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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 지식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가트너

(Gartner, 2014)의 하이퍼 사이클(Hype Cycle)에 의

하면 가상현실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

으며, 현재 각성의 단계(Trough of Disillusionment)

에 있다[7]. 기술의 안정기는 향후 5-10년 사이로 예

견하고 있다. 영상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접목한 영상콘텐츠를 개발이 시작되

고 있다. 구글이 발표한 VR 단편영화 ‘HELP(2015)’

를 필두[5]로 선댄스영화제(The Sundance Film

Festival)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VR 호러단편 영

화 '카타토닉(Catatonic, 2015)'까지 여러 다양한 실

험적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 기존의 영화촬영현장에

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며, 영화

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360VR 기법은 하나의 리

그(Rig)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한번에 360°

전방위가 촬영된다. 그리고 360VR 현장 촬영에서는 

촬영감독과 스텝은 카메라를 세팅한 후 고정하고, 전 

스탭이 장면에 담기지 않도록 일정 거리 밖 또는 지

형ㆍ지물에 숨은 뒤 촬영하고, 또 다음 장면을 촬영

하기 위해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된다.

특히, 실사 촬영이나 실사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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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주변 스텝이 카메라를 직접 운용하게 되면 후반

작업에서 대상을 지워야 하는 이중 작업을 하게 되므

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된다.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의 연출과정에서 카메라

와 함께 주인공을 따라가는 촬영기법은 촬영자가 카

메라를 제어하며 이동해야 하므로 360VR 촬영시 후

반작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며, 작품

의 퀄러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360VR 제작환경에 한계가 드러난다. 그러

므로, 360VR 카메라 리그(Rig)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이를 극복하고 카메라 워킹이 적용된 고

품질의 360VR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즉, 360VR

영화촬영환경에서는 카메라 리그(Rig)를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360VR 영화촬영 

환경을 위한 제작 효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기존 영상콘텐츠의 카메라의 움직

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360VR 영상 촬

영 현장의 기술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360VR 샘플영상을 

촬영하여 360VR 촬영 제작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360VR 촬영 제작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360VR 영상을 촬영하여 원하는 영상을 

획득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존 연구

2.1 영상콘텐츠에서 카메라 움직임(Camera movement)

의 중요성

영화는 과학기술의 발명품으로 1895년에 뤼미에

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를 발명

하여 최초의 영화 ‘시오타 정거장에 기차의 도착(L’

Arrivée d’un train à la Ciotat, 1896)’을 발표하였다

[5]. 그 이후로 카메라 촬영 기법의 발달과 카메라 

사이즈와 앵글의 변화로 다양한 구도와 촬영기술이 

발달되었다. 영화예술의 발달은 카메라 촬영 기술의 

발달과 연관된다. 초창기 영화는 고정된 롱샷을 중심

으로 촬영되었다. 카메라의 사이즈와 앵글, 촬영 속

도와 움직임의 조절은 영화의 시공간을 만든다. 초창

기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는 카메라 자체

의 움직임을 연출할 수 없었으므로 다수의 카메라와 

편집기술이 동원되었다.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감독의 예술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

요한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른 카메라 배치 기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 즉 영화촬영 기법에 

따른 카메라 움직임이 중요한 요소이다.

영화는 수 많은 샷(Shot)의 조합이며 샷(Shot)은 

영상의 기본단위이다. 촬영은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현상 중 어떤 것을 얼마만큼 보여주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하나의 샷(Shot)을 촬

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의 영상표현법은 

고정 샷(Shot) 및 여러 가지 종류의 샷(Shot)이 있다.

이런 장면을 다양한 구도로 촬영하려면 기존 영상의 

경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거나, 카메

라를 이동하며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영

화에서는 촬영 장면이나 피사체나 대상물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은 영화의 몰

입도를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2,8].

카메라 움직임의 하위 개념으로, 한 장면을 수평

으로 이동하는 팬(Pan), 카메라의 축을 중심으로 수

직적으로 움직이는 틸트(Tilt), 이동 물체를 이용해 

촬영하는 달리(Dolly), 서정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

을 표현하는 크래인(Crane), 흔들림을 과장하면서 

변화가 많고 거친 속도감을 부여하는 핸드헬드

(Handheld)등이 있다(Fig. 1).

효율적인 움직임의 표현을 위해 화면내외(畵面內

外)로의 이동장면의 움직임을 삼분할하는 장면을 예

를 들어보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가는 것을 세 

개의 평행 카메라로 잡아주므로 연속된 움직임의 각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때, 카메라 포지션을 이동

시켜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경우 중앙 카메라의 

화면이 풀 쇼트가 되도록 뒤로 이동시켜, 이동하는 

Fig. 1. Motion movement pattern of the Came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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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목적지를 먼저 

보여준다(Fig. 2의 왼쪽). 오른쪽 그림(Fig. 2)은 화면

을 세 구역으로 분할하여 하면 좌우에 배치하고 중요

한 움직임은 화면 중앙 부분에서 일어난다. 즉, 스크

린 상에서 움직임의 성질을 살펴보면 연기자의 이동

과 카메라의 이동을 고려해야 된다. 카메라는 피사체

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컷으로 잘라서 보여주기도 한

다. 따라서 이동장면을 촬영시에는 위치, 움직임, 시

선을 고려해야한다[2]. 그 외 카메라 움직임은 관객

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같은 동작

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피사

체의 움직이는 동작을 포착할 수 있다.

무성 영화 시절, D.W. 그리피스(D. W. Griffith)가 

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였지만 제한적이었다. 독일

의 표현주의 감독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많이 움직였다. F.W. 무르나우(F. W.

Murnau)의 ‘마지막 웃음(Der Letzte Mann, 1924)’은 

카메라 움직임 테크닉을 훌륭하게 보여 준 영화이다.

유성 영화 시절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은 1930년

대의 미국 공포 영화에 표현된다. 이때 카메라 움직

임과 할리우드 스타일의 편집 기법이 혼합되었다. 카

메라 움직임과 컷이 섞이는 경향의 대표적인 예로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영화를 들 수 

있다. 그는 영화의 많은 부분을 컷에 의존하지만 특

별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카메라를 주도면밀하게 이

동시켰다[8].

요컨대, 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면 장면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단순한 이미지에 깊이를 줄 수 있다. 아울

러 화면 배경과 세트에 이동감과 관객의 몰입도를 

증대시키며 카메라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은 스

크린의 영상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러한 효

과는 각각의 장면과 영화 전체에 자연스러운 장면의 

연출이 가능하다.

2.2 국내외 360VR 영상 촬영 현장의 기술 현황 및 

기술연구의 필요성

360VR(Virtual Reality) 영상은 360° 로 사방을 볼 

수 있는 몰입감이 뛰어난 영상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게임 분야가 가장 밀접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콘텐츠분야에서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

며, 특히 VR 영상기술이 영화와 접목되기 위해서 기

존 영화의 촬영환경의 이해와 카메라 움직임의 기술

적인 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영화기술역사(장헌, 2013)에 의하면 영화는 이미

지의 예술이다.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에 따

르면, 이미지의 예술은 세 가지 발달 단계를 거쳐 왔

다(Debray, 1996). 먼저, 문자를 매개로 하는 로고스

페르(Logosphere)의 시대, 둘째 인쇄술의 발달에 기

초한 그라포스페르(Graphosphere)의 시대, 셋째 오

늘날 사진, 영화, TV, 컴퓨터 등 시청각 기술 매체를 

접목한 비디오스페르(Videosphere)의 시대다. 이 시

대는 가상과 복제의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며 과거 

우리는 이미지 '앞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지 

'속에' 있다[10]. 현실은 이미지를 통해서만 매개된

다. 그러나 현재 VR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콘텐츠제

작자는 이미지의 통제가 가능하다.

360VR 동영상은 현실 공간의 영상 기록이 가능하

고, 실제 체험을 하는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이며 360° 전 방위 영상 녹화 및 편집

이 가능해지고 보편화되어짐에 따라 해당 기술을 활

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 Youtube는 이미 홈 메뉴에 360동영상 메뉴를 

별도로 추가하여 360VR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Facebook 역시 360VR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대표적인 

국산 소프트웨어인 곰플레이어도 360VR 콘텐츠 재

생 기능을 업데이트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분야에서도 공연장이나 명

소, 풍경 등의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장

르의 영상 제작을 위한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영화콘텐츠에서는 내용 전개가 이루어

Fig. 2. Examples of Camera placement at various an-

g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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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360VR 영화의 제작 시도 및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360° 전방위 촬영으로 녹화 시 카메라 

제어가 힘들며 고정된 픽스샷(Fix Shot)의 구현이 

많다. 특히,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360VR 영화 제

작을 위해서 적절한 원격 콘트롤 카메라 트래킹 시스

템 개발이 필수이다. 기존 영화와는 달리 360° 전체가

녹화되는 촬영 현장의 제약 사항으로 카메라 움직임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카메라 움직임을 위해 드론(Dron) 또는 와이어

(Wire)등을 통해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으나 드

론의 경우 카메라 무게를 견디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드론의 사용이 많으며 이는 비싼 비용과 조작이 

용이하지 않다. 와이어 카메라의 경우 설치가 힘들며 

카메라 움직임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가진 360VR 영상제작에서는 몰입도의 증

대를 위한 기술적 보강이 필요하다.

3. 360VR 영상콘텐츠를 위한 최적화 환경 제안

3.1 360VR 촬영 환경

영상 촬영에서는 일반적으로 6가지 카메라 움직

임 기본원칙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피사체의 선택,

둘째, 최선의 위치 확보, 셋째, 입체적 촬영, 넷째, 황

금분할 구도(3등분의 법칙), 다섯째, 화면 사이즈의 

결정, 마지막으로 다양한 카메라 움직임(Camera

movement)에 의한 화면 변화이다[2]. 이 중 카메라 

움직임(Camera movement)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카메

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와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다.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는 팬(Pan), 틸

트(Tilt), 페데스탈(Pedestal)이고 카메라가 움직이

는 경우는 달리(Dolly), 트럭(Truck), 아크(Arc), 크

레인(Crane)이다.

현재, 일반적인 고품질의 360VR 영상촬영단계에

서 필요한 핵심적인 장비는 고프로(Gopro)와 같은  

카메라들과 그 카메라들을 해당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는 리그(Rig)이다. 카메라 이동에 따른 장면이 필

요하여 촬영자가 카메라와 같이 움직여야 할 경우,

전 방위로 촬영되는 360VR은 편집에 촬영자가 삽입

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대의 고프로

(Gopro)와 함께 360HEROS 리그(Rig)를 활용하여 

360VR 움직임에 따른 실험용 샘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스티치 작업에는 Autopano, 후

반작업에서는  Photoshop, Aftereffects 등의 소프트

웨어 등을 활용하였다.

360VR 촬영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는 360° 전 방위 촬영을 위해 녹화 시 촬영 현장 스탭

들이 카메라 앵글에 나오지 않게 특정한 지형, 지물 

뒤로 숨어야 한다(Fig. 3). 즉, 360VR 영상 촬영 현장

에서는 촬영스텝이 카메라 옆에서 직접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표현을 위한 카메라 제

어의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고정된 픽스샷(Fix

Shot)의 구현이 많다. 앞 절에서 제시하였듯이 카메

라 움직임을 위해 드론(Dron) 또는 와이어(Wire) 등

을 통해 촬영이 시도하고 있으나 조작, 설치가 어려

우며, 단방향의 일정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구도의 

장면을 얻기가 힘들어 제약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60VR 샘플 영상 제작 작업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의 촬영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샘플영상을 통한 카메라 움직임과 360VR 촬영 

현장에서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360VR 촬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

펴보고 카메라 위치동작 컨트롤이 가능한 자동제어

도구를 설계 및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360VR을 

활용하여 테스트용 샘플영상을 촬영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60VR 촬영과정에서 카메라의 움직임

에 따른 장면 획득을 위해서 기존 촬영 기법을 활용

하여 달리(Dolly), 지미집(Jimmy Jib), 헬멧 등에 

360VR 리그(Rig)를 붙여 촬영을 시도할 수 있다.

첫째, 달리(Dolly)를 활용하여 샘플영상을 획득하

였다. 달리(Dolly)의 경우 카메라의 수평 이동을 위

하여 촬영한다. 달리(Dolly)는 카메라를 장착한 채 

이동하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차이다

(Fig. 4). 보통 카메라와 촬영 기사가 탈 수 있으며 

Fig. 3. Motion movement pattern of th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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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감독과 조명기까지 싣는 경우도 있다. 달리

(Dolly)의 종류에는 레일을 깔고 이동하는 레일식과 

고무바퀴를 단 바퀴식이 있다. 달리(Dolly)를 활용한 

360VR 영상촬영 장면의 경우 장면 (a)와 (b) 모두에

서 촬영자의 움직임이 영상장면내에 관찰된다(Fig.

5). 그리고 촬영과정에서 삽입된 달리(Dolly)용 레일

과 촬영자 등 후반 작업에서 지워야 하는 대상이 많

아지므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지미집(Jimmy Jib)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지미집(Jimmy Jib)은 크레인 형태의 구조물 끝에 카

메라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촬영자 또는 리모컨으로 

촬영을 조정하는 카메라 크레인이다[11]. 보통, 천천

히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움직임 연출이나 광범위한 시점에 변화를 

주는 장면을 찍을 때 사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카메

라의 수직 이동을 위한 지미집(Jimmy Jib)을 활용하

여 촬영하는데, 샘플영상(Fig. 6)에서 장면 (a)와 (b)

에서 촬영자와 크래인이 관찰된다. 360VR 카메라를 

지미집(Jimmy Jib)에 놓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후반

작업에서 지미집(Jimmy Jib) 및 크래인, 촬영자의 제

거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헬멧을 활용하여 사용자 머리에 360

VR 리그(Rig)를 놓고 촬영하는 경우이다. 이는 머리

걷기(Head walking) 촬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촬

영자가 화면 내에서 관찰되지는 않지만 장면 (a)와 

(b)에서 촬영자가 걸을 때마다 고개가 흔들려 카메라

의 수평유지가 어렵다. 그러므로 후반작업에서 스티

칭 시 한 장면내에서의 매끄러운 연결이 불가능하며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샘플 영상(Fig. 7)의 장면

을 프레임별로 분석한 결과 심함 떨림으로 인한 노이

즈 현상이 분석되었다. 이것은, 아이레벨이 맞지 않

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강하게 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헬멧을 활용하여 360VR 카메라 

이동 촬영시 후반 작업과 아이레벨 등에 이유로 수평

이 유지되는 원격 제어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3 카메라 위치동작 컨트롤이 가능한 자동제어도구 

설계 및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

Fig. 4. Dolly[9].

(a) (b)

Fig. 5. 360VR Image shooting scenes using Dolly. (a) Scene 1 (b) Scene 2

(a) (b)

Fig. 6. 360VR Image shooting scenes using Jimmy Jib. (a) Scene 1 (b) Sce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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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60VR 영화촬영 환경을 위한 스테디 원격 모션제

어 시스템을 제안한다(Table 1). 달리(Dolly), 지미집

(Jimmy Jib), 머리걷기(Head walking)에 따른 문제

점을 토대로 360VR 영화촬영 환경을 위한 “스테디 

원격 모션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는 360VR

촬영현장에서 고프로(Gopro)와 같은 360VR 카메라

를 장착하여 촬영가능하다. 그리고 무선으로 제어가

능하므로 촬영현장에 촬영팀이 영상장면에 투입되

지 않으므로 기존의 후반작업에서 카메라맨이 투입

되어 이미지보정 작업을 하는 문제점이 해결가능하

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촬영부, 구동부, 진동제어부,

조종부로 세분화된다(Fig. 8).

촬영부에서는 눈높이(eye level)를 고려한 170～

175cm 높이로 조정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촬영장비

와 호환 가능하다. 구동부에서는 Motor를 이용한 

Tracking Dolly를 제어 가능한 기능으로 두 개의 DC

또는 AC 모터를 이용한 Mobile Robot Microproces-

sor 또는 Micro Computer를 이용한 움직임 제어로 

움직임의 2자차유도 및 모션 생성으로 회전 및 이동

이 가능하다. 진동제어부에서는 움직임으로 발생하

는 진동 분석 및 제거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가속도 센서를 통한 비진동 수평을 유지하여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카메라 워킹을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

(a) (b)

Fig. 7. 360VR Image shooting scenes using Head walking. (a) Scene 1 (b) Scene 2

Table 1. Steady Remote Motion Control System Components

Classification Equipment System Details

Filming part
360VR Rig & Camera

(ex. Gopro + Heros Rig)

- height of 170～175cm, considering the eye level

- compatible with other filming equipments

Driving part
Tracking dolly using a

motor

- a mobile robot using 2 DC or AC motors

- movement control using microprocessor or micro Computer

- enables the two-degree-of-freedom movements (rotation +

shift)

Vibration

controlling part

Analysis & control system

for the vibrations generated

due to movements.

- maintenance of non-oscillatory vibrations using an acceleration

sensor

- supports steady and stable camera walking

- low noise

Control part
Remote controller for the

director

-controls variable speed & precise/rapid movements

- allows remote control over the distance of 8m

(max. effective range of 800m)

Fig. 8. Steady Remote Mo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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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조종부가 있다. 조종부는 카메라 감독을 위한 

원격 조종기의 역할을 하며 가변 속도 및 정확 신속

한 움직임 제어를 한다. 이는 원격조정거리 8m이상 

최대 유효거리 800m를 유지하며 360VR 영상이 촬영

가능 하도록 최초의 원격 카메라 조종을 시도하였다

(Table 1).

따라서, 360VR 영화촬영 환경을 위한 “스테디 원

격 모션제어 시스템”에서는 실제 촬영팀이 영상장면

에 투입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위치동

작 컨트롤이 가능한 자동제어도구 설계 및 시스템을 

제안한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360VR 실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 현장에

서 필수적으로 카메라의 각도 제어와 자유로운 카메

라의 움직임 구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사 촬영이

나 실사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합성을 필요로 하는 

360VR 영화를 위해서는 360° 전체가 촬영되어지는 

특성상 촬영 감독이나 주변 스텝이 카메라를 직접 

운용하게 되면 후반작업에서 지워야 하는 이중 작업

을 하게 되므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이 투입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60VR 영화

촬영 환경을 위한 제작 효율성을 연구하여 360VR

카메라의 원격 움직임 조정이 가능한 360VR 촬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카메라 위치동작 컨트롤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몰입도 높은 360VR 영상제작

이 가능하다.

향후,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 특히 촬영기술 

부분에 획기적인 기술과 국내 자체 솔루션 개발이라

는 대의적인 명분과 실리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자 한다. 그리고, 360VR 영상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360VR 영상콘텐츠가 가진 독

창성이 세계화 시장에 진출가능 하도록 확대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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