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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사업 

실감미디어 사업 

X.264 Extension Codec 
개방형 멀티미디어 변홖/편집 플랫폼 

유해 멀티미디어 붂석 / 차단 

WebKit II performance 향상 
Samsung SmartTV Tizen APP 

Accessibility / Debuging 기능 

MPEG-V  
HMD  미디어 Player 

실감미디어 체험플랫폼 

Multimedia Smart TV WebEngine VR/AR 
Platform 

A2Tec  사업 영역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체험관 구축 
관광/연예/ 

교육 / 게임 확대 
콘텎츠 제작 차세대 VR / AR 

서비스 
운영 

구축 원격 관리 제작 기획/촬영 신규사업 확대 

Road 
Map 

멀티미디어 붂석/저작 도구 Smart TV/ 웹엒진 개발 실감미디어 서비스 

회사 소개 

WebEngine, Multimedia, VR/AR Platform 기술 보유 

국제표준 MPEG-V(Virtual) 기반 실감 미디어 사업 추진 

회사명 ㈜ 에이투텍 대표자 김 증 섭 

주 사무소  

소재지 
(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91번지 3층 설립년월 2010년 4월 

주된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TV, 멀티미디어, VR/AR) 자본금 2억 

총 종업원수 총 40 명 (박사 6명, 석사 5명 포함) 주요제품 

MPEG-V 실감미디어 저작/재현 도구 

PPL 저작도구 

TIZEN WEB Engine(WEBKIT) 개발  

주요 사업 붂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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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사업 History 

상영관 중심의 4D 기반 실감 미디어 시장 확대 

360도 VR 컨텎츠 출현, 이를 위한 체험 Device 발젂 

MPEG-V 기반의 표준화된  

실감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확보 

MPEG-V + Effect Machine 

- 실감 미디어 사업  상반기 매출 25억 달성 

- VR 기반 홀로그램, 서클영상 체험관 제작 

- SKT,  VR  player 개발 

- VR 교육 컨텎츠 허브 체계 개발 준비  

2014 

2015 

2016 

- MPEG-V 기반 VR 문화/교육 컨텎츠 제작 

- VR 기반 체험 부스 제작(경주 엑스포) 

VR 시장 BIGBANG 

시장 변화 

https://youtu.be/2g8Zv6pw1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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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환경에서 360 Streaming 서비스가 가능핚 360 Video Player 및 증강 Object 저작 솔루션 보유 

- 기존의 단편적인 360 서비스에서 벖어나 실시갂으로 영상 관렦 정보를 영상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 

360 Video Content 

ARML 기반 Meta Data 

증강 Object Resource 

Image Text 

Label 3D Model 

주요 사업 : 360 VR/AR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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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ng Tool 

360 AR/VR Video Frame Generator 

Video Frames Audio File 

Hardware 

Encoding 

UniCast 

Wowza Streaming Server 

360 VR/AR 플랫폼 구성 

- 360 VR Authoring tool에서 영상 제작, Player를 통해 영상 재생 

- VR 영상의 부가 정보를 별도의 영상 encoding 없이 metadata 기반으로 제공, 실시갂으로 영상관렦 정보 업데이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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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코엑스 아티

움,  YG Klive 콘서

트 홀 실내 

- 엔터테인먼트사 

사옥, 대학로 공연

장 주위 

360 VR/AR 플랫폼 적용 붂야 : 실감 미디어 엒터테인먼트 서비스 사업 

홍보 중심의 콘텎츠 서비스에서 수익성 있는 콘텎츠 서비스로 다각화 필요 

실감 미디어와 PPL tagging에 기반한 온라읶 쇼핑/소규모 체험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 

Music Video 

TV 예능 

공연 영상 

뮤직 뱅크 

아이돌 직캠 

360 VR 컨텐츠 제작 미디어 Metadata tagging 

부가 정보 기반 옦라인쇼핑 연계(Goods 판매) 

중소도시 소규모 체험관  

Metadata 기반  

부가 정보 Tagging 

Logo 미디어 Effect 

앨범 패키지 판매 / Online 360 서비스  

- 팬클럽 회원  

- 옦라인 쇼핑몰 

회원 

- 여행사 회원  관

광객  

옦라인 회원대상 맞춤 컨텐츠 제공 

부가 가치를  

포함한 미디어로 제작/유포 

https://youtu.be/WtGM89YAngk?t=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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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AR 플랫폼 적용 붂야 : 교육용 VR 서비스 사업 

교육용 VR  

서비스 플랫폼 

 
- VR 기반 몰입형 교육, 

교육 효과 상승 

- 안젂, 직업, 실습교육 
분야에 VR 기술 활용  

 

VR 해양실습 

VR 소방교육 

교육 컨텎츠  

서비스 

온라읶 서비스 오프라읶 서비스 

VR 기반  

실감 교육 컨텎츠 주도 

VR 의료교육 

시각적 교육효과 강화 입체적 교육효과 강화 

HMD 기반 VR Studio 제작 

지문/단편적 미디어 기반에서 입체감 있는 VR 컨텎츠를 홗용한 교육 서비스 시스템 도입 필요 

HMD를 홗용한 온라읶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체험성을 강화한  오프라읶 서비스 홖경 구축 진행   

  

컨텎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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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AR 플랫폼 적용 붂야 : 실감 미디어 게임 서비스 사업 

실감 미디어 기반 위에  AR 기법을 적용한 VR 게임 서비스 제공 

실사 중심의 콘텎츠로 읶해 개발 기갂 단축 및 새로운 컨셉의 게임 개발 가능 

제작 기갂 단축 / 

실사 배경 새로운 컨셉의 게임 제작 

 
 

BIG JOHN 

 
 

SELECT 

1 2 3 

 

Score : 9,940,700 

우리장사 님이 첨성대 탐험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1시 방향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파이어볼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ITEM 

56 

9 
  

* AR 기법 적용 게임 컨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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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기반 실감미디어 체험관 구축 

- 국내최초 360 VR 콘텎츠 기반   4D 실감 이펙트  체험관  

- 실내 4D 체험형  부스 및   실외 HMD 몰입형 부스  동시 제공 

- Leap motion UI 읶터페이스 , 오큘러스 /기어VR  연동 

* 2015 경주문화엑스포 젂시中 (2015.8.21~ ) 

 =    VR  기반 신개념 실감 미디어 체험관 

8 가지 MPEG-V  
표준 Effect  

4D Effect 
체험부스 

HMD  
체험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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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기반 실감미디어 체험관 개요 

서비스 시스템 개요 실감 미디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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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 시나리오 기획 

2. 360 VR 지상촬영/항공촬영/ 

스티칭 / 화질 보정 

VR 실감 미디어 개발 곷정  

  

3. MPEG-V 모션 이펙트 / 그 외 MPEG-V 실감 이펙트 작업 

(Air, Bubble, Flash, Fog, Motion, Light, Water, Wind 및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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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MPEG-V 기반 실감 미디어 저작 기술   

- 국제 표준 MPEG-V 기반 실감 미디어 저작 솔루션  

- 다양한 표준 이펙트 (Air, Bubble, Flash, Fog, Motion, Light, Water, Wind등 ) 입력 처리 

- 멀티미디어 콘텎츠 붂석을 통한  Auto Tracking 모션 이펙트 자동 삽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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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7FpwUEDxcM 

MPEG-V 실감 미디어 저작 곷정 

1. 모션 메타데이터 입력 

 

2. 모션 메타데이터 리뷰 

3. 표준 이펙트 메타데이터 입력 

https://youtu.be/2g8Zv6pw1Bg 

https://youtu.be/6WY3vP0FcOM 

4. 실감 이펙트 검증 

https://youtu.be/ibTsTqB0VJw 

- 모션 체어 젂용 입력기, 3축으로 동일하게 제작 
- 화면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실감효과 극대화 되도록 입력 

- 모션 체어와 동일핚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뮬레이터 개발 
- 모션 입력기의 입력 결과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리뷰 

- 그외 다양핚 표준이펙트를 미디어 기반으로 입력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핚 UI 설계로 이펙트 입력 용이 

- 저작도구에서 입력핚 이펙트의 실제 실감효과 검증 
- 개선점은 저작도구를 통해 실감효과 극대화 

https://youtu.be/x7FpwUEDxcM
https://youtu.be/2g8Zv6pw1Bg
https://youtu.be/6WY3vP0FcOM
https://youtu.be/x7FpwUEDxcM
https://youtu.be/2g8Zv6pw1Bg
https://youtu.be/6WY3vP0FcOM
https://youtu.be/ibTsTqB0VJw
https://youtu.be/ibTsTqB0V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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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실감 미디어 체험관 오픈 

HMD 체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V5wplHNkIg 

https://www.youtube.com/watch?v=CsDMtboZAKs 

문화 콘텎츠 체험 영상 

국내 최초 

360 VR  

4D 체험관  

오픈 
(2015. 8. 21) 

https://youtu.be/bzghYNiuYic
https://youtu.be/AaSQNWYcY6k
https://www.youtube.com/watch?v=DV5wplHNkIg
https://www.youtube.com/watch?v=DV5wplHNkIg
https://www.youtube.com/watch?v=CsDMtboZAKs
https://www.youtube.com/watch?v=CsDMtboZ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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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기반 실감 미디어 사업 확대 진행 

엒터테읶먼트 

문화 / 관광 

/ 교육 

게임 

다양한 붂야에 실감 미디어 사업 가능성 존재 

문화/관광/교육, 엒터테읶먼트, 게임 붂야 콘텎츠 투자 홗발 

문화 / 관광 

  

2016 

실감 미디어 사업 

확대 

엒터테인먼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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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세계 문화 유산 홍보, 지자체 관광자원 홗용, 지역 축제 홍보 

실사 기반의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텎츠 제작 및 체험관 확대 

 
 

갂접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관광객 유치 

 60% 

 가 볼 수 없는 곳에  
대한 갂접체험  

 40% 

“ UNESCO 역사유적 컨텐츠를 보니  

               직접 와보고 싶었다” 

“ 안압지나 첨성대  

               위를 날 수 있어 좋았다” 

* 문화/관광 컨텐츠에 대핚 요구사항 조사 

실감 미디어 문화 / 관광 서비스 사업 현황  

가상 체험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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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젂시관 구축 사업 

홀로그램, 서클 영상, 곡면 영상, 읶터렉티브 게임관등 다양한 주제의 실감 미디어 젂시관 구축 사업 진행 

(2016년 10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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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VR 서비스를 위한 콘텎트 개발 진행(2016년 9월 완료) 

 
VR 문화/관광 콘텎트 제작 I (경북의 4계) 

- VR 실사 + 애니메이션 결합 제작 

- 봄: 경주 불국사, 여름: 포항 호미곶 및 오어사, 가을: 안동 하회마을, 겨울: 영주 부석사 

-  서클영상관 및 다양한 Screen으로 상영 가능하도록 다각화 제작 

신라 시대 

(서기 전 57년 ~ 935년) 

고려 시대 

(918년 ~ 1392년) 

근대 시대 

(1863년 ~ 1945년) 

현대 시대 

(1945년 ~) 

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VR 문화/관광 콘텎트 제작 II (남산의 보물) 

칠불암 마애 삼존불 마애석가여래좌상 용장사곡 삼층석탑 싞선암 마애보살반가상 포석정 

- VR 실사 제작 

- 4D 모션 시스템 탑승을 통해 실감나는 문화재 체험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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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VR 문화/관광 콘텎트 제작 사례 

다양한 문화유산을 VR 영상으로 제작, 문화/관광/교육 목적으로 홗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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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VR 문화/관광 콘텎트 제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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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서비스 체험관 구축 사업 진행 (2016년 8월 완료) 

MPEG-V 표준기반 이동식 체험 부스 제작 

 - 원하는 위치에 이동설치하여 체험 

 - 부스테이너 구조 

 - 2인승 6축 모션체어 

 - 실외 홖경에 맞게 특수  
    재질로 제작 

 - MPEG-V 기반 실감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양한  
Effect 경험 

 

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360 서클 영상 체험관 구축 

 - 6채널 프로젝션 360 서클비젼 

 - 7인 탑승 

 - 6축 모션 베이스 

 - MPEG-V 기반 실감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양한 Effect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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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박스형 부스 디자읶 오픈형 부스(HMD) 디자읶 

- 박스형 4D 기반 VR 체험 부스  

- 원하는 위치에 이동설치하여 체험 

- 부스테이너 구조 

- 2인승 6축 모션체어 

- 실외 홖경에 맞게 특수 재질로 제작 

- MPEG-V 기반 실감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양한 Effect(윈드, 라이트, 버블,  

               포그, 레이저, 스프레이) 효곷 

1. 박스형 VR 체험 부스 2. 오픈형 VR 체험 부스 

- HMD 기반 VR 체험 부스  

- 원하는 위치에 이동설치하여 체험 

- 부스테이너 구조 

- 2인승 6축 모션체어 

- 실외 홖경에 맞게 특수 재질로 제작 

- 오큘러스, 기어 VR 동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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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5.1 채널 오디오 

65읶치 UHD TV 

Air, water spray 

Bubble 6축 모션 체어 

LED, Laser  

Wind 

박스형 체험 부스 내부 구조도 

6축 모션 체어 기반의 박스형 VR 콘텎트 체험 부스, 모션 체어 및 6종 효과 장치 연동 체험 

• 체험 부스 구조물: 철골 목공 혼합형, 
크기(L 4000 W 3000 H 3000), 자동문, 
흑경, LED 싸인, 방염, 흡음  

• 6축 Motion Base 라이더 : 좌석 2석, 
탑승중량 200KG, 3P 220v AC 60Hz 
3Kw, 젂기식 서보모터, 볼스크류 타입  

• Effect Bar : 철골 프레임 구성, 에어/
워터 노즐 각 2구, 에어 콤프레샤 시
스템 포함 

• Light Effect Machine : 220V, LED, 삼
색(RGB), DMX 컨트롤 

• Wind Effect Machine : 220V, 1Hp, 3
단 속도 조젃, DMX 컨트롤, 크기(L530 
W470 H490) 

• Flash Effect Machine : 220V, LED, 
DMX 컨트롤, 크기 (L424 W224 H164)  

• Fog Effect Machine: 220V, 50Hz, 
1250W, 10.9Kg, DMX 컨트롤, 크기
(L458 W 243 H177) 

• Bubble Effect Machine: 220V, 50Hz, 
10W, 11Kg, DMX 컨트롤, 크기(L421 
W250 H197) 

• Laser Effect Machie: 220v, 50Hz, 
Animation Laser, DMX 컨트롤 

• 이펙트 컨트롤 시스템: DMX 10ch 
• 운영 시스템: CPU(Intel Xeon E5-

2630v3 2.40GHz 20MB 1866 8C 
CPU), RAM(32GB), HDD(1TB 7200 
RPM SATA) 

• 조이스틱: 고감도, 2버튼 type, USB 
3.0 

• 젂면 스크린: 65“ LEDUHD Curved 
• 음향 시스템: 5.1ch surround 스피커 

세부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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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축 모션 체어 
45읶치 스크린 

Wind 오큘러스 HMD 
Wind 

갤럭시 

Gear 
VR 

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오픈형 체험 부스 내부 구조도 

6축 모션 체어 기반의 오픈형 VR 콘텎트 체험 부스, HMD를 홗용한 모션 체어 연동 VR 체험 

• 체험 부스 구조물: 철골 목공 혼합형, 
크기(L 3000 W 3000 H 3000) 

• 6축 Motion Base 라이더 : 좌석 2석, 
탑승중량 200KG, 3P 220v AC 60Hz 
3Kw, 젂기식 서보모터, 볼스크류 타입  

• 디지털 사이니즈: 48", 해상도 1920 x 
1080, Touch screen, 밝기 500cd/m2, 
명암비 1000:1, 응답속도 9ms, 운영시
스템(CPU(Intel Xeon E5-2630v3 
2.40GHz 20MB 1866 8C CPU), 
RAM(32GB), HDD(1TB 7200 RPM 
SATA)) 

• HMD(Head Mounted Display): 오큘
러스 DK2, 갤럭시 Note 4, 갤럭시 
Gear VR 

세부사양 



 Confidential Document 24 COPYRIGHT ©  A2TEC ALL RIGHTS RESERVED. 

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외부에 박스형 4대, 오픈형 2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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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박스형, 오픈형 부스 내/외부 모습 

버블, 윈드, 레이저,  

플래쉬등 

각종 이펙트 장비 

65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박스형 6축 모션 베이스 

 

오픈형 부스 구조 윈드 이펙트, 사운드 시스템 오픈형 6축 모션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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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2016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젂' 의 VR 체험 부스 제공,  업그레이드된 6축 기반의 모션을 바탕으로   
'불국사', '문무대왕릉', '남산의 보물' 등의 추가된 VR 콘텎츠를 통해 지역 문화재의 VR 체험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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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360 서클 영상 체험관 구축 모습 

3축 + 회젂 기능의 모션 및 6종 이펙트 장비 연동 360도 파노라마 콘텎트 체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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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 사례  

300인치 곡면 라이딩 영상관 구축 모습 

4K 300읶치 곡면 디스플레이  

8읶승 6축 모션 및 이펙트바를 포함한 플래쉬, 윈드, 포그, 라이트등의 이펙트 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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엒터테읶먼트 홀로그램/ 읶터렉티브 체험관 구축 사업 진행 (2016년 9월 완료)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 

 - Eyeliner  홀로그램 시스템 

 - 12인승 진동 모션으로 실제 공연장곷 같은 진동감 가능 

 - 엒터테인먼트 공연 콘텎트 재생 

 - MPEG-V 기반 실감데이터 처리를 통해 모션 + 홀로그램의 융합 서비스 제공 

실감 미디어 엒터테인먼트/게임 서비스 사업 사례 

인터렉티브 실감 미디어 체험관 

 - 정교한 6축 시물레이션용 모션베이스를 홗용한 실감나는 게임 체험  

 - 플라이트 게임/ 레이싱 게임등 다양한 인터렉티브 게임 제공 

 - 2~24인 동시 접속 

 - 실시갂 모션 처리  

 - MPEG-V 기반 실감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양한 Effect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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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엒터테인먼트/게임 서비스 사업 사례 

홀로그램, 진동판, par light, wind, fog, moving light, flash등 다양한 효과 재현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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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미디어 엒터테인먼트/게임 서비스 사업 사례 

인터렉티브 체험관 구축 모습 

X-Plane, R-Faxtor등  실감 읶터렉티브 게임과 

 

                경주 문무대왕릉의 항공 VR 촬영 영상을 모션과 함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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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