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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ination is Everything

◆ Portfolio

     ■ 어린이 재난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 충남안전체험관  영상 콘텐츠 개발

     ■ 소방관 화재진압 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 다중사용자용  VR 카데바

     ■ 다중사용자용  공던지기 게임

     ■ VR 탈출 게임 4종 출시

     ■ B-Boy School : 비보이 스쿨

     ■ Astrowing Season II 

     ■ VR 공간 정보 제작 기술

     ■ 지능형 영어 대화 시스템(Android 플랫폼)

     ■ 무안경 입체 모니터를 위한 공간 터치 기술 개발

     ■ 상호작용 가능한 360P〬anorama Video 여행

     ■ 공군 소총 사격 훈련 시스템

     ■ 화장품 마케팅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 How to use Fire Extingguisher

     ■ UWB 기술 홍보 영상 : CES 2016 in LA 출품작

     ■ 전대물 영상특수효과  제작

     ■ 변전소 산업 설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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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콘텐츠 소개  

     ■ Indoor VR Attracyion

     ■ 지구를 지켜라(Protect Earth).AR

     ■ 집으로 (Mobile game). AR

     ■ NLOS환경에서의  혼합현실 게임 플랫폼 개발

    ■ 연안 풍력발전소  3차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무대 및 행사장 디자인 현상설계

     ■ 시설안내도

     ■ 일체형 영상사격

     



어린이 재난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한국 산업 기술평가연구원 개발비 지원 과제: 총 사업비 9억 원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지진과 화재 상황에서의  대응, 대피, 소방 방재 훈련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혼합현실 시뮬레이터
교통안전 자전거 시뮬레이터 , 소방 훈련 소화전 및 소화기 시스템, 지진 대피훈련



충남안전체험관 영상 콘텐츠 개발
충청소방학교 안전체험관에서 국민의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용역

태풍과 지진같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위험성 인식과 대처해야될  행동을 체험객들이  재현하는 식의 교육을 받으며 재난 강도를 
조절하면서  그에 걸맞게 재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체험객들이  실제 상황과 같이 실감나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소방관 화재진압 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발비 지원 과제: 총 사업비 2억 원

실제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표준작전절차 (SOP)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제로 화재 발생과 피해 내역의 통계에 기반한 
가상공간 설계와 불 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가상현실 기술로 할 수 있도록 함.



다중사용자용 VR 카데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기술용역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실제 인체 절단면 사진을 이용하여 별도의 기술 단계를 거친 후 가상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하고, 실험실 내 다수의 사용자와 실험실 외 다수의 관객들이 VR 콘텐츠를 통한 해부학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 
개발



다중사용자용 공던지기 게임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행복복지관에 설치하고 운영 중

1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 던지기 게임. 현재 어린이 영어학습게임 , 자연보호 게임, 장애 인식 개선 게임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 수요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하나의 센서로 10미터 이상의 스크린을 센싱 할 수 
있으며 기존 대부분의 유사 프로그램과  달리 NLOS(Non Line Of Sight) 환경에서 강인한 기술 특성이 있음.



VR 탈출 게임 4종 출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 제작 지원 과제: 총 사업비 3억 원

Omni Directional Treadmill에서 사용자가 직접 VR 공간을 걷고 뛰면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는 게임.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스토리는 사용자의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다양하게 필요로 하게 함으로써, 기존 
컴퓨터게임과  가상현실 게임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VR 체험장과 전시시설에  적용하기 좋은 소재임.



B-Boy School: 비보이 스쿨
Android 플랫폼을 위한 Break Dance 학습 앱

세계 최고 B-Boy 대회인 ‘R16’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들의  동작을 컴퓨터 모션 캡처 기술과 게임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화 함. 
비보이 춤을 카테고리화하여  각각의 춤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속도로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Astrowing Season II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비행 탄막 게임: (주)라이브젠 발주, Artwork 총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즐길 수 있는 비행 탄막 게임으로 당대 최고의 히트작으로  선정됨.
플레이어 비행기 3종과 적 캐릭터 12종족 100여 개 기체의 콘셉트 디자인, 모델링, 이펙트, UI 설계 및 제작 일체



VR 공간 정보 제작 기술
대청호수와 한국과학기술원을 가상현실 공간 정보로 재구성

인공위성으로  만든 DEM data를 다양한 게임엔진 기술과 조합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정교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제작할 수 있음.
이렇게 개발된 3차원 공간 정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나리오와  상호작용형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초 기술이 됨.



지능형 영어 대화 시스템(Android 플랫폼)

상황별 영어학습과 자율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콘텐츠

Watson의 인공지능 STT 기술과 Android TTS 기술, Character Morphing 기술, Realtime Rendering을 융합하여 캐릭터와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콘텐츠를 개발함. 현재, 파닉스 위주의 상황별 영어학습과  자율 대화 기능은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으며  
말하는 캐릭터와의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 분야와 전시/공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무안경 입체 모니터를 위한 공간 터치 기술 개발
(주)토비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 데모를 위한 기술 개발

(주)토비스의 무안경 곡면 UHD 입체 모니터를 위한 공간 터치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기들이  물리적 조작 없이 
사용자의 공간 터치 동작을 인식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함.



상호작용 가능한 360 Panorama Video 여행
360도 Video에 인터랙션을 추가하여 리치 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기술 개발

기존의 360도 파노라마 영상은 그저 볼 수만 있을 뿐 영상 내부의 콘텐츠와 적극적 상호작용이  없다. (주)제로원크래프트는  다중의 
360 영상에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선형 여행에서 공간 여행으로 차원을 확장하였으며 , 영상 
내부의 콘텐츠와 SVG나 3D model을 포함한 콘텐츠들을  연결함으로써  360 파노라마 영상으로 유적탐사, 가상현실 여행,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



공군 소총 사격 훈련 시스템
대한민국 공군의 모의 총기 소총 사격 훈련 시스템 개발

군에서의 사격은 그 자체의 비용 소비와 위험성도 크지만 민간에서의  수많은 민원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됨. 이에 게임 
기술과 모의 총기를 결합한 형태의 해결안이 채택되었고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모의 총기에 의한 탄착점 인식 기술, 군이 
요구하는 사격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환경 구축을 진행 완료함.



화장품 마케팅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주)원드풀라이프의 브랜드 ‘베네몽’ 화장품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베네몽’이란 하나의 브랜드로 디자인된 화장품 용기는 디자인 곳곳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아서 증강현실 기술로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움.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투명한 물체, 반짝임이 많은 물체, 펄이 들어간 재질은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주)제로원크래프트는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화장품 용기의 이미지들을  세부 특징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소화기 사용법 영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으로  캐릭터와 소방복, 소화기 모델링, 분말 분사와 이에 반응하는 화염을 Dynamic 
Simul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전문가의 Narration으로 더빙하여 영상을 제작함.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일부 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하고 있음.



UWB  기술 홍보 영상: CES 2016 in LA 출품작
(주)효성기술의 UWB 칩 기술에 대한 홍보영상

UWB 칩 기술이 산업 전반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음을 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표현함.
사실적인 하드웨어 모델링 기술, Rigid Body 시뮬레이션  기술, Cloth 시뮬레이션  기술,  Motion Graphic 기술들이 활용됨.



전대물 영상특수효과 제작
레전드히어로 영상특수효과 제작

일반 촬영된 원본 시퀀스를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왜곡하고 추가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관객은 스토리에 더욱 
빠져들게 됨.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2차원/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들을 활용하여 중국 방송콘텐츠인  ‘레전드 히어로’의 
영상특수효과를  제작함.



변전소 산업 설비 CG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설비를  CG로 제작

변전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성에 맞는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납품



Indoor VR Attracyion
철도관련 VR 어트랙션 개발

도심형 실내 테마파크처럼  한정된 공간에 최적화된 소형 VR 어트랙션을  개발. 정부 출현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탑승 후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험 가능. 최소 설치 규격 : 11M x 9M x 3M, 레일길이 30M, 최소반경 5M



지구를 지켜라(Protect Earth). AR
가벼운 드래그로 집중도와 힘을 조절하는 전략 RPG 게임

외계인의 지구 침략에 맞서 지구를 지켜라. 증강현실 카드를 인식하여 다음 레벨로의 진출이 가능. 괴물 & 캐릭터 간 밸런스 조절. 
캐릭터간 다양한 무기 사용.



집으로 (Mobile game).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테이지클리어 모바일 게임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밸런싱 설계. 방해요소 밸런싱



NLOS환경에서의 혼합현실 게임 플랫폼 개발
VR Platform for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real and virtual space

NLOS(Non Line Of Sight)환경에서의  물리&타격 기술 개발. 대상물 타격을 위한 두 가지 기술과 현실의 물체를 움직일 때, 
가상공간에서도  해당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개발. NLOS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오류 최소화 기술 및 처리속도 최적화



연안 풍력발전소 3차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Offshore Wind Power Plant 3D Monitoring System



무대 및 행사장 디자인 현상설계
2012 계룡문화축제 금상수상

콘텐츠 기획 (시나리오 및 연출 포함) 및 제작



시설안내도

한국전력 연구원 2010

고창지증 시험장 콘텐츠 기획 (시나리오 및 연출포함) 및 제작



일체형 영상사격
일체형 / 이동형 영상사격 게임

대형 디스플레이와  거치케이스에  카메라 센서와 구동시스템을  내장한 일체형 영상 사격 시스템. 레이저 탄착점을 스크린 좌표 변환 
기술 접목.



                                                          Imagination is Everything

         Contact US

            (주)제로원크래프트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문화산업진흥원  CT센터 204호 (34-126)
            대표전화 070-4196-5369 / 팩스 070-7614-3810 / H.P www.01cra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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