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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최근 VR디바이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상

현실 콘텐츠가 새롭게 확대되고 있다. 헤드마운트 디

스플레이를 이용한 VR 콘텐츠 제작기술은 4K, 8K를

넘어 그 이상의 고해상도가 되어도 얻을 수 없는 몰입

감과 실재감을 선사하며, 전통적인 영화 영상제작 방

법을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 이용자에게 실제 세계와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컴퓨터가 가상 환경을 생성하

고 이용자가 가상환경에 입출력 장치를 조작하여 대

응하는 VR콘텐츠는 공간, 시간, 지역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자유롭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

능한 인터렉티브(Interactiv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CG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작품들이 영화

시장을 주도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유명 시각효과 스튜

디오인 ILM에서는 앞으로의 영상기술 산업의 미래

는 VR에 의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015년 6

월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전담 부서 ILM 익스피리언스 랩을 신설하였

고, 국내를 대표하는 VFX업체인 매크로그래프도

2015년 12월 각 부서의 벽을 허물어 VR콘텐츠 제작

을 위해 VR부서를 만들었다. 위 두 회사를 포함한

국내외 많은 스튜디오들은 컴퓨터그래픽, VR게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역량을 VR영화에 접목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인터렉티브 시네마틱 VR콘

텐츠 제작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VR이 게임, 영상, 영화뿐 아니라 교육, 의료, 관

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심을 갖고 개발

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에서

도 게임엔진인 언리얼 엔진 4는 게임 분야뿐 아니

라 VR영화 형태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향상기술

□ 유수현, 이은정 / 매크로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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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게임엔진(Unreal Engine 4)을 활용한

VR콘텐츠 제작과정을 통해 3D 스캔데이터 정보의

획득과정과 보다 사실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한

리얼리티 캐릭터 제작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Ⅱ. 언리얼 엔진기반 VR콘텐츠 제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센서에서 얻은 데이

터를  다양한 정보로 영상이나 소리를 생성하게 하는

것을 ‘렌더링(rendering)’이라고 한다. 3D 영화나

360도 파노라마 영상처럼 만드는 것을 ‘프리(Pre)렌

더링’이라고 하고, VR영상처럼 컴퓨터가 각종 정보에

반응하여 즉시 계산을 생성하는 것을 실시간 렌더링

이라고 한다. VR이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몰입감을 주

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시간 렌더링’이다. 

감상자가 스토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인터렉

티브 시네마틱 VR 콘텐츠는 기존 프리 렌더링과 달

리 실시간으로 VR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컴퓨터의

연산 성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경량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리얼 엔진4를 사용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

작 과정의 필수인 렌더링과 합성, 편집을 사용하지

않고도 현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라이팅을 이용하여 빠르게 분위기를 연출하

거나, 실제 사람과 같은 피부 질감, 헤어 표현이 가

능하며 현실세계와 같은 사실감 있는 배경 제작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렌더링을 하

여 별도의 편집과정을 거치는 영화나 기존 CG제작

의 기본 단계를 생략하므로 후반작업에 들어가는

수정이나 편집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Ⅲ. VR콘텐츠 ‘거제도’의 캐릭터
제작 사례 

VR콘텐츠 ‘거제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약

<그림 1> 언리얼 엔진4를 활용한 거제도 VR콘텐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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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던 ‘거제도 포로수용

소’ 막사를 재현하고 돗드장군의 피랍사건 등 역사

적 사실을 기반한 가상 현실 체험 콘텐츠이다. 본

콘텐츠는 시뮬레이터의 움직임, 진동, 바람 등 3D

오디오 시스템을 결합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체

험형 실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언리얼 기반 VR콘텐츠의 사실적인 캐릭터를 표

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1. 효율적인 스캔데이터 추출 방법

• 실제 사람의 두상 형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수영모 같은 머리덮개를 착용

하도록 하였다. 

• 스캔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귀 뒤쪽부터 시작

하여 반대쪽 귀가 나오게 스캔을 받아 사후 작

업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 한번의 스캔으로는 데이터의 소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는

것에 유념하는 것이 좋다. 실제 ‘거제도’ 프로

젝트의 경우 3번 이상의 스캔 데이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 더 높은 퀄리티의 텍스처를 원한다면, 그림자

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스튜디오의 라이팅

세팅이 잘 되어야 한다. 

2. 사실적인 캐릭터 표현을 위한 환경 구성 

• 텍스쳐의 퀄리티 : 사실적인 캐릭터 표현을 위

해서는 텍스쳐의 해상도를 최대한 올려야 한

다. 실제 작업에서는 4K (4096*4096)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3. 모델링 구성 및 텍스쳐 표현 

리얼리티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얼굴 중에서

도 가장 핵심이 되는 헤어, 눈썹, 눈의 표현이 중요하다. 

<그림 2> 실제 배우의 스캔데이터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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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어 Hair 

• 헤어 모델링 : 쉐이딩 했을 때의 헤어 스페큘러

방향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두피 부분과 끝 부

분의 방향을 일치시켜 모델링을 배치한다. UV

<그림 3> 실제 배우의 스캔 데이터와 추출된 텍스쳐 소스 
* 오른쪽의 이미지는 실제 스캔데이터의 텍스쳐로, 언랩(UV unwrap)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픽셀의 컬러정보만 있는 데이터 값이다.

<그림 4> 헤어부분 모델링 및 텍스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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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다르게 되면 헤어의 스펙큘러 방향이

엇갈려서 제대로 된 헤어 표현을 할 수 없다. 

• 헤어 텍스쳐 : Base Color 텍스쳐와  Mask

(Alpha) 텍스쳐가 필요하다. 베이스 컬러 텍스

쳐는 되도록 채도가 낮은 회색이 좋으며 언리

얼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노드를 구성한다.

알파 텍스쳐는 베이스 컬러의 방향과 되도록

맞추어서 제작하도록 하며 속눈썹, 눈썹과 같

이 사용하는 것이 퍼포먼스 비용면에서 좋다.  

2) 눈썹 Eyebrow

① 눈썹 모델링 방법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기본 얼굴 텍스쳐에 눈썹

의 맵핑을 미리 해놓은 후 그 위에 여러장의 폴리곤

을 배치하면 좀 더 풍성한 눈썹 효과를 줄 수 있다. 

3) 눈 Eye

① 눈 모델링과 텍스쳐 표현

• 속눈썹 : 알파(마스크)맵. 컬러 표현은 머터리

<그림 5> 눈썹 모델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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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에서 표현한다. 

• 눈그림자 : 눈동자에 그림자 표현을 할 수 있

게 RGB채널을 이용해서 텍스쳐를 만든다. 

• 눈물샘 : 디테일한 굴곡 표현을 위한 노말맵

텍스쳐와 쉐이딩 작업이 필요하다. 

• 눈알 : 기본 눈알 텍스쳐. 머터리얼로 동공 등

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Ⅳ. 언리얼 엔진 기반 VR콘텐츠의
특성

영화 CG에서의 캐릭터는 실사보다 더 실제 같은

극사실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실사 촬영

본을 통해 표현의 한계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렌더링을 거쳐서 필요한 패스들

<그림 6> 눈 모델링 및 텍스쳐 구성 

02본본:02본본  17. 8. 2.  본본 11:24  Page 81



82 방송과 미디어 제22권 3호

326 특집 : 방송콘텐츠 향상기술

을 합성하여 만들어야 보다 디테일한 사실감 표현

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일반 ‘언리얼 데이터’는 현실세계의 빛의 반사

를 구현할 수 있는 실시간 라이팅을 즉석으로 설치

하고 눈으로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텍스

쳐와 환경의 퀄리티를 최상으로 한다면 한층 더 리

얼리티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 설정은

영화 CG처럼 렌더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측

면에서 유리하다.

‘VR 언리얼데이터’는 무거운 실시간 라이트를 사

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벼운 스태틱 라이트나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VR 데이터

는 하드웨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폴리곤의 수나 텍

스쳐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해상도 제약이 있다.  

일반 언리얼 데이터에 비해서 퀄리티적인 측면에

서는 부족하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상호 작용시

킬 수 있고, 실제 영화와 같은 퀄리티에 거의 가깝

게 구현해줄 수 있다.  

VR콘텐츠는 보는 감상자에게 인터랙티브성을 갖

<그림 7> 3D 스캔데이터를 활용한 작업과정 (왼쪽부터 배우 최우영의 실제 얼굴-> 스캔데이터-> 3D보정 데이터-> 게임엔진 데이터)
실제 배우를 모델로 하여 자연스런 표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여러 번 표정 데이터를 받아내었고, 이를 3D 툴로 가져와서 기본적인 캐릭터에 맞는
체형과 손실된 데이터를 보정하여 텍스쳐를 제작한다. 최종적 이미지는 엔진에서 쉐이딩, 라이팅을 하여 완료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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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인지해 주어야 한다. 콘텐츠 영상의 인터

랙티브를 어디서 끝내면 좋은지, 등장하는 캐릭터

가 자신을 보는 감상자의 존재를 눈치채야 하는지

아니면 눈치채지 못해야 하는지 등 타이밍이나 감

정, 캐릭터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를 고민한다.

감상자의 행위로 이야기가 바뀌기 때문에 VR영상

의 인터랙티브를 캐릭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작업자들은 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참고 : UNREAL ENGINE 홈페이지 

• Static lights, 정적인 라이트 : 어떤 식으로든 움

직이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디자인된 라이트로

라이트맵 안에서만 계산되며, 한번 처리된 이후

로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움직이

는 오브젝트는 스태틱 라이트와는 통합되지 않

으므로, 스태틱 라이트의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 Staionary lights, 비정적 라이트 : 한 위치에

머물되, 밝기나 색과 같은 것은 바꿀 수 있는

라이트로 게임플레이 도중엔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 스태틱 라이트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밝

기를 실행시간에 바꿔도 직사광에만 영향을

끼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간접(반사)광은 라

이트매스에서 미리 계산되므로 변하지 않는

다. 세 가지 라이트 모빌리티 속성 중, 스테이

셔너리 라이트는 거의 퀄리티 최고, 변화 가능

성 중간, 퍼포먼스 비용은 중간이다. 

V.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전망 

언리얼 엔진4는 2015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

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버전의 업데이

트가 자주 이루어지며 최신 버전 또한 무료로 업데

이트가 가능하다. (단,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

<그림 8>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중인 VR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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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에는 무료 버전의 라

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다.)

오픈소스 정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어서 게임이나, 영화, 인테리

어, 가상현실(VR)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최

근에는 영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네마틱 기술도

더욱 보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필요하다면 마켓플

레이스에서 콘텐츠 구매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직

접 만들어 보고자 하는 1인 제작자들에게 더욱 강력

하게 환영받고 있는 매력적인 엔진임은 틀림없다.

앞으로는 언리얼 엔진 4를 활용하여 만든 영화 개

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마무리  

이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로 표현의 영역이 확대됨

에 따라 아티스트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

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게임 엔

진에 의해 VR콘텐츠 제작의 문턱은 낮아졌고, 신규

VR제작자가 진입하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앞으로는 실사와도 같은 캐릭터 제작 기술이 게임

엔진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더욱 실

감나게 표현하고 동시에 대중의 요구에 더욱 부합되

는 VR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그림 9> 언리얼 엔진의 Subsurface Profile을 사용하여 표현된 피부표현

자료 : UNREAL ENGINE 홈페이지 참고, 라이트 모빌리티
https://docs.unrealengine.com/latest/INT/Engine/Rendering/Materials/LightingModels/SubSurfac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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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 현

- 매크로그래프 VR 사업본부 캐릭터 아티스트
- 블러드나이츠(EOA) 외 다수의 게임을 제작하였고, 최근에는 언리얼 기반 VR콘텐츠 캐릭터 제작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필 자 소 개

이 은 정 

- 매크로그래프 전략기획실 과장
- 영화와 영상을 전공하고 다양한 영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관객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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