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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파노라마 영상 기반 대화형 가상현실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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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R 영상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는 제작의 용이성과 사용자 편의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나 상호작용이 결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응용 분야와 활용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360도 파노라
마 영상과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고해상도 VR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복잡한 연산이 
소요되는 배경 영상은 파노라마 영상으로 미리 렌더링하여 생성한 것이므로 낮은 사양의 단말기에서도 높은 프레임 수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사용자의 시점과 움직임에 반응하여 고해상도의 배경영상을 발췌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한 몰입감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제안 방법의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 가상 동물원 환경을 VR로 구성하
여 보았으며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상호작용 게임을 사례로 보인다.
주제어 : 가상현실, 3차원영상, 상호작용, HMD, 다시점 카메라 영상 

Abstract  Currently, virtual reality contents using VR images are spotlighted since they can be easily created 
and utilized. But because VR images are in a state of lack of interac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their 
applications and usability.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a new method in which 360 degree 
panorama image and game engine are utilized to develop a high resolution of interactive VR service in real 
time. In particular, since the background image, which is represented by a form of panorama image, is 
pre-generated through a heavy rendering computation, it can be used to provide a immersive VR service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computation in run time on a low performance device.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our proposed method, an interactive game of a virtual zoo environment was implemented and 
illustrated showing that it can improve user interaction and immersion experience in a pretty goo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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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이후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와 상업적인 활용

이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Facebook이 20억 달러에 VR 전문업체 ‘Oculus’를 인수

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 구글, 소니, HTC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앞 다투어 VR 기기 시장에 뛰어들고있어 VR

기기가 보편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슈퍼 데이터 리서치는 지난해

초 2016년도 VR 시장의규모를 51억달러 (5조7000여 억

원)로예측했으나 최근자료에서작년시장규모를 18억

달러 (2조여억원)로 최종발표했다. 또 다른조사업체인

디지털 캐피털은 2015년 VR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300억달러(33조6000여억원)로 성장할것으로예측했으

나, 올해엔 2021년까지 250억달러 (28조여억 원)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조정하였다[1,2].

이러한 VR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의 원인 중 하나로

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 현상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현상이장기화될수록 VR 시장은제대로

피지도못하고, '3D 콘텐츠' 전철을밟지않을까하는우

려를낳고있다. 이 때문에초기 VR 시장단계에서부족

한 콘텐츠를 만회하는 방안으로 비교적 제작과 보급이

쉬운 VR 영상이주목을받고있으며모바일을중심으로

그시장이빠르게형성되고있다. 그러나 VR 영상은 VR

콘텐츠에서 중요시되는 '상호작용' 요소가존재하지않

아단순히가상세계를관찰하는데그치고있다. 결과적

으로 단순히 VR 영상을 감상하는 수준으로는 이러한

VR 콘텐츠 생태계의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한다[3,4,15].

본 연구는이러한 VR 영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

상호작용요소를접목한 VR 영상콘텐츠를개발하고, 이

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서 3D 제작 도구인 Unity 3D를 이용하여 360도

VR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3차원

공간정보, 객체 정보, 상호작용 스크립트를 데이터화 하

여사용자의플레이어에서재생하는플랫폼을 설계한다.

현재의 VR 산업은 VR 컨텐츠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할 것이며, 이런 대중화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연

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16]. 그러한 의미로

상호작용이가능한VR 영상컨테츠개발과그플랫폼구

축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관련 기술
VR 영상은 일반적으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을 의미한다. 실사를 합성하였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

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사용

자와의상호작용이없기때문에 VR 콘텐츠로가기위한

초기단계의기술로보고있다[5]. 이 때문에 VR 영상이

나 360도 사진정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

안들이 연구되고 있다[6,7].

매칭 모듈을 이용한 이동 객체와 VR 영상의 동기화

연구는 VR 시스템에 어트랙션을 적용하고 VR 영상과

이동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동기화하여 지연시간을 최소

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이는 상호작용 요소를 접

목하는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객체의 동기화의 방

안을 통해 상호작용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실사영상기반 3차원대화형가상현실콘텐츠제작공

정은VR 영상이아닌 360도 실사이미지를이용해서 3차

원 공간을 구축하고, 가상의 객체를 추가하여 상호 작용

하는콘텐츠를개발하는절차에대한연구로, VR 영상으

로부터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데활용이 가능하

다[8].

다시점카메라와깊이카메라를이용한 3차원 장면의

깊이 정보 생성 방법은 실사 영상을 촬영하면서 깊이를

측정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

법의연구로, 가상의카메라위치를계산할수있기때문

에 실사 영상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적

용할 수 있다[9,10].

이러한연구사례에서알수있듯이VR 영상에상호작

용요소를적용하려는적극적인연구가다양하게진행되

고있다[11,12,13,14]. 그러나아직기술개발단계로제작

방법이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쉽고 빠르게 제작하고 보급해야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본연구는기존의VR 영상을그대로활용하면서여기

에상호작용이가능한데이터를별도로추가하는형태로,

기존의 호환성과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상호 작용 요소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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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상호작용 기반 VR 영상 서비스 시스템은 [Fig. 1]과

같이크게데이터서버, 스트리밍서버, 사용자플레이어

로 구성된다.

데이터 서버는 VR 영상 데이터와 상호작용데이터를

관리한다. 사용자플레이어는플랫폼의역할을수행하며,

데이터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VR 영상의 목록을 안내하

고 사용자로부터 선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 Overview of the system architecture

이후데이터서버로부터VR 영상에맞는고유의상호

작용데이터를내려받으며, 데이터를통해서내부적으로

3차원 공간을 구축하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객체의 3차

원 위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 재생 타임에 맞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동기화한다. 플레이어의준비가완료되면사용자

의 요청에 따라서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VR 영상을 웹

동영상 형태로 재생되며,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 구축

된 가상의 3차원 공간을 VR 영상과 동기화하여 재생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 데이터는 [Fig. 2]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3차원 공간 정보, 3차원 객체

의위치정보, 상호작용이벤트정보로구성된다. 상호작

용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Fig. 2] Data flow of interaction data and VR video

첫째, 상호작용 데이터는 VR 영상이 제작될 때 동시

에만들어진다. 처음 VR 영상이 3차원렌더링작업을통

해 영상으로 제작되면, 이때 구현된 3차원 데이터에서 3

차원공간정보, 객체의위치정보, 실시간상호작용이벤

트 정보만을 추출하여 데이터화 한다. 이 상호작용 데이

터는 사용자 플레이어에서 VR 영상이 재생될 때, 3차원

렌더링을 제외하고 실시간으로 VR 영상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가 동기화되어 재생된다. 둘째, VR 영상의

시간의흐름에따라달라지는 3차원환경정보(물체의위

치, 사용자의위치)를포함한다. 이 정보는 VR 영상이재

생되는시간과같아야한다. 셋째, 상호작용이벤트정보

는사용자플레이어에서 VR 영상재생시간에맞춰동기

화되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VR 영상 데이터와 상호작용 데이터(3차원 공

간정보, 객제정보, 상호작용 스크립트)를 구분하여 활용

하는 방안은여러 가지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

호작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하위 플랫폼에서는 VR 영상

만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기존방법과 호환성을 갖는다.

또한, VR 영상을 그대로 두고 여러 개의 다른 상호작용

데이터를 생성하여, 변형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상호작용 데이터만을 수정 보완하여 업데이트하여 실시

간으로이를서비스에반영할수있다. 이외에도 3차원의

실시간렌더링을지양하지만 VR 영상을통해미리높은

사양의 품질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성능의

플랫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에 몇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단

점도있다. 무엇보다도본연구에서는 VR 영상을이용하

기때문에시간의흐름이일방적이다. 사용자는 VR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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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자동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

로, VR 영상에각상황에맞는영상을모두포함하고, 플

레이어에서상호작용에따라해당시간으로순간이동시

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

기위해서영상을멈추지않고, 영상을예약된구간을반

복 재생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호작용 요소를 좀 더

사용자 측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으로는 스트리밍을 통한 VR 영상

재생은 버퍼링과 같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작

용을위해구축된데이터는이러한VR 영상의재생과동

기화를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VR 영상을 3차원 환경으로 구축하고, 상호

작용을위한데이터를추출하기위해서 3차원 모델로구

현된렌더링데이터가활용되어야한다. 실사의 VR 영상

으로부터 이러한 상호작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2장에서살펴본관련연구들의기법들을접목할수있다.

4. 구현
상호작용기반 VR 영상 콘텐츠의 핵심은 플레이어의

개발이다. 플레이어는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VR

영상 콘텐츠를 내려받아 재생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벤트

처리를위한 3차원물리계산이실시간으로진행된다. 이

는 재생되는 영상과 동기화되며, 영상에 재생되는 객체

나 이벤트가 실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형태로 개발

된다. 첫째는 VR 영상을제작하기 위한프로젝트, 두번

째는 플레이어에서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상호작용을 위

한 데이터 추출용 프로젝트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 상호

작용 데이터와 VR 영상의 동기화를 구현할 수 있다.

4.1 VR 영상 제작
동물원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다.

상호작용요소로체험자가물방울을동물들에게발사하

도록하며, 맞출경우하트아이콘이생기면서체험이종

료된 후 맞춘 하트의 개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동물을감상하는것뿐만아니라사용자의액션이반영되

어 결과가 표시된다.

영상 제작은 유니티 엔진(Unity 3D)으로 진행하였다.

계획된 3차원 공간을 구축하고 상호작용하는 객체를 배

치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구현하고

콘텐츠의시작부터종료까지상호작용없이자동으로진

행되도록 한다.

결과물을영상으로제작하기때문에사용자의플랫폼

성능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실시간 3차원 컨텐츠를 렌더링하여 보여줄 경우에는 단

말기의하드웨어성능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해상도

와 프레임 속도를 비롯하여 품질 저하 문제가 필수적으

로 생기기 마련이다. 콘텐츠의 품질 저하는 사실적 표현

과 몰입감 형성이 중요한 가상현실 환경에서 큰 단점으

로 작용한다. 그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VR 영

상과 게임엔진의 영상을 합성하여 제작할 경우, 모바일

에서재생하기어려운수준의고품질고해상도 3차원영

상 연출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Fig. 3] Screenshot of the developed VR image

[Fig. 3]은 VR 영상을생성하기위해유니티에서개발

한 장면으로써, 사용자 플랫폼의 성능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와 파티클, 이펙트가 적용되고 다수

의 객체가 등장한다.

유니티에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젝트는

VR 영상제작플러그인을통해실시간으로녹화하여영

상데이터로추출한다. 영상은 2K 해상도인 2048 × 1024

와 모노영상(Equidistant Mono)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사실감과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4K인 4096 × 2048 해상

도와 스테레오 영상으로의 확장도 비교적 쉽다. [Fig. 4]

은 스테레오영상을제작했을때얻을수있는결과물이

다. 현재제작된영상은재생시간이 2분으로약 380 메가

바이트(Megabyte)의 용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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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ereo VR image

4.2 상호작용 데이터 구축
[Fig. 5]은 상호 작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구축한 모

습을보인다. 3차원 공간정보, 객체의위치및충돌범위

정보, 사파리 공간을 이동하는 카메라의 이동경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 데이터를영상화하여 작업

하기때문에상호작용을위한 3차원정보를확보하는것

이비교적수월하다. 추후실사의영상으로부터 3차원정

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

는별도의단계를추가하고 3차원정보를확보하는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영상제작에 사용된 데이터를 유니티의 Asset Bundle

기법을 이용해서 상호작용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 플레

이어에서 런타임(Runtime)시 데이터를로딩하고 영상과

함께 동기화하여 재생 한다.

[Fig. 5] Embedded points for data interaction

4.3 플레이어 제작
플레이어는 앞서 완성한 VR 영상콘텐츠와 상호작용

데이터를가지고실제사용자가VR 체험을할수있도록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VR 상호작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3차원 공간을 구성하고, 카메라의 이동 경로, 상

호작용 객체를공간에배치한다. 그리고 3차원 렌더링을

제외한 실시간물리 계산이실시간으로 수행된다. 3차원

렌더링이 3차원콘텐츠에서가장큰비용이발생하기때

문에 이를 VR 영상으로 대체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콘텐츠에따라객체의물리계산이적용될수있는데, 계

산시간 간격을 적절하게 늘려 부하를 줄일 수 있다.

[Fig. 6]은 플레이어에서 실제 재생 시 VR 영상이 재

생되면서상호작용하는객체가어떻게배치되는지를나

타낸다. 객체들은 카메라의 중심인 왼쪽 상단의 텍스쳐

로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객체들의 위치와 충돌 정보

만을 3차원 공간에 배치하고 계획된 이벤트에 반응한다.

[Fig. 6] Real-time video playback procedure

3D Rendering
Proposed Method
(VR Movie)

Frame per
second

22.01 55.72
26.53 59.37
19.61 48.55
26.55 46.82
25.86 44.68
16.25 45.01
18.33 47.38
15.46 45.07
16.77 48.22
20.29 44.42
20.72 47.92

Average 20.76 48.47

<Table 1> Performance improvement of pl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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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는 상호작용 요소가 적용된 VR 영상을 재

생하였을 경우 보이는 프레임 속도와 실시간으로 3D 렌

더링 과정을 거쳐 영상을 재생하는 기존 방식의 프레임

속도를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한 단말기는

삼성 갤럭시 S5이고, 데이터수집은 10초 간격으로이루

어졌다. 3D Rendering 방식은 모바일 기기의 GPU가 실

시간적으로 렌더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0프

레임 수준을 나타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

용한 경우 평균 48프레임의 성능을 보인다.

[Fig. 7] VR video contents supporting user interaction

[Fig. 7]은 최종적으로 플레이어에 VR 영상을 재생하

면서 객체들과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장면이다. 체험자

앞으로발사되는물방울이영상의동물을맞추면이펙트

가 표현된다. 두 번째 화면은 획득한 하트수를 보여주는

마지막 결과 장면이다. 이는 영상재생과 별도로 사용자

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5. 결론
현재 VR 시장의위기와함께이를극복할수있을것

으로기대를모으는 VR 영상이단순히가상세계를관찰

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VR 영상의 기존 장점

을 살리면서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사용자 플레이어와 서버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이를서비스하는시스템을구상하였고, 실제로

유니티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데이터와 VR 영상 콘텐츠

를 생성하여 체험이 가능한 플레이어를 구현하였다.

모바일기기에서 3차원렌더링을통해가상현실을 구

현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개발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으로, 상호작용이 적용된 VR

영상을활용할경우이러한부담을어느정도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상호작용을위한방안으로 VR 영상과같은 3차

원공간과오브젝트정보를구축하고실시간으로적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3D 렌더링을 이용하는 기존 방

식과 상호작용이 적용된 VR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VR 영상과달리상호작용요소가접목된보다개선

된 VR 영상을제작할수있기때문에VR 시장의대중화

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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