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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현실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가상현실 영화는 새로운 영화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미 세계 유수 영화제와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가상현실영화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현실영화 관

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현실 영화를 전통영화의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영화의 프레

임(미장센), 쇼트(몽타주) 그리고 시점, 그리고 상호작용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영화 사례들을 통하여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사이의 가상현실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는 가상현실영화만이 가진 관객의 상

호작용성의 특징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리얼리즘의 실현, 즉 디지털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HMD 기반의 1
인칭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제작사례 'FLY'를 중심으로 가상현실영화의 디지털 리얼리즘적 특성을 논의 하였다.

[Abstract] 

With the fast improvement of software and hardware technology of Virtual Reality, VR(Virtual Reality) film get attention for 
the new possibility of future film. Already, the production of virtual reality film festivals and Hollywood films is highly active, 
but it is still poorly related to virtual reality films in Korea. Due to this, this research analyze VR film with Realism films and 
Post-modernism films in four aspects that are film's frame(Mise-en-Scène), shot(montage), vew point and interactivity to deduct 
characteristics of VR film. Moreover, we also deduct an esthetical characteristic of  VR films beyond the Realism films and 
Post-modern Films through analysing various VR films. This can be said as 'Digital Realism' that is come from the viewers' 
positive interaction and realization of Realism through Virtual Reality technology. There will be a successful development of VR 
film based on this research that analyse suitable directing method for Virtual Reality environment. At last, this research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digital realism aspect for HMD based first person view VR animation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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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2016년은 구글의 데이드림(Daydream), 오큘러스의 오큘러

스 리프트 CV1, 삼성전자의 기어 VR, HTC의 VIVE, 소니의 플

레이스테이션 VR(Playstation VR) 등 각국의 대표 기업들이 가

상현실을 위한 HMD(Head Mounted Display)들을 출시하면서 

가상현실 시장의 태동이 힘차게 일었던 한해 였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의 개발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현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기반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게임인 포켓몬고가 세계

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이나 훈련 등을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가상현실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미 콘솔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ony사는 기존의 콘솔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4(Playstation 4)를 출시하며 Playstation VR 디바이스와 함께 다

양한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마블 코믹스 의 배트맨 시

리즈를 원작으로 한 배트맨 아캄 VR과 공포물인 바이오하자드 

7 등을 출시하며 기존의 게임 유저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며 VR 
콘텐츠 유저들이 늘고 있으며, 올해 4월 4일부터는 국내 VR 게
임의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스코넥(Skonec)의 모탈플리츠가 국

내 게임으로는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 VR에 오픈을 앞두고 있

다. 
이와 같이 이미 게임은 가상현실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세기 동안 인간과 

함께 성장해온 영화콘텐츠에 가상현실 기술은 이제 막 그 도약

을 하려하고 있다. 이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영화 제작자들

과 가상현실 관련 기술 업체들은 발 빠르게 가상현실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선댄스 영화제는 이미 뉴프론티어 세션

(New Frontier)을 통해 매년 우수한 가상현실 영화들을 소개하

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칸느(Cannes)영화제의 넥스트(Next) 
그리고 올해 베니스(Venice)영화제까지 VR 영화 경쟁 부문을 

오픈하며 그 대열에 합류하여 세계적으로 가상현실영화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현실 영

화 제작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영화는 한 세기 동

안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현재 우리 눈

앞에 펼쳐진 가상현실 기술은 또 한 번 영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전통 영화 상영방식인 필름 프린트 방식에서 VHS와 DVD,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모바일, IPTV 등의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은 다양한 방식의 영화 창구들을 만들어 내었다[1]. 웹의 

발달과 함께 관객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개입하는 형식의 인터

랙티브 영화나 웹드라마 등의 새로운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스
마트폰의 출시와 함께 관객들은 영화관을 가지 않고도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손안의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렇듯 플랫폼의 변화는 영화의 구성, 관람 형식, 제
작방법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며 HMD 디바이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재 가상현실 환경에 적합한 영화의 연구가 시급

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한 가상공간 안에

서 사용자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로서, 사용자는 이러

한 가상공간에서 인체의 오감을 통해 몰입감을 느끼고, 실제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현존감을 제공하는 융합기술이

하고 할 수 있다[2]. 가상현실 콘텐츠는 CAVE형, 데스크톱형, 3
인칭 가상현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미

디어에 가장 적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착용형 

디스플레이인 HMD 기반의 가상현실 영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상현실 영화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가상현실영

화의 개념과 제작 기술 분석[2] 혹은 VR영상 〈HELP>의 연출

을 롱테이크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3] 등이 있었다. 기
존의 가상현실 콘텐츠 연구들이 360도 영상의 제작 혹은 연출 

방법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좋은 영화

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미학적 특징을 리

얼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360도의 공간과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전통영화와 

유사한 부분들과 다른 특징들이 공존하며 이런 특징들을 고려

하여 연출을 해야만 가상현실 환경에 적합한 영화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전통영화는 스크린 

상영을 기반으로 한 2D 영화를 지칭하며 가상현실 영화는 

HMD 기반의 360도 환경을 가진 영화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영화 형식의 연출 방법 비교 분석을 통하

여 가상현실 영화가 가진 트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영화의 미학적 특성을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관성 사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가상

현실영화 <FLY> 제작 사례를 통하여 가상현실영화의 디지털 

리얼리즘을 논의하였다.

Ⅱ. 본  론

2-1 전통 영화의 미학적 특성

1) 사실주의 영화의 특성

영화의 연출자는 영화를 통해 현실 속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포착하고 선택하여 표현 한다. 이러한 ‘선택’은 영화의 스타일

을 만들어내며, 크게 표현주의와 사실주의의 두 가지의 방향으

로 나뉜다. 그 중 아방가르드는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장르이며, 
다큐멘터리는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장르이다[4].   

표현주의영화는 비가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자연을 향한 경외와 같은 것을 주로 표현한다. 즉 현실세계의 

한 편만을 포착하여 그것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고 시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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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력한다. 
반면, 사실주의 영화는 사진처럼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프레임 속에 재현하고, 기록한다. 즉 사실주의 영화는 카메라가 

담는 세계를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연
출자는 이를 통해 현실의 복합성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

로 현실을 마주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실주의 영화의 특징으로

는 카메라의 보수적 사용, 기교가 배제된 단순한 촬영, 연출이 

아닌 자발적인 이미지의 선호, 영화적 형식보다는 사실적 내용

을 중요시, 관객을 카메라와 동일시하여 영화 속 사건의 증인으

로 만드는 등의 특징을 꼽을 수 있다[5].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영화이론가 앙드레 바쟁(Andre Bazin)

은 이미지에 조작을 가하는 것은 관객의 리얼리티 이해에 치명

적이라고 보았고 편집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작은 

최소화하여 편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관객의 리얼리

티 경험을 최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믿음은 제작과

정에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드러났다[6]. 바쟁은 넓은 

화면 안에서 카메라의 시점이 관찰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오가

면서 관객의 참여를 부추길 수 있고, 이러한 참여가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서 영화 속 상황을 관망하는 느낌이 들게 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7]. 바쟁(Bazin)은 또한 롱숏, 장시간 촬영 

등을 장려하면서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지켜야 관

객 스스로가 영화 속 현실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8].

2)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특성

현대 사회의 빠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의 이

용과 보급이 용이해지고 빨라지면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를 

구분 짓던 모더니즘적 분류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9]. 현대 

사회와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대중문화인 영화는 탈역사적, 
초현실적, 수동적 비관주의의 특성을[10] 가진 포스트모더니즘

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현실을 

현실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실주의 영화와는 반대적인 성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

구되어 왔다. 캐롤(Carroll)은 모더니즘 영화의 전통적 기반 위

에 리얼리즘의 재현 미학을 부정하는 아방가르드적 실험영화

들을 포스트모던 영화라고 지칭하였다[11]. 제임슨(Jameson,)
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현실의 진정성을 탈역사화하고 

파편화하는 ‘향수 영화(Nostalgia Films)'와 ’음모 영화

(Conspiracy Films)'를 포스트모던 영화로 규정하였다[12]. 이러

한 학자들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정헌(Jeong)은 포스트모던 영

화는 현실의 직접적 지시성(Indexicality)를 부정하고, 허구적 

이미지 합성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실사뿐만 아니라 애니메이

션, 컴퓨터그래픽을 혼합하며 이를 통해 리얼리티와 하이퍼 리

얼리티가 서로 혼합된다고 하였다[13]. 또한 포스트모던 영화

는 내용을 통한 리얼리티의 추구와 서술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감각적 이미지와 스펙터

클을 추구한다고 하며 획일적 원근법을 거부하고 주체의 다원

적 시점을 제시한다고 하였다[14].
즉 포스트모더니즘 영화는 장르간의 경계를 허물며, 상호텍

스트성을 부각시키고 관객의 참여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이전의 모더니즘 영화에서 연출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

요시 하였던과는 다르게 패스티쉬(Pastiche)와 패러디(Parody), 
이종 혼합 등을 통해 작가의 절대적 권위를 붕괴하기도 한다

[15]. 

2-2 가상현실 영화의 미학적 특성

1) 가상현실 영화의 프레임

전통 영화에서의 프레임은 미장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연출자가 ‘카메라에 찍히는 모든 장면을 사정

에 계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16]으로 해석한다. 이는 영화

의 프레임 속 조형적인 요소들인 인물, 사물, 조명, 구도, 동선, 
카메라의 각도와 움직임 등을 의미한다. 전통 영화에서 연출자

는 이러한 여러 조형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영화 속 인물의 

감정이나 성격, 사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상현실 영화

에서는 이러한 고려 가능한 요소들이 달라진다.
전통영화에서는 화면의 프레임에 담길 정도의 별도의 세트

를 구축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가상현실영화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360도 공간의 프레임을 의미하기에 

공간을 모두 채우는 세트를 구축해야 한다. 조명 또한 프레임 

밖에서 공간과 무드에 맞는 조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전

통영화와는 달리 360도 공간을 모두 담는 가상현실 영화에서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전통영화에서는 

영화의 사각형 프레임 안의 배열과 구도, 동선을 고려해야 했지

만 가상현실 영화에서는 관객에게 열려있는 360도 공간의 모든 

배열과 구도,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물의 심리상태 등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인물의 클로우즈 

업 등의 카메라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영화

에서는 바쟁이 영화의 리얼리즘적 특성을 위해 강조했던 영상

을 긴 호흡으로 촬영하는 ‘롱 테이크(Long Take)’기법이나 한 

프레임 속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모두 보여주는 ‘딥 포커

스(Deep Focus)' 와 같은 기법을 많이 사용해왔다.
조스트(Jost)는 영화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고유한 방

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동일한 화면영역에 동시적 

Traditional Film VR Film

Set ○ 360 Degree
Light ○ △

Arrangement, 
Composition Within Sight 360 Degree

Movement In Frame 360 Degree

Camera Angle Movable △

표 1. 전통영화와 가상현실 영화의 조형적 요소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figurative elements of traditional 
film and V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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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샷 화면영역(배경)이 넓거

나 심도가 깊어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동시적 행위가 관객

에게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17]. 이러한 리얼리

즘적 특징은 기존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많이 발견된다. 실제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 속의 사건과 행동들을 통해 연출자는 의

도한 어떤 시각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360도의 공간에 

담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가상현실영화는 이런 의도

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림 1. VR 다큐멘터리 ‘Waves of Grace' 의 한 장면

Fig. 1.  Scenes from VR Documentary Film 'Waves 
of Grace'
 

그림 1은 가상현실 단편영화 ‘Waves of Grace’ 의 장면들로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 소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상현실 

영상 제작 업체인 WITHIN와 유엔(United Nations)이 공동 제작

한 작품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공화국인 라이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피해 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신문 지면이나 뉴스 

등을 방송 매체를 통해 흘려듣게 되는 사건이 아닌 관객이 직접 

에볼라 바이러스의 잔혹함을 경험하게 한다. 영화를 통해 관객

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는 에볼라 바이러스 생

존자인 Davis의 가이드에 따라 라이베리아(Liberia) 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후의 참혹함과 그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에
볼라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고아들과 4800명도 넘는 무덤들 

사이에 서서 경험하는 라이베리아의 삶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며 체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전통의 영화에서는 연출자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물

이나 장면에 따라 구도나 화면을 설정하여 관객은 제한된 선택

권 안에서 관람을 하였다. 그러나 가상현실 영화 ‘Waves of 
Grace’ 에서는 기존의 ‘딥 포커스’ 기법을 활용하여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화면을 선명하게 찍어 보여준

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객관적으로 표현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출자가 정해준 화면이 아닌 360도의 공간 속에서 

원하는 개체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움직임 사건들을 능

동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관객은 연출자가 정해진 프레임이 아닌 관객의 선택에 

의한 프레이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연출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가상현실 영화는 전통의 2D 
영화와는 다르게 360도의 공간을 구현하고 관객은 HMD 디바

이스를 통해 작게는 101도(뉴기어 VR 기준)에서 크게는 110도
(오큘러스 CV1 기준)의 시야각(Field of View)으로 자유롭게 가

상현실 세상을 탐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출자는 전통영화

에서 해왔던 연출자 중심으로 장면의 프레이밍이 아닌 관객 중

심의 프레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즉 360도로 오픈된 환경 속에

서 연출자는 관객에게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주되, 꼭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장면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연출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로는 인물이나 사물 등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1. Movement of Objects

2. Sound Event

3. Movement of the Camera

표 2. 관객의 시각적 유도를 위한 연출 요소들

Table. 2. Directing elements for viewer's visual guidance

   

이는 전통영화에서도 많이 쓰여 왔던 방식으로 가상현실 영

화의 360도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

화의 메인 캐릭터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원하는 장소

로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벤트 발생을 통한 사운

드이다. 360도의 오픈된 공간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원하는 장

소를 관람할 시, 시선의 유도가 필요한 방향으로 어떠한 사건이

나 이벤트를 발생시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평면의 제한된 프레임이 

아닌 360도의 공간의 관객에게 입체 사운드를 제공함으로써 앞

을 보고 있던 관객에게 등 뒤에서 문 닫는 소리를 발생시켜 자

연스럽게 뒤를 보도록 유도하는 장면처럼 연출이 가능하다. 
마지막 요소는 전통영화 방식과 같은 카메라의 이동이다. 즉 

연출자가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상하 혹은 좌우로 이동

했던 카메라의 움직임과 같이 가상현실 환경에서도 카메라를 

상하, 좌우 그리고 앞뒤까지 이동하면서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평면의 공간이 아닌 360도 입체 공간

에 대한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360도 카메라

와 같이 카메라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되도록 카메라의 이

동을 피하는 추세이지만 3D 그래픽스 기반의 가상현실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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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카메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실사 환경에서 

지미집이나 드론 등 다양한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카메라 이동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의 연출 장치들은 리

얼리즘 영화가 추구하는 카메라의 보수적 사용과 기교가 배제

된 롱테이크와 딥포커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을 영화 속 

사건 현장에 증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연출을 위

해 사용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찍혀진 이미지들을 360
도 공간의 하나의 연결된 이미지로 만드는 스티칭(Stitching) 작
업과 관객의 시선 유도를 위한 인물과 카메라의 의도적인 움직

임과 사운드 발생 같은 요소들은 포스트 포더니즘 영화의 특성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것은 즉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프레

임의 연출 요소들을 통한 리얼리즘의 추구하고 할 수 있다. 

2) 가상현실 영화의 쇼트

전통영화에서의 쇼트는 촬영의 기본 단위로 카메라로 한 번

에 촬영한 장면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전통영화에서는 쇼트는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와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롱 쇼트

(Long Shot), 풀 쇼트(Full Shot), 버스트 쇼트(Bust Shot), 클로즈

업(Close-Up) 등 다양하게 나뉜다. 이러한 다양한 쇼트를 연출

자는 몽타주 이론을 활용하여 영화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공간

을 구성하여 관객에게 시각적 리듬과 심리적 감동을 자아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L.쿨레쇼프는 영화의 ‘쇼트들이 어떻게 찍혔는가’ 보다는, 

‘어떻게 연결 되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짧은 쇼트들

의 연결 즉, 몽타주(Montage)를 영화기법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18]. 쇼트들의 연결을 통해 쿨레쇼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는 리얼리

즘 영화에서 추구하는 관객의 깊은 응시를 통한 영화적 의미의 

발견이 아닌 짧은 파편 조각들의 맞춤을 통한 의미의 창조, 즉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의 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 영화 환경에서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컷

과 컷의 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힘들

다. 전통영화에서는 보통 짧은 호흡의 컷들의 조합으로 몽타주 

효과를 내는데 360도의 가상현실 공간이 주어진 관객에게 시간

은 전통영화와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상현실 환

경에서는 관객이 360도의 공간을 충분히 둘러볼 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전통영화보다 더 긴 시간의 컷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관객이 바라보는 프레임에 따라 얻게 되는 장면과 그에 따

른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출자가 의도한 의미를 정확히 전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가상현실 환경에서 쇼트와 쇼트를 조합한 몽타주 

기법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60도의 가상현실 환경

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몽타주 기법을 시도 할 수 있다. 즉 여러 

컷을 360도 공간에 담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전통

영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면분할을 통해 다중 사건이나, 
다중 캐릭터 혹은 단일사건에 대한 복수시점, 캐릭터의 여러 가

지 심리상태 등을 표현하였다. 360도 공간에서도 이와 같이 화

면 분할을 통한 몽타주 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2. 가상현실 단편영화 ‘Missed Connection'의 한 장면

Fig. 2.   Scenes from VR Short Film 'Missed Connection'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Cinema Research 
Institute에서는 ‘Missed Connection' 이라는 VR 단편을 제작하

여 360도 공간에서의 화면 분할 기법을 시도 하였다. 이 작품에

서는 360도 공간을 50:50으로 나누어 통화를 하고 있는 남녀를 

동시에 보여 준다. 두 프레임은 두 남녀의 유사한 움직임, 극명

한 조명 차이, 인물의 유무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

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관객은 선형적인 서사 

속에서 남녀 중 어느 곳을 볼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각

각 다른 정보를 전달 받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각각 다른 감성 반

응을 얻을 수 있다. 즉 한 번의 시선에 모든 프레임들을 담지는 

못하지만 분할된 프레임들의 탐색을 통해 정보를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관객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포

스트모더니즘 영화의 특징으로 두 가지 연결된 내러티브의 조

합을 통한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과 콜라주의 양식을 보여 준다.

3) 가상현실 영화의 시점

세 번째 가상현실 영화의 특징은 연출의 시점이다. 전통 스

토리텔링 방식인 소설이나 수필 등의 종이매체에서는 서사를 

이끌어 가는 화자가 중심이 되어 스토리의 시점을 구분하였다. 
반면에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바로 시

점을 이야기 한다. 조셉 보그스는 영화의 시점을 주관적 시점

(Subjective Point of View), 객관적 시점(Objective Point of 
View) 그리고 간주간적 시점 혹은 작가적 시점(Omniscient 
Point of View)으로 구분하였다[19]. 전통적인 2D 영화의 기본

은 3인칭 시점이며 이는 곧 영화의 대부분이 객관적 시점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화 속 주관적 시점은 카메라가 대변

하는 인물의 시점 숏을 통해 표현된다.  
전통 2D 영화에서는 캐릭터의 심리적 상태 묘사를 위하여 

클로즈업(Close-Up)이나 카메라 시점을 통한 화자의 시점 표현 

등을 사용하였다[20]. 그러나 360도 환경의 가상현실영화에서

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클로즈업 등의 효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많은 영화들이 선

택한 주관적 시점의 카메라 연출이 360도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구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360도 환경에 적합한 시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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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많은 가상현실 영화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림 3. 가상현실 단편영화 ‘Pearl’의 한 장면

Fig. 3.  A Scene from VR Short Film 'Pearl'

위 그림은 2017년 가상현실영화로는 처음으로 오스카

(Oscar)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화재가 되었던 ‘Pearl'이란 작품이

다. 이 작품은 360도 환경의 자동차 안에 관객을 객관적인 관찰

자의 입장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여 기존의 전통영화와 같이 

관객이 영화 속 어떤 인물에 자신을 이입 하게 한다. 여기에서 

관객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혹은 어떤 관객은 딸의 입장에서 이

야기를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차 앞의 보조석 쪽에 관객이 함께 차에 앉

아 아버지와 딸을 관찰하도록 카메라를 위치시켜 함께 로드 트

립을 경험하는 시점을 구현하였다. 즉 카메라를 객관적인 위치

에 위치시키고 이동시키지 않고 관객에게 관찰자의 시선을 줌

으로써 사실주의에 입각한 시점을 채택함과 동시에 관객에게 

딸의 입장으로 혹은 아버지의 입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

택권을 주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도 동시에 띄고 있다.
가상현실 영화에서는 위와 같은 관찰자의 시선 외에도 여러 

시점들이 시도 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PAVR이라는 VR 제작

사에서 만든 첫 번째 가상현실 Sci-Fi 코메디 단편영화 

‘Teleportaled’ 로 2016년 선댄스 영화제에 소개된 이후 MilkVR
과 유투브(Youtube)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50만건 이상의 뷰

어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카메

라를 연출하여 관객이 주인공이 되어 극에 몰입효과를 높이고

자 하였다. 즉 관객에게 이미 자신을 이입할 시점을 정해줌으로

써 극의 한 캐릭터가 되어 다른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극의 재미와 몰입을 극대화 한다. 이는 관객에게 정해진 시점을 

주어 선형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실주의 영화와 닮아 있지

만 관객이 직접 극에 참여하며 그 상호작용이 영화에 영향을 끼

치는 점은 포스트모던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가상현실 SF영화 ‘Teleportaled’의 한 장면

Fig. 4. A Scene from VR Sci-fi Film 'Teleportaled’

4) 가상현실 영화의 상호작용성

위에서 언급한 프레임, 쇼트, 시점은 전통영화에 연출 요소

로 존재해 왔으나 가상현실 환경에 맞추어 연출적으로 재 고려

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전통영화를 구분 짓

던 사실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화이론의 한부분에 종

속되지 않는 그 둘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영화에는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성

이라고 하는 전통영화에는 없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이 

있다. 이는 가상현실 공간이 가진 특성으로 사용자가 실시간으

로 가상현실 공간과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으

며 이것을 통하여 더욱 공간과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가상현실

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장점 중 하나이다. 
가상현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성을 크게 소극적 상

호작용과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 상호

작용은 HMD를 착용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림

으로서 영화의 프레이밍의 결정권이 관객에게 있으며 이에 따

라 원하는 장면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많

은 가상현실 영화들은 이러한 소극적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출 요소 세 가지인 프레임, 쇼트 

그리고 시점의 특징들을 앞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가상현실 영화에서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신체적 상호작

용(Physical Interaction)에 따른 피드백(Feedback)이 즉각적인 

스토리나 사건의 전환을 가져오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최근 

HMD 디바이스들의 발전과 함께 오큘러스 리프트 CV1은 오큘

러스 터치(Touch)를 플레이스테이션 VR은 무브(Move) 등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손에 들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

트롤러들이 함께 출시되고 있다. 이는 가상현실 환경의 사용자

에게 더 많은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콘텐츠에 

더 몰입과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전통영화에서

는 이러한 적극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가상현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상호작용을 접목시

킨 영화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관객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멀티플롯 등의 구조를 통한 스토리의 변화나 영화공간의 오브

젝트나 상황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



HMD 기반 가상현실 영화의 디지털 리얼리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

855 http://www.dcs.or.kr

그림 5. ‘Tree’를 경험하는 사용자'
Fig. 5. A User experiencing VR Film ‘Tree‘

그 사례로는 2017 선댄스영화제에 소개된 밀리카 젝(Milica 
Zec) 감독의 ‘Tree'를 들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관객은 우림지

대의 나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관객의 팔은 나무 가지가 

되고 관객의 몸은 나무의 기둥이 되어 관객이 몸과 팔을 움직이

는 대로 나무가 되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

객은 처음 씨를 뿌려 나무가 자라나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의 변

화로 인해 다시 죽어가는 경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경험하는 영화이다. 이화 같은 영화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가상현실 공간의 관객에게 현존감

(Presence)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영화 속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즉 사실주의 영화의 궁극적 지향점과도 닿아 있다. 
즉 가상현실 공간의 상호작용성을 통해 결국은 영화의 실재감, 
사실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2-3 가상현실 영화의 디지털 리얼리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현실 영화는 전통영화에서 우

리가 구분 지었던 사실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관객의 몰입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연출자는 360도의 프레임 속에서 쇼트들

의 배열과 여러 시점들의 시도 그리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관객을 가상현실 공간에 실재하게 한다. 들뢰즈(Deleuze,)는 

철학적 관점에서, 가상적인 것(the virtual)은 실재적(the actual)
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것(the real)이라고 하였다[21]. 이는 가

상현실 영화에서 시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표현을 통

한 사실주의의 추구 혹은 사실주의 기법을 활용한 포스트모더

니즘적인 영화적 실험, 혹은 두 경계가 허물어진 미학적 융합을 

통한 가상현실 영화의 리얼리즘 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가상현실 영화가 가지는 디지털 리

얼리즘적 특성이라고 정의 내리려고 한다. 가상현실 영화가 첨

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때로는 매우 현실적인 혹은 현실에

서 경험할 수 없는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리얼리즘의 추구이며 이는 현실적 리얼리티이기도 하

고 가상 공간에 대한 리얼리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가상현실 영화에는 전통영화의 사실주의적인 요소들과 하

이퍼 리얼리즘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즘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Ⅲ.  가상현실 영화 <FLY>의 디지털 리얼리즘

가상현실 영화에서의 디지털 리얼리즘적 미학의 추구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사 기반의 영화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 기

술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영화 <FLY>의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
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의 구

현을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된 3차원 공간이 가장 

제작에 용이하며 실사로 구현하기 힘든 하이퍼 리얼리즘적 요

소들의 구현을 위함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가상현실 영화의 미

학적 특성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영화 <FLY>는 기

획 단계부터 가상현실 영화의 프레임, 쇼트, 시점 그리고 상호

작용성의 4가지 측면의 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하

였다. 

3-1 <FLY>의 프레임

그림 6. 가상현실 영화 ‘FLY'의 사전시각화 작업 

Fig. 6. Pre-visualization of VR Film 'FLY'

<FLY> 영화에서는 360도 공간에서 관객의 시선의 자연스

러운 유도를 위하여 공간의 절제, 인물의 움직임 그리고 엠비소

닉 서라운드(Ambisonic Surround) 사운드를 활용하였다. 먼저 

공간의 절제를 위하여 360도의 열린 공간 안에서 긴 복도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하여 관객에게 프레임을 포커싱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한하여 연출하였다. 또한 소녀가 복도 먼 곳에서부터 

뛰어오게 함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소녀에게 집중하도록 움직

임을 주었다. 또한 복도 위 전등들이 깜빡깜빡 거리는 소리와 

먼 곳에서부터 뛰어오는 소녀의 발걸음 소리 등을 입체 음향으

로 연출하여 관객이 360도 공간에서 집중하여야 하는 프레임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체 음향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입체 음향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가상으로 만들어진 

<FLY> 작품의 입체 사운드를 위해 우리는 리퍼(Reaper)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운드 디자인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마치 소녀가 먼 곳에서 뛰어오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가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이퍼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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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적인 입체 사운드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FLY> 작품에서는  긴 복도와 같은 제한된 프레

임, 그리고 엠비 소닉 사운드를 통한 관객의 시선 유도 등의 포

스트모더니즘 영화의 특성을 통한 가상세계의 리얼리즘을 추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출 요소들을 통하여 디지털 리얼리즘

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림 7. 디지털 오디오 제작 소프트웨어 '리퍼‘
Fig. 7. Digital Audio Production Software 
'Reaper' 

3-2 <FLY>의 쇼트 

<FLY> 의 쇼트 구성을 위하여 전통 영화의 설정, 전개, 해결

이라는 3막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영화를 4개의 스테이지로 구

분하여 쇼트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복도에서 뛰어 

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녀, 두 번째 스테이지는 복도의 벽이 

열리며 오픈되는 적막한 공간에 버림받아 흐느끼는 소녀, 그리

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하늘로 날아오른 구원받은 소녀이다. 
각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객

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쇼트를 나누어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즉 본 영화에서는 기존의 

가상현실 영화들이 주로 사용하였듯이 360도의 공간을 나누어 

미장센을 구현하지 않고 전통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차용하여 

컷과 컷의 조합쇼트와 쇼트의 연결 사이에 관객의 참여라는 요

소를 더하여 관객이 영화 속에 체화되게 하였다. 이렇게 스테이

지로 구분되었지만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결된 내러티

브는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과 콜라주의 양식을 보여 준다. 이
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으로 이를 통하여 전통 영화의 

선형적 내러티브 즉 리얼리즘을  구축한다.

그림 8. 'FLY'의 이야기 구조

Fig. 8. Story Structure of 'FLY'  

3-3 <FLY>의 시점

그림 9.  ‘FLY'에서 1인칭 시점으로 구현된 한 장면

Fig. 9.  A scene from 'FLY' at first person view

<FLY>는 기존의 전통영화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1
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장점을 극대

화하고자 하였다. 본 영화에서 관객은 버림받은 소녀를 그저 지

나치는 차가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결국에는 소녀의 손

을 잡아주는 구원자로 변해 나가는 과정을 주인공의 시점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재조명해보고 관객이 직접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손

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영화에서 관객에게 주어진 소녀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

점은 이미 관객에게 정해진 역할을 주어 선형적인 이야기를 따

라가는 사실주의 영화의 성향을 가지면서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 극에 영향을 끼치는 포스트모던의 특성을 동시에 지

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객은 내러티브 속에 몰입하게 되

며 또한 체화된 인터랙션을 통하여 그 몰입이 극대화 된다.
여기에 더하여 본 영화에 등장하는 소녀는 실제 인물을 모델

로 하여 제작을 하여 그 리얼리즘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제

작되어 있는 많은 VR영화 중 그래픽을 사용한 영화들은 대부

분 단순한 캐릭터나 인간형이 아닌 캐릭터를 사용하여 왔다.  
Baobab Studios의 <Invasion!>나 Oculus Story Studio의 

<Hanry>는 토끼나 고슴도치 같은 동물 캐릭터를 사용하였으

며, Peonrose Studio는 <Rose and I>, <Allumette> 등 동화를 원

작으로 한 단순화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왔다. 그러나 < 
FLY> 속의 소녀는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녀들의 모

습을 닮은 인물로서 사실주의적인 표현이 필요하였고 이에 실

제 인물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캐릭터의 제작을 위하여 전면, 후면, 좌우면, 웨이스트 샷, 숄더 

샷, 얼굴 클로우즈 업, 얼굴 전후좌우 샷, 손등, 손바닥, 손가락 

등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기반으로 하여 소녀 캐릭터의 모델링

과 텍스쳐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래 Fig. 10번은 실제 소녀의 

사진을 시반으로 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된 소녀의 모습이다. 
그 후, 극의 설정에 맞는 헤어 스타일과 의상 등의 작업을 거쳐 

‘FLY'의 소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래픽 기술을 통하

여 가상콘텐츠의 리얼리즘의 추구, 곧 포스트 포더니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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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의 미학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10. ‘소녀’의 모델링

Fig. 10.  Modeling of the 'Girl'

3-4 <FLY>의 상호작용성

<FLY>는 기존의 선형적인 스토리를 가진 가상현실영화 콘

텐츠에서 더 나아가 관객의 신체적인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한 

내러티브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영화에서는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를 탑재한 웨어러블 밴드

를 활용하여 관객이 HMD를 낀 상태로 자유롭게 제스쳐 인터

랙션을 통해 영화 속 상황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IMU 센서는 센서기술의 발달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

코프 센서의 여러 기능을 모두 탑재하며 그 크기까지 소형화 되

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자유롭게 한다[25]. 
각 스테이지의 진행 동안 관객은 총 3번의 신체적 인터랙션

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소녀의 손을 뿌리치는 인터랙션, 두 번째 

소녀를 쓰다듬는 인터랙션 그리고 마지막 소녀의 손을 잡아 주

는 세 가지 인터랙션을 통해 영화적 상황에 관객이 몰입하여 직

접적인 신체적인 인터랙션을 통한 극의 몰입 효과를 배가하고

자 하였다. 관객의 제스쳐 인식을 위해서는 웨어러블 밴드의 

IMU 센서를 통해 세 가지 인터랙션들의 움직임 값을 측정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분류하여 인터랙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사용하였다.  
관객의 직접적인 신체적 움직임이 영화 속 주인공의 움직임

이 되어 소녀와 직접 상호작용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관객은 가

상이 아닌 실제 인물이 되어 소녀를 위로하게 된다.  즉 관객의 

신체적인 적극적 상호작용은 소녀와 마주한 그 공간에 현존감

(Presence)를 극대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가상현실 영화의 디지

털 리얼리즘을 추구한다. 

그림 11. 관객에게 손을 내미는 소녀

Fig. 11. A girl approaching her hand to a viewer

Ⅳ. 결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영화는 이제 관람하는 것이 아닌 체험하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부상하고 있는 가

상현실 콘텐츠 시장에 적합한 가상현실영화 제작을 위한 연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실주의 영화와 하이퍼 리얼리즘 

영화의 측면에서 프레임(미장센), 쇼트(몽타주), 카메라의 시점,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미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가상현실영

화 디지털 리얼리즘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가상현실 

영화의 프레임은 기존의 전통 영화처럼 연출자의 의도대로 보

여 지는 것이 아닌 관객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출적으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 하다. 
이러한 장치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오브젝트의 이동, 이벤트 

발생을 통한 사운드 발생 그리고 카메라의 이동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가상현실 영화의 쇼트는 전통영화처럼 짧은 

컷들의 조합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발현하는 방식의 몽타주 

기법의 사용은 힘들지만 리얼리즘에 기반한 실사 영화의 쇼트

들의 조합으로 360도의 공간을 다시 몽타주적으로 표현하는 의

미의 재창출이 시도되고 있다. 세 번째, 가상현실 영화의 시점

은 전통 영화에서의 기본적인 3인칭 시점의 표현을 위한 카메

라의 시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60도 공간에서 3인칭 시점으

로 바라보되 자유롭게 선택한 각 인물에 따른 몰입이나, 관객을 

직접 영화 속 캐릭터가 되는 1인칭 시점의 활용 등이 시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영화는 기존의 전통영화가 가지지 

않은 관객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 리얼리즘적 요소와의 융합을 통하여 

영화의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현실 영화의 미학적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현실 영화 'FLY'는 360도 공간의 제약, 인물의 움직임 그리

고 입체 음향을 통한 프레임의 정의와 스테이지의 분할을 통한 

쇼트의 구성,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한 관객의 몰입, 마지막으

로 감성 인터랙션을 도입한 관객의 확장된 경험을 통해 가상현

실 영화의 디지털 리얼리즘적 특징을 극대화하여 가상현실 영

화의 미학적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HMD 기반의 가상현실 영화는 인간이 갖는 시야

범위의 제한과 오랜 기간 학습되어 온 영화의 내러티브 전달과 

수용의 방식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2].  
그러나 2018년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은 게임과 영화를 중심으

로 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50%이상을 차지하며 성장할 예

정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3]. 이러한 미래 콘텐츠 시장을 

장악할 가상현실영화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가상현실 영화에 

맞는 스토리와 제작 파이프라인의 개발 등 많은 관련 연구가 함

께 진행되어야 성공적인 가상현실 영화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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