사용자가 최적의 훈련 가이드 정보
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303994 B1 특허 요지리스트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

발명의 명칭

(Virtual-Reality Based Training Guide System and the Method)
10-2010-0117759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303994 B1 (2013.08.29)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9B-009/00

패밀리특허

(2010.11.24)

KR10-1303994B1
요약

대표도면

다양한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는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그 방법이 개시되어있다.
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추적 정보를 획득하는
도구 움직임 추적부와 기저장된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연동하는 환경 설정 연
동부와 추적 정보,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수치를 기반으로 가시화하는 수치 기
반 가이드부와 추적 정보,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
련 환경 설정 정보를 그래픽을 기반으로 가시화하
는 그래픽 기반 가이드부와 추적 정보, 훈련 가이
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도구
모델을 가시화하는 가상 도구 모델 기반 가이드부
와 추적 정보,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
정 정보를 기반으로 역감 및 진동으로 전달하는
햅틱 기반 가이드부를 포함하는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시스템을 구성한다. 따라서, 최적의
훈련 가이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쉽게 참조할
수 있어,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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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추적 정보를 획득하는
도구 움직임 추적부;
기저장된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

가상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장치

보를 제공하는 환경 설정 연동부;

- 도구 움직임을 추적하여 추적 정보를 획득

상기 추적 정보, 상기 훈련 가이드 정보 및 상기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수치, 그래픽 및 가상 도구

2) 환경 설정 연동부

모델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가시화하는 가이
드부; 및
상기 추적 정보, 상기 훈련 가이드 정보 및 상기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역감 및 진동으로

1) 도구 움직임 추적부

-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제공
3) 가이드부
- 추적 정보, 훈련 가이드 정보 및 훈련 환경 설정 정보를
수치, 그래픽 및 가상 도구 모델에 기초하여 가시화

전달하는 햅틱 기반 가이드부를 포함하되,
상기 훈련 가이드 정보는,

- 역감 및 진동으로 전달하는 햅틱 기반 가이드부를 포함

기저장된 기준 자세를 기초로 상기 도구를 통한 훈

- 기준 자세를 기초로 도구를 통한 훈련의 자세를 가이드

4) 훈련 가이드 정보

련의 자세를 가이드하기 위한 정보, 기저장된 기준
궤적을 기초로 상기 도구를 통한 훈련의 궤적을 가
이드하기 위한 정보 및 상기 도구를 통한 훈련의
방식을 가이드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가상 현
실 기반 훈련 가이드 장치.

하기 위한 정보
- 기준 궤적을 기초로 도구를 통한 훈련의 자세를 가이드
하기 위한 정보
- 도구를 통한 훈련 방식을 가이드하기 위한 정보

【청구항 6항】

도면 분석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부는 가상 도구 모델 기반 가이드부를
포함하며,
상기 가상 도구 모델 기반 가이드부는,
상기 훈련에 대한 자세를 가이드하기 위한 정보 및
상기 훈련에 대한 궤적을 가이드하기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가상의 도구 모델을 로딩하는 가상 도구
모델 로딩부;
상기 로딩된 가상의 도구 모델을 가시화하는 가상
도구 모델 기반 가시화부; 및
상기 추적 정보에 기초하여 실제 도구 모델을 가시
화하는 실제 도구 움직임 가시화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현실 기반 훈련 가이드 장
치.

본 발명은 가상 현실에서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 가이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훈련 가이드 정보와 도구의 움직임을 추적한 정보를 연동하여 수치,
그래픽, 가상 도구 모델 및 햅틱 기반으로 사용자가 최적의 훈련 가이드 정보를 오
특 징

감으로 체험할 수 있음
산업 현장 훈련원과 직업 교육 학교에서 실습 초보자에게 초기 실습 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실제 환경을 동일하게 재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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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R 10-2014-0140183 A

공개특허 KR 10-2014-0140183 A

특허는 ㈜삼성에스디에스 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주변 지형 및 주변 지물을 인식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열차 위치를 검지하여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지상
설비를 최소화하여 가용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열차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4-0140183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열차 제어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of train)
10-2013-0060456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4-0140183 A (2014.12.09)

법적상태

공개(심사중)

출원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IPC(Main)

B61L-015/00

패밀리특허

(2013.05.28)

KR10-2014-0140183A
요약

대표도면

열차 제어 장치가 개시된다. 증강현실 인식 카메라부는
열차의 선로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한다. 위치인식 서버부는
증강현실 인식 카메라부를 통해 인식된 제1정보를 수신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제2정보와 비교하여 열차의
제1위치를 계산한다. 차상 제어부는 위치인식 서버부로부
터 수신된 열차의 제1위치 정보와 차상 서브 시스템에서
소정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열차의 제2위치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열차의 정확한 위치인 제3위치를 재계산하여 지
상 제어 서버로 제3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지상 제어 서
버로부터 열차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허용 구간을 수신
받아 열차를 제어한다. 차상 무선 송수신부는 차상 제어
부가 지상 제어 서버와 정보를 송수신한다. 본 발명에 따
르면, 주변 지형 및 주변 지물을 인식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열차 위치를 검지
하여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지상 설비를 최소화하여 가용
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열차 선로의 연장선 또는 신설선의 경우 열차의 위치
를 검지하기 위한 보조 지상 설비의 추가적인 설치 없이,
차상 설비의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
스의 변경만으로 열차의 위치 검지를 차상 설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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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열차 제어 장치

열차의 선로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하기 위한 카
메라를 이용하여 상기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하는
증강현실 인식 카메라부;
상기 증강현실 인식 카메라부를 통해 인식된 제1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 저장된 제2정
보와 비교하여 상기 열차의 제1위치를 계산하는
위치인식 서버부;
상기 위치인식 서버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열차의
제1위치 정보와 차상 서브 시스템에서 소정의 방
법을 통해 계산된 상기 열차의 제2위치 정보를 상
호 비교하여 상기 열차의 정확한 위치인 제3위치
를 재계산하여 지상 제어 서버로 상기 제3위치 정
보를 전송하고, 상기 지상 제어 서버로부터 상기
열차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허용 구간을 수신받
아 상기 열차를 제어하는 차상 제어부; 및
상기 차상 제어부가 상기 지상 제어 서버와 정보
를 송수신할 있는 차상 무선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제어 장치.

1) 증강현실 인식 카메라부
- 열차의 선로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
2) 위치인식 서버부
- 카메라부를 통해 인식된 1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2정보와 비교하여 열차의 1위치를 계산
3) 차상 제어부
- 제1위치와 차상 서브 시스템에서 계산된 제2위치 정보
를 비교하여 열차의 정확한 3위치를 재계산하여 지상 제
어 서버로 3위치 정보를 전송
- 지상 제어 서버로부터 열차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허용
구간을 수신받아 열차를 제어
- 지상 제어 서버로부터 이동 허용 속도를 수신
4) 지상 제어 서버
- 다른 열차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각 열차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각 열차의 이동 허용 구간 및 허
용 속도 정보를 전송
5) 무선 송수신부

【청구항 8항】

도면 분석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상 제어부는 상기 지상 제어 서버로부터
이동 허용 속도을 수신받아 상기 열차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제어 장치

【청구항 9항】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상 제어 서버는 상기 열차 외 다른 복수의
열차로부터 각각 열차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각
열차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각 열차의
이동 허용 구간 및 이동 허용 속도 정보를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제어 장치.

본 발명은 주변 지형 및 주변 지물을 인식하여 열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열차 위치를 검지하여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지상 설비를 최소화하
특 징

여 가용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열차 제어 장치 및 방법임
또한 열차 선로의 연장선 또는 신설선의 경우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한 보조 지
상 설비의 추가적인 설치 없이, 차상 설비의 주변 지형 지물을 인식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의 변경만으로 열차의 위치 검지를 차상 설비가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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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 10-2015-0144136 A

공개특허 KR 10-2015-0144136 A 특허는 ㈜삼성전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모바일 장치의 영상 안의 화상형성장치(ex.프린터, 복사기)
의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에러에 따른 매뉴얼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방법에 것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5-0144136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모바일 장치,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매뉴얼 제공 방법
(MOBILE DEVICE, IMAGE FORMING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NG MENUAL)

10-2014-0072865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5-0144136 A (2015.12.24)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IPC(Main)

G06F-003/12

패밀리특허

(2014.06.16)

KR10-2015-0144136A | US9426313B2
요약

대표도면

모바일 장치가 개시된다. 본 모바일 장치는,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촬상부,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대응되는 화상형성장치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신하
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수신된 상태 정보에 따라,
화상형성장치에 대한 매뉴얼 정보가 수신되도록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수신된 매뉴얼 정보를 합성하여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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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모바일 장치에 있어서,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촬상부;
상기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대응되는 화상형성장
치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부;
상기 수신된 상태 정보에 따라, 상기 화상형성장치
에 대한 매뉴얼 정보가 수신되도록 상기 통신 인
터페이스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상기 수신된 매뉴얼
정보를 합성하여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
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수신된 상태 정보에 따라, 상기 화상형성장치
가 에러 상태로 판단되면, 상기 에러 상태를 해결
하기 위한 사용자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매뉴얼
정보가 수신되도록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장치.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상기 수신된 매뉴얼
정보를 증강 현실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장치.

모바일 장치
1)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는 촬상부
2) 통신 인터페이스
- 생성된 영상 이미지에 대응되는 화상형성장치로부터 상
태 정보를 수신
3) 제어부
- 수신된 상태 정보에 따라, 화상형성장치에 대한 매뉴얼
정보가 수신되도록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제어
- 화상형성장치가 에러 상태로 판단되면, 에러 상태를 해
결하기 위한 사용자 조작 정보를 포함하는 매뉴얼 정보
가 수신되도록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제어
4) 수신된 매뉴얼 정보를 합성하여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부
- 수신된 매뉴얼 정보를 증강 현실 형태로 표시

도면 분석

본 발명은 모바일 장치의 영상 안의 화상형성장치(ex.프린터, 복사기)의 상태 정보를
특 징

수신하여, 에러에 따른 매뉴얼 정보를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모바일
장치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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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10-2018-0024576 A

공개특허 KR 10-2018-0024576 A 특허는 ㈜엘지전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중

인 특허임. 해당 특허는 공항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이용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로봇으로, 다수의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동시에 연결하여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용 로봇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7-0132840 A 특허 요지리스트
공항용 로봇, 그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및 그와

발명의 명칭

연결되는 이동 단말기
(AIRPORT ROBOT, RECORDING MEDIUM RECORDING PROGRAM PERFORMING METHOD OF
PROVIDING SERVICE THEREOF, AND MOBILE TERMINAL CONNECTING SAME)

10-2016-0111032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8-0024576 A (2018.03.08)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B25J-011/00

패밀리특허

(2016.08.30)

KR10-2018-0024576A | WOWO2018-044015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수의 이용자들에게 공
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용 로봇은, 디스플
레이부, 제1 이용자로부터 제1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신하는 사용자 입력부, 제2 이용자의 제1 이동 단
말기와 연결하기 위한 통신부, 및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응답하여 제1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1 데이터를 포함하는 화면을 표시하도록 상기 디
스플레이부를 제어하고,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부
터 제2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신하고, 수신된 제2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응답하여, 제2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제2 데이터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전
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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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복수의 이용자들에게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용 로봇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
제1 이용자로부터 제1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신하
는 사용자 입력부;
제2 이용자의 제1 이동 단말기와 연결하기 위한 통
신부; 및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응답하여 제1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제1 데이터를 포함하는 화면을
표시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고,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부터 제2 서비스 제공 요청
을 수신하고,
수신된 제2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응답하여, 제2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 데이터를 상기 제1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공항용 로봇.

복수의 이용자들에게 공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
용 로봇
1)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신하는 사용자 입력부
2) 다른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와 연결하기 위한 통신부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부
- 사용자 입력부로 요청 받은 서비스를 로봇의 디스플레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의 카메라에 의해 상기 공항
용 로봇을 포함하는 영상이 획득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이동 단말기와 상기 공항
용 로봇 사이의 연결을 수행하는 공항용 로봇

【청구항 6항】

이를 통하여 제공
- 다른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요청 받은 서비스는
해당 이동 단말기로 전송함
- 이동 단말기로 로봇을 포함하는 영상을 획득하면 이동
단말기와 로봇 사이의 연결을 수행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서비스 또는 제2 서비스의 제공 중, 제3
이용자의 제2 이동 단말기와의 연결을 수행하고,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제3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응답하여, 제3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3 데이터를 상기 제2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공
항용 로봇.

도면 분석

도면7,도면11, 12
사용자 단말기로 공항용 로봇을 바라보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연결
사용자 단말기로 공항용 로봇과 연결된 사용자에게 각기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된 사용자들에게 긴급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

본 발명은 공항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이용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특 징

제공하기 위한 로봇으로, 다수의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에 동시에 연결하여 공항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용 로봇을 권리범위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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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R 10-1750875 B1

등록특허 KR 10-1750875 B1 특허는 ㈜엘지전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
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차량에 설치된 부품들 중 고장이 발생한 부품에 대한 정보를 사
용자(예, 차량의 운전자 내지 동승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는 차량용 진단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며, 디스플레이부, 인터페이스부와 가
상 영상 및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세서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750875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차량용 진단 장치
(DIAGNOSTIC APPARATUS FOR VEHICLE AND OPERATING METHOD FOR THE SAME)
분할 10-2017-0032943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750875 B1 (2017.06.20)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B60W-050/14

패밀리특허

(2017.03.16)

KR10-1750875B1 | KR10-2017-0003134A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차량용 진단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차량
의 소정 부분에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표시하는 디
스플레이부; 상기 차량에 구비된 복수개의 부품들에
대한 진단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진단 정보를 기초로, 상기 복수개의 부품들 중 정비
가 요구되는 고장 부품을 확인하고, 상기 고장 부품
에 대한 정보를 상기 가상 영상과 함께 표시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
는, 차량용 진단 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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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디스플레이부;
차량에 구비된 복수개의 부품들에 대한 진단 정보
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진단 정보를 기초로, 상기 복수개의 부품들 중
정비가 요구되는 고장 부품을 확인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차량의 외관에 구비되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투명 디스플레이의 전체 영역 중, 상기 고장
부품의 위치에 대응하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이
소정값 이상의 투과도를 갖고, 상기 고장 부품의 위
치에 대응하는 영역에 가상 영상 및 상기 고장 부
품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는, 차량용 진단 장치.

차량용 진단 장치
1) 디스플레이부
- 차량의 실내에 장착되는 제1디스플레이부와 차량 외관

【청구항 2항】

을 형성하는 제2 디스플레이를 포함
- 제1 디스플레이는 차량에 구비된 윈도우 중 어느 하나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장 부품에 대한 정보에는, 상기 고장 부품의
명칭, 위치, 고장 원인, 고장 정도, 예상 수리비, 정
비 방법, 주변 정비소, AS 가능 여부 및 AS 잔여기
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차량용 진단
장치.

에 가상 영상 및 고장 부품에 대한 정보를 투사하는
HUD
2) 인터페이스부
- 차량에 구비된 부품들에 대한 진단 정보를 수신
3) 정비가 요구되는 고장 부품을 확인하는 프로세서
- 투명 디스플레이의 전체 영역 중, 고장 부품의 위치에
대응하는 영역의 일부분이 소정의 투과도를 갖고, 고장

【청구항 5항】

부품의 위치에 대응하는 영역에 가상 영상 및 정보가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함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차량의 실내에 장착되는
제1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차량용 진단 장치.

【청구항 6항】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스플레이는, 상기 차량에 구비된 복수개
의 윈도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상기 가상 영상
및 상기 고장 부품에 대한 정보를 투사하는
HUD(HeBD Up Display)인, 차량용 진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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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분석

본 발명은 차량에 설치된 부품들 중 고장이 발생한 부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예,
특 징

차량의 운전자 내지 동승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는 차량용 진단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며, 디스플레이부, 인터페이스부와 가상
영상 및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세서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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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의료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일상·네비게이션 콘텐츠 유효 특허(32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5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의료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KR
1

10-2014-0139 2013.05.28
840 A

2

3

4

KR
10-2015-0005 2013.07.05

출원인

법적상태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어방법
(Display apparatus and control method thereof)

삼성전자주식회사

공개

삼성전자주식회사

공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개

가상 하이킹 시스템 및 방법
(VIRTUAL HIKING SYSDTEM AND METHOD

805 A

THEREOF)

KR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10-2017-0060 2015.11.25
761 A

KR
10-1831514

2016.03.29

KR
10-2018-0044 2016.10.24
686 A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B1

5

발명의 명칭

시스템 및 증강현실 제공방법

사회복지법인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REFLECTED 삼성생명공익재단
ESTIMATION OF MOVEMENT OF MAXILLARY)

HMD 디바이스
(HEBD MOUNTED DISPLA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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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

공개

(1) KR 10-2014-0139840 A

공개특허 KR 10-2014-0139840 A 특허는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중인 특허임. 해당 특허는 주시 방향을 추적하여 그와 대응되는 화면을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얼굴에서 주
시 방향을 추적하는 카메라, 대상체를 촬영하는 카메라, 의료영상장치 또는 내시경을 통
해 촬영된 대상체의 내부 영상을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제어부를 구성요소에 대한 권리범
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4-0139840 A 특허 요지리스트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제어방법

발명의 명칭

(The display device and method for controlling the same)
10-2013-0060461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4-0139840 A (2014.12.08)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IPC(Main)

H04N-005/232

패밀리특허

(2013.05.28)

KR10-2014-0139840A | US2014-0354689A1
요약

대표도면

환자 신체 내부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디스
플레이 장치를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영상
이 표시되는 면에 마련되어 사용자의 얼굴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제1카메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상기 제1카메라가 마련된 면의 반대 면에 마련되어
대상체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제2카메라 및 상기
제1카메라에서 획득한 사용자의 얼굴영상으로부터
사용자의 주시방향을 검출하고, 상기 주시방향을 향
하도록 상기 제2카메라의 촬영방향을 조절하고, 촬
영방향이 조절된 상기 제2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
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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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영상이 표시되는 면에 마련
되어 사용자의 얼굴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제1
카메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서 상기 제1카메라가 마련된
면의 반대 면에 마련되어 대상체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제2카메라; 및
상기 제1카메라에서 획득한 사용자의 얼굴영상으
로부터 사용자의 주시방향을 검출하고, 상기 주시
방향을 향하도록 상기 제2카메라의 촬영방향을 조
절하고, 촬영방향이 조절된 상기 제2카메라에서 획
득한 영상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제어
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
1) 영상을 표시한느 디스플레이부
2) 제 1카메라 및 제 2카메라
- 제 1카메라는 디스플레이면에 마련되어 사용자의 얼굴
영상을 획득
-

제 2카메라는 디스플레이면의 반대편에 마련되어 대상

체에 대한 영상을 획득
3) 제어부
- 제 1카메라의 사용자 얼굴 영상으로부터 사용자의 주시

【청구항 9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대상체 내부에 대한 가상영상
을 생성하고, 상기 제2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에
상기 가상영상을 오버레이 방식으로 합성한 증강
현실 영상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디스
플레이 장치.

【청구항 11항】

방향을 검출
- 상기 주시방향을 향하도록 제 2카메라의 촬영방향을 조
절
- 대상체 내부에 대한 가상 영상을 생성하고 제 2카메라의
영상에 가상 영상을 오버레이하여 증강현실 영상을 표시
4) 대상체의 내부 영상
- CT 또는 MRI를 포함하는 의료영상장치를 통해 촬영된
영상
- 내시경을 통해 촬영된 수술 부위 및 수술도구에 대한 영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체의 내부영상은 의료영상장치를 통해
촬영된 영상과, 내시경을 통해 촬영된 수술 부위
및 수술 도구에 대한 영상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상

도면 분석

특 징

본 발명은 사용자의 주시 방향을 추적하여 그와 대응되는 화면을 증강현실로 표현하
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얼굴에서 주시
방향을 추적하는 카메라, 대상체를 촬영하는 카메라, 의료영상장치 또는 내시경을 통
해 촬영된 대상체의 내부 영상을 증강현실로 표현하는 제어부를 구성요소로 기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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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 10-2015-0005805 A

공개특허 KR 10-2015-0005805 A 특허는 ㈜삼성전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실내에서도 실제 느낌을 느끼며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가상 하이킹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시하는 PC, 도로의 상태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모션 플랫폼 및 구글 스트리트뷰를 사용
한 시뮬레이션 화면에 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5-005805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가상 하이킹 시스템 및 방법(VIRTUAL HIKING SYSDTEM AND METHOD THEREOF)
10-2013-0078826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5-0005805 A (2015.01.15)

법적상태

공개

IPC(Main)

G06Q-050/22

출원인

삼성전자

패밀리특허

주식회사

(2013.07.05)

KR10-2015-0005805A | US9694235B2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가상 하이킹(Hiking) 장치 및 그 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실내에서도 실제 느낌을 느끼며 하
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상 하이킹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시하
는 PC; 상기 PC에 표시되는 시뮬레이션 화면의 도로
의 상태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모션플랫폼; 상기 모션
플랫폼의 상부에 고정되어 구성되며, 핸들의 이동 및
속도에 대응하여 시뮬레이션 화면이 변화하는 사이클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45 -

<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시하는 PC;
상기 PC에 표시되는 시뮬레이션 화면의 도로의

가상 하이킹 시스템

상태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모션플랫폼;

1)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시하는 PC

상기 모션플랫폼의 상부에 고정되어 구성되며, 핸
들의 이동 및 속도에 대응하여 시뮬레이션 화면이

- PC에 연결되어 시뮬레이션 화면을 수신 · 표시하는
HMD 사용 가능

변화하는 사이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 모션 플랫폼

가상 하이킹 시스템.

- 시뮬레이션 화면의 도로의 상태에 대응하여 움직임
- 모터부, 상판지지대, 엔코더부로 이루어져 있음(청구항6)

【청구항 3항】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C에 연결되어 상기 PC로부터 시뮬레이션
화면을 수신하고 수신된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시
하는 HMD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상 하이킹 시스템.

3) 사이클
- 핸들의 이동 및 속도에 대응하여 시뮬레이션 화면이 변
화
- 시뮬레이션 화면은 구글 스트리트뷰를 포함

【청구항 5항】

도면 분석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 화면은 구글 스트리뷰 인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상 하이킹 시스템.

【청구항 8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션플랫폼은,
동력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모터와 상기 모터의 동
력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대응하는
수의 크랭크와, 상기 크랭크로부터 동력을 전달하
는 대응하는 수의 샤프트로 구성된 모터부;
상기 모터부로부터의 동력을 받아 움직이는 상판
지지대;
상기 모터부에 연결되어 상기 모터의 동작을 감지
하는 엔코더부;
상기 엔코더부로부터 상기 모터부의 동작을 감지
하여 상기 상판지지대의 동작을 인지하고, 상기
PC로부터 전송된 시뮬레이션 영상에 대응하는 각
도로 상기 상판지지대가 움직이도록 BC모터부를
제어하는 모션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하이킹 시스템.

본 발명은 실내에서도 실제 느낌을 느끼며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가상 하
특 징

이킹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화면을 표
시하는 PC, 도로의 상태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모션 플랫폼 및 구글 스트리트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화면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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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 10-2017-0060761 A

공개특허 KR 10-2017-0060761 A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증강현실 장치를 지닌 원격의료장치를 사용하여 사용
자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시각적 정보를 투시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에게 좀 더 자세
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7-0060761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
10-2015-0165320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7-0060761 A (2017.06.02)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F-019/00

패밀리특허

(2015.11.25)

KR10-2017-0060761A
요약

대표도면

진단 장치로 획득한 영상을 환자의 신체에 투사하는
투사 장치, 및 의사의 단말기로부터 진료 행위에 대
한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는 상기 환부
에 대한 영상 및 상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
보에 기초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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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진단 장치로 획득한 영상을 환자의 신체에 투사하
는 투사 장치; 및
의사의 단말기로부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
신하여 상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는 상기 신체에 대한
영상 및 상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에 기
초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신체에 대한 영상 및 환자의 신
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의사의 단말기에 제공하고
상기 의사의 단말기로부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
를 수신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분석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1) 투사장치
- 진단 장치로 획득한 영상을 환자의 신체에 투사
2) 서버
- 의사의 단말기로부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환자에게 제공
-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의사의 단말기에 제공
3)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 의사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의사를 촬영한 영상 또는 환
자의 환부를 촬영한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4) 진료행위에 대한 정보
- 신체에 대한 정보 및 환자의 신체 상태
-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의 시청작적인 정보

【청구항 4항】

도면 분석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의사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의사를 촬영한 영상 또는
상기 환자의 환부를 촬영한 영상을 표시하는 시스
템.

【청구항 6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는 문자, 그림, 동영상
중 적어도 하나의 시청각적인 정보를 통하여 제공
되는 시스템.

본 발명은 증강현실 장치를 지닌 원격의료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시각적 정보를 투시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
특 징

공하고 환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 투사장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버, 카메라 및 디스플
레이를 구성요소로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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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0-1831514 B1

등록특허 KR 10-1831514 B1 특허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시스템 및 제공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획득 및 변환장치, 좌표계 설
정 및 추정장치, 환자에 부착된 마커를 인식하는 마커인식장치, 증강현실 영상 생성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와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1831514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제공방법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REFLECTED ESTIMATION OF MOVEMENT OF MAXILLARY)

10-2016-0037671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831514 B1 (2018.02.14)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IPC(Main)

A61B-006/14

패밀리특허

(2016.03.29)

KR10-1831514B1 | WOWO2017-171295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써,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
정이 반영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시스
템 및 증강현실 제공 방법이 개시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AR) 시스템은, 환자의 두경부에 대
한 CT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장치, 획득된
CT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영상변환
장치, 변환된 영상에 포함된 복수개의 점들을 이용하
여 환자에 대한 좌표계를 정의하기 위한 좌표계설정
장치,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을 위한 환자에 부
착된 복수개의 마커들, 환자에 부착된 복수개의 마커
들을 인식하기 위한 마커인식장치, 정의된 좌표계에
기초하여 인식된 복수개의 마커들 각각에 대한 좌표
를 추정하기 위한 좌표추정장치, 추정된 좌표에 대한
악골의 증강현실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증강현실 영
상생성장치 및 생성된 증강현실 영상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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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시스템으로서,
상기 환자의 두경부에 대한 CT 영상을 획득하기

환자의 악골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시스템

위한 영상획득장치;

1) 환자의 두경부에 대한 CT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영상

상기 획득된 CT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기

획득장치

위한 영상변환장치;

2) CT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영상변환장치

상기 변환된 영상에 포함된 복수개의 점들을 이

3) 환자에 대한 좌표계 정의를 위한 좌표계설정장치

용하여 상기 환자에 대한 좌표계를 정의하기 위

4) 환자에 부착된 복수개의 마커들을 인식하기 위한 마커

한 좌표계설정장치;

인식장치

상기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을 위한 상기 환
자에 부착된 복수개의 마커들;

5) 마커들에 대한 좌표를 추정하는 좌표추정장치

상기 환자에 부착된 복수개의 마커들을 인식하기

6) 증강현실 영상 생성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

위한 마커인식장치;

7) 추정된 좌표에 대한 정보를 이동거리에 따라 다른색으

상기 정의된 좌표계에 기초하여 상기 인식된 복

로 디스플레이

수개의 마커들 각각에 대한 좌표를 추정하기 위
한 좌표추정장치;

도면 분석

상기 추정된 좌표에 대한 악골의 증강현실 영상
을 생성하기 위한 증강현실 영상생성장치; 및
상기 생성된 증강현실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
한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개의 마커 중 상기 환자의 악골의 움직
임 추적의 기준이 되는 지점의 지정을 위한 제 3
마커(MR)는 상기 환자의 중절치 사이 지점, 우측
송곳니 지점, 좌측 송곳니 지점, 우측 제1대구치
지점 및 좌측 제1대구치 지점 중 어느 하나를 지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의 악골의 움직
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시스템.

【청구항 8항】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좌표추정장치에 의하여 추정된 좌표에 대한
정보는 상기 이동거리 값의 범위에 따라 상이한
컬러로 상기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되고,
상기 이동거리 값이 0 이상 1 밀리미터 이하라면
녹색, 1초과 1.5 밀리미터 이하라면 노란색, 1.5초
과 2밀리미터 이하라면 주황색, 2초과부터 이동거
리 값의 한계값까지의 범위에서는 적색으로 상기
좌표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
강현실 시스템.

본 발명은 환자의 악골의 움직임 추정이 반영된 증강현실 시스템 및 제공방법에 대
특 징

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획득 및 변환장치, 좌표계 설정 및 추정장치, 환
자에 부착된 마커를 인식하는 마커인식장치, 증강현실 영상 생성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와 방법을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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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 10-2108-0044686 A

공개특허 KR 10-2018-0044686 A 특허는 ㈜엘지전자가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HMD를 통해 안마와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는 HMD 디바이스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부, 통신
부, 제어부, 안마 정보와 해당하는 영상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8-0044686 A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HMD 디바이스(HEBD MOUNTED DISPLAY DEVICE)
10-2016-0138499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8-0044686 A (2018.05.03)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IPC(Main)

G06Q-050/22

패밀리특허

(2016.10.24)

KR10-2018-0044686A | US2018-0113312A1
요약

대표도면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는,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
레이부, 안마의자와 통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안마의
자로부터 안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안마 정
보에 기초하여 상기 안마 정보에 대응하는 영상을 디
스플레이 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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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부;
안마의자와 통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안마의자로부터 안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안마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안마 정보에
대응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

구성요소 분석

HMD 디바이스
1)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
2) 안마의자와 통신하는 통신부
3) 제어부
- 안마의자로부터 안마 정보를 수신
- 안마 정보에 기초하여 대응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
4) 안마 정보

【청구항 2항】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안마 정보는,
안마 부위에 대한 정보, 안마 모드에 대한 정보,
압박과 해제에 대한 동기화 정보 및 사용자의 건
강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인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

- 안마 부위에 대한 정보, 안마 모드에 대한 정보, 압박과
해제에 대한 동기화 정보 및 사용자의 건강 정보
5) 안마 영상
- 안마 부위가 마사지 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
- 복수의 근육이 이완되는 정도에 따라 대응되는 색체로
디스플레이

【청구항 3항】

도면 분석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안마 부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안
마 부위가 마사지 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

【청구항 8항】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복수의 근육이 이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체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HMD(HeB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

본 발명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HMD를 통해 안마와 관련된 영상을 제
공하는 HMD 디바이스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부, 통신부, 제
어부, 안마 정보와 해당하는 영상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
특 징
안마를 받는 사용자에게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안마의 진행 상태 및 사
용자의 건강상태 또는 근육의 이완 상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용이하
게 확인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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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교육·훈련 콘텐츠’ 기술의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별된 일상·네비게이션 콘텐츠 유효 특허(30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특허 (5건)를 선별하여 권리분석 및 심층 분석을 진행함

1. 핵심특허 리스트

<표> 의료 콘텐츠의 핵심특허 리스트
번호

문헌번호

출원일

10-0940507

2007.05.09

B1

2

3

4

KR
10-0974900

2008.11.04

동적 임계값을 이용한 마커 인식 장치 및 방법
(Marker recognition apparatus using dynami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hreshold and method thereof)

KR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2008.12.22

KR
10-2012-0113 2011.04.04

KR
10-2014-0097 2013.01.28
657 A

법적상태

등록

EVALUATING LEARNER PERFORMANCE ON
AUGUMENTED REALITY BASED LEARNING)

058 A

5

(METHOD AND SYSTEM FOR MEASURING AN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1

10-1381594
B1

출원인

혼합현실기반 학습에서 학습자 수행 측정 및
수행성취 평가방법 및 시스템

KR
1

발명의 명칭

(Education apparatus and method using Virtual
Reality)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개

삼성전자
주식회사

공개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TUTORING IN
THE FUSION SPBCE OF REAL AND VIRTUAL
ENVIRONMENT)

증강현실 콘텐츠 생성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휴대단말장치
(METHOD OF MAK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AND TERMINAL IMPLEMENTING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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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 10-0940507 B1

등록특허 KR 10-094057 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혼합현실에서 마커가 부착된 인쇄 교재와 학습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혼합현실기반 학습 수행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3D 객체를
직접 학습자가 조작하면서 그 과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권리범위
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0940507 B1 특허 요지리스트
혼합현실기반 학습에서 학습자 수행 측정 및 수행성취 평가방법 및 시스템
발명의 명칭

국가

(METHOD AND SYSTEM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LEARNER
PERFORMANCE ON AUGUMENTED REALITY BASED LEARNING)
10-2007-0044987
KR
출원번호
(2007.05.09)

등록번호

10-0940507 B1 (2010.01.28)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H04N-005/217

패밀리특허

KR10-0940507B1 | KR10-2006-0109938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혼합현실기반 학습에서 학습자 수행 측
정 및 수행성취 평가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혼합현실기반 학습환경에서
3D 객체를 직접 학습자가 조작하여 수행하는 과정
을 평가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
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마커가 부착된 실
감형 교재; 콘텐츠를 조작하기 위한 컨트롤 마커가
부착된 학습 인터페이스; 상기 데이터 마커 및 컨트
롤 마커를 인식하는 카메라; 상기 학습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는 클
라이언트 뷰어; 상기 행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학습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저장하
는 분석 시스템; 및 상기 콘텐츠를 생성하는 콘텐츠
저작도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현실
기반형 학습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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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콘텐츠를 연계시키는 데이터 마커가 부착된 실감형
교재;
혼합현실기반형 학습시스템
상기 콘텐츠의 조작과 관련된 도안이 그려진 컨트
롤 마커가 부착된 학습 인터페이스;
상기 데이터 마커 및 컨트롤 마커를 촬상하는 카메
라;
상기 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
마커 및 컨트롤 마커를 인식하며, 상기 컨트롤 마
커로 행해지는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기 행위
데이터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마커의 콘텐츠를
로딩함과 아울러 상기 행위 데이터로부터 로그 데
이터를 생성시켜 저장하는 클라이언트 뷰어;
상기 로그 데이터로부터 정답 액션을 한 평가객체
의 난이도의 합에서 오답 액션을 한 평가객체의 난
이도의 합을 뺀 값인 이해도와, 정답 액션을 한 평
가객체의 난이도의 합과 오답 액션을 한 평가객체
의 난이도의 합을 더하여 난이도 평균의 설정값을
곱한 이해도 임계치를 비교하여 학습 이해 수준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분석 시스템; 및
상기 클라이언트 뷰어에 로딩된 콘텐츠를 디스플레
이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현실기반형 학습시스템.

1) 실감형 교재
- 콘텐츠를 연계시키는 데이터 마커가 부착
2) 학습 인터페이스
- 콘텐츠 조작과 관련된 도안이 그려진 컨트롤 마커가 부
착
3) 마커를 촬영하는 카메라
4) 클라이언트 뷰어
- 데이터 마커 및 컨트롤 마커를 인식
- 컨트롤 마커로 행해지는 행위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이
터 마커의 콘텐츠를 로딩
5) 분석 시스템
- 정답 액션과 오답 액션을 통해 평가 객체의 이해도와
학습 이해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저장
6) 디스플레이 장치
- 클라이언트 뷰어에 로딩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7) 콘텐츠
- 3D 콘텐츠,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로 구성되는 실감형
콘텐츠

【청구항 6항】

도면 분석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는 3D 객체, 상기 3D 객체들간의 애니
메이션을 정의한 3D 콘텐츠, 동영상, 오디오, 이미
지로 구성되는 실감형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혼합현실기반형 학습시스템

특 징

본 발명은 혼합현실에서 마커가 부착된 인쇄 교재와 학습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혼합
현실기반 학습 수행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3D 객체를 직접 학습자
가 조작하면서 그 과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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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10-0974900 B1

등록특허 KR10-0974900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되
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혼합현실에서 동적으로 임계값을 조정하는 마커 인식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0974900 B1 특허 요지리스트

발명의 명칭

동적 임계값을 이용한 마커 인식 장치 및 방법(Marker recognition apparatus using
dynamic threshold and method thereof)
10-2008-0108746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0974900 B1 (2010.08.03)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T-007/00

패밀리특허

(2008.11.04)

JP5117452B2 | KR10-0974900B1 | US8682095B2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마커를 인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육 시
스템에 적용 가능한 마커 인식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마커 인식
방법은 동적으로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커 인식 방법은 마커가 포
함된 페이지의 영상을 카메라를 통해 획득하고,
페이지의 영상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하고, 샘플링
된 픽셀의 영상 값을 임계값을 기준으로 제1 영상
그룹 및 제2 영상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제1 영상
그룹 및 제2 영상 그룹 각각의 중앙 값을 산출하
고, 중앙 값의 평균 값으로 임계값을 갱신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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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특정 정보가 인코딩된 코드형 마커 또는 기설정
된 형성을 갖는 아이콘 마커가 포함된 학습교재
의 페이지의 영상을 카메라를 통해 획득하는 제1
단계;
상기 학습교재의 페이지의 영상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하는 제2단계;
샘플링된 픽셀의 영상 값을 임계값을 기준으로
제1 영상 그룹 및 제2 영상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마커 인식 방법
1) 마커가 포함된 학습교재의 페이지 영상 획득
- 코드형 마커 또는 아이콘 마커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
2) 학습교재의 페이지의 영상에 대한 샘플링 수행

제3단계;

3) 샘플링 된 영상을 그룹화 하는 단계

상기 제1 영상 그룹 및 제2 영상 그룹 각각의 중
앙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중앙값들의 평균값

- 샘플링 된 픽셀의 영상 값을 임계값을 기준으로 그룹화

으로 상기 임계값을 갱신하는 제4단계;
갱신되기 이전의 임계값 및 갱신된 임계값의 차
이가 기준 값 이하가 될 때까지 상기 제1 내지
제4 단계를 반복하는 제5단계;
상기 갱신된 임계값에 따라 상기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이진화하는 제6단계;
상기 이진화된 상기 영상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

4) 영상 그룹의 각 중앙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중앙값들의
평균값으로 임계값을 갱신
5) 갱신 전 후의 임계값의 차이가 기준 값 이하가 될때까
지 1~4단계를 반복
6) 획득한 영상을 이진화
7) 이진화 된 영상의 엣지 정보를 이용하여 사각형 테두
리 및 내부 직선 성분을 검출하여 마커를 검출

여 사각형 테두리 및 내부 직선 성분의 검출 여
부에 따라 마커를 검출하는 제7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커 인식 방법.

【청구항 2항】

도면 분석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7단계를 통해 마커가 검출되는 경우, 상기
검출된 마커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하여 샘플링을
수행하는 제8단계; 및
상기 제8단계를 통해 샘플링된 픽셀의 영상 값을
상기 임계값을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의
중앙값의 평균값으로 상기 임계값을 갱신하는 제
9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커
인식 방법.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의 영상은, 상기 마커가 포함된 페이
지 전체의 영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커 인식
방법

특 징

학습자가 유비쿼터스-러닝 시스템 교재에 인쇄된 마커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게 느끼
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재에 인쇄되는 마커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마커의
인식률을 높여야 함. 또한 책의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책에 포함되는 마커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마커를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인식
할 수 있는 패턴 제작 및 인식 매커니즘이 필요함. 이러한 종래 기술을 개선하기 위
해 본 발명은 동적으로 임계값을 조정하는 마커 인식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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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R 10-1381594 B1

등록특허 KR10-1381594 B1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교실의 학생 및 원격지의 강사가 등장하는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습 콘텐츠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가상현실 교육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0974900 B1 특허 요지리스트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발명의 명칭

(Education apparatus and method using Virtual Reality)
10-2008-0131661

국가

KR

출원번호

등록번호

10-1381594 B1 (2014.03.31)

법적상태

등록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Q-050/20

패밀리특허

(2008.12.22)

CN101763762B | KR10-1381594B1 | US2010-0159430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교실의 학생 및 원격지의 강사가 등장하
는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습 콘텐츠에 실제
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학생을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
의 영상을 추출하는 영상 컴퓨터와, 원격지 강사를
촬영한 영상에서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추출하는 원
격지 강사 컴퓨터와,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
츠를 실행하며 상기 원격지 강사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을 수행하는 교실 강사 컴퓨터, 및 상기 학습
콘텐츠의 가상공간에 상기 학생의 영상 및 상기 원
격지 강사의 영상을 합성하는 가상현실 컴퓨터를 포
함하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현
실감 있는 체험 기반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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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학생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의 영상
을 추출하는 영상 컴퓨터와,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를 실행하
고,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제공하는 원격지 강사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학습 콘텐
츠는 원본 콘텐츠의 제작 작업과 상기 원본 콘텐츠
의 자리 배치, 상기 학생과 원격지 강사의 상호 작
용에 반응하는 규칙을 정하는 콘텐츠 패키징 작업
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실 강사 컴퓨터와,
상기 학습 콘텐츠의 체험형 가상공간에 상기 원격
지 강사의 영상과 상기 학생의 영상을 합성하여 교
실 스크린에 합성된 영상을 표시하는 가상 현실 컴
퓨터
를 포함하고,
상기 학습 콘텐츠의 시나리오는 상기 학생의 손,
발, 머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위치 추정을
통해 상기 학생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상기 학생의
동작에 따라 상기 체험형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며,
상기 학습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구축된 상기 체험
형 가상공간은 교실 강사의 조작에 의해 연속적으
로 바뀌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1) 영상 컴퓨터
- 학생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서 학생의 영상을 추
출
2) 교실 강사 컴퓨터
- 체험형 가상공간이 구현된 학습 콘텐츠 실행
- 원격지 강사의 영상을 제공하는 원격지 강사 컴퓨터와
실시간 통신
- 학생과 원격지 강사의 상호 작용에 반응하는 규칙을 정
하는 콘텐츠 패키징 작업
3) 가상현실 컴퓨터
- 체험형 가상공간에 원격지 강사와 학생의 영상을 합성
하여 교실 스크린에 표시
4) 학습 콘텐츠 시나리오
- 학생의 손, 발, 머리의 위치 추정을 통해 학생의 제스처

【청구항 9항】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교육 장치는,
상기 학생의 음성을 입력받아 상기 교실 강사 컴퓨
터로 전달하는 학생 마이크와,
상기 학습 콘텐츠의 음성, 상기 학생의 음성 및 상
기 원격지 강사 컴퓨터로부터 제공된 상기 원격지
강사의 음성을 합성하는 사운드 믹서와,
합성된 음성을 출력하는 교실 스피커
를 더 포함하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를 인식하고, 학생의 동작에 따라 체험형 가상공간에서
진행
- 학습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교실 강사의 조작에 의해
연속적으로 체험형 가상공간을 바꿈

도면 분석

특 징

본 발명은 교실의 학생 및 원격지의 강사가 등장하는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학생이 학
습 콘텐츠에 실제로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서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가상현
실 교육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실 내의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 카메라를 통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구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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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R 10-2012-0113058 A

공개특허 KR 10-2012-0113058 A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교사와 학습자의 현실공간을 가상화하고 현실공간과
상대방의 가상화된 현실공간을 동기화한 융합공간을 제공하고 융합공간에서 가상화된 교
사를 연예인이나 다른 캐릭터로 변환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2-0113058 A 특허 요지리스트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및 방법
발명의 명칭

(APPARATUS AND METHOD FOR TUTORING IN THE FUSION SPBCE OF REAL AND
VIRTUAL ENVIRONMENT)
10-2011-0030756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2-0113058 A (2012.10.12)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Q-050/20

패밀리특허

(2011.04.04)

CN101763762B | KR10-1381594B1 | US2010-0159430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융합하여 활용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원격지에 존재하는 교사
와 학습자가 융합 공간 내에서 만나서 방문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은 융합 공간 내에서 상대방의 형상
과 동작을 인식하여 상대방을 다른 연예인이나 캐
릭터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
고, 가상교재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
는 방법과 달리 실재교재를 사용하면서 교재를 대
상으로 서로 필기하거나 지우거나 변형하거나 대체
하는 모든 작업이 현실과 차이가 없도록 진행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가상 융
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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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참여자의 인물 영상 촬영을 통해 상기 참여자의 인물 형상과
동작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현실-가상 융
합 공간 내 인물 형상 데이터와 동작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을
수행하는 인물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참여자의 데스크 촬영을 통해 데스크 형상 데이터를 생
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현실-가상 융합 공간 내 데스
크 형상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을 수행하는 데스크 데이터 처
리부와,
상기 참여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에서 발생되는 음
성 또는 소리를 기반으로 음성 또는 소리 데이터를 생성하거
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현실-가상 융합 공간 내 음성 또는
소리 데이터를 출력하는 음성 및 소리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참여자의 인물 형상 데이터, 동작 데이터, 데스크 형상
데이터와 음성 또는 소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화된 현실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여 통신망을 통해 다른 참여자에게 제공
하거나, 상기 다른 참여자로부터 수신한 가상화된 현실 공간
데이터와 상기 생성된 가상화된 현실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가상 융합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며, 상기 현실-가상 융합
공간 데이터에서 상기 현실-가상 융합 공간 내 인물 형상 데
이터, 동작 데이터, 데스크 형상 데이터와 음성 또는 소리 데
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상기 인물 데이터 처리부, 데스크 데이
터 처리부 및 음성 및 소리 데이터 처리부에 제공하는 가상
공간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장치
1) 인물 데이터 처리부
- 참여자의 인물 형상과 동작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을
수행
2) 데스크 데이터 처리부
- 참여자의 데스크 형상 데이터에 대한 렌더링을 수행
3) 음성 및 소리 데이터 처리부
- 참여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에서 발생되는
음송 또는 소리 데이터를 출력
4) 가상 공간 처리부
- 참여자의 인물, 데스크, 음성 및 소리 데이터를 이용하
여 현실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여 다른 참여자에게 제공

【청구항 9항】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물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참여자가 선택 또는 선호하는 캐릭터를 참조하여 상기
인물 형상과 동작 데이터를 변환한 후 이를 상기 가상 공간
처리부에 제공하거나, 상기 가상 공간 처리부에서 제공받은 인
물 형상과 동작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하거나, 다른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음

도면 분석

특 징

본 발명은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갖는 원격화상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습
자의 현실공간을 가상화하고 현실공간과 상대방의 가상화된 현실공간을 동기화한 융합공간
을 제공하고 융합공간에서 가상화된 교사를 연예인이나 다른 캐릭터로 변환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현실-가상 융합 공간 기반의 교육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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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R 10-2014-0097657 A

공개특허 KR 10-2014-0097657 A 특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출원한 특허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임. 해당 특허는 전자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생성
하는 방법 및 이를 구현하는 휴대단말장치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음

<표> KR 10-2014-0097657 A 특허 요지리스트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 장치 및 방법

발명의 명칭

(Education apparatus and method using Virtual Reality)
10-2008-0131661

국가

KR

출원번호

공개번호

10-2014-0097657 A (2014.08.07)

법적상태

공개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C(Main)

G06Q-050/20

패밀리특허

(2008.12.22)

CN101763762B | KR10-1381594B1 | US2010-0159430A1
요약

대표도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콘텐츠 생성방
법은, 전자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콘텐츠
를 생성하기 위한 증강현실모드 실행 요청을 수신
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에 따라 카메라를 실행시키
고, 상기 전자책 콘텐츠로서 출력된 북 데이터 중
일부를 프리뷰 영상에 로드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모드 실행 중 특정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특정 이벤트에 미리 매핑된 반응 데
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및 상기 추출된 반응 데이
터를 상기 프리뷰 영상에 로드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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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청구항 분석
【청구항 1항】

구성요소 분석

전자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생성
하기 위한 증강현실모드 실행 요청을 수신하는 과
정;
상기 요청에 따라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상기 전자
책 콘텐츠로서 출력된 북 데이터 중 일부를 프리뷰
영상에 로드하는 과정;
상기 증강현실모드 실행 중 특정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하는 과정;
상기 특정 이벤트에 미리 매핑된 반응 데이터를 추
출하는 과정; 및
상기 추출된 반응 데이터를 상기 프리뷰 영상에 로
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
현실 콘텐츠 생성방법.

증강현실 콘텐츠 생성 방법
1) 증강현실 모드 실행 요청 수신 과정
- 전자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함
2)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전자책 콘텐츠로써 출력된 북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뷰 영상에 투영된 실제 환경의 사물, 인
물, 배경을 인지하고, 이의 상기 프리뷰 영상 상의
각 좌표값을 검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생성방법.

【청구항 6항】

데이터 중 일부를 프리뷰 영상에 로드
3) 특정 이벤트 발생을 검출
- 프리뷰 영상을 통해 감지된 사용자 모션 또는 휴대단말
장치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검출
- 가속도 센서, 중력 센서, 나침반 센서, 자이로 센서, 온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이벤트의 발생을 검출
하는 과정은,
상기 프리뷰 영상을 통해 감지된 사용자 모션을 검
출하는 과정 및
휴대단말장치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획득한 센서
값을 검출하는 과정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생성방법.

도 센서, 동작인식 센서를 포함할 수 있음
4) 이벤트에 미리 매핑된 반응 데이터를 추출하여 프리뷰
영상에 로드
- Ex. 도면의 흩날리는 꽃잎 등

【청구항 9항】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데이터는,
상기 특정 이벤트의 발생에 따라 상기 북 데이터의
형태를 상기 프리뷰 영상 상에서 변경하거나 대체
하는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콘텐
츠 생성방법.

도면 분석

특 징

본 발명은 프리뷰 영상을 통해 획득한 사용자 모션에 대하여 반응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실제 환경이 투영된 프리뷰 영상에 로드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용자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전자책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몰입감을
상승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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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층 분석 결론
■ AR 글래스 콘텐츠 기술의 경우, HMD(Head Mounted Device)의 특성이 감안
되어 인터랙션 제어 기술 및 정보표시기술에 관련된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개발되
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양
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해당 기술 분야 개발에 있어 기업들 간의 특허 확보 경
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구글의 경우 앞서 기술 하였듯이 해당 사업분야 복귀를 선언 하였으므로, 앞으
로의 개발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고 향후 개발 방향을 도출해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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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확산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