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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도입:
실시간 기술의 획기적인 특성 

마크 쁘띠(Marc Petit),
언리얼 엔진 엔터프라이즈 총괄 매니저

Images courtesy of Motus4

에픽게임즈는 1990년대 후반에 언리얼 토너먼트를 출시한 이래로
크게 발전했고 변화의 속도 또한 늦지 않습니다. 오늘날 언리얼 
엔진은 게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최첨단 
시각화를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제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디자이너 등과 함께
실시간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엄청나기에 글로벌 선두주자 분석 기업인 포레스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나아갈 곳을 탐구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기술이 어떻게 창의력과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리얼타임 엔진은 제조 산업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데이터 시각화

제조 산업을 위한 실시간 기술

VR에서의 창의적인 컨셉 디자인 상호작용형 교육 및 
유지 보수 가이드

몰입형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리뷰 컨셉 발표를 위한 실시간 경험효과적인 인적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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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터 컨설팅의
업계 분석

1

1에픽게임즈에서 의뢰한 포레스터 컨설팅 연구 “Real-time rendering solutions:  

t

unlocking the power of now”에서 발췌한 내용

실시간 렌더링이란?
실시간 렌더링은 애니메이션, 디자인 또는 그래픽
등의 시각화를 가상으로 즉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렌더링을 기다릴 필요없이 디자인을 
수정해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9%  

의사결정권자들의 59%는 앞으로
12개월 이내 실시간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조 산업에서는 그 수치가 68%로 
더 높습니다.

83%  

기업의 83%는 이전 프로세스에
비해 최소 25%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69%  
연산 작업량이 증가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업무 수행에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의사결정권들의
69%가 동의합니다.

65%  
초경쟁시장에서 높은 충실도로
렌더링한 이미지/애니메이션의
제작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기업의 65%는 말합니다.

Imagery courtesy of NASA6

변화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시간 렌더링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복잡성, 정교함 및 요구 사항을 

극복하는데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놀라운 혁신이 이 트렌드의 근간입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 시각화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여기서 게임

엔진 기술은 디자인 제작 전 단계에 사실적인 가상 경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와 시각화 전문가는 느리고, 반복적이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렌더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워크플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율성을 높이고 독창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산업에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가능성  

더 많은 제조 업체들이 디자인 경험을 
가속화하고 단순화하며 향상하기 위해 
실시간 기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제조업계에서 리얼타임 디자인 관행이 널리 
도입되고 있는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반복적인 레진 모델과 
비싼 실제 디자인 프로토타입에 여전히 의존하는, 
비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대신, 원격 협업, 
3D 시각화, 가상현실,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한 
즉각적인 제작 등을 통합한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조직에서 실시간 렌더링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비즈니스 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부품간 상이한 시각화로 복잡한 기계 조립

실시간 렌더링은 우리의 요구에 맞는
매우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및 고객과 복잡한 디자인 공유

실시간 렌더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우리의 수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오프라인 렌더 솔루션으로 렌더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창의적인 선택을 탐색하는데 장애가 된다.

매우 강력한 요인 강력한 요인 평균 요인 약한 요인 영향 없음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Vintage Harley-Davidson modeling by Amir Glinik www.3d-files.co.il. Garage Courtesy of Harley-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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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기술을 도입한
아우디(Audi)의
고객 만족 사례

아우디의 4개의 링 로고와 “기술을 
통한 진보(Vorsprung durch Technik)”
라는 슬로건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자동차 제조사로 알려진 
아우디는 실시간 기술을 도입한 유명 
자동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우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Gmbh
(Audi Business Innovation Gmbh)의
AR/VR 데이터, 프로세스 & 테크놀로지 
책임자 토머스 주크트리겔
(Thomas Zuchtriegel)은 어떻게 실시간 
기술을 사용해서 쇼룸과 온라인에서 
차량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언리얼
엔진이 주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모든 차량과 모든 
옵션을 높은 품질로 시각화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영업팀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원하는
자동차를 보여줌으로써 영업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캐나다부터
호주까지 이르는 전세계 23개 시장의 
거의 1000개의 대리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된 모든 
차량 기종을 전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우측 핸들의 차량을 선보이고, 
중국에서는 중국 독점으로 출시된 A6L 
모델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기 위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출시까지의 시간은
촉박한데, 차량 기종 라인업마다 수만
가지의 옵션들이 있어 매우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재질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야 했죠.

Image courtesy of Audi

Image courtesy of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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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은 제품
시각화를 다루는 각종 마케팅과 영업
부서에서 사용하게 될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임포터를 언리얼 엔진의 핵심
기능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각화에 다이내믹 라이팅을 적용하여
더 이상 섀도를 베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라이팅과 머티리얼 중에 
최고입니다.

“자동화된 임포트 프로세스와 다이내믹
라이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디자인에서부터 고객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동화로 모든 차량들과 모든
옵션들을 모든 채널에서 단 하루 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테일 외에도, 웹사이트 상의
자동차 컨피겨레이터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각 차량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아우디의 통계

Image courtesy of Audi

100+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시장

90,000+
전 세계 90,000명 이상의 직원들

1,878,105
2017년 1,878,105대의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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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회사들이 가장 관심 갖는 실시간 기술의 응용:

제조 산업과 실시간 기술의 전망
제조 업체들이 현재 실시간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는 영역:

 

매우 관심 있음 관심 있음 중립 관심 없음 매우 관심 없음

는 실제 프로토타입 또는 목업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실시간 기술
도입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 답함

는 몰입형 기술로 제품 디자인을
경험해 보는 것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는 제품 제작 전에 디자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렌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는 이전 프로세스의 소요시간 대비
최소 25%를 절약한다고 말함

94%

92%

83%

81%

물리적 프로토타입 또는 목업의 필요성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상호작용 경험 제작

오프라인 렌더링 솔루션의 가속화 또는 교체

문제해결을 위한 AR 또는 VR 사용 연구

몰입형 기술을 사용한 디자인 체험
(VR, Powerwall, etc.)

디자인-제조 프로세스 단축

이해 관계자에게 컨셉 제시

휴먼-머신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기법 개발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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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 17% 15% 14% 1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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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기술은 차체를 다른
단계에서 더 일찍 보여주고, 
다른 환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에 앉아서 가상으로 
보면, 섀도가 표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며 
가상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바우어(Christian Bauer),
BMW 그룹의 MINI 인테리어 디자인 담당자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된 VR 협업 환경에 대하여  

Image courtesy of McLaren Automotive 11



언리얼 스튜디오 소개
실시간 기술이 제조 업체에게 제공하는 혜택  

언리얼 스튜디오는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제조, 건축 그리고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실시간 비주얼을 만들어 내고 고객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효율적으로 가져와 반복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이기도 합니다.

언리얼 스튜디오는 카티아(CATIA), Alias, VRED, DeltaGEN 등의
패키지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CAD, CAID, 그리고 시각화 데이터를
간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스미스(Datasmith) 워크플로 툴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리얼 스튜디오는 귀중한 애셋, 기술 지원 및 실시간 워크플로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우수한 데이터 임포트 속도와
실시간 디자인을 경험할 준비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와 무료 베타 신청은
unrealengine.com/studio에서 알아보세요.

Image courtesy of Abyssal12



조사 방법

본 조사 결과는 2018년도에 에픽게임즈의 의뢰를 받은
포레스터 컨설팅이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과 영국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제조 그리고
건축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실시간 엔진 기술 지식을 보유한
168명의 의사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산업에서
실시간 기술의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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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 엔진은 에픽 게임즈에서 개발한 높은 퍼포먼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툴세트며, PC, 콘솔, 모바일,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플랫폼으로 완전한 인터랙티브 리얼타임 경험을 높은 충실도로 구현합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많은 
선도적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리얼 엔진은,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엔터프라이즈 팀은 실시간 기술을 프로세스에 활용하는 수직 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축, 영화, 과학, 항공우주, 마케팅 그리고 교육 산업 모두 몰입형 유저 경험 개발에 실시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의 속도를 올려줄 강력한 신규 소프트웨어 모음인 언리얼 스튜디오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이 CAD, 3dx Max, 그리고 스케치업 프로(SketchUp Pro)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어서 실시간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unrealengine.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스튜디오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unrealengine.com/studio에서 무료 베타에 가입해 보세요. 
최신 소식을 위해 트위터 @UnrealEngine을 팔로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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