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위원장: 홍지수(KETI), 최희진(세종대)

 프로그램 위원장: 박순기(레티널)

 프로그램 위원: 강훈종(KETI), 권재중(삼성디스플레이), 

김영민(KETI), 김태근(세종대), 김휘(고려대), 
민성욱(경희대), 박재형(인하대), 양병춘(삼성디스플레이), 
염석준(KT), 이광훈(KOPTI), 홍기훈(ETRI)

 고문: 김남(충북대), 이병호(서울대)

 코엑스 컨퍼런스 룸 300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코엑스)

 코엑스 오시는 교통편

• 지하철: 
① 2호선 삼성역 5,6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 밀레니엄 광장을 통하여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진입, 

②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 아셈플라
자를 통하여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진입

• 버스: 정류가 23201
① 간선버스 146,341,360,333,740, ② 지선버스 3411, 
③ 공항리무진 6000, ④마을버스 강남07,강남08

• 교통편 안내: 
http://www.coex.co.kr/services/traffic/location-
2?type=visitor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3D 및 AR/VR 연구회

AR/VR 기술의
현황과 미래

등록 안내 운영위원회

일시 2019. 06. 20. (목)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

주관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사)한국광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후원 (주)레티널,(주)싸이펨,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 포럼

 사전등록: 2019년 6월 13일(목) 정오까지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1188-9951,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 (현장 카드
결제 가능)

• 사전등록 홈페이지 :한국디스플레이학회 홈페이지
(http://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 행
사 > “AR/VR 기술의 현황과 미래” 행사명 클릭 > 빨간 글씨의
[상세내용보기] > 사전등록 신청

• 결제방법 :  카드 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입금계좌, 은행명, 계
좌번호, 예금주명)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kids1@k-ids.or.kr로 송부

 등록비

• 회원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및 한국광학회 회원을 포함합
니다.

• 등록비에는 교재와 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등록자는 행사 종료 후 KIDS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시, 
입회비와 올해 연회비 납부 처리 됩니다.

 문의처

• 등록 및 결제: 한국디스플레이학회 이소연

• Tel: 02-563-7922

• E-mail: kids3@k-ids.or.kr

• 행사 내용: 3D 및 AR/VR 연구회 사무국 임민경

• Tel: 02-6388-6720

• E-mail: hologramforum@gmail.com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학생
회원 80,000 원 100,000 원

비회원 130,000 원 150,000 원

일반
회원 150,000 원 180,000 원

비회원 220,000 원 250,000 원

행사장 안내

http://www.coex.co.kr/services/traffic/location-2?type=visitor
http://www.k-ids.or.kr/
mailto:kids1@k-ids.or.kr
mailto:kids3@k-ids.or.kr
mailto:hologramforum@gmail.com


Ivan Sutherland 교수가 1965년에 ‘Ultimate display’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한 이래 완벽한 가상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초실감 디스플레이

를 실현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Oculus,

Google glass 등 의미있는 AR/VR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서야 가능해졌지만,

그후 불과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최신의 AR/VR 기기들은 그야말로 ‘원

더랜드에 들어선 앨리스’와 같은 몰입감 높은 경험을 선사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그 높은 가능성에 최근 몇년간 AR/VR 기술은 CES, MWC 등 유

명 전시회의 주인공이었으며 학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한

가지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

작하며 5G 시대가 개막되고, AR/VR 기술이 5G의 핵심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따라 이제는 AR/VR 기기가 더이상

연구개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AR/VR 기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AR/VR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요구, 기

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제반 통신 환경 등 AR/VR

기술을 중심으로 한 end-to-end 비즈니스 체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는 “AR/VR 기술의 현황과 미래”

라는 주제로 워크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AR/VR 기술의 변화와 방향을

예측하고 관련된 기술 및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

니다. 본 워크샵에서는 주요 대기업 및 주목받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중인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이동통신사와 마케팅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적 기회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R/VR 기술 및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 관련 표준화 현

황,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

니다.

모쪼록 본 워크샵이 5G 시대를 앞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AR/VR 기술

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

니다. 또한 이 워크샵이 산학연이 모여 한국 AR/VR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

니다.
2019년 5월 20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3D 및 AR/VR 연구회장 홍지수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유재수

모시는 글 프로그램 연사 소개

김민아 팀장
(제일기획)

- 2013-현재: 제일기획 UX팀장 (한국, 서울)
- 2018: 칸 라이언즈 Creative e-
Commerce 본심 심사위원

박정호 상무
(KT)

- 2015-현재: KT 미디어사업본부 상무
- 2008-2014: KT 미디어 본부/ 올레 TV 
본부 팀장

김승회 PM
(스마일게이트)

- 2015-현재: VR 투자 및 개발 리드 PM
- 2014-2015: NHN, 모바일 스포츠
게임리드PM

김신구 팀장
(현대자동차)

- 1999-현재: 현대자동차 전자분야 선행 및
양산 개발

이홍석 Master
(삼성전자종합기술원)

- 2015-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Master
- 1999-2015: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신승용 책임
( LG 전자)

- 2003 ~ 현재 : LG전자 생산기술원, 
MC연구소, CTO 부문

김재혁 대표
(레티널)

- 현재: 레티널 대표이사
- 前: 한양대학교 인지공학 연구실

이병호 교수
(서울대)

- 1994-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 2019-현재: 한국광학회 회장

- 2002-현재:  한양대 학교 교수
- 1996-2002: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장의선 교수
(한양대)

- 2010-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1998-2010:  LG  display ,  화질 평가팀
팀장

홍형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박순기 책임
(레티널)

- 2018-현재: 레티널 책임연구원
- 2017-2018: KIST, 연구원, 선임연구원

서동일 부사장
(㈜조이펀)

- 2018-현재: ㈜조이펀 부사장
- 2015-2018: 볼러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이상훈 교수
(연세대)

- 2003-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 2018: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Singapore 교환교수

하태진 대표
(㈜버넥트)

- 현재: 버넥트 대표이사
- 前: KAIST 연구교수

시간 주제 발표자

09:00~09:30 등록

Session 1 : AR/VR 솔루션

09:30~10:00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산업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서동일 부사장

(조이펀)

10:00~10:30
산업현장의 안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R솔루션
하태진 대표

(버넥트)

10:30~11:00
얼굴모델, 인간포즈 모델 및 피로도

측정을 위한 VR 컨텐츠 제작
이상훈 교수

(연세대)

11:00~11:15 휴식

Session 2 : AR/VR 비즈니스

11:15~11:45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사업 전략
박정호 상무

(KT)

11:45~12:15 마케팅 영역에서의 VR/AR 활용
김민아 팀장
(제일기획)

12:15~12:45 VR 은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김승회 PM

(스마일게이트)

12:45~14:00 중식

Session 3 : AR/VR 연구동향

14:00~14:30
새로운 AR/VR 기술 – 메타렌즈 및

다중초점면 기법
이병호 교수

(서울대)

14:30~15:00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기술동향
박순기 책임

(레티널)

15:00~15:30 MPEG VR/AR 표준화 동향
장의선 교수

(한양대)

15:30~16:00 IEC 의 VR/AR 분야의 표준화 동향
홍형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16:00~16:15 휴식

Session 4 : AR/VR 디바이스 산업계

16:15~16:45
양산성 관점에서 본 증강현실 광학

솔루션
김재혁 대표

(레티널)

16:45~17:15
자동차 분야에서의 AR 시스템

적용 사례와 이슈 공유
김신구 팀장

(현대자동차)

17:15~17:45
평판형/안경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이홍석 마스터

(삼성종합기술원)

17:45~18:15 AR 디바이스와 광학 시스템
신승용 책임
(LG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