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ify
Virtual Reality
—
CREATE • DEPLOY • EXPERIENCE

COMPATIBILITY

•
•
•
•
•

CAVE, immersive Cube,
Holostage,
Holobench, workbench,
Powerwall,
Head-mounted displays (HMD): Oculus Rift, HTC Vive,
Sensics, NVis, Vuzix...,
• side-by-side 입체영상을 지원하는 3D TV와 모니터,
,
• zSpace,
• PS-Tech Workstation / Tracker,
.. 외 다수!

MiddleVR for Unity로 작업하는 것은 대단한

저희 VR 시스템은 14개의 프로젝턱가 있는 CAVE와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소의 CAVE VR 시스템을 쉽게 설정

같은 시스템으로 ‘Octave’라고 부릅니다. MiddleVR for

할 수 있게 하고 디테일한 설정 제어를 위한 직관적인

Unity의 유연성, 용이성 그리고 MiddleVR 팀의 지원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향후 가상 현실 연구원

복잡한 VR 시스템의 빠른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는 기업에게 가상 현실의 첫 경험으로 MiddleVR 을

또한 연구원과 학생들을 위한 개발 파이프 라인의 속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CREATE • DEPLOY • EXPERIENCE
— 서경원 Imagine 연구소,
Serious Entertainment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 Leap Motion,
• Microsoft Kinect 1과 2,
• Razer Hydra,
• Haption Virtuose,
• 3D Connexion SpaceMouse,
• GameTrak,
• PNI SpacePoint Fusion,
• Motion Analysis (베타 버전),
• TrackIR,
• Intersense IS-900 (Native driver),
• A.R.T DTrack, Flystick2 (Native driver),
• Vicon,
• NaturalPoint Optitrack (Native driver),
.. 등 VRPN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기

— John O’Hare, 연구기관
매니저& 박사 연구원
Salford 대학교, 영국

2년 전, 저희는 IMPROOV 2 라는 새로운 버전의

IRISA와 Inria 컴퓨터 공학 연구실의 몰입형

몰입형 디자인 리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MiddleVR

플랫폼인 Immersia는 실시간, 다중모드 (시각, 청각, 촉각,

을 선택했습니다. MiddleVR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BCI) 및

추상화 계층은 매우 필수적이고 메뉴, 네비게이션 또는

시설입니다. 13 3D HD Barco프로젝터는 넓이 10m, 길이

VR

3m, 두께 3m 정도되는 공간을 20000만 픽셀 이상으로

수준의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MiddleVR은 Immersia의 VR

보다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시스템의

MiddleVR for Unity 가 지원하는 인터랙션 디바이스:

SIMPLIFY
Virtual Reality
—

그래픽컬한

기능들입니다.

설정과

같이

하는

높은

MiddleVR 지원 팀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대응해주었습니다.

몰입형 인터랙션에 전념하는 거대한 V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 Unity 3D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 Alexandre Bouchet기술 과학
매니저, CLARTE, 프랑스

— Ronan Gaugne, Immersia
기술 감독, IRISA, 프랑스

다운로드 MIDDLEVR
무료 에디션을 지금 만나보세요!

—
www.middlevr.com/download

연락처
—
sales@siliconstudio.co.kr
www.siliconstu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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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VR for Unity 가 지원하는 VR systems:

고객들의 한마디

CREATE

DEPLOY

EXPERIENCE

단 한번의 제작으로

하나의 VR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가상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곳에 적용 가능

이식성 극대화

가상 현실의 정의

오랜 시간 동안 VR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VR

사용자의

은 더 많은 제작자가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Middle VR for Unity는 한 번의

Middle VR for Unity를 사용 하는 경우

클릭으로 VR 어플리케이션에 가상 현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각각의 가상 현실 플랫폼 마다 프로그램을

되었습니다:
• 사용자 중심의 시점에서
실제 비율로 가시화
• 3D 트래커, 완드 등과 같은
3D 인터랙션 기기 지원
• S3D - 스테레오
(active, passive)

• 멀티 스크린 / 멀티 컴퓨터
(클러스터) / 멀티 그래픽 카드
(다중-GPU)
• 멀티 유저: 다수의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해 공유 가능한 가상
환경을 쉽게 제작 가능

인터랙션 제작은 가상 현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MiddleVR for Unity는 VR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인터랙션을 손쉽게 적용하여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한 VR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몰입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메뉴
• 맞춤형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HTML/CSS3/JavaScript)

• 사용자의 가상 세계 안에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않아도

BY UNITY TECHNOLOGIES
사용자가 놀라운 3D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3D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입니다.

MiddleVR for Unity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동안 가상 세계에 “존재함”을

어플리케이션에

됩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은

CAVE,

Oculus

zSpace 및 모든

가상 현실 시스템에서

Rift,

어떠한 수정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MiddleVR for Unity에 추가된

MiddleVR for Unity는 어떤 종류의 VR 시스템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간편한 설정

모든 VR 시스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CAVE는 2시간 이내로 설치가 가능 하고,
심지어 Skype®나 Team Viewer®를 통해 원격 설치가 가능합니다!

• Head-mounted display, VR goggles,
• Immersive cube / CAVE®,

• 3D 인터랙션: 3D 오브젝트의 선택과 조종,
다중 네비게이션 기술 등

수정하지

가상현실

• L자 모양의 Holostage,
• Holobench / Workbench,

VR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로서 목표는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현실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 Powerwall / CAD wall,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MiddleVR

• zSpace,

for Unity는 하위 단계의 기능 보다는 VR 경험 설계에 더 많은

• 가상 환경과 직관적인 인터랙션,
• 자연스러운 감정과 반응: 가상의 공이 사용자에게

• 3D TV,
• 맞춤형 VR systems.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던져진다고 하면, 사용자는 공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가상의 절벽에 가까워 진다면 그 높이의
무서움을 느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