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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엔비디아, 가상현실(VR)로 시각, 청각, 촉각을 재현 

◈ 엔비디아는 1월 26일 기업용 VR(가상현실) 컨퍼런스인 ‘NVIDIA Pro VR Day 2017’을 개최하

고, VR의 미래와 엔비디아의 VR 기술 혁신에 대해 발표하였음 

• 기조 연설에 나선 엔비디아의 밥 페티 부사장은 VR이 이미지 처리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

라 소리와 빛, 촉각의 재현 기술까지 향상시키며 제조, 건축, 마케팅,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 

• 또한, VR이 향후 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비즈

니스를 변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 현재 VR 이용 방식은 고글 형태의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쓰게 하고 고글에 가상의 

3 차원 영상을 투영하여 이용자가 보는 방향이나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이 움직

이게 해 가상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 자동차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자동차의 VR 영상을 보고 차종과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게 

하거나, 건설 예정인 고층 빌딩을 VR로 재현한 후 경관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

가하는 등의 용도로 이미 활용이 시작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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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VIDIA 

[그림 1] 엔비디아 VR 데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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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VR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 걸림돌로는 ‘영상 멀미’가 꼽히는데, 사람의 동작과 영상

의 움직임에 차이가 생김에 따라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영상 멀미를 방지하려면 영상을 

고속으로 처리해 지연을 최소화하는 소형 GPU(그래픽 처리 프로세서)가 필수적이라고 함 

• 밥 페티 부사장은 영상 멀미를 방지하려면 이 시간 차이를 20 밀리 초 이하로 억제할 필요

가 있다며, GPU의 성능 향상이 VR의 선결과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다고 자평 

◈ 엔비디아는 향상된 GPU를 바탕으로 소리의 방향과 빛의 방향, 촉각을 정확하게 재현함으로

써, 정말 진짜 같은 실용적인 VR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 밥 페티에 따르면 영상에 맞춰 소리를 느끼거나, 방향을 바꿀 때 빛의 변화하는 양상을 충

실히 재현할 때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건설하기 전에 건물의 설계를 향상된 VR 로 재현함으로써 소리의 

울림이나 조명의 배치까지 실제에 가깝게 검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VR 의 이용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에 

한정되어 있었다며, 향상된 VR 은 정확한 현

실 재현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생략하거나 설

계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음 

•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신사옥 

건설에 향상된 VR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VR을 통해 일사량을 확인하여 지붕의 경사를 

변경하는 등의 효용이 있었다고 함 

•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가 매일 VR 로 신사옥의 디자인을 체크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자평 

◈ 엔비디아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촉감을 재현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생

각할 수 없었던 용도로 VR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함 

• 촉감의 재현이란 펄스(압력)를 인체에 가함으로

써 가상현실로 보는 물건을 실제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재현하는 것을 말함 

<자료> NVIDIA 

[그림 3]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촉각 SDK 

<자료> Hardware Zone. 

[그림 2] VR을 이용한 엔비디아 신사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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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이용해 수술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경우, VR에서 뼈와 근육 등 경도가 다른 조

직을 해부할 때 보다 정확한 훈련이 가능해 질 수 있음 

• 엔비디아는 현재 촉각을 재현하기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 중이라고 함 

(PC Watch, 1. 26. & Social VR Info,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