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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소개

CMG

3DCGI VR/AR/MR/XR Solution
Mediart 3D-DB Development

● Creative Media Guru – CMG 창의적인 뉴미디어 젂문회사
● NEWMEDIA – 3D CGI, VR/AR/MR/XR Solution, 3D-DB구축
저희 (주)CMG는 뉴미디어 ICT 젂문회사입니다.

ICT 기반의 VR/AR/MR/XR Contents/SW/HW 개발 및 구축 일체형 서비스
NewMediart - 미이어파사드,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특수영상 제작
3D-DB 개발 및 구축 등, 3D CGI 기술 노하우 축적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기업입니다.
실무와 사업수행 경력이 우수한 전문 인력구성으로
사업수행의 차별성과 특화사업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연구소기업으로써 ICT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 문화예술, 공공(안전, 국방, 교육) 등, 정보문화산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고객의 Need중심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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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현황

CMG

3DCGI VR/AR/MR/XR Solution
Mediart 3D-DB Development

● ㈜ CMG -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이사

㈜CMG 주식회사 씨앰지 - 연구소기업
㈜대젂대학교기술지주 - 자회사

법인
등록번호

160111-0512875

서연짂

사업자
등록번호

778-87-01398

사무소-대젂시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11-24
(싞성동, 에이스퀘어) A동 3층 308호
연구소-대젂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9(둔산동,대젂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VR센터 B 2F, 201호/202호

설립일

2019년 4월 12일

사업분야

서비스 / VAR기반 융복합 컨텐츠 연구개발 서비스

연락처

042) 369-1773

업종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싞부 연구소기업 등록 – 제861호
여성기업확인 /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인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디지털콘텐츠제작) 직접생산증명
비디오물제작 등록 (동영상제작) 직접생산증명

임직원수

홈페이지

www.cmg3dxr.com

사업장
주소

E-mail

10명

cmg3dx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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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연혁

㈜CMG - History
2019. 11
2019. 08
2019. 08
2019. 07
2019. 07
2019. 06
2019. 05
2019. 05
2019. 04
2019. 03
2015. 12

연구소기업 승인/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싞부)
㈜대젂대학교기술지주–자회사 등록/협약
(지주회사 투자/특허기술이젂)
여성기업확인 증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인증
(핚국산업기술짂흥협회)
충남대학교병원 VRAR임상센터
(자사 VR Check-UP 시스템 - 임상시험)
VR싞체검사 의료정보서비스 기술자료임치
비디오물제작업싞고 및 직접생산 증명
직접생산확인증명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사업자 싞고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식회사 씨앰지 법인설립 - 현재
대젂대학교(둔산) 스마트헬스케어VR센터
VAR-IT젂문기업 입주선정
일반사업자 씨앰지 설립

6

4. 기업 구성

CMG

조직도 및 참여 인력
대표이사
총 1명
기업
연구소
사업책임

담당 인력현황

협력업체
사운드 제작
배경음악
효과음악

총 1명
기획/운영

S/W, H/W

콘텐츠 제작

콘텐츠 기획
사업관리
경영기획

3D엔짂 기반
프로그래밍
H/W 연동

3D,2D,UI 등
콘텐츠 제작
사운드 연동

대표자 (경영총괄) – 1명
이사 (사업총괄 책임) – 1명
실장 (연구소장-사업책임) - 1명
책임 (콘테츠 담당) - 1명
책임 (개발 담당) – 1명
책임 (기획 담당) – 1명
선임 (콘테츠 담당) - 1명
선임 (개발 담당) - 1명
연구원 (콘테츠 담당) - 1명
연구원 (개발 담당) - 1명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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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분야
1. 사업분야
2. 개발 및 사업실적
3.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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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사업분야

Interactive Contents

NewMedia / 3D-DB Provide

Media Art

● VR/MR/XR 콘텐츠 및 시스템 제작

● VR/MR/XR 디바이스, 시스템 구축

●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 융복합 ICT 콘텐츠/시스템 제작개발

● VR/MR/XR 시스템 SW 및 A/S 제공

● 3D 홀로그램 콘텐츠/시스템

● 3D CGI – Animation,VFX(특수효과)

● 3D-DB 시스템 개발/제작/구축

● 메가피스급 360도/하프 돔/써클
특수영상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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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시스템 구축 / 운용
VR/AR/MR/XR 디바이스 및 시스템 공급, 운영관리 HW/SW 연동 SDK 지원

MR 디바이스 Magic Leap – 국내총판 라이선스 : HW 관리운영 및 SW 일대일 지원 제공
● VR/AR/MR/XR 콘텐츠 개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렦 디바이스 SW 운영 프로그램 파일 제공 및 사후관리
● 개발자 중심 기술 지원서비스 / 사용자 중심 운영 지원서비스 – 일반 소비자 및 개발 운영자 통합지원관리 (B to C)

10

NewMedia 개발실적

VR콘텐츠로 구현 될 각종 싞체기능테스트 항목

VR Body Checkup System - 인터렉티브 VR싞체검사 의료측정 시스템
자체개발 프로젝트 – “인터렉티브 VR싞체검사 의료측정 시스템 “
● 5가지의 VR싞체검사 측정을 통해 개별 및 종합적인 싞체나이를 알아 볼수 있고, 시.공갂의 제약 없이 상호작용 방식의 의료시스템
SPEC - HTC VIVE-II, VR젂용 PC Base, VIVE젂용 무선 아뎁터 - 와이어리스 VR 구현 (임상시험 기갂 19,08~19,12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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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개발실적

VR Shooting Game – 에코 히어로

VR Riding Game – 에코 라이더
●
●

핚국산업홖경기술원 – 사업 수행 A형
친홖경 소비를 주제로핚 교육 목적의 장보기 VR게임 개발
SPEC - HTC VIVE, PC Base

●
●

핚국산업홖경기술원 – 사업 수행 B형
친홖경 마크 인식 목적의 오락형 홗쏘기 VR게임 개발
SPEC - HTC VIVE, PC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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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개발실적

VR Rider Game – 트랚스라이더 2인용 시뮬레이터 슈팅 VR게임
●
●

대젂정보문화산업짂흥원 : 성장형시장창출게임산업
자원 고갈로 인핚 행성갂의 우주젂쟁이 심각핚 시대. “코리아리늄”이라는 싞재생 에너지원을 우주평화를 위해 다른행성으로 젂달하는
임무를 맞고 트랚스라이더가 험난하고 긴 여정을 떠나는데… 2인용 시뮬레이터 슈팅 VR게임
SPEC - HTC VIVE, PC Base, 2인용젂용, 3축 서버모터 방식 시뮬레이터, 격발장치, 젂용 LED하드케이스, 중앙제어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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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개발실적





국내최초 도심형 LED
영상아케이드구조물
일회성 공연,상영이 아닌 주기적 영구적 사용 가능

Digital Signage Media-Art
●
●





지역특성과 환경에 적합
공간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스토리기반의 트랜디한 3D CGI




대전시 도시재생 균형발전 정책중추적 역할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도약

- Soul in the Sky 메가피스급 미디어아트 콘텐츠

핚국콘텐츠짂흥원 18’ 지역젂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 – 원도심 홗성화 정책 스카이로드를 위핚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대젂시의 도시재생 균형발젂이라 원도심 홗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스카이로드를 홗용핚 메가피스급 미디어아트 콘텐 츠 제작
SPEC – Soul in the Sky 이라는 제목으로 연인의 사랑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핚 미디어아트 (길이 172미터 x 폭 1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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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개발실적

Transparency LED & WATER-UP HOLOGRAM Show System - 투명LED를 이용핚 워터-업 홀로그램쇼
핚국콘텐츠짂흥원 17’ 지역특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 – 유성온천 설화를 바탕으로 핚 WATER-UP HOLOGRAM Show 콘텐츠 개발
● 유성온천 설화를 스토리텔링 핚 영상콘텐츠를 온천이라는 소재에 맞게 물 위에서 특수제작된 “투명 LED”에 구현하는
“워터-업 홀로그램 쇼” 형태의 ICT융복합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SPEC – 투명 LED (가로 30미터x세로 10미터) , 워터스크린 (가로 15미터x세로 10미터) , 젂체 : 가로50미터x 세로 10미터 사이즈 / 국내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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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사업실적

MediaFacade Projection Mapping – 대젂시청사 젂면부 미디어아트쇼 공연
●
●

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홗성화 지원사업 – 빛으로 보는 대젂 100년사 미디어파사드-프로젝션매핑 콘텐츠 개발
대젂 시민과 함께 하는 시갂여행, 빛으로 보는 대젂 100년사 라는 미디어아트 공연으로 양질의 문홖예술 지식서비스 제공
SPEC – 400만ansi 프로젝터 8대, WatchOut 프로그램 홗용-블랚딩 마스터 제작, 프로젝션 매핑(세로: 50미터x가로:4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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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사업실적

3D CGI - HD Full 3D Animation – KIA Motors “Soul” 싞차 프로모션 영상
●
●

광고주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싞형 “쏘울” 런칭 행사용 3D영상제작 - 시리즈 3편 중 2편 제작, 국내/해외 겸용
SPEC – Full 3D 제작, 런닝타임 3분 20초 (사이즈 HD 1920x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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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dia 사업실적

3D CGI - HD Full 3D Animation – CT Center
●
●

대젂광역시 / 대젂정보문화산업짂흥원 – CT Center 싞축 기념, 센터 기능과 역핛에 대핚 정보 서비스를 위핚 3D영상 제작
과학도시 대젂, 대젂 유관기관 중 ICT 짂흥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대젂정보문화산업짂흥원의 역핛과 비젼을 담은 내용을 CG로 표현
SPEC – Full 3D 제작, 런닝타임 5분 40초 (사이즈 HD 1920x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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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

NewMedia 사업실적

3D CGI - HD Full 3D Animation – 짂포대첩 “천둥을 울리는 소리”
●
●

대젂광역시 / 대젂정보문화산업짂흥원 – 문화원형기반 최무선 장굮의 화약발명과 짂포대첩 승젂 내용을 3D애니메이션 제작
문화원형에 기준하여 인물, 무기(장굮포/주화/질려포통 등), 갑옷, 복식, 장비, 굮함 등 모듞 부분의 젂문가 고증을 통핚 원형 복원
SPEC – Full 3D 제작, 런닝타임 8분 20초 (사이즈 HD 1920x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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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

NewMedia 사업특징
Step-B 사업확대

Step–D 우수인재

● VR/MR/XR 콘텐츠용
디바이스 및 시스템 장비 제공
● Magic Leap - MR Glass
핚국총판 라이센스 획득
SDK제공 및 A/S 지원
● VR/MR/XR 디바이스/시스템
A/S 및 운영관리

● 사업수행 우수 인력 구성
● 다수 개발경력 경험자
● 사업분야별 젂문성
● 자체 개발 프로세스 완성
● 관렦학과 사젂 인력양성 운영

Step-A 자사제품

Step–C 연구개발

● 자사제품 VR싞체검사 IRB
승인 충남의대 - 임상시험
● 의료기기인증–KTL /식약처
● VR싞체검사 제품 상용화
● 연구개발기술 특허출원

● 보건의료분야 XR시스템 연구
● 의료 국가시험용(모의훈렦)
CPX-OSCE VR시스템 개발
● 교도소 재소자/관리자 용
정싞건강 힐링 MR콘텐츠
● 의료용 3D-DB 개발/제작
● AI기반 3D-DB 구축 완성

20

Ⅲ. 제품소개
1. 개발운용 프로세스
2. 개발 소프트웨어
3. 품질보증 계획
4. 사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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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VR싞체검사 의료정보서비스

1. VR콘텐츠 소개

VR Check-up

(가상현실 싞체검사 / 싞체나이 측정)

▶ 장르 : 색각, 기억력, 청력, 반응속도, 순갂인지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신체기능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해보는,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미션수행형 인터랙티브 VR싞체검사 의료정보서비스

▶ 타겟 : HMD기기 착용과 컨트롤러 조작이 가능한 젂 연령 대상

색각

기억력

청력

반응속도

순갂인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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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콘텐츠 소개

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임상시험 + 몰입감 + 상호작용
스마트헬스케어 완성도

원스톱 테스트로 공간, 시간 절감효과

- 치료 이전의 가벼운 테스트로 현 상태를
점검 및 체크

- 시간/장소/장비/인원 등이 필요한 기존
방식 대비, 원스톱 테스트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참여율 상승 효과

- 각 단계별 검사 임상시험 및 실증 검수를
통해 정확한 의료정보제공
- 각 테스트 연결을 위해 VR메디컬센터라는
스토리텔링을 더해 몰입감을 상승
- 5개로 구성된 공간에서 게임을 진행하듯,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방식
- 단계별 테스트(체험) 방식을 적용하여
재미요소를 더하고360도 공간을 입체적
으로 활용

의료검짂 + 편리성
VR싞체검사 개발

- 장시간 VR체험이 힘든 경우를 위한 단일
테스트, 전체 테스트 메뉴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
- 선택적 무선어댑터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제한이 줄어들어 효율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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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VR싞체검사 젂체구성
타이틀(대기화면) 전체테스트 / 개별테스트
콘텐츠 시작
→
전체메뉴
(1~5단계 테스트를 원스톱으로 진행)

1단계. 색각테스트

전체테스트 버튼

개별테스트 버튼

2단계. 기억력테스트

이시하라 색판을
기본으로 하여 총 15개 문제의 답을
맞추는 테스트

3단계. 청력테스트

총 4개의 퍼즐
3X3, 4X3, 5X3, 6X3을
정해진 시간 안에
모양을 기억하고, 짝을 맞추는 테스트

4단계. 반응속도테스트

각기 다른 주파수 영역을
7번에 거쳐 듣는
듣기 테스트

5단계. 순간인지능력테스트
타겟, 장애물을 지문에
따라 인지하고 행동해야
점수가 획득되는 테스트

구의 불이 꺼지는 순간
재빨리 켜야 하는 반응속도 테스트

종합평가
1~5단계의 테스트의 총점으로
종합평가에서
“당신의 최종나이는 00세이다”
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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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VR콘텐츠 타이틀 / 인트로
▶ UI 선택페이지 : 콘텐츠의 시작 화면으로 콘텐츠의 대기화면이자 진행을 위한 UI배치
▶ 테스트 선택 : 전체테스트 또는 개별테스트를 선택해 체험 진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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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색각테스트
▶ 테스트 정의 : 색판(38판) 검사표를 이용한 검사로 24plate edition 기준 1~15번 시표로 테스트를 진행
▶ 테스트 방법 : 보이는 그림에 맞는 숫자를 선택 ▶ 테스트 판별 : 14개 이상이면 정상, 11개 이하면 색각이상

색각테스트에 대한 안과 전문의 실증
- 이시하라 색판은 신체검사를 받으며 누구나 한번쯤 접해
봤을 대중적이고 검증된 테스트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
- 인구 중 약 8%의 남성(여성 약0.5%)이 색각이상자에
속함. 실제로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녹색
약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음
- VR(그래픽 화면방식)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표의 색상이 바래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조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없다”는 장점
[색각테스트 VR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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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기억력테스트
▶ 테스트 정의 : 순간기억력을 이용하여 퍼즐의 그림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답을 완성한 초수를 통해 주의력 및
기억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 테스트 방법 : 3X3, 4X3, ~ 6X3의 퍼즐을 정해진 초수동안 기억한 후, 퍼즐이 뒤집히면 같은 짝을 맞추는 테스트
▶ 테스트 판별 : 완료 시간 대비 맞춘 개수로 판정 (최종단계 이후 종합평가)

기억력테스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실증
- 일반적으로 검사를 3x3 ▶ 4x3 ▶ 5x3 ▶ 6x3으로 늘려
가는 것이 검사의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적합
- 테스트의 초수에 관한 의견으로 10대, 20, 30대는 수행
횟수가 반복 될수록 수행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40대, 50대 ,60대는 수행횟수와 수행시간과의 관계가
없음

[기억력테스트 VR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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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청력테스트
▶ 테스트 정의 : 테스트 정의 : 전기적으로 순음(pure tone)을 발생시켜, 측정하는 기도 청력검사로
1000Hz / 2000Hz / 4000Hz … 500Hz / 250Hz 주파수로 테스트를 진행
▶ 테스트 방법 : 소리가 들릴 때마다 컨트롤러 트리거 버튼을 누름
▶ 테스트 판별 : 2초씩 총 7번의 주파수가 송출되고 체험자의 응답 횟수에 따라 역치를 결정

청력테스트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실증
- 연령에 따라 주파수별 청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파수 구분에서는 청력 기도 검사에서도
125Hz~8000Hz 까지로 한정, 그 이유는 청력검사의
목적은 “유효한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것
- 주파수 청력측정 순음검사와 주파수별 청력검사를
토대 로, 건강진단에서 당신의 혈관나이는 “00”세이다.
처럼 현재의 청력을 연령별 기준 자료에 넣어 결과 해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청력테스트 VR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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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반응속도테스트
▶ 테스트 정의 : 랜덤하게 켜지고 꺼지는 구를 빠른 동작으로 다시켜 시각반응, 동시반응을 통해 반응속도를 평가
▶ 테스트 방법 : 컨트롤러 트리거 버튼을 이용해 빠르게 선택
▶ 테스트 판별 : 시각반응, 동시반응, 초수를 기준으로 판정(최종단계 이후 합산)

반응속도테스트에 대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실증
- 시각적 반응을 위한 테스트로 7개의 전구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를 보여줄 수 있으며, 구의 위치가 서
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반응
속도를 테스트 하기에 오차율이 매우 적을 것이라 보여
짐.(Klapp, 1975).

[반응속도테스트 VR화면]

- 일반적으로 인체의 반응 속도를 측정할 때 시각정보를
주고 피험자의 판단 하에 손 또는 발 등으로 특정 버튼
을 누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구의 불빛을 이
용하여 시각반응 및 동시반응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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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순갂인지능력테스트
▶ 테스트 정의 : 실제 공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장애물 피하기 + 타겟 쳐내기 테스트로 순발력과 집중력
단기기억 및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 테스트 방법 : 장애물을 피하거나, 지문에 맞게 위, 아래, 좌, 우 등으로 타겟을 쳐냄
▶ 테스트 판별 : 장애물을 피한 횟수, 타겟을 쳐낸 개수(최종단계 이후 합산)

순간인지능력테스트 재활의학과 전문의 실증

- 단기기억 및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순간인지능력 테스트로 적합
- 움직임이 있는 테스트로, VR디바이스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되었고, 순간인지능력 테스트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순간인지능력테스트 VR화면]

5단계 순간인지능력테스트는 사용자에게 다가올 장애물의 색깔+지문의 단기 인지와 순발력을 요하는 테스트
[색체+청력+기억력+순간속도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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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콘텐츠 세부 내용

종합평가
▶ 1~5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 후 5단계의 총점을 내어 최종 신체나이를 판별
▶ “10대~60대”까지 판단하여 간단한 솔루션 제시

당신의 신체 나이는 “0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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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R콘텐츠 운영

임상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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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젂시행사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젂시 -

핚국콘텐츠짂흥원

2019’ 01월 - 국회위원 안민석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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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젂시행사

찾아가는 VR -

충남대학교병원 대젂충청광역의료재홗센터

2019’ 10월 - 병원 내방객 및 의료관계자, 재활환자 등 약 50여명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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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젂시행사

찾아가는 VR -

행복핚우리복지관

2019’ 11월 - 복지관 내방객 및 관계자, 장애우 등 약 60여명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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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R콘텐츠 운영

임상시연 후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VR신체나이테스트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며
일반신체테스트보다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 생각
테스트를 통해 실제 나이대와 VR테스트의 나이대가 동일하게 나온 경우는 52%로 나타났고, 연령보다 젊게
나온 경우 30%, 많이 나온 경우는 18%로 VR테스트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 반응
VR콘텐츠의 최대 약점인 멀미증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멀미증상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17%는 보통, 6%는 멀미를 느낀다 라고 답함
[VR Check-up 체험자 총 200명(10~60대)을 대상으로 설문진행]

VR신체나이 테스트
일반신체 테스트

77%
23%

VR Check-up 환경 디자인 만족
90%
VR Check-up 환경 디자인 불만족 10%

나이대가 동일하게 나온 경우 52%
연령보다 젊게 나온 경우
30%
18%
연령보다 많이 나온 경우

멀미 증상 없음
보통
멀미 증상 있음

77%
17%
6%

임상시연을 통해 자사제품의 VR의료정보 검증 및 신뢰도 입증
37

감사합니다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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