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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현재 스마트 워치를 중심으로 급

속히 성장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심장 박동수 등

헬스케어 정보를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의 헬스센서를 통

해 얻고, 이 내용을 스마트 폰이나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차 또는 스

마트폰의 메시지 통신과 통화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인 스마트 글래스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개발을 시작했으며, 구글 글래스 출시 이후에 스마

트 글래스의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두 손이

자유로운 이동환경에서 동영상 촬영이나 인터넷이나 사물인

터넷 통신이 가능케 하고 있다.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기

술은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기초로 하고 있

다. 그 중요한 특징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제스처,

보이스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고, 이 명령어로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전세계 웨어러

블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또는 다른 웨어러

블 디바이스와 통신을 위해 멀티미디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에 대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정합표준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된 파일포맷정보의 국제표준화가 시급한 상

황이다. 상호 통신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로

전달되는 명령어체계는 크게 제스처 명령어, 보이스 명령어

와 터치 명령어로 나눌 수 있다.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기

술 중에서 멀티미디어 통신과 제스처인식 분야에서는 세가

지의 명령어 집합을 기준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I. 서 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과 관련하여 시스코의

2015년 시장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억4천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2015년대비 8배정도

성장한 규모이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현장근로자

나 사용자들이 웨어러블 기기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택배, 의료 등 특수 시장에서 이러한 기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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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응용 프로그램 등

을 비롯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새로운 입력방법

에 의해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러

한 내용이 다양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국제표준화

를 통해 상호호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I. 웨어러블 MPEG기술의 구성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기술은 사용자, 웨어러

블 기기와 신호처리엔진(장치)과의 정보교환의 표

준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종류를

정의하고 웨어러블 기기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정

보를 목록화 하며, 이를 기초로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을 정합 표준화하는 것

이 웨어러블 MEPG국제표준기술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웨어러블 기기는 내부 또는

외부의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센서나 혈압 센서등 헬스케어

정보를 비롯하여 카메라나 9축센서를 통해 움직임

정보를 취합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얻어지

기도 하고,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정보를 얻

어서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 웨어러블 MPEG의 멀티미디어 통신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에서 멀티미디어 통신

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스마트 글

래스이다. 스마트 글래스는 좌우로 스테레오영상을

볼 수 있고, 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노 영상 촬영이나

<그림 1> 웨어러블 MEPG기술의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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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몸에 카메라를 부

착하는 사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할 때 또는 암벽등반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다. 현재 미국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카메라를 매고 체포현장에서 폭력

적 행동이나 정당방위 상황을 채증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몸에 부착하지는 않지

만 헬리콥터를 본떠서 소형 제품화에 성공한 드론

의 전세계적인 인기도 동영상 촬영의 수요층을 두

텁게 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에서 모노영상과 스테레오영상 촬

영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는 스테레오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시각 제어 기능이 포함되

고, 2D/3D변환기능이 스테레오영상처리의 요소기

술로 포함되게 된다.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의

메타데이타에 이러한 기능을 표현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스테레오영상 처리 기술 중에서 또 하나의 메타

데이타는 스테레오영상의 포맷에 대한 구분과 구성

방법이다. 스테레오영상의 포맷은 <그림2>와 같이

다양한 구성방법이 있다. Side by Side, Top By

Bottom, Frame Sequential(Switching) 등으로 구

분이 되고 한 개의 영상을 Half Resolution과 Full

Resolution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글래스의 멀티미디어 제어

를 위한 플랫폼 환경은 스마트 워치 제조사마다 다

<그림 2> 스테레오영상의 포맷의 변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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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다. 구글은 LG전자 스마트 워치를 통해 안드로

이드 웨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은

iOS 독자적 환경이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TizenOS를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를 최근 출

시한 미국 군용 글래스 업체인 ODG사는 안드로이드

웨어에 독자적인 OS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웨어러블 MPEG의 제스처 인식기술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 기술 중에서 제스처

인식기술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웨어러블 기기의

대부분이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IT기기로서 두 손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입력정보를 넣는 것이 필요

하고 이러한 입력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제

스처인 것이다. 음성명령어와 터치명령어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제스처의 형태나 인식률을 기준으로 멀

티미디어 정보를 제어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다. 

제스처정보를 이용한 웨어러블 기기의 입력방법

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모

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스처 인식을 하는 방법과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

법, 그리고 9축센서를 이용하여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제스처를 인식

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터치패드는 그 인

식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림 3>과 <그림 4>는 현재 SC35 국제표준 그

룹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제스처 명령어에 대한 표

준화 내용이다. 이 그룹에서는 제스처 명령어 이외

에 음성 명령어도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SC35그룹에서 국제표준화 하려는 제품의 시장

은 PC나 셋탑 박스, 스마트TV, 비디오 게임 등이

다.  SC35 제스처 표준화에서는 Single-point 제스

처와 Multi-point 제스처 등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

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MPEG에

<그림 3> 움직임을 통한 의미를 표현하는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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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적용대상과 제어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제한

적이어서 표준화의 기본구조는 유사할 수 있으나 형

태나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는 스테레오영상에서 깊이 정보를 이용

한 제스처 인식의 실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모노

카메라를 통해서도 제스처인식을 할 수 있다. 다양

한 센서를 통해 사람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여 멀

티미디어 또는 콘텐츠를 제어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식률이 매우 중요한데 삼성전

자 AP(Application Processor)를 예를들면 Octa-

core를 내장한 ARM 프로세서로서 Exynos5시리즈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동시에 고화질의 여러 개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성능의 AP에서

는 별도의 가속엔진의 설계 없이도 충분히 제스처

의 인식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엔진의 장착이 가능

해진 상황이다.

<그림 4> 선택의 의미를 표현하는 제스처

<그림 5> 스테레오영상의 깊이 정보 맵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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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의 데이터

정보 

2015년 2월 스위스에서 열린 111차 MPEG 국제

회의에서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기술에 대한 표

준화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타 MPEG

기술에 대한 비교 및 구체적인 표준화 내용의 구성

요소 등을 정의하였다. 그 논의내용은 회의 결과문

서[3]로 나왔으며, 멀티미디어 통신과 제스처 인식

과 관련해서는 <표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교환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멀티미디어 통신에서 웨어러블 기기에서

User(사용자)간의 데이터 교환은 스테레오영상에

대한 디스플레이 방법과 포맷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웨어러블 기기에 보내는 정

보는 제스처 명령어와 음성 명령어, 그리고 터치 명

령어 등이 있다. 여기에 이러한 3가지 명령어를 신

호처리 엔진(제스처 인식 또는 음성인식)에 전달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엔진에서 멀티미디어 제

어를 위한 신호 또는 영상정보를 웨어러블 기기에

전달하게 된다.

제스처 인식과 관련하여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

자로 전달되는 정보를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 움직임

정보를 웨어러블 기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손을 이용한 제스처인식 기술이 대표적인 것이

고 손가락을 이용한 스킨 키보드기술도 해당된다. 손

가락을 이용한 스킨 키보드 입력기술은 삼성과 구글

이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머리의 움직임을 9축

센서를 이용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품에 적

용된 예가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모노 카메라

또는 스테레오카메라 그리고 9축센서등이 이러한 제

스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장치가 된다. 

Exchange types of data (formats) / commands

Use case
Wearable —>User User —> Wearable

Wearable —> ProcessingUnit —> 
ProcessingUnit Wearable

1 Multimedia

communication

2 Gesture

recognition

<표 1>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의 데이터 교환

* display mono video and

still image

* display various formats

of stereoscopic video

and still image

(side by side, top and

bottom, frame sequential

and so on)

* gesture command

* voice command

* touch command

* three(gesture or voice or

touch) command

* mixed(gesture, voice

and touch) command

modified three command

by wearable

* mono video and still

image

* various formats of

stereoscopic video and

still image

* control data of

multimedia contents

not defined User :

* hand or body

* skin keyboard

* head motion

* various touch

Wearable : Input devices

of gesture command:

* one camera

* two camera

9-axis sensor

* modified gesture

command by wearable

control data for

multimedia contents

using gesture

recognit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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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화 향후
전망

111차 MPEG 국제회의 결과문서[3]를 살펴보면

다양한 적용분야를 예시하고 있다. Use case의 종

류가 11가지에 이른다.

1. Multimedia communication of Wearable

device (smart glasses) 

2. Gesture recognition of Wearable device

(smart glasses) 

3. Speech translation of Wearable device

(smart watch) 

4. Natural language communication of

Wearable device (smart watch) 

5. Accessibility/protection functionality of

Wearable device (smart watch) 

6. Wearable device in cloud 

7. Visual Communication via Wearable

Device

8. Digital shirt

9. Artificial heart

10. In-body

11. QA through wearable device

위에 열거한 내용을 정리하면 스마트 글래스 분

<그림 6> 웨어러블 기기 응용제품 분야(참고문헌[3])

wrist heart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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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멀티미디어 제어와 제스처 인식기술, 스마

트 워치 등을 통한 언어번역이나 자연어 통신, 접근

성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표준기술, D

shirt나 인공심장, 사용자와의 질의 응답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할 예정이

다. 멀티미디어 제어 정보는 다양한 제품에서 공통

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유사하나 응용제품의 특성

에 맞게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의 정보표준이 필요

할 수 있다.

IV. 결 론

<그림 6> 은 웨어러블 기기 응용제품 분야를 보

여주고 있다. 사람이 점점 IT기기를 착용하는 단

계에 이르고 있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새로

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표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이 몸에 착용하고 있는 의류나 신

체내에 내장된 IT장치도 표준화 영역내에 포함되

어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전세계 웨어러블 기기 제조

사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웨어

러블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MPEG 국제표준이

조속히 제정이 된다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좀

더 활성화 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Sungmoon Chun(천승문), Hyunchul Ko, Miran Choi, Sanghyun Joo, Bojan Joveski, Mihai Mitrea, Requirements for

Wearable MPEG, ISO/IEC JTC1 SC29 WG11, MPEG/M34989, Oct 2014, Strasbourg, FR

[2] Sungmoon Chun, Hyunchul Ko, Jae-Gon Kim, Requirements of Multimedia and Gesture for Wearable MPEG, ISO/IEC

JTC 1/SC29/WG11/M35678 Feb 2015 Geneva, Switzerland

[3] Mihai Mitrea, Sungmoon Chun, Danilo Pau, Miran Choi, Exploration on Wearable MPEG, ISO/IEC JTC

1/SC29/WG11/N15200 Feb 2015 Geneva, Switzerland

참 고 문 헌

천 승 문

- 199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전공 학사

- 1990년 7월 ~ 2000년 2월 :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정보통신연구소

- 2002년 12월 ~ 2012년 11월 : ㈜이시티 연구소 기획팀장

- 2012년12월 ~ 현재 : ㈜인시그널 연구소장

- 주관심분야 : 비디오코덱, 영상압축, 스테레오영상처리, 웨어러블 기술

필 자 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