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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반다이, 건담 콘텐츠로 가상현실(VR) 로봇 전투 체험 시설 운영 

◈ 반다이 그룹은 애니메이션 ‘건담’ 속 전투 로봇 간의 대결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엔

터테인먼트 시설을 한시적으로 시험 운영 중 

• 반다이남코는 지난 4월 도쿄 오다이바의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에 가상현실(VR) 엔터테인

먼트 시설 ‘VR ZONE Project i Can’을 개설했으며, 최근 반다이의 

대표 콘텐츠인 건담을 이용한 VR 콘텐츠를 추가하였음 

• ‘VR ZONE Project i Can’은 성인들이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실제로

는 위험하고 돈도 쓰기에 무리”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임 

• 이번에 반다이남코가 추가한 VR 콘텐츠는 체험자가 건담의 손바

닥 위에 올라 타, 다른 모빌 수트 로봇과 벌이는 전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 

• VR 건담 체험은 10월 10일까지 한정 운용될 예정이며, 이용료는 

반다이 그룹의 전자 화폐인 바나코인으로 지불하는데, 930 바나

코인(1,000엔)이고 체험시간은 총 8분 가량임 

◈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 앞에는 18 미터 높이의 건담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VR 체험의 기

본 스토리라인은 실제 모형에 기반한 VR로 TV 시리즈의 에피소드 하나를 재현하는 것 

• 반다이남코는 2016 년 2 월 건담 30 주년을 기념하여 다이버시티 입구에 애니메이션 속 

‘RX-78-2 건담 Ver. GFT’ 모델의 1:1 모형을 세웠는데, 높이가 18 미터에 달함 

• 건담 VR 체험 시설은 HTC의 VR용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인 ‘HTC Vive(바이브)’, 헤드폰 우

퍼와 진동 모터를 내장한 바닥과 그 위에 설치한 소파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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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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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VR 건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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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는 VR 속에서 건담의 ‘손’에 해당되는 데, 소파의 등받이 부분은 다이버시티 입구에 

세워진 실물 건담의 엄지 손가락 모양이며, 크기도 1:1로 제작되었다고 함 

• 체험을 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의 바닥에 서면 진행 요원이 허리에 벨트를 매주고, VR 용 

HMD와 헤드폰을 씌워 줌 

• 체험이 시작되면 눈앞에 거대한 건담이 나타나는데, 다이버시티 도쿄 광장에 들어서며 보

았던 18미터 높이의 1:1 건담을 고스란히 VR 공간에 재현해 놓은 것 

• 스토리는 건담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건담에 총알이 튀고 사방에 비명소리가 

들리며 땅이 흔들리는데, 바로 옆에서 폭발음이 나고 파편이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체

험자들은 대부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거나 엎드리게 됨 

• 허리를 굽힌 채 총알이 날아 오는 방향을 돌아 보면, ‘자쿠’ 로봇이 자쿠 머신건을 들고 공

격해 오는 것이 보임 

• 발 밑은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는데, 땅이 

위로 솟구칠 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진동과 

부들부들 떨리는 미세한 진동이 결합되어 높

은 현실감을 준다고 함 

• 자쿠의 공격에 잠시 허둥지둥하던 건담은 가

슴 덕트에서 배기 가스를 내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체험자의 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자료> Bandai Namco. 

[그림 2] 다이버시티 입구의 18미터 높이 실물 건담(左)과 VR 콘텐츠 속 건담 영상(右) 

<자료> Bandai Namco. 

[그림 3] 손바닥에 올라 타라는 요청(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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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미는데, 이 때 ‘타주세요’라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아무로 레이의 목소리가 들려 옴 

• 이 설정은 TV 시리즈 기동전사 건담 제2화 “건담 파괴 명령”에 나오는 장면으로, 체험자

는 VR 속에서 건담의 손에 올라가 앉은 뒤 손가락을 단단히 붙잡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소파로 걸어가 앉은 다음 건담 손가락 모양의 소파 등받이를 껴안는 행위가 됨 

◈ 건담 VR 콘텐츠를 이용한 체험자들은 박력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귀 옆을 스치는 듯한 소리, 

바닥의 울림과 건담 손바닥의 진동, 공중 부유감 등으로 인해 몰입감이 상당하다고 평가 

• 건담의 손바닥에 앉아 엄지를 단단히 붙잡으면 건담이 가슴까지 체험자를 들어 올려 주는

데, 체험자는 이때 자신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부유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며, 실제

로 소파가 위로 약간 상승하게 됨 

• 건담의 가슴 높이에서 받는 자쿠의 공격은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박력 있는 느낌을 주는

데, 건담의 손도 꽤 격렬하게 흔들리므로, 손가락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

릴 것 같은 두려움을 준다고 함 

• 자쿠 로봇은 머신건이 별다른 효과가 없자 도끼 모양의 무기를 손에 들고 건담을 베기 위

해 달려 드는데, 눈 앞에 거대한 자쿠가 힘차게 달려 들면 위압감을 느끼게 되며, 거대한 

모빌 수트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꼈다는 체험자도 다수 

• 건담 VR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도쿄 플라자 광장에서 18 미터 크기의 건담 모형을 

다시 접하게 되면, “조금 전에 내가 저 손바닥에 타고 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효과는 향후 VR 콘텐츠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임 

• VR 건담 콘텐츠는 손바닥 위에서 모빌 수트끼리의 싸움을 근접 체험하는 것이 포인트로, 

조종석에 들어가 직접 싸우는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조종석에서는 평평한 디스플레이

<자료> Bandai Namco. 

[그림 4] 18 미터 건담의 손 모양(左)과 VR 속 손바닥 역할이 되는 소파(中, 右) 



 

 

주간기술동향 2016. 9. 21. 

www.iitp.kr 42 

로 내다보는 시점이 되어 버리므로 박력 있는 체험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 

◈ VR 건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VR ZONE Project i Can 오픈 직후인 2016 년 5 월로, 약 3

개월 반 정도의 단기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함 

• 개발팀에 따르면, 다이버시티 광장의 거대한 건담 조형물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것

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람들의 생각을 

구현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VR 건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함 

• 조종석에서 싸우는 체험을 제공하는 게임은 이미 나와 있으며, VR ZONE Project i Can 시

설에도 ‘장갑 기병 보톰즈’ 같은 조종석 시점의 게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팀은 

같은 것은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건담의 손에 탄다는 아이디어를 도출 

• 개발 시에는 중량감 있는 움직임의 구현에 중점을 두어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구미의 애

니메이션을 참고했다고 함 

• 애니메이션과 같은 움직임은 보여 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높이 18m 의 건담이 실제로 

달리면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하며 개발에 임했다고 함 

• 이번 VR 건담 콘텐츠를 포함하여 ‘VR ZONE Project i Can’은 2016년 10월 10일에 운영을 

일단 종료할 예정이며, 그 이후의 전개는 아직 미정임 

◈ VR 건담 체험은 ‘포켓몬 GO’가 일으킨 센세이션에 이어, 일본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인기

를 얻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포켓몬 GO 성공의 한 요인으로 포켓몬 캐릭터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충성도가 꼽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건담 캐릭터 역시 경쟁력 있는 VR 콘텐츠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 

• 건담은 특히 프라 모델 만들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대표적인 키덜트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30대 이상의 남성 사용자를 겨냥하기에도 적합한 콘텐츠여서 

VR 콘텐츠로서 상품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Forbes, 8. 25. & The Japan Times,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