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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영상의 표현형식도 빠르게 변

화하고 있다.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것은 비즈니스영화

의 발전방식인데 비즈니스 영화는 처음의 넓은 스크린을 

추구하는 것부터 3D, 4D의 실감식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부터 보면 과학기술이 비즈니스영화에 미친 영화를 알 

수 있다. 

  최근 VR 기술의 발전은 영상 시각에 새로운 발전 방향

을 가져 주었다. 이 것은 VPL회사 창립자 재론 레이니어 

(Jaron Lanier)가 20세기 80년대 초에 제출하였다. 가상

현실 기술은 가상세계를 창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컴퓨

터 시뮬레이션시스템 기술이다. 컴퓨터로 일종 가상환경

을 생성하고 다종정보융합의 호상 교호식 3D동태 가시

적과 실체 행위의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사용자가 

이 환경에 빠져든다. 

  그리고 현대의 비즈니스영화의 실감식 발전 방향에 의

하면 VR기술이 영화 방면에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

주 크다는 것을 예견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운용

은 아직도 아주 큰 곤난이 있는데 VR의 촬영기술과 보통 

영화의 촬영방식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현

대 영화의 이론이 VR영화속에서 운용할 수 없거나 영화 

이론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Ⅱ. 현대영화이론과 VR기술 운용의 충돌 

  영화화면은 영화 촬영과정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주요

하게 카메라가 작동 시작부터 멈추는 사이에 찍은 연속 

화면 및 필림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영화 화면 구도 

및 내용의 연결에 중요한 기본원소 의미와 작용이 있다. 

게다가 특수한 감정의 표달을 위해 어떤 화면의 편폭이 

심지어 완전하지 않고 가리는 행위로 특수 영화 감정을 

구성하는 일종 수단으로 특수 지하 도형인 전시 화면을 

획득해서 영화 영상내용과 감정은 이 지하 도안을 통해 

전달한다. 카메라 각도는 주로 평면으로 찍기, 우러러 찍

기, 아래로 찍기 및 정면 찍기, 측면 찌기, 뒷면 찍기 등 

몇 가지로 구성되고 단독으로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관련된 조합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의 카

메라 각도는 영화 화면의 중요한 동태요소인데 영화 구

도의 중요한 화면요소 뿐이 아니고 영화의 풍부한 예술

을 표현하는 기초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러러 찍기는 

주요하게 촬영자들의 웅위한 예술적 느낌을 표현하고 종

종 아주 작은 감정의 기초 표달이며 정면은 장중하게 보

이고 측면은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 또한 생동한 화면으

로 세심한 감정을 그려낸다. 그러나 VR 촬영수법으로 찍

으면 VR 촬영은 360° 찍는 것이 때문에 화면의 변화로 

감정음 표달하는 수단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기

에 영상 제작진은 기타 감정을 표달해내는 방법을 찾아

내 야 한다.  

  영화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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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영화관 발전 이유는(보통 영화,3D MIX,4D)관중 시청각 효과가 위해서 발전한다. 이제 까지 최고한 시청각 효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VR360° Degree panoramic video촬영 기술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기술을 전통 영화 촬영 기술 보다 완전히 다르다. 이 

기술 영화 방면 운용하면 원래 영화적 이론 크게 충격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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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VR기술을 사용하면 감독에게도 큰 도전이다. 

VR기술로 영화를 감상하면 시각은 더이상 감독이 결정

하지 않고 시청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감

독이 화면에 대한 통제는 힘들어지는데 시청자의 시선이 

원하는 화면에 이끌어 야 한다. 만약 시청자의 시선이 스

토리의 주요 발전 화면에 이탈하면 기타 방식으로 시청

자의 시선을 다시 되돌아 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촬영은 360°이여서 촬영 도구와 제작진은 화면에서 나타

나지 못하는 것도 난점으로 된다. 

Ⅲ. VR기술의 운용

  VR기술의 제일 큰 성공은 바로 게임에서 운용되는 것

이다. 영화와 다르게 게임은 원본 게이머가 스스로 줄거

리 발전을 통제하는 것이기에 VR기술을 사용한 이후 게

이머의 발휘 공간이 넓어지고 진실감도 증가된다. 이것

은 많은 게임들이 추구이기 때문에 VR과 게임의 결합은 

목전까지 제일 성공적이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의 운용도 아주 큰 발전이 있다. 

VR기술과 3D모델의 결합을 사용한 후 VR안경으로 주택

거나 상점이 인테리어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니 가상현실 안       실내 디자인적 운용

  또한 VR기술이 에니메이션에서의 운용도 뜻박에로 좋

았다. 예전의 에니메이션 VR효과 처리이든 3D제작으로 

만든 VR에니매이션이든 모두 우수한 작품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21일 2015년 Oculus VR Mobile 

VR Jam 시합에서 수상 받은 개발팀이 제작한 창의적 이

야기 서술 체험 <Colosse>을 제작하였다. <Colosse>는 

프로그래밍하고 인물 각색을 중시하는 가상현실(VR)체험

이며 시청자를 주도로 하는 탐색인 이야기 줄거리 서술

이다. 이야기 줄거리는 <Colosse>라고 불리는 유실한지 

오래된 위대한 인물을 맴돌아 펼쳐졌고 그는 공포, 권력

과 존중 등 주제를 탐색한다. 이야기 속의 캐릭터들은 모

두 다 디자인이 복잡한 거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체험

에는 인물 대화가 없고 단지 한 노인이 전편 이야기를 

방백으로 서술한다. 

      

<Colosse>

  그리고 Skillman와 Hackett가 창작한 VR Butts는 비록 

스토리는 유치하지만 가상현실의 장면체험은 아주 훌륭

하다. 배경은 단지 몇개 드문드문 심어놓은 나무만 있어 

시청자들이 완전히 에니메이션에 빠져들게 되고 아주 자

연스럽게 주인공의 연극에 흡인된다.

VR Butts화면

Ⅳ.결론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보면 VR기술 운용이 비즈니스영

화 방면에서도 아주 큰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VR에니메

이션 단편 영화의 VR영상 제작 수법도 우리가 배우는 우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배경을 간단히하면 시청자는 이야

기 줄거리에 집중되고 그리고 방백으로 대화를 대신하는 

것 모두 좋은 제작 방식이다. 동시에 시청자의 자유도와 

줄거리의 발전 사이의 관계도 다시 고려해 야 한다. 비록 

현대 영화 이론은 VR제작 방식과 충둘되지만 우리는 기

타 방식을 찾아서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멀지 

않는 미래에서 VR기술이 비즈니스 영화에서의 사용은 

현대 영화 이론에 아주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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