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실감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다각도로 시청할 수 

있는 360 VR(Virtual Reality, 이하 VR) 영상의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60 VR 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하나의 채널로 제공하는 멀티앵글 서비

스와 비교될 수 있다[1-4]. 멀티앵글 서비스는 다수의 카
메라를 이용해 동시에 촬영한 영상에 대해 원하는 각도
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결정권을 시청자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영상에서는 
사용자의 시각 전환이 쉽지 않고 원하는 각도 영상에 대
한 사용자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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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360 VR에서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자막이 팔로잉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Unity의 Scene
에 Sphere 객체를 생성하고 Sphere 객체 표면에 360도 영상을 삽입한다. 이때, 시점을 내부로 변환하기 위해서 
ReverseNormals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카메라 시점을 수정하기 위해 SightOrbitproved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 스
크립트를 이용해 시점에 따라 자막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3D Text(자막)를 
Main Camera의 하위계층에 추가하고 360 VR 객체를 Build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3D Text 자막을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점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시선 밖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3D Text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항상 자막을 볼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360 VR, 영상자막, 사용자 시점, 3D 자막, 유니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chnique in which subtitles are follow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user's viewpoint in 360 VR. Create a Sphere object in Unity's Scene and insert a 360-degree 
image on the surface of the Sphere object. At this time, the ReverseNormals script is used to convert 
the viewpoint to the inside. The SightOrbitproved script is used to modify the camera view. Use this 
script to set the environment in which subtitles can move depending on the viewpoint. Next, add the 
3D text (subtitle) that the user wants to the lower layer of the main camera and build a 360 VR object. 
The 3D text subtitles implemented through this study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user's viewpoint. As a result, as the viewpoint changes, normal subtitles flow out of line of sight 
according to the user's point of view, but 3D Text subtitles move according to the user's point of view, 
and it can be seen that the user can always view the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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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360 VR 영상은 시청자의 시선 전환만으로도 
원하는 영역과 각도의 영상을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선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몰입형 미디어 제작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
근, 방송이나 영화제작 분야에서 홍보에 필요한 몰입형 
미디어 제작 시 뉴미디어에 대한 시장성을 시험하고 있
는 추세이다. 

영상에서는 이미지와 음성으로 구성되지만, 자막의 역
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와 음성은 정보의 전
달이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많은 분
량으로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기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성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적절한 대응책으로써도 
자막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콘텐츠의 배포를 예로 들
면, 원하는 지역의 영상을 보면서 관광지에 대한 세부 정
보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주요 정보에 대한 기억력을 높
이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
막 제작이 필수적이다.

자막에 대한 필요성은 기존의 영상보다 다양한 각도를 
제공하는 360 VR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
만, 360 VR 영상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막을 삽입하
게 되면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자막이 시선 밖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360 VR 영상을 보
는 사용자의 시점이 자막에 있지 않으면 자막을 통해 정
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즉
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
는 360 VR에서 이미지와 음성 요소 외에도 사용자 시선
의 방향이 변화하더라도 자막이 팔로잉 되는 기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360 VR 기반의 관광콘텐츠
에 필수적인 관광지 안내 자막 삽입이나 외국어 영상을 
위한 번역 자막의 삽입 시 사용자의 시청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360 VR 영상 촬영 
Fig. 1 은 360도 카메라로 촬영된 풍경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5]. 일반적인 사진에 비해 전반적인 구도가 둥글
고 시야가 넓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360도 카메라는 
화면을 한 개의 시선으로 평면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3차
원의 공간을 구형(Spherical)의 콘텐츠로 촬영하기 때문
이다[6-9]. 360 VR 영상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영상 구성의 특성상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상 전환이 이루어지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할 때 최적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Fig. 1. Landscape photos taken with a 360 camera [5]

현재 사용되고 있는 HMD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한 Cardboard, 삼
성의 Gear VR, 오큘러스의 리프트 S , HTC VIVE 등이 
있다. 

Fig. 2. HMD type by manufacturer

상업적인 용도의 360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리
그(rig)형 360도 카메라를 사용한다[10-16]. 리그형 360
도 카메라는 고프로 같은 카메라 여러 대를 특수한 리그
에 장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한 구
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촬영 결과물은 각각
의 파일을 스티칭해서 360 VR 영상으로 편집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최근에
는 일반인을 위한 저가의 360도 카메라가 출시되었다. 
리그형태가 아닌 일체화된 구조로 카메라가 동기화 되어 
있으며, 스티칭 기능을 자동으로 지원하고 있어, 쉽게 
360 VR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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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0VR 영상 자막위치 선정
3.1 알고리즘 설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360 VR 영상에서 자막을 제작하
는 방법으로는 Power Director, Adobe Premiere CC, 
Final Cut 등에서 VR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360VR의 자막은 
Fig. 3 과 같이 영상의 한 곳에 고정되어 삽입되므로 사
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자막이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
한다. 즉, 사용자에게 다각도의 영상을 출력해주는 특징
이 있는 VR 영상에서 사용자의 시점이 특정 위치에 있는 
자막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자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Fig. 3. Subtitle format of existing 360 VR
Unity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막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BillboardAsset을 이용한다[17]. 하지만 이 방법은 
Billboard로 알려진 매우 단순한 평면 카메라 형상의 메
쉬에 사용되고 360 VR 영상에 사용할 경우 여러 방향에
서 렌더링되는 Billboard를 각각 만들어야 해서 프로그
램이 무거워진다. 이에 따라 출력되는 영상의 지연 현상
도 발생하게 되어 사용자의 시점을 따라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4. Proposed algorithm

Fig. 4는 360 VR에서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자
막이 팔로잉하는 기법을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세부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Unity의 Scene에 Sphere 객체를 생성한다.
② [Video Player Component]를 통해 Sphere 객

체 표면에 360도 영상을 삽입한다. 이때, 시점을 
내부로 변환하기 위해서 ReverseNormals 스크립
트를 사용한다.

③ 정의된 ReverseNormals 스크립트를 통해 시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변환한다. 이때, 카메라 시점을 수
정하기 위해 SightOrbitproved 스크립트를 사용
한다.

④ 정의된 SightOrbitproved 스크립트를 이용해 시
점에 따라 자막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⑤ 사용자가 원하는 3D Text(자막)를 Main Camera
의 하위계층에 추가한다.

⑥ 마지막으로 360 VR 객체를 Build한다.

Fig. 5. Insert of ReverseNormals Script

3.2 ReverseNormals 스크립트 재정의
생성된 Sphere객체의 원 안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도

록 처리하기 위하여 ReverseNormals 스크립트를 
Sphere객체에 삽입하게 되면 [Scene Window]에 위치
해 있는 Sphere객체의 시점이 Fig. 5와 같이 변경된다.

ReverseNormals 스크립트는 Fig. 6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① 정점과 여러 삼각면을 가지는 mesh를 생성한다. 
filter(sphere의 MeshFilter)의mesh 속성을 생성
된 mesh에 할당한다[18].

② 생성된 mesh의 normals를 변경하기 위해 mesh
에서 normals를 복사하여 받아온 후 반복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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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normals를 변경하여 생성된 mesh의 normals
에 재할당한다. 

③ 생성된 mesh 내부의 subMesh의 triangle 배열을 
변경한다.

④ 변경된 triangle 배열을 생성된 mesh 내부의 
subMesh에 넣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ReverseNormals 스크립트는 
sphere 객체를 밖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용자의 시점을 
sphere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형태로 변경하게 된다.

Fig. 6. flowchart of ReverseNormals Script

3.3 MouseOrbitImproved 스크립트 재정의
정의된 ReverseNormals 스크립트를 통해 sphere 

객체에서 사용자의 시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변환한다. 이
때, 카메라 시점을 수정하기 위해 MouseOrbitImproved 
스크립트를 Main Camera에 삽입하고 Main Camera
의 Target을 Sphere로 설정한다. 이때 [Scene 
Window]에 위치해 있는 Sphere객체에서 카메라의 시
점이 Fig. 7과같이 변경된다.

MouseOrbitImproved 스크립트는 Fig. 8과 같이 4
단계로 구성된다.

① Vector3 angles를 생성하고 MouseOrbitImproved 
클래스가 부여될 객체의 Euler 각도 값을 넣는다[19].

② 입력을 통해 회전 값을 받아온다. Y축 값을 지정된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clampAngle()함수를 사용
한다[20].

③ raycast를 이용해 distance 값을 리턴 받아 
position 값을 수정한다. 이때 distance의 값이 
최소/최대 범위 내의 값만 가지도록 한다.

④ MouseOrbitImproved 클래스가 부여될 transform 
객체에 생성된 rotation과 position의 값을 지정하면 

360 VR을 보는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카메라의 시
점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Fig. 7. Insert of MouseOrbitImproved Script

 

Fig. 8. flowchart of MouseOrbitImproved Script

4. 실험 및 고찰
앞서 제안한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원하는 3D Text

(자막)를 Main Camera의 하위계층에 추가하고, 360 
VR 객체를 Build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자 시점
의 변화에 따라 팔로잉 하는 자막이 생성된다. Fig. 9에
서 보이는 2개의 자막 중 빨간색 자막은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법으로 구현된 자막이며 비교를 위해 일반자막은 
흰색으로 표시하였다.



360 VR 영상에서 효율적인 자막 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97

Fig. 9. Test image

Fig. 10은 일반자막과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3D 
Text 자막을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그림 내 점선으로 표시된 흰색 자막은 일반 자막을 나타
내며 긴 파선 점선으로 표시된 빨간 자막은 본 연구를 통
해 구현된 3D Text 자막을 나타낸다. 시점의 변화가 진
행되면서 일반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시선 밖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긴 파선 점선으로 표
시된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어느 각도의 영상을 보더라도 항상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10. Comparison of Normal Subtitles and 3D Text 
Subtitle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360 VR에서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

라 자막이 팔로잉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Unity의 
Scene에 Sphere 객체를 생성하고 Sphere 객체 표면에 
360도 영상을 삽입한다. 이때, 시점을 내부로 변환하기 
위해서 ReverseNormals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카메라 

시점을 수정하기 위해 SightOrbitproved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 시점에 따라 자막이 이
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원하
는 3D Text(자막)를 Main Camera의 하위계층에 추가
하고 360 VR 객체를 Build한다.

일반 자막과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3D Text 자막을 
사용자 시점의 변화에 따라 비교한 결과 시점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에 따라 시선 밖
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3D Text 자막은 사용자의 시점
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항상 자막을 볼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60VR 영상 기반의 관광콘텐츠에 필수적
인 관광지 소개 및 안내를 위한 자막 삽입이나 외국어 
VR 영상을 위한 번역 자막 삽입 시, 사용자의 정보 접근
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기법을 
발전시켜 자막을 포함하여 360 VR에서 사용자들과 효율
적으로 인터랙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과의 연동을 
통해 360 VR의 콘텐츠 적용 및 활용을 사용자 경험에 기
반하여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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